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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ompany Profile

I. 회 사 소 개
1. 회

사

개

요

2. 주

요

연

혁

현

황

3. 산업재산권

1. 회 사 개 요

㈜스텐텍은 스텐트, 풍선도자, 쉬스 등을 생산 판매하는 벤처기업으로서 1998년 7월 설립하여 연구개발
을 통한 의료기술의 선진화와 국산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

립

일

: 1998 년 7 월

자

본

금

: 550 백만원

대표이사

: 권병두

발행주식수

: 110,000 주

주요사업

: 스텐트, 풍선 도자, 쉬스 등 제조 / 판매

액

: 5,000 원

면

가

2. 주 요 연 혁
창 립 기
(1998 ~ 2001. 11)
1998. 07. 회사창립
1998. 10. 선도기술의료공학기술 개발사업
(혈관 및 장관용 스텐트 개발)
1999. 01. ㈜스텐텍 부설연구소 설립

성
장 기
(2002. 02 ~ 2004. 08)
2002. 02. CE 인증 및 ISO 인증 획득
(EN ISO 9002 : 1994 / EN 46002 : 1996)
2002. 04. 인도 Advance Medicure Systems
수출 계약 체결

1999. 05. 우수평가 벤처기업 확인서 획득

2002. 07. INNO-BIZ 기업 선정

1999. 09. 스텐트 제조품목허가 획득

2003. 05. 벤처기업 인증 (연구개발기업)

1999. 10. 콜롬비아 Biomed S.A.사

2003. 12. CE 인증 및 ISO 인증획득

기술이전 계약체결
2000. 11. 풍선도자 제조품목허가 획득
2001. 01. 일본, 미국 특허권 획득
2001. 03. 벤처기업확인(신기술개발기업)
2001. 08. 회사이전
본사/연구소 및 공장 분리이전)
2001. 11. 자본금 550,000,000원

(EN ISO 9002 : 2000 / EN 46002 : 1996)
2004. 06. 서울대학교 심장내과
연구제휴협약 체결
2004. 08. 분당서울대학교 심장내과
연구제휴 협약체결

도
약
기
(2005 ~ 현재 )
2005. 0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
2005. 04. 미국 Sadra Medical 당사특허
사용에 관한 Royalty 계약 체결
2005. 05. 중기청 수출화기업 선정
2005. 12. CE 인증 및 ISO 인증 획득
(EN ISO 13485 : 2003 / ISO 9001 : 2000,
EN 46001 : 1996)
2006. 11. 보건복지부 메디클러스터
사업자선정(서울대 컨소시엄)
2007. 01. 의료기기 KGMP 인증 획득
2009. 07. RIC 연구개발사업자 선정
(국산형 유도카테터의 개발)
(을지대학교)
2009. 08. 인하대학교 병원 방사선과
J-stent 연구개발 공동진행
2010. 03. 의료기기 GMP 재인증
2011. 02. 그리스 시장 진출 (Endocare)
2011. 07. 터키 시장 진출 (IMD Biomedical)
2011. 07. 베트남 시장 진출 (ETC Medical)

3. 산업재산권 현황

특 허 권 (4)
내강 확장용 의료용구 및 그 제조방법 (1999/10-0190755)
인체내의 내강 확장용 스텐트와 그 제조 방법 (1999/10-0240832)
내강 확장용 스텐트 (V+Y Type, 1999/10-0241822)
내강 확장용 스텐트 (Y-5, 2004/10-0448329)

실 용 신 안 (1)
호흡관을 구비한 스텐트 삽입장치 (1998-0019627)

특허권 판매계약 (1)
미국 Sadra Medical 사와 10년간 1000만불의 특허료 지급계약 체결

II. Business Plan
II. 사 업 소 개
1. 회 사 영 업 현 황
2. 제 품 소 개
3. 업 계 현 황
4. 시 장 환 경
5. 영 업 전 략
6. 신 제 품 개 발 계 획
7. 비 전

1. 회사 영업 현황
영업현황

㈜스텐텍
내수 / 수출

경쟁 업체

비혈관용 Stent

Sheath

미국 및 독일계 회사가 전세계 시장 장악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

경쟁 요건
1. 제품개발력
2. 제품의 수준
3. 낮은 불량률
4. 국가 인지도 등

신제품의 개발 및 제품 품질의 향상
기존 매출처와의 유대 강화

안정적인 매출 확보

PTCA Balloon

New Products
혈관용 Stent (J-Stent)
Long Sheath
PTA Balloon
EP/Micro Catheter

2. 제품소개 (1)
Silky Stent (비혈관용 스텐트)
혈관, 위장관, 담도 등 혈액이나 체액의 흐름이 원할 해야 되는 부위에 악성 혹은 양성질환이 발생하여 그 흐름에 장애가 발생하였
을 때 외과적 수술을 통하지 않고 X-선 투시하에서 좁아지거나 막힌 부위에 삽입하여 흐름을 정상화 시키는데 사용되는 원통형의
의료용 재료임
자가 팽창 형 스텐트로 체내 이동을 방지함
유연성이 뛰어나고 팽창력이 우수
재 협착 방지를 위한 Covered 스텐트

Biliary Stent (Y1B Type)

Colo-Rectal Stent (Y4L Type)

Esophageal Stent (Y5L Type)

Pyloric Stent (Y2L Type)

용도 : 담도 용 스텐트
판매수량 : 1,000ea/년

용도 : 대장 스텐트
판매수량 : 1,000ea/년

용도 : 식도 스텐트
판매수량 : 1,000ea/년

용도 : 유문 / 십이지장 스텐트
판매수량 : 1,000ea/년

2. 제품소개 (2)
J-Stent (혈관용 스텐트)
1) 기존 스텐트의 문제점
● 단일 필라멘트 제조로 인해, 축 방향으로의 순응 력이 약하며, 장기의 해부학적 구조를 재현하는데 제한.
● 스텐트 배치 후에도 관의 소통에 문제가 발생.

2) 주요특징 및 구조
● 니티놀 필라멘트 또는 레이져 성형된 니티놀튜브와 혈관 봉합용 봉합사인 프로린사(prolene; polyproplene)의
두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 단일 필라멘트 구조가 아닌 복합구조의 스텐트 유닛 들이 프로린사에 의해
연결되어진 형태 ( → 고도의 유연성 제공)
● 축 방향에서의 순응력(conformability)이 유연하며, 강하여, 굴곡이 심한 해부학적 구조에서 완벽하게 기능.
단일스텐트
(회색부위)

봉합사연결
(파란색)

실로 연결된 구조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이상
적인 유연성과 내구성을 제공.

2. 제품소개 (3)
Silky PTCA Balloon Catheter (관상동맥용 풍선도자)
PTCA란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즉 풍선 도자를 이용한 경피 적 관상동맥 성형술이라는 뜻
풍선 도자는 심혈 관에 발생하는 협착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기구로, 수술적 치료방법을 피하고 경피 경관적인
시술을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고통과 비용을 절감시켜 주며, 의사에게도 시술의 부담을 최소화함으로 수요가 급증
국내 제조업체는 전무하며 따라서 국내병원에서 사용하는 풍선 도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풍선 도자는 개당 90 ~ 150만원대의 고부가가치 의료기구로서 국내 생산을 하여 제조원가를 절감하고 보험수가를 줄여 수입
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Silky PTCA Balloon Catheter
판매수량 : 1,000ea/년

뛰어난 Trackability

Catalogue

2. 제품소개 (4)
Silky Sheath Introducer Set (혈관초)
Introducer는 풍선 확장 시술(Balloon Catheter Dilatation Procedure), 스텐트 삽입술(Stent placement procedure)및 혈관 조영술
(Angiography)에서 최초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카테타가 체외에서 체내로 진입하기 위한 통로를 확보해주는 의료용구로서
Sheath 와 Dilator으로 구성된다. 핵심 기반 기술로서 sheath와 dilator tube의 taper와 check valve에 대한 정밀한 설계 및 가공
기술이 요구 된다.
Taper란 tube의 끝처리(tipping)의 유형으로 혈관 내로 삽입될 때 저항을 줄이고 혈관에 상처를 주지 않고 원활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tube의 끝을 유선형으로 처리해준 부분 또는 그 기술을 말한다.

한쪽 방향으로 만의 흐름이 가능 하도록 한 Check Valve
시술부위에 따른 차별화한 taper
원활한 삽입을 위한 silicon coating
One-touch Dilator handle

3. 업계현황 (1)
산업의 특성

전형적인 선진국형 산업

의료기기 산업
기술집약형 독점 산업

미국, 독일, 유럽 등 선진국이
생산 수요 중 80% 차지

전세계 시장 : 230조원 ($1,968억) 추정

의료용구 산업시장 규모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 : 약 42%

국내 시장 : 약 4조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세계 의료기기 시장동향’>

3. 업계현황 (2)
시장의 특성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 부분이 경쟁력의 관건

전 품목이 의료보험수가 적용
외산 제품과 국산 제품의 가격차가 없음

비 혈관용
Stent
인체를
PTCA Balloon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
Sheath
(혈관초)

시장 가격에 대한 탄력성 낮은 편

다룬다는
특성

품질에 대한 안정성의 보장이 더욱 중요

3. 업계현황 (3)
경기변동의 특성

경기 변동 영향

직접적 영향 크지 않음
경기 변동을 간접적으로 받음
IMF 전후 국내 사용량 ↓

안정적, 보수적 시장

병원 : 유명 상표를 선호 (인체 사용이라는 본질적 문제)
신규 업체의 진입이 매우 어려움
기존 확보한 시장은 안정성이 높음
의료보험에 의해 대부분의 의료 체계가 운영
경기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타 산업에 비해 낮음

4. 시장환경 (1)
산업의 특징
Market Leader의 수익성 증대 및 성장이 유리한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수요가 계속적인 산업

단순한 제품에서 복합기능 제품으로 확대

제품의 일회성

독자적 설계 및 개발 능력 요구(주문생산가능)

거래선과의 신뢰성 중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발전

꾸준한 매출로 연결

다품종 소량 생산 산업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

Major 회사의 진입이 어렵다.

안전성, 신뢰성 등 다양한 기능 요구

중소기업의 특화 산업이다.

정밀검사 합격 필수사항

전형적인 수입 대체 산업
고부가가치 제품일수록 수입의존도 높음
제품개발로 수입대체
내수시장의 확대 및 수출증대 효과

개발의 여지가 많은 산업
선진국 대비 기술력 아직은 미미
투자비용 대비 매출효과 큼

4. 시장환경 (2)
국내 시장 규모
Stent (비혈관용 스텐트)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2010년 60억원 규모로서 연 20% 이상의 성장을 지속
하여 2011년 72억원의 시장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PTCA Balloon(풍선도자)의 경우, 2010년 325억원 규모로서, 연 30%의 성
장을 통하여 2011년 430억원의 시장이 형성된것으로 추정
(단위 : 억원)

4. 시장환경 (3)
해외 시장 규모
비혈관용 스텐트의 세계 시장의 규모는 연 24%에 이르는 고속 성장을 하여, 2011년 1906억원에 이르렀으며, 풍선도자의 경우
는 연평균 30%의 성장으로 4833억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단위 : 억원)

5. 영업전략 (1)
해외시장 마케팅 전략

기존 고객인 초일류 다국적 기업들과 기술제휴 / 합
작투자 시행 검토 중

Agent를 통해 Buyer관리 및 정보 축적

제휴기업을 통해 제품수출시장 개척

(e.g. Sadra Medical Inc.)

(e.g. Mitsubishi, DSM Biomedical)

전략적 제휴
가격 경쟁력 우위 (10~30%)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 우위
국내 동종업종 중 최대 수출 회사
품질 향상/개발

Market Share 확대

Agent를 직거래의 교두보로 이용

Agent 적극 활용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

대량주문 / 다품종 소량주문 고객 동시
만족

국내 최대 개발 / 생산능력 활용

해외 유명 고객 계약의 결정적 요인
초일류 다국적 업체 공략의 열쇠

5. 영업전략 (2)
제품별 마케팅 전략
국내영업인재 영입을 통한 거점병원 확대
(MITech/태웅 등 타사 스카우트)
해외에서의 높은 제품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유통망 확대

기존 판매중인 주요대학병원과의 연계를
공동 연구과제 등을 활용해 극대화
입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PTA와 같은
유사품목 으로의 제품 다각화

낮은 보험가에 따른 직접적인 매출영향력
은 낮은편이나 본 제품의 시장침투 활성화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재고에 기여
PTCA와 같은 연계제품과 공동영업

EP Cathter와 같이 100% 외산에 의존하는
제품의 국산화 성공
개발완료단계인 혈관스텐트(J-Stent) 및
Long Sheath등의 안정적 출시

6. 신제품 개발계획 (1)
국산형 유도카테터 (Guiding Catheter)
협심증, 심근경색 환자에 사용
협심증 치료를 위한 중재적 시술 (PCI)를 할 때 쓰는 기구로서, PTCA Balloon 또는 Coronary Stent 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주는 장치임.
기존 외산제품의 단점을 보완하고 세계최초의 특장점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을지대학교 심장내과와 공동개발 진행 중.

J-Stent (Peripheral Stent)
혈관 부위에서의 협착증 치료를 위하여 사용되며, 특히 대퇴동맥 상의 휘어진 굴곡 부위에서 정상적인 스텐트 기능을 유지하
기 위하여 특별한 구조와 기능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세계최초 제품의 개발이 목적이다.
혈관의 굴곡부위에서의 효과적인 스텐트의 기능발휘를 위한 세계유일의 특허제품을 인하대학교 병원과 공동개발 진행 중.

DES (Drug Eluting Stent)
협심증, 심근경색 환자에 사용
심혈관에 콜레스테롤 축적 및 이물질의 축적으로 혈관이 막혀 혈액의 흐름이 원활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 스텐트(bare stent)
를 삽입하여 혈액의 흐름을 원활이 시켜줄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한다.
약물 방출 스텐트(Drug Eluting Stent)는 2번 항목에 소개한 스텐트(bare stent) 표면에 약물을 코팅하여 협착이 있는 심혈관부
위에 스텐트를 삽입하고 약물을 흡수시켜 치료함으로써 재 협착이 일어나는 일반 bare stent를 보완한 차세대 stent이다.

6. 신제품 개발계획 (2)
EP (Electrophysiology) Catheter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ECG (Electrocardiogram) 를 대체하여 보다 정확한 정량적 데이터 제공
심장의 전기신호를 측정하여 부정맥등 병변부위를 진단

PTA Balloon
PTA (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에는 Monorail방식과 OTW (Over The Wire) 방식이 존재
스텐텍의 기존 PTCA Balloon 기술을 활용하여 Monorail 방식의 PTA 개발진행중

Micro Catheter
뇌동맥류등 뇌혈관 장애의 진단에 사용
1 Fr에서 3Fr까지의 작은 튜빙기술을 적용해 제작할 예정

Long Sheath
팔꿈치나 무릎등의 굴곡진 혈관이나 노화된 혈관에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쉬스
일반 쉬스와 차별되는 3중구조의 Braided tube 신기술 적용 개발 중

7.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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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시장의 입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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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과 전략적 제휴

거래선과의 유대강화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

우수 병원과 기술제휴

수입대체품목 개발

우수인력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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