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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엠바이오 주식회사는 회사의 이념인 "Change & Challenge"를 지향하며 인간의 건강한 삶과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의료분야와 의료기기 그리고 기업 비지니스 컨설팅 및 마케팅을 지속해 왔습니다. 

■ 먼저 의료분야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MRC와 공동개발하여 스마트 종합검진 혈액검사

알고리즘을 개발한 (주)바이오인프라와의 마케팅을 통해 예방의학의 로드맵을 제시 하였습니다. 

■ 그리고 핀테크 솔루션 전문기술을 도입 국내 병의원에 의료기기 공급과 의료소모품의 원활한 공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의 의료시스템이나 건강정보에 대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주)메디오와 쉽고 빠른

병원 찾기 솔루션 앱을 개발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시스템의 개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건강 백세를 위해 ㈜소야그린텍과 코스메디칼 분야에 집중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분야는 국내유통 및 해외수출을 통해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 기업컨설팅 및 마케팅 분야는 국내 기업의 경영진단 평가 업무를 진행하며 기업의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별 분야별 혁신과 도전을 통하여 명실공히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목표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고객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엠바이오㈜ 일동

“비즈니스의 품질과 서비스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기업이다 개인의 성장이 회사의 성장”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수인력을 육성하고, 대 고객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한국엠바이오(주)의 역할이며, 

경제 선순환이전에 건강선순환이 출발점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 추구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 입니다.

회사의 경영기본이념은 고객의 건강과 그로인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변화와 도전"으로 도와 드리는 것이며

이것이 경영의 핵심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품질 만족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사는 국내 및 해외

의료분야 및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확고한 성장으로 다져진 국내 시장을 원동력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당사의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는 고객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쌓여가는 지식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과 필요성이 있습니다.



Corporation Identity

▪ "Change & Challenge"를 지향하며 인간의 건강한 삶과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From 2021~

Until 2020

※ KMB 심볼 변천사



Certificate Of KMB

"비지니스의 품질과 서비스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CTO CMO COO CFO

CEO

▪ R&D Planning

▪ Product Manufacturing

▪ Quality Process

▪ Quality Control

▪ Quality Maintenance

▪ Domestic Sales

▪ Overseas Sales

▪ Factory Management

▪ Production Technology

▪ Marketing

▪ Customer Service

▪ Sales Management

▪ Regional Management

▪ Specialist

▪ Accounting Management



05 리뷰셀 브랜드 신세계 백화점 면세점 입점

10 리뷰셀 브랜드 현대 백화점 면세점 입점

03 리뷰셀 브랜드 중국위생허가 신청

09 리뷰셀 브랜드 중국 상표등록

12 리뷰셀 브랜드 중국 면세점 입점추진

2017

05 리뷰셀 브랜드 미국 FDA 신청

10 리뷰셀 브랜드 중국 CFDA 허가

12 리뷰셀 브랜드 국내 백화점 면세점 입점추진

01 한국파마와 마이크로 니들패치 연구개발

09 코스메디컬 마이크로 니들패치 리뷰셀 브랜드 출시

11 리뷰셀 ISO 9001 인증

12 리뷰셀 브랜드 특허청 상표등록

03 연혁입력

04 ㈜ 바이오인프라 투자자문

05 국제 기술수출 마케팅 사업자선정추진

08 대한외과의사회 2014년외과박람회‘ 참가

09 대한검진학회 제12차 학술대회 참가

10 ㈜바이오인프라 국내 병원컨설팅 및

단체컨설팅 공식등록 업체 선정

2014

2016

2018

2019

01 핀테크솔루션 전문기업 ㈜오라인포와 의료분야 경영전략 제휴

07 ㈜메디오와 메디스캐너 앱개발 공동추진

10 인도네시아 BRS 병원 의료기기 납품 추진

2020

02 ㈜광운씨오와 병원선 의료기기 납품 계약추진

04 Operating table 등 의료기기 OEM 제작

08 G-CERT ISO 9001 취득

10 K-LINK 의료기 쇼핑몰 제작

Innovation
2015

2021

0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취득

03 의료기기 수입업허가 취득

04 메인비즈 인증서 취득

09 인터넷 신문사업 등록

10 의료기기 제조업허가 취득



Business Area



Medical Device 의료기기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통해

환자상태에 더 적합한 제품을 제공하겠습니다



Surgical Loupe (의료용 헤드램프)

모델명: KMB SL1-125



Operating Table (전동식 수술대)

모델명: KMB OTE1



Surgical Instruments (수술기구)

No. Section

1 Scissors

2 Forceps

3 Tweezers

4 Scalpel

5 Retractors



Medical Cosmetic 메디칼화장품

자신만이 창조할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인류의 영원한 꿈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름 걱정 없이 활짝 웃을 수 있는 D.I.Y 키트

민감한 피부를 위한 완전멸균을 통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미세구조체가

피부 각질층에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 속 노화의 징후를 먼저 관리 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D.I.Y 제품입니다

한번쯤은! 리뷰셀 스노우화이트

▪ 유효성분 피부전단력의 효율성

▪ 안전 무균제법으로 안전

▪ 피부탄력 + 주름개선 Magic 패치

효과/효능



연구개발/제조사

1941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끊임없는 고객 감동 창조로

21세기 생명 과학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제약사

공장소개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 생산시설 cGMP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향남소재 공장

품질검사 및 수탁

40여 년간의 노하우와 KGMP (우수의학품제조기준)

시설 및 중앙연구소를 갖추고 주요 제형의 수탁생산 및

수입 및 국내생산 의약품의 품질검사를 수행



연구개발/제조사

국내 멸균산업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 최첨단 친환경 기술인

감마선을 이용한 장치산업으로서 구내의료기기, 식품, 포장재 및 용기 등의 멸균과

고분자 가요품을 비롯한 각종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세계적인 메디칼 브랜드 구촉하고 있는 기업

글로벌 멸균 기업

의료기기, 공증보건산물의 위생화

WHO, FAO, IAEA, FDA 에서 인정한 친환경적인 기술

감마선시설 이용으로 특정 미생물, 일반세균 기타 미생물 멸균

작업이 단 하루 만에 완벽 실현



Medical Examination 스마트암검사

편리성, 안정성 등의 계획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검사를 통해 미래의학 의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스마트 암검사

스마트 암검사란?

혈액 다중표지자 검사는 8가지 대표암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하는 검사입니다.

혈액이 갖고 있는 다양한 단백 바이오마커(표지자)를 정밀 측정하고 빅데이터 통계를 이용해

분석하여 개인의 암 위험도를 높은 검출률로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바이오마커 (Biomarker)

예고없이 찾아오는 암?

혈액 속 단백 바이오마커는 알고 있습니다!



검사 방법

혈액 다중표지자 검사는 보건복지부 보건 신기술 인증을 비롯한
20개 이상의 국내 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가 가능한 검사! 
과도한 검사로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이면서

보다 안정하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단일암 검사도 가능합니다!



스마트 암검사의 종류

클래식 Classic - 8대 암

프리미엄 Premium - 8대 암 + 8대 만성질환



검사절차



사후관리

메디컬 케어플랜으로 주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Medical Consulting 의료컨설팅

웹사이트/웹문서 등록백링크

웹사이트/웹문서/백링크에관한 노하우



OUR SERVICE



Medical Shopping Mall 의료쇼핑몰

대한민국 포스트 의료쇼핑몰 의사나라입니다. 

의료소모품,의약품,일반상품,렌탈상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Domain mdmore.com

Platform

Type

Items

Target

온라인쇼핑몰

의사(전국병의원), 폐쇄몰

의료소모품, 의약품, 일반상품, 렌탈상품

2개(Web, Mobile Web)



대한민국 포스트 의료쇼핑몰의 자부심

Members

35,000
(2021년 기준)

전국 병의원



www.mdmore.com

02 - 1833 - 3076

쇼핑몰 홈페이지

고객센터/입점문의

모두 홈페이지

www.mdmore.modoo.at



의사나라 단독 진행 EVENT



의사나라 검색

다양한 커뮤니티 채널

네이버 블로그



Registered Members

80%

Business Partnership



한국엠바이오㈜ Korea Bio Medical Bio., Ltd

Tel: 02 3672 7784. 02 567 5401   Fax: 02 6951 2110

본점: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77, POSTOWER       

지점: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10 서울숲 ITCT 지식산업센터

사업부: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99 정산타워 공장: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900-3

이메일: kmb7784@kmbio.net 홈페이지: www.kmbio.net

mailto:kmb7784@kmbi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