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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Presentation에서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리메드 (이하 “회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의 반출, 복사 또는 타인에 대한 재배포는 금지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본 Presentation에의 참석은 위와 같은 제한 사항의 준수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것이며 제한 사항에 대한 위반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포함
된 “예측정보”는 개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을 의미하고, 표현상으로는 ‘예상’, ‘전망’, ‘계획’, ‘기대’, ‘(E)’ 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

위 “예측정보”는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본질적으로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제 미래실적은 “예측정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은 Presentation 실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현재 시장상황과 회사의 
경영방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시장환경의 변화와 전략수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임원들은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실 및 기타의 경우 포함)

본 문서는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매를 위한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관련 
계약 및 약정 또는 투자 결정을 위한 기초 또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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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Prologue

01

2018년 세계경제포럼 향후 3~5년의 혁명적 산업으로 인공지능,
증강현실과 함께 Electroceutical(전자약) 지목했습니다.

침습치료 비침습치료

DBS
Deep Brain Stimulation

TMS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VNS
Vagus Nerve Stimulation

NMS
Neuro Magnetic Stimulation



INVESTOR RELATIONS 2019  I  REMED  I 05

전자약, 적응증 확산
Prologue

02

적응증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과 투자 확대

우울증

주관 : 리메드
참여 : 아주대병원
주관부처 : 산업자원부
정부지원 : 5.9억 원

허혈성 뇌졸중

주관 : 리메드
참여 : 분당서울대병원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정부지원 : 6억 원

노인성 치매,혈관성 치매

주관 : 리메드
참여 : 서울성모병원, 차병원
주관부처 : 산업자원부
정부지원금 : 46억 원

외상후 후유장애

주관 : 이대 뇌과학센터
주관부처 : 미래부
정부지원 : 40억 원

정보교류

자원연계
누적된

기술 보유

TMS
전문 기술력

임상연구

우울증

치매센터

뇌졸중 재활센터

만성 통증, 에스테틱

Magnetic
St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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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Identity
Prologue

03

대한민국 최초의 전자약 분야 전문 기업 “리메드”

다양한 파트너
다수의 협력 체계 구축

적응증 개발
TMS 기술로 적응증 확대

신 시장 개척
기술 응용으로 다변화 추진



01. Company Overview

02. 주요 경영진 & 임상 자문위원

03. 회사 연혁

04. 사업 영역

About REMED
Chapter 01

Investor Relation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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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Overview
Chapter 01. About REMED

01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뇌 질환 분야에서 16년 업력을 갖추며
재활 치료 전문 기업으로 성장

 Company Profile  Location

(신고서 제출일 기준)

회사명 주식회사 리메드 (REMED CO.LTD.)

대표이사 이  근  용

설립일 2003년 07월 31일

자본금 26.0억 원

주요제품
• TMS(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 NMS(Neuro Magnetic Stimulation)

임직원수 56명 (R&D 17명, 30%)

소재지 [본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홈페이지 remed.kr/kor/

[판교] 관리, 영업, 연구
판교

오송
대전
대덕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옥

[대전 대덕] 본사, 생산, 기술,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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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진 & 임상 자문위원
Chapter 01. About REMED

02

주요경력

수상실적

 가톨릭관동대학교 의료공학 박사 수료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재단 이사 
 현)한국코넥스협회 부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대전광역시장 표창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CEO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윤헌수 CFO 재무 책임자
 서울대학교 산업공학/학사 
 ㈜LG 시너지팀 상무 

조동식 CTO 기술 책임자
 미USC 컴퓨터사이언스/박사 
 서울대학교 전자공학/석사

 임원현황

성명 활동 주요경력

김민영 교수
차의과대학교

재활의학과

 분당 차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뇌졸중, 치매 치료 연구

정성택 교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메디너스 연구소장
 인지 기능 훈련 콘텐츠  연구 

 사외 이사

성명 활동 주요경력

백남종 교수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학박사 재활의학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교수

채정호 교수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의학박사 정신건강의학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임상 자문위원회

대표이사 이 근 용
㈜리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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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혁
Chapter 01. About REMED

03

2003년에 설립된 리메드는 연구 및 생산시설을 보유한 재활공학 전문업체
세계 최고 수준의 비침습적 신경 자극 치료 기술과 관련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회사로 성장

2003~

2011~

2016~

창조와 도전
사업기반 확보

성장과 도약

2003      ㈜씨알테크놀러지 창업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신경자기자극기(NMS) 출시 

2011      한 FDA 임상시험 완료 
 서울시 전략사업 선정  
 “가정용 뇌파 측정 및 조절 기기의 개발” 

2016      WFA 5호 투자 조합  투자 유치 
 디티앤 아이  투자 유치 
 일본 후생성 허가 획득 
 산업부 국책과제 선정 “치매치료기기 개발 ”

2018      헤이스팅스 & 한국투자  투자 유치 
 한국투자 주관사 계약 체결 
 코넥스 상장 
 300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K-Brain Power(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선정

2019      병역특례업체 지정 (연구) 
 독일 Zimmer로부터 50만불 투자 유치 
 CSMS(Core Muscle Strength) 세계 시장 진출 
 500백만불 수출의 탑 목표 달성

2017      산업부 국책과제 선정 
  “중국 수출형 충격파 치료기의개발” 
 독일 Zimmer 사와 신경자기자극기(NMS) 공급 계약

2004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산자부 국책과제 주관기업선정 
 “뇌자도 진단시스템”S/W 분야

2013      중국 FDA 허가 완료 
 러시아 FDA 허가 완료 
 TMS KFDA 허가 완료 
 사명변경 ㈜리메드

2014      우울증 치료기 한국보건신기술(NET) 인증 
 유망중소기업 선정 
 우울증치료용 경두개자기자극치료기(TMS) 출시 
 대표이사 대전시장 표창 
 대표이사 산업부 장관 표창

2015      우울증 치료기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 
 네오피델리티 & 이후인베스트  투자 유치 
 에스테틱용 CSMS “SlimOn” 국내 시장 런칭 
 수출유망중소기업선정 
 1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병역특례업체 지정(산업체)

2005      벤처기업 확인

2009      대표이사 식약청장 표창 

2007      뇌자극 치료기 임상시험 시작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2곳 
 한국 보건산업기술대전 우수상 수상

2010      보건복지부 국책과제 주관기업선정 
 “브레인 네비게이션장착형 뇌자극치료기”

2008      2008 INNO BIZ 인증 획득 
 ISO 13485 획득 – 세계시장진출 
 한국산업은행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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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영역
Chapter 01. About REMED

04

약물치료가 잘 되지 않는 치료 저항성, 약물 부작용 등 치료의 한계로 
최근 약물치료 이외의 신경조절기술 기반의 치료기기 급격히 대두

병원용 TMS(경두개자기자극)

재택용 TMS(경두개자기자극)

만성 통증 치료 사업

NMS(신경자기자극)

ESWT(체외충격파치료)

에스테틱 사업

 우울증 치료
 혈관성 치매 치료

 재택용 치료

 만성통증 치료

 근골격계 통증 치료기기

비만용 TMS(경두개자기자극)

 섭식장애(비만치료)

CSMS(코어근력자기자극)

 근력강화/바디 쉐이핑
 요실금/전립선 비뇨기과 치료

뇌 재활 사업

 허혈성 뇌졸중 치료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01. 경두개 자기 자극기(TMS)

02. 비침습 자극 뇌 재활 사업

03. 전자약 집중 연구

04. 만성 통증 사업

05. 에스테틱 사업

06. 제품 및 기술 경쟁력

07. 핵심 기술 내재화

08. 제품 Portfolio 확대

Business &
Competitiveness

Chapter 02

Investor Relation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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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두개 자기 자극기(TMS)01

차세대세계일류상품 획득을 통해 리메드 기술의 우월성과 시장성 인정
전두엽 피질에 자기 자극을 주어 난치성 우울증을 치료하는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TMS)

공학적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꾸준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증상에서 사용

Chapter 02. Business & Competitiveness

두뇌 역량 우수 기업 선정

정부가 산업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탁월한 
경쟁력을 지닌 두뇌 산업의 전문기업을 선정 육성해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 실현 및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고급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선정

연구실적 및 보유 기술의 우수성 등 기술 혁신 역량에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

2015년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

산업통상지원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여 
앞으로 5년 이내에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기준으로, 
세계일류기업으로 육성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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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침습 자극 뇌 재활 사업02

아시아 최초의 독보적인 비수술적 뇌 치료 기술을 가진 전문 치료기 업체로 성장

Chapter 02. Business & Competitiveness

임상 연구 진행과 사업화 연계기술의 이해

새로운 비침습적 시술 난치성 뇌 질환의 혁신적 치료
 자기장으로 두개골을 통과
 두뇌 피질의 신경세포를 자극

 �우울증, 강박증, 정신분열, 
파킨슨병, ADHD, 뇌졸중, 치매

 아주대 병원
 분당 차병원
 서울 백병원

 강남 차병원
 부산대 병원
 서울대 병원

 성모 병원
 이대 병원
 중대 병원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 과제

4개

총 사업비

202억

국내 납품처
250여 병원

해외 대리점
30여 개국

 중국
 이란
 일본

 영국

 터키

 호주

 캐나다

 러시아

 스페인

Electric field

Magnetic field

TMS coil

Motor cortex

TMS focus point

Left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INVESTOR RELATIONS 2019  I  REMED  I 15

전자약 집중 연구_①우울증, 뇌졸중 치료03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넘어선 치료 혁명, TMS
우울증 환자 대상의 임상시험으로 유효성 입증에 성공, 뇌졸중 역시 유효성 확인

Chapter 02. Business & Competitiveness

뇌졸중 임상 시험우울증 임상 시험

우울증, 특히 우울증 환자의 45%가 일반적인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치료 저항성 우울증 환자이고  TMS는 약물 치료 가능 환자는 물론  

치료 저항성 우울증 환자에 대한 치료 유효성도 입증

임상 시험 결과 
치료 후 30일 뒤 검사 (2차 유효성평가변수)에서

TMS의 임상적 유효성 확인

▼45% ▲♥%

임상시험 수행기관 임상시험 수행기관

임상시험명 : 우울 및 불안장애 
환자에서 반복 r-TMS 장비 

ALTMS의 안전성 평가 및 유효성 
평가 - 이중 맹검 전향 고안

임상시험명 :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상지기능회복에 대한 rTMS 
(TMS)의 유효성 및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다기관 임상시험 (2014.1~2019.4)

현재
시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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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Business & Competitiveness

치매 치료 임상 진행치매 치료 공동연구

전자약 집중 연구_②치매 치료03

치매와 같은 난치성 질환 치료의 한계를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임상 진행
치매 시장의 큰 비중인 혈관성 치매 치료 시장 선점 예상

치매 모델 마우스 전임상 : 2018

치매 인체 적용 임상 : 2019

치매센터
알츠하이머

재활의학과
혈관성 치매

46억
연구비(정부출연금)

: 년 12억

4년
연구기간

: 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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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통증 사업04

NMS는 2003년 최초로 개발되어 당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
2007년 리메드에 의해 세계 시장에 소개된 이후 2018년부터 Zimmer(독)과의 협력 이후 빠르게 성장

Chapter 02. Business & Competitiveness

NMS 기술의 독보적 우위 보유기술의 이해

새로운 비침습적 시술 신 개념의 치료기기
 �자기장으로 신경계, 근육 등 
심부 조직을 비침습적으로 자극

 �2003년 세계 최초 상업화 성공
 �현재 유럽, 일본 등에서 사용

일반 통증 치료

인체 깊숙이 투과 안됨

전자기장 자극기

10cm 이상 심부 투과

유럽 통증 치료 시장의 1인자
독일의 Zimmer사와 공급 계약 체결

세계최초
독자기술 개발

서울대병원
통증의학과
기초 임상

분당 차병원
재활의학과

임상 중



INVESTOR RELATIONS 2019  I  REMED  I 18

에스테틱 사업05

2014년 세계 최초 ‘코어 근력 강화 자기 치료기(CSMS*)’ 리메드 개발 성공
에스테틱 디바이스의 세계 시장 규모 30억 달러, CAGR 8%인 대표적인 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

Chapter 02. Business & Competitiveness

에스테틱 디바이스 시장의 양분화기술의 이해

주) CSMS : Core Muscle Strength Magnetic Stimulator(코어 근력 강화 자기 치료기) 출처 : Medical Insight, 2017 (Energy-Based Device, Body Shaping & Skin Tightening Device)

3,5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0

North America Europe Asia Pacific Latin America

CAGR +8.0%

Body Shaping Skin Tightening

리메드에 의해 개발
 자기장으로 심부 코어근육 자극
 근력 강화 및 체형의 변화 유도

 �코어 근력 자기 치료기(CSMS) 
세계 최초

1,066 1,162 1,264 1,377 1,491 1,587

460 489 527 558 588
616

491 531
582

637
692

753

153
166

181
195 210

227

새로운 비침습적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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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기술 경쟁력_①비침습 자극 뇌 재활 사업06
Chapter 02. Business & Competitiveness

리메드는 세계 최고를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연구 중심형의 기업

TMS의 경쟁
우위도

기술 우위로
세계시장선도

고강도 자기 분야의
인적 자원이 매우 희소 

16년간 오롯이 한 기술에서
정진해온 당사의 기술
인력의 차별성 존재

여의도성모병원과 우울증 
임상시험 디자인, 경험 보유

이후 뇌졸중, 치매 임상 시험 등 
난치성 뇌 질환 임상 시험

경험 보유

자기발생 코일, 캐패시터, 고압 
스위치 등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
경쟁사 대비 수명 연장 성공

소형화 (재택용), 초고강도TMS
(7 Tesla), 브레인 네비게이션 등 

기술 개발 완료
뇌졸중, 치매 등의 적응증

개발을 선도 

Accelerated TMS
프로토콜을 개발 15일 치료를 

3일, 5일, 10일안에
치료하는 혁신 성공

한국, 유럽, 중국, 일본의
허가를 이미 획득

미국 FDA를 접수 예정
TMS 치료가 우선 활성화되고 
있는 주요 4개국의 시장 선점

인적
자원

혁신

핵심
부품

속도

임상
장벽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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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기술 경쟁력_②만성 통증 사업06
Chapter 02. Business & Competitiveness

전 세계 최초, 개발에 성공 후 선진 시장에 본격 진출

年 20-50대
규모 매출

2003 ~ 2007

年 100-200대
규모 매출

2008 ~ 2012
年 400-700대

규모 매출

2013 ~ 2018

年 1,000대
규모 매출 예상

2019 ~

독일 Zimmer 
리메드와 NMS 
공급 계약 체결

프랑스 Winback
년150대 규모로
공급 계약 진행 중 

선진 시장 본격 진출
유럽의 Major사와의 제휴

유럽의 호평
한국에서 온 독창적 아이디어

세계 최초 개발
TMS의 파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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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기술 경쟁력_③에스테틱 사업06
Chapter 02. Business & Competitiveness

2019년 당사의 기술력을 활용한 제품이 상업화 성공
4분기 중 에스테틱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 예상

CSMS Z Field(Z Field Dual) 
172대 공급 예정

2019년 Zimmer향

CSMS Z Field (Stimsure) 
100대 공급 예정

2019년 Hologic향
CSMS Z Field (Conticure) 

50대 공급 예정

2019년 Hologic향

CSMS Cooltone
1,000대 공급 예정

2019년 Allergan향

Allergan 그룹(미) :
리메드 부품 공급 → Zimmer 완성품

선진 시장 본격 진출
Major 협력사와의 제휴

BTL의 경쟁 모델 출현
BTL의 미FDA 승인 이후 시장 형성

세계 최초 개발
TMS/NMS의 파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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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내재화07
Chapter 02. Business & Competitiveness

핵심기술 분야를 직접 개발하여 자체 기술화에 성공
오랜 기간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 대부분의 핵심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

핵심 기술에
연구역량 집중

당사는 TMS 핵심기술 
분야를 15년간 집중 

연구하여 100%에 가까운 
기술 자립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원과의
공동연구수행 및 기술이전

대학과의 공동연구 기술 
이전을 통한 자체기술화

병원과의 임상연구 
결과,기술 및 제품에 적용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한국전기연구원(KERI)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전자부품연구원(KETI)

브레인 네비게이션 & 로봇 제어 7.0 Tesla TMS Power System

인지 기능 평가 & 훈련 프로그램
신소재를 이용한

고효율 자기 코일 연구

우울증
가톨릭서울성모병원

경두개 자기자극
(TMS)

뇌졸중
서울대학교병원

알츠하이머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혈관성 치매 
분당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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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S
(뇌 질환)

제품 라인업

제품 Portfolio 확대08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 라인업 구성으로 경쟁력 확보

Chapter 02. Business & Competitiveness

보급형 TMS : ALTMS 고급형 TMS : ALTMS-A  네비게이션 융합형 TMS  재택형 TMS : BrainStim-A

ESWT
(체외충격파치료) 

제품 라인업

보급형 NMS : Salus-Talent 고급형 NMS : Salus-Talent-A Dual Channel NMS  Zimmer EmField NMS

 Salus-FSWT  Salus-FSWT/RSWT Duet Salus HF/RSWT Duet  Salus-RSWT

NMS
(신경자기자극) 

제품 라인업



01. 높은 진입 장벽

02. 원천 기술 확보

03. Pipeline

04. 임상 연구 현황

05. Unmet Needs

06. 글로벌 시장 강화

07. 세계 시장과 동반 성장

08. Vision

09. 매출액/영업이익 현황 및 전망

Investment 
Highlights

Chapter 03

Investor Relation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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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진입 장벽01
Chapter 03. Investment Highlights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시장의 성장세는 가속화 되고 있으나,
산업 특성에 따른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음

1 기술 개발을 위한 지속적 선행 연구 및 실험 필요

3 유효성 입증을 위한 임상이 요구되는 임상 장벽

5 의료기 특성상 기업의 신뢰에 장시간 소요

2 인허가 및 의료 보험 등 장벽 존재

4 임상 후 각종 인허가 및 인증 필요

1 전자약을 중심으로 뉴 패러다임의 의료시장 등장

3 뇌 질환 등 퇴행성 질환에 대한 의료 니즈 증대

5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로 국가 차원의 대책 필요

2 적용증 확대에 따른 신규 시장의 지속 발생

4 삶의 질과 관련한 에스테틱 디바이스 필요성 증대

고속 성장 시장에
제한된 플레이어

시장 성장
가능성

물리적 시간과 
기술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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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기술 확보02
Chapter 03. Investment Highlights

자체 개발을 통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리메드

로봇 제어
기술과의 결합

질환 별 치료
프로토콜 개발 기술

브레인
네비게이션 기술

우울증,뇌졸중,치매
신경자기자극,

코어근력강화자기자극

고강도 전자기
발생 기술

적응증별 고효율
자기 코일 기술

임상 적응증
개발 기술

 원천 기술 보유
 다수의 특허 보유
 산학연병 연구 컨소시엄

 상품화 성공
 세계 시장 지명도 확보
 병원용, 가정용

 다양한 적응증 개발
 TMS,NMS,CSMS etc.

치료제어기술의 고도화

자기 발생 기술 다변화

적응증별 치료 솔루션 개발

Machine
technology

Clinic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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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line_①확장성03
Chapter 03. Investment Highlights

신경 장애 환자 급증, 그러나 치료제의 부재/약물치료의 저항성/약물 부작용 등의 치료 한계 발생
최근 약물치료 이외의 신경조절기술 기반의 치료기기 급격히 대두

구분 중분류 소분류 비고

뇌 재활 사업

병원용 경두개자기자극 (TMS)

우울증 (약물저항성 포함) 치료 2020년 미FDA 획득 및 글로벌 유통망 확보 목표

뇌졸중 치료 2020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임상 시험 진행 예정

치매 (혈관성/노인성) 치료 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분당차병원 연구임상 중

중독/불면/이명/ADHD/PTSD/파킨슨… 추후 순차적으로 적응증 확대 예정

재택용 경두개자기자극 (TMS) 우울증/뇌졸중/치매 치료 및 유지 유럽, 일본 등 해외 허가 추진

브레인 네비게이션 병원용 r-TMS와 Combination 2020년 1분기 출시 예정

만성 통증
치료 사업

신경자기자극 (NMS : Pain Control) 난치성 만성 통증 질환 치료 2018년말 Zimmer(독) 공급 이후 해외 사업 성장

체외충격파치료 (ESWT : Pain Control) 정형외과적 통증 질환 치료 2019년 국내 런칭, 2020년 유럽 출시 예정

에스테틱
사업

비만용 경두개자기자극 (TMS) 섭식 장애(비만 치료) 2019년 성빈센트병원 임상 완료

코어 근력 강화 자기 자극 
(CSMS : Core Muscle Strengthen Magnetic 

stimulation)

근력 강화/바디쉐이핑/비만 치료
2019년 3분기 Zimmer(독), Hologic(미), Allergan(미) 출시 

2020년 1분기 REMED(한) 출시 예정   

요실금/전립선 비뇨기과 질환 치료 2019년 4분기 Hologic(미) 출시

체외충격파치료 (ESWT : Erectile Dysfunction) 발기부전 비뇨기과 치료 2020년 임상 시험 계획

(주)리메드는 전자약 분야의 새로운 적응증 개발을 통해 사업 영역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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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line_②고도화03
Chapter 03. Investment Highlights

TMS 기술을 기반한 개발의 고도화 추진 시장 진입 가속화를 위한 파이프라인 확보
2019.2.4 2019.3.4 2019.4.4 2020.1.4 2020.2.4 2020.3.4 2020.4.4 2021.1.4 2021.2.4 2021.3.4 2021.4.4 2022.1.4 2022.2.4 2022.3.4 2022.4.4 2023.1.4 2023.2.4 2023.3.4 2023.4.4

치매
치료용 
TMS

치매 전임상논문 게재

분당차병원 치매 연구 임상 통계
논문 게재

가톨릭 성모병원치매 연구 임상 통계
논문 게재

삼성서울병원 치매
연구 임상 식약처 승인

삼성서울병원치매 연구 임상 통계
논문 게재

치매 치료기 개발 완료
국내 허가
임상 승인

치매 치료 국내 허가 임상 통계분석
KFDA 승인
CE 인증

판매

TMS

ALTMS-A 뇌졸중 재임상 통계 분석
KFDA 승인
CE 인증

판매

 ALTMS 미FDA 승인 판매

ALTMS 중독 국내 허가 임상 승인 ALTMS 중독 치료 허가 임상 통계 분석 KFDA 승인 판매

 ALTMS PTSD 치료 연구 임상 ALTMS ADHD 치료 연구 임상 ALTMS 자폐 치료 연구 임상

BrainStimCE 인증 BrainStim 유럽, 남미, 동남아 원격 진료 시장 판매

NMS

Salus -Talent Pro 미FDA 승인 Salus -Talent Pro 미국시장 판매

Z Field 
DualCE 

인증
[독] Zimmer Aesthetic 시장 판매

CoolTone미 FDA 인증 [미]Allergan Aesthetic 시장 판매 

NMS 전립선 치료기 개발
NMS 전립선 치료

국내 허가 임상 승인
NMS 전립선 치료 국내 허가 임상

NMS 전립선 치료
KFDA 승인 

NMS 비뇨기과 시장 판매

ESWT

ESWT Expert 중국 허가 획득 ESWT Expert 중국 판매

FSWT CE 인증 FSWT 유럽 시장 판매

FSWT 미 FDA 인증 FSWT 미국 시장 판매

FSWT ED개발 완료
FSWT ED CE 인증 FSWT ED 유럽 비뇨기과 시장 판매

FSWT ED 국내 허가 임상 승인 FSWT ED 국내허가 임상 FSWT ED KFDA 승인 FSWT ED 국내 비뇨기과 시장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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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연구 현황04
Chapter 03. Investment Highlights

적응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임상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생
대부분의 임상 연구에서 의미 있는 결과 확보, 이를 사업화로 연계 중

우울 및 불안장애 
환자에서 반복
r-TMS 장비 

ALTMS의 안전성 
평가 및 유효성

평가 - 이중 맹검
전향 고안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2개 기관에서 실시

비만환자에서 
섭식행동 및 

체중조절에 대한 
r-TMS의 유효성 및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단일눈가림, 연구자 
임상시험

성빈센트병원 
가정의학과 

단일기관에서 
임상시험 완료,

유효성 확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허위 

r-TMS와 비교한 반복 
r-TMS의 효과와 

안전성 허위치료대조, 
무작위 배정,

피험자/평가자 눈가림 
연구자 임상시험

서울성모병원 
치매센터 

단일기관에서 
임상시험 진행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상지운동기능
회복에 대한

r-TMS 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다기관 
임상시험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동국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3개 기관에서 실시
허가 임상시험 추진 중

치매 질환 마우스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r-TMS의 안전성 
및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단일기관, 공개, 
비교동물시험

분당차병원 
재활의학과 

단일기관에서 실시

뇌졸중 후 
인지장애자에서 
반복적 r-TMS이 

우울증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임상시험

분당차병원 
재활의학과

단일기관에서 
임상시험 진행 

경도인지장애 및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r-TMS를 사용하여 

기억력 및 인지기능의 
변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단일기관,
무작위배정, 
전향적탐색 

연구자임상시험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단일기관에서 

임상시험 진행 

2016~2019 2014~2019 2016~2019 2018~2018 2017~현재 2018~현재 2019~현재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허가 획득

2차 유효성 
평가변수에서 

임상적 유의성 확보
SCI 급의 저널에

2편 게재 유효성 확인 임상시험 진행 임상시험 진행

2019년 8월 
식약처 임상 시험 

승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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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시장의 Unmet Needs 만성통증 시장의 Unmet Needs 에스테틱 시장의 Unmet Needs

Unmet Needs05
Chapter 03. Investment Highlights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미충족 수요 발생

출처 : WHO statistics, 2018 출처: Zion Research Analysis 2016 출처 : �Medical Insight, 2017 (Energy-Based Device, Body 
Shaping & Skin Tightening Device)

3억 명 30여 개국 TMS

FDA FDA FDA

45% 13.4% 8%

전 세계 우울증 환자 수
3억 명 이상

리메드 세계최초 
상품화에 성공,

세계 30여 개국 공급

TMS 탄수화물
중독시장 개척

2020년 우울증 적응증, 
미국 FDA 허가 획득

미국진출 예정,
미국 FDA 획득 진행 중

‘19.4Q부터 Allergan(미) 
통해 시장 공급

치료저항성우울증 환자, 
우울증 환자의 45%

세계 통증 치료기기 시장규모,
2021년 46억 USD, 

CAGR 13.4%

세계 시장 규모,
2021년 30억 USD, 

CAG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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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 강화06
Chapter 03. Investment Highlights

주요 국가에 대한 FDA 승인을 획득하여 해외 시장 공략을 강화함으로써
2018년을 기점으로 해외 비중이 국내 비중을 초과 달성

 유럽, 중국 외 3개국 
FDA 획득

2020년 미국
FDA 획득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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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경쟁력 강화
해외 Partnership 통한

해외 시장 확대



INVESTOR RELATIONS 2019  I  REMED  I 32

세계 시장과 동반 성장07
Chapter 03. Investment Highlights

해외 대형 바이어들과의 협력을 통해 빠른 속도로 성장
해외 자체 판매망과 함께 대형 OEM 비즈니스를 개발 & 해외 시장 공략을 강화

2019 KIMES

국제 전시회

독일 Zimmer사와 공급 계약

미국 Allergan사 실사 및 Meeting

International Sales Meeting

국제 학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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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08

병원용 시장 선도를 위한 원천 기술 고도화와 재택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 경량화를 통해 
비침습적 Electroceuticals(전자약)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초일류 기업으로 발전

Chapter 03. Investment Highlights

단기

중기

장기

수익 창출이 가능한 Cash Cow 제품군
Hospital

 TMS : 우울증 → 뇌졸중 등 확장
 NMS 분야 세계 1위 기업 
 에스테틱 분야 협력 확대 

사업 확장 및 재택의료 제품군
Homecare

 치매 등 TMS 적응증 확대
 가정용 TMS,NMS 시장 진출
 비뇨기과용 NMS 등 신규 시장 개발

세계 최고의 전자약 전문 기업
Electroceuticals No.1

 난치성 뇌 질환 분야
 만성 질환 치료 분야
 에스테틱 치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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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영업이익 현황 및 전망09

지속적인 원가구조 개선과 수익성 확보되는 뇌 재활 사업 부문의 매출 증가로 큰 폭의 이익 성장 전망

Chapter 03. Investment Highlights

매출액 / 영업이익 현황 및 전망

주) 2016년 K-GAAP, 2017년 이후 K-IFRS 기준

57
43

86

62
80

176

284

5 5

-8

2016 2017 2018 2019(E) 2020(E) 2021(E) 2022(E)

(단위: 억 원)

10%
7%

24.3%
30.5%

-10.4%

매출액 영업이익

2018년도 실적,
2019년도 3Q 실적 비교

80

-8

2018

21

112

2019.3Q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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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PLAN01
Appendix

공모주식수 600,000주 (100% 신주)

액면가 500원

공모희망가액 14,500원 ~ 16,500원

공모예정금액 87억 원 ~ 99억 원

예상시가총액 844억 원 ~ 961억 원

수요예측일 2019년 11월 19일(화) ~ 20일(수)

청약일 2019년 11월 25일(월) ~ 26일(화)

납입일 2019년 11월 28일(목)

상장예정일 2019년 12월 06일(금)

구    분 주식수(주) 지분율 매도금지기간

최대주주(대표이사) 1,622,000 27.86% 2년

임직원 670,000 11.50% 6개월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18,000 0.31% 3개월

합    계 2,310,000 39.67% -

 공모 개요  공모 후 주식현황

 공모 일정  보호예수/의무예탁 사항

상장예정주식수
총 5,822,956 주

상장주선인

기존주주

공모주주

0.31%
최대주주

27.86%

50.03%

10.30%

임직원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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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무정보02
Appendix

주) 2016년 K-GAAP, 2017년 이후 K-IFRS 기준

 요약 재무제표  요약 손익계산서

구분 2019.3Q 2018 2017 2016

유동자산 11,100 9,632 5,283 3,562

비유동자산 14,188 11,880 7,311 2,998

자산총계 25,288 21,512 12,594 6,560

유동부채 2,626 1,938 2,047 1,388

비유동부채 7,994 8,629 6,362 1,551

부채총계 10,620 10,567 8,409 2,939

자본금 2,602 2,583 1,013 1,079

자본잉여금 13,814 13,253 1,073 2,147

기타자본 999 453 - -

이익잉여금 (2,747) (5,344) 2,099 395

자본총계 14,668 10,945 4,185 3,621

구분 2019.3Q 2018 2017 2016

매출액 11,163 8,004 6,242 5,696

매출원가 4,617 4,007 2,828 2,189

매출총이익 6,547 3,997 3,414 3,507

판매비와 관리비 4,431 4,833 3,089 2,959

영업이익 2,116 (836) 325 548

영업외수익 575 401 270 115

영업외비용 197 6,866 828 269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493 (7,301) (233) 395

법인세비용 (105) 79 (269) -

당기순이익 (손실) 2,598 (7,381) 36 395

(단위: 백만 원)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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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구성03

뇌 재활 시장 성장 및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 매출 확대/안정성 확보

Appendix

112억 원
2019년 3Q 매출

112억 원
2019년 3Q 매출

내수

수출

만성통증
사업부

비침습 자극 뇌 재활 
사업부기타

에스테틱 
사업부

32.7%

67.3%

57.6%

12.2%8.4%

21.7%

주) K-IFRS 기준

 내수/수출 비중  사업별 매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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