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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SRMC IR-BOOK

본 자료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Presentation에서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

식회사 에스알엠씨(이라 “회사”)에 의해 작성 되었습니다. 

본 Presentation에의 참석은 위와 같은 제한 사항의 준수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것이

며, 제한 사항에 대한 위반은 관련 증권거래 법률에 대한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념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회사의 경영실적 및 재무성과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예측 정보”는 개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입니다. 이

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 되는 경영 현황 및 재무 

실질적을 의미하고, 표현 상으로는“예상”,“전망”,“계획”,“기대”,“(E)” 등과 같은 단어

를 포함합니다. 

위 “예측 정보”는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불

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회사의 실제 미래 실적은 “예

측 정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은 Presentation 실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현재 시장상

황과 회사의 경영방향 등을 고려한 것을 향후 시장 환경의 변화와 전략 수정 등에 따라 변

경될 수 있으며,  개별의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 및 각 계열사, 자문역 또는 

Representative 들은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실 및 기타

의 경우 포함).

본 자료는 주식의 매매 및 투자를 위한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문서의 그 어느 부분도 

관련 계약 및 약정 또는 투자 결정을 위한 기초 또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자료는 비 영리 목적으로 내용 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단, 출처표시 필수), 회사

의 사전 승인 없이 내용이 변경된 자료의 부단 배포 및 복제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

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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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글로벌/국내 미용 성형의 관심도

(2015년 기준 / 국제미용성형외과협회(ISAPS)) 

미국 404만건 / 브라질 232만건 / 한국 115만건  
매년 국가별 시술 건수 증가 추세!

1470만 8000건

2011

국가별 시술건수

미국 

브라질 

한국 

인도 

멕시코

약 404만건

글로벌 / 국내  미용 성형 관심도 지속적 상승

(2015년 기준 / 국제미용성형외과협회(ISAPS)) 

SRMC IR-BOOK

2169만 7000건

2015

증가
47.5%

약 232만건

약 115만건

약 93만건

약90만건

18.6% 

10.7% 

5.3% 

4.3% 

4.2%

글로벌 미용 성형시술 전체 건수



02. 글로벌/국내 미용 성형의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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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및 시술의 변화

전통적 칼 성형수술

- 간단하고 저렴함 

- 사망사고 & 부작용 발생 

- 보조치료 개념 

- 빠른 효과 / 높은 안정성 

- 노화가 심한 경우 적용 불가 

- 지속적 관리 필요 

안정성

치료하고자 하는 목표 조직에만 에너지를

집중하여 주위의 정상 조직을 안전하게 보호

선택성

치료하고자 하는 목표 조직에만 에너지를 집중

속도성

집중 치료로 있는 신속하게 시술 및 효과를

확인 가능

뉴 미디성형의 대표 레이저 장비

- 길고 확실한 효과 

- 부작용 발현율 높음(30%) /

  수술에 대한 두려움 / 긴 회복기간 

쁘띠 성형(주사성형) 뉴 미디성형(장비성형)

안전하고 회복이 빠른 미디(레이저)성형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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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현황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 북미/남미 지역이 중심

(전체의 49.2%)

한중일 등 아시아 규모

국내 의료기기 시장 현황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 국내 의료기기 수축

(2016년기준)

고성장세 유지

(2012년~2016년 기준)

(BMI Espicom(201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약처 / 의료기기생산및수출입실적통계 2016)

국내의료기기 업체의 기술 발달 및 해외허가 확대로 고성장!미국 중심의 매년 3% 성장세!

달러
3,560억

달러
1,753억

달러
713억 5.9조억 3.3조억 연평균

11.2%

03. 글로벌/국내 의료장비 시장규모

글로벌 및 국내의 의료장비 시장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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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레이저 의료장비 시장 현황

전체 시장규모

국내 레이저 의료장비 시장 현황

총 1572억 시장규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451억

(81%/총556억)151억 수입에 의존

(19%/ 총556억)

(의료기기품목시장분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 (의료기기품목시장분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

국내의료기기 업체의 기술 발달 및 해외허가 확대로 고성장56.4억 달러의 시장규모지만, 15%이상 매년 고성장
(전체 세계 의료기기 중 1.6%)

달러
56.4억

성장
15.3%

연평균

예상
114.6억

2022년

진단분야 18억 달러 치료 38억 달러

4.6% 증가
연평균

04. 글로벌/국내 레이저 의료장비의 시장규모

글로벌 및 국내의 레이저 의료장비 시장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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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주요사업  

대표이사  

자본금  

설립일  

종업원수  

주소 

주식회사 에스알엠씨 (SRMC)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김유인 

1억원 (주식수 10만주 / 액면가 1,00원 / R&D투자 약 130억원) 

2013년 06월 17일 

16명 (기술고문단 8명 별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 순환로 1130 (비하동, 7층) 

01. SRMC 회사개요



(주)유인바이오텍 설립 

치료장비 개발 시작 

주름제거용 레이저 SRS 개발완료 

SRMC 설립 

SRS 임상 TEST 8천회 완료 , KFDA,CE,FDA 인증 

뱃살 제거용 비만장비 SRA 개발완료 

SRA 임상 TEST 2천회 완료, KFDA 인증, 리프팅 장비 SRC 개발완료 

미국 주요 성형병원 SRS, SRA 시술로드쇼 

홍콩 MPI사에 SRA-M 30개 수출 

중국 국영기업 S사와 300세트 공급 (협상 중) 

미국 동부 성형 프렌차이즈 병원 1,000세트 공급 (협상 중) 

차세대 장비 SRHG-100, SRIAC-100 개발중 

1995년 

2008년  

2012년  

2013년  

2013년-2018년  

2016년 

2016년-2018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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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충남의대/ 강북삼성의료원/ 일본 기타사토의대

충북 청주 1995년 개원후 24년간 4만건의시술

80여가지의 의료제품 개발

1998년 웨어러블 혈압 및 심전도 측정기 개발

Bluper 미국 특허 7226418 등록(지멘스 인용)

1995년 ㈜유인바이오텍 설립(진단장비개발)(파트너 인제의대 의공학과 최흥호교수)

일본 성형학회 정회원

한국 미용성형학회 이사

2010년 대한민국 의료산업 대상 최우수병원상

2013년 SRMC (의료장비제조회사) 설립

2018년 SRFC (에스테틱프렌차이즈회사) 설립

중국 병원그룹(푸톈집단) 자회사와 천진 합작점 오픈

대표이력

02. SRMC 연혁



03. SRMC 주주현황

SRMC IR-BOOK

SRMC 김유인 대표 

주식회사 영우디에스피

SRMC 주주현황

96%보유

SRMC 김유인 대표

전체의 96%

전체의 4%

4%보유
(주)영우디에스피



SRMC 대표제품 SRS / SRA

제품명 

SRS 

SRA 

주요기능 

- 주름 제거

- 모공 축소 및 흉터 제거

- 얼굴 물광 효과 시술

- 목주름 및 갑상선 암 흉터 제거

- 복부 지방 제거

- 셀룰라이트 제거

- 엉덩이 라인 업

- 얼굴 V라인 시술 

가격

15만불

10만불

세계 최초 목주름 제거

세계 최초 3가지 복합효과  
(무통+지방제거+리프팅) 
[SRMC의 특기인 레이저 블렌딩 기술 1호]

특징

SRMC IR-BOOK

세계 1위 경쟁품 가격 20만불

세계 1위 경쟁품 가격 24만불

가장 강력한 주름제거 
(기존 세계 1위의 2~3배)

내장지방 개선 효과 (추후 임상진행 예정) 

+

+

04. SRMC 대표제품

세계 1위 경쟁품과 비교우위에 있는 SRS, SRA 



대표자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SRMC IR-BOOK

(개발자/등록자:김유인 개인)

미국 2건, 일본 1건,

중국 3건, 국제 3건, 한국 12건

상표등록
3건

출원
6건

특허등록
21건

지식재산권

30건

SRS 및 SRA 당사 주요 제품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등록 중 

05. SRMC 지식재산권 보호자산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 진행!



What S R M C  I R - B O O K

01. SRS 제품소개

02. SRA 제품소개

03. SRMC 차별화



목주름제거가 가능한
World Best 레이저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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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S 특징

•표피 보호: 염증과 색소 침착 예방 및 감소 [부작용 최소화]

•진피에 깊숙하게 침투 : 불가능한 목주름까지 개선 가능 [어떤 주름도 가능]

•뛰어난 콜라겐 재생: 피부 탄력 증대 [주름개선효과극대화]

SRS 특허현황

한국, 중국, PCT 등록 완료, 미국 등 출원중

SRS 인허가현황

미국 FDA, 유럽CE, 한국FDA, KGMP등
주름 제거

모공 축소 및 
흉터 제거

얼굴 
물광 효과

목주름 및 
갑상선 암 흉터 제거

01. SRS 제품소개 _  제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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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역학적 수축 : 레이저시술로 부피가 줄어드는 원리

•37%의 피부수축 효과와 화상발생 부작용 최소화! (거의 없음)

01. 초기단계 - 열역학적 수축

열손상 부위가 새로운 고밀도 콜라겐 기둥으로 대치되어 전은 살로 바뀜.

목주름보다 깊게 신규 고밀도 콜라젠 기둥으로 세계 최초로 목주름 개선 효과! 

02. 후기단계–열 손상 부위가 고밀도 콜라겐 기둥으로 대치 

콜라겐 기둥 깊이가 중요 

SRS: 1,500μm  

타장비: 800μm  

(목주름 깊이: 보통 1,400μm )

시술전

콜라겐 (분홍색)에 마블링(흰색)이 끼고

탄력이 없어 주름이 깊어짐 [50-60대]

시술 한달 후

보라색 염색부위처럼 콜라겐 섬유가

꽉 찬 젊은 사람들의 고탄력 피부로 바뀜

[주름 없어짐]

콜라겐

01. SRS 제품소개 _ 작용 원리

최대의 효과와 부작용 최소화! 세계 유일의 목주름 개선! 

37% 수축

부작용 지적재산권

늘어진 피부 수축효과

자체실험 데이터 결과 
동급최고!

1/8000
피부화상의 부작용

1건 발생 
의사시술 부주의!

FDA
피부화상의 부작용

한국 : 10-1558948 
중국 : 107690342

인증

효 과

늘어진 피부 수축효과



빠른 회복 시간

3일

통증이 매우 적다 목주름 효과에 매우 뛰어남

01. SRS 제품소개 _ 경쟁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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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파장의 첨두치  및 독창적 투사 알고리즘 방식! 

1) 첨두치(peak to paek): 최대 전압과 최소 전압 사이의 간격

경쟁사 SRS

회복기간 주름제거 효과

2주

통증

레이저 빔의 단면이 더 크고 
투박하여 피부 손상이 심해지

고 저항이 커서 깊게 못들어가
는 현상 발생

아프고 딱지 심하고 동양인의 

경우 딱지 더 잘 생겨 밖에  1-
2주 못나감. 그럼에도 깊게 못

들어가 목주름 효과 무

레이저 빔의 단면이 더 작고 

속이 비어서 피부 손상이 적
고 저항이 작아깊게 들어가

는 SRS만의 투사 알고리즘!

시술 후 통증이 적으며, 착색

이 잘 발생되지 않음! 1~2일

이면 회복이 가능 

더 깊게 들어가 목주름 효과

가 뛰어남

회복기간 주름제거 효과통증

1)



01. SRS 제품소개 _ 차별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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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S 차별화 포인트 

구분

통증

주름제거 효과 

안정성

부가적 효과 

국제인증 

세부내용 

기존 세계 1위 제품 대비 통증 60% 이상 감소 (SRMC 자체 데이터 지표)

2012년 첫 제품 개발이후 8천건 이상의 현장 임상 완료

주름 제거 이외에도 물광 효과, 흉터제거, 미백효과,  

여드름 흉터 제거 효과, 피부탄력 증가 등 부가적 효과 다수 입증 

한국, 중국, 국제 특허 획득 및 미국 특허 등록 진행 중  

KFDA, CE, FDA 등 다수의 국제적 안전성 인증 완료

기존 세계 1위 제품 대비 주름제거 효과성 2~3배 증가 

목주름, 손주름 제거 세계 최초 성공 뛰어난 안전성 및 효과 입증 

보톡스 원리 및 한계점 - 보톡스는 보조제가 적당하다는게 여러 의사들 의견 

구분

적용범위

반응시간

효과

세부내용 

얼굴에 제한적 (눈꼬리, 이마, 턱줄임)으로 안정성 입증 상안검, 하안

검, 입주변 금지 (눈 위, 아래부분은 절대 금기) 

근육증을 마비시키는 간접방식으로 시술 후 몇 일 뒤에 반응

시술 후 표정이 부자연스러워짐 (Frozen Face: 얼음 얼굴)

지속기간

효과

근육증을 마비시키는 간접방식으로 시술 후 몇 일 뒤에 반응

지속기간

보톡스 원리 – 피부 아래의 근육층을 마비시켜 피부까지 영향을 받아 주름이 펴짐 (간접 방식) 

보톡스 시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Game Changer 

미국에서 주목한 SRS 차별화 포인트 



눈가 주름 제거

목주름 제거

SRMC IR-BOOK

Before Before SRS _ After

Before

01. SRS 제품소개 _ 시술 사례

여드름 자국 제거

이마 주름 제거

SRS _ After

SRS _ After Before SRS _ After



SRS _ AfterSRS _ After

손주름 제거여드름 흉터 및 모공축소

물광시술주름제거

SRMC IR-BOOK

Before Before

Before Before

01. SRS 제품소개 _ 시술 사례

SRS _ AfterSRS _ After



지방 융해와 리프팅을 동시에
시현 가능한 World Best S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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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지방 제거 셀룰라이트 제거 엉덩이 라인 업 얼굴 V라인 시술 

02. SRA 제품소개 _  제품특징

지방 융해와 리프팅을 동시에
시현 가능한 World Best SRA

SRA 특징

•통증없이 즉각적인 지방 융해 확인가능 - 부작용 거의 없음

•지방 융해와 리프팅 효과가 동시에 확인

SRA 특허현황

•한국, 중국, PCT 등록 완료, 미국 등 출원중

SRS 인허가현황

•미국 FDA, 유럽CE, 한국FDA, KGMP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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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의 복합작용으로
경쟁 장비 대비 고효율 의료기기 

• SRA 3단계 복합작용으로 지방세포 용융 및 체외 배출

• 시술 시 경쟁 제품대비 통증이 없고, 즉각적인 효과 발현으로 기존 제품과 비교 불가 

• 경쟁 제품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 보유로(50% 이하 가격) 미국시장 침투 용이 

01.지방세포 팽창 후 용융 

SRA 3단계 복합작용 원리 

02.지방세포 막 터지며 분해 03.유리 지방산으로 잘게 부서져 임파관 통해

      체외배출  

01. DF-RF (심부형고주파) 02. LLLT (저준위 레이저) 03. LL (지방융해레이저) 

02. SRA 제품소개 _ SRS 작용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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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A 40분 시술로 35.6인치→ 33.4인치(평균 3~10cm 감소, 편차 있음)
•지방이 빠지면서 늘어진 피부가 리프팅 되는 장비는 세계에서 SRA가 유일함
•무통 시술 가능(기존장비 수면마취 필요)

무통시술, 지방 용융과 리프팅 효과 즉시발현

02. SRA 제품소개 _ 시술 사례

SRA 시술 후 (소요시간 40분)SRA 시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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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7/3~11/9)동안 12회 SRA 치료

•식이요법, 운동 등. 외부 요인 없이 16kg 감량 및. 허리둘레 24cm 감소

•청주 인근 시골 지역 50대 후반 남성 적용사례

4개월 12회 시술로 드라마틱한 효과 발현

SRA 시술 전

02. SRA 제품소개 _ 시술 사례

SRA 시술 후 (소요시간 4개월 12회 시술)



SRA _ AfterSRA _ After

얼굴 V라인 성형지방 용융과 리프팅

팔 셀룰라이트 제거얼굴 셀룰라이트 제거

SRMC IR-BOOK

Before Before

Before Before

02. SRA 제품소개 _ 시술 사례

SRA _ AfterSRA _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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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SRMC의 차별화 _ 경쟁장비 특징 비교 

SRS 

아프지만 경쟁장비보다 휠씬 덜 아픔

주름제거(목주름 제거는 세계 유일) +  
모공 축소 + 흉터 제거  +  수퍼물광

장비 한 대로 4대 효과

통증 약하고, 회복기간 아주 짧음(1-3

일),  동양인도 착색 잘 안 옴

15만 USD

SRS vs 경쟁장비 

구분   

시술 통증

효과

부작용

장비가격

경쟁장비(기존 세계 1위 제품) 

통증이 심함 (수면 마취 필요)

주름 제거 효과

통증 심하고, 회복기간 길고(1-2주)

동양인은 착색 잘 옴

18만 USD

SRA 

무통

지방 빠진 피부의 쳐짐이 없음

(세계 유일 리프팅 효과 동시 발현)  

시술 즉시 효과 발현 

(세계 유일 즉시 효과) 

10만 USD

구분   

시술 통증

리프팅 효과

효과 발현시간

장비가격

SRA vs 경쟁장비 

경쟁장비(기존 세계 1위 제품) 

통증이 심함 (수면 마취 필요) 

다량의 지방이 융해 되면서

피부 쳐짐 

시술 후 2~4주 후 효과 발현 

24만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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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대표이사)가 24년간 
수만건 성형 수술을 해 온 
성형 개원의라서 발상부터 다르다  

• 성형외과와 의공학을 같이 공부한 대표이사가 직접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및 개발

•1995년 성형외과 개설후 4만 건의 수술과 시술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제품을 개발 출시 

• 한국 미용성형학회를 통해 직접 시술 시연과 마케팅이 가능 

03. SRMC의 차별화 _ 사용자(의사)가 직접 개발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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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IP보유로
미국시장 진출 준비 완료!

03. SRMC의 차별화 _ 보유특허 및 허가증서 

•국내 대부분의 레이저장비 업체들이 기존 글로벌업체의 제품을 카피해서 가격 경쟁력 만으로 경쟁 

• SRMC의 제품은 독창적인 기술개발로 대표자가 특허권을 보유

• 자체 IP보유로 규모가 가장 큰 미국시장에 진출 가능. FDA 허가획득으로 시장 진출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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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마벤텍 그룹 측과 유럽 진출 협의 

두바이 

영국계 병원에 성형파트너 참여 제안
일본 

일본 최대 성형병원 그룹과 제품 공급 협의

카자흐스탄/우즈벡 

VVIP 출장진료

뉴욕 
미국 저명 성형그룹 대표 닥터 Sharon박사
SRMC 본사방문 후 2019년 6월 뉴욕초청,
미국에 1,000세트 공급 협의 

브라질 

2019년 하반기 방문 초청받음 

싱가포르 

싱가포르 내 연구소/공장 설립 제안받음 

중국 

-국회의장 SRA 시술 

-완통그룹 부회장과 투자 협의 

-신화사 그룹과 공급협상 진행 

-푸톈 그룹과 MOU

LA 

유태인계 투자사와 투자 협의진행 중

태국/베트남/필리핀 

여러 제약, 병원 대형그룹들과 협상 중

말레이시아 
최고위층 출장진료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방문, 출장 진료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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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SRMC의 차별화 _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 가능 

지난 20년간 SR병원의 고객들을 통해
이룩한 글로벌 네트웍을 통한 비즈니스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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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우디에스피 기업개요

디스플레이 장비 OEM업체를
통해 대량생산 가능

•당사에 2016년 4%의 지분을 투자한 ㈜영우디에스피를 통해 OEM 진행가능

•㈜영우디에스피는 삼성디스플레이 등을 주요 고객사로 OLED, LCD 디스플레이 검사장비를 생산, 판매

•OEM에 특화된 업체로 동사가 대량생산이 필요한 경우 대체 가능. 대량 생산에 따른 원가 경쟁력 상승도 기대

기업명 

기업구분 

업종 

설립일 

매출액 

임직원수

(주)영우디에스피

중소기업, 코스닥 상장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004년 2월 16일

1,462억원

260명

03. SRMC의 차별화 _ 대량생산도 문제없는 OEM 확보



HowS R M C  I R - B O O K

01. 사업 분야

02. 사업 진행 주요비용

03. 사업 예상 수입

0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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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 분야 - 국내 & 글로벌 SR병원 사업

전국 5개의 거점 병원으로 
SRMC를 보여주다!

•토탈 뷰티 클리닉
•산후케어(재활)센터
•체형관리(비만)센터
•라이트테리피(전시) 체험공간

SR병원 강남센터  운영

•전국적 미디성형병원 사업의 모델
•해외 제품 수출의 전시, 체험공간
•해외 병원 사업 수출의 모델
•그룹 총괄 사옥 역할

SR병원 강남센터 총본부 목적

전세계 뷰티 중심인 ‘강남’에 한층에 SR병원의 ‘레이저성형’을 바탕으로 한 성형외과 및 

피부과, 그리고 가장 인기있는 의료서비스인 ‘목주름 제거 (개선)’ , ‘임신선 (튼살) 제거 

(개선)’ 를 제공받을 수 있는 최고 시설의 SRMC 미용성형&산후케어(재활)병원 설립. 

기존의 강남 성형외과와는 다른 칼성형, 화학성형을 지양하는 미디(레이저)성형으로 주

름 및 비만을 제거 및 관리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주는 의료서비스 병원 컨셉 

SR 병원 컨셉 : 뷰티클리닉 & 산후 재활 병원



SRMC IR-BOOK

전시/체험/미니카페

미디 성형진료

후처치관리 및 고객카페

그룹 총괄 경영 오피스

현재 본사 및 체험장이 청주라서 놓치고 있는
많은 바이어들 접근성 확보 

프리미엄 라인 
SRMC USA with DR Sharon Company

본격 마케팅 시작 
목주름, 갑상선암흉터, 임신 후 튼살성형

SRFC 
차후 뷰티스타벅스 프렌차이즈 사업의 모델

1F

2F

3F

4F

제너럴 라인
영우 DSP(국내생산 OEM)

500평 이상 확장시 의사 10~20명

연매출 200이상 / 1000억 목표예상

SR병원 강남센터 총본부 사이즈

•2~4층이상으로 층당 100평~200평 

법인직영점 & 프렌차이즈 병원 예상계획

•2025년을 목표로 전국 5개 지점 오픈

•총 10명 ~100명의 의사

•5개 지점을 통한 예상 목표 연매출 최대 2000억원

광주 호남센터(향후)

부산 영남 2센터(향후)

대구 영남센터점 
영남 사업본부

청주 중부센터점 
R&D센터

강남 플래그쉽 센터점 
(본사)

01. 사업 분야 - 국내 & 글로벌 SR병원 사업



뉴욕 성형닥터그룹세미나에서 
초도 물량 공급 협의!

•Dr. Sharon 박사는 동부 프랜차이즈 병원 소유, 리얼 하우스 와이프(렛미인 프로의 원조 프로그램) 진행자

•2017년 방한해 SRMC 의료기기 시술 참관 

•2019년 6월 24~28일 뉴욕성형닥터그룹 세미나에서 제품(SRS, SRA) 시연

•2019말, 1.000대(1.500억원) 초도 수출 전망 

•세계 3대 성형 행사인 모나코 세계성형 학회(AMWC 2020, Monaco)에서 SRMC 제품 시연예정  ▶ 마케팅 지역 확대 

SRMC IR-BOOK

Dr. Sharon SRMC 의료기기 시술 참관(청주 병원) 미국 동부지역 성형 클리닉 공급 협상 및 뉴욕 레이저성형닥터그룹 초청장 

(1.000대 /1.500억 규모)

01. 사업 분야 - 의료장비 스마트 렌탈 사업(글로벌) 



SRMC America 설립 예정
현지 생산 및 판매 체계 구축!

구분 Pre-Marketing Manufacturing After Care 

SRMC [국내 및 글로벌] 미디성형학회 설립 

정기적 학술대회 개최 

국제적 전시행사 참여 

OEM 공장 라인 [영우] 

R & D 팀 활성화 

QC 체제 강화 

•즉각적 A/S팀 준비

•판매 매뉴얼 고급화

SRMC America(가칭) 
[미국 및 선진시장]

국제적 전시행사 참여

미국 법인 설립 

백그라운드 유명의사 포진

→ 의과대학 순위 세계1위 

존스홉킨스대 피부과 교수 섭외 

→ SRMC의 키 닥터 임명, 논문

미국 내 공장 설립 •즉각적 A/S팀 준비

•판매 매뉴얼 고급화

•미국내 의료장비 보험가입

•판매 시 교육 철저 

•부가상품 개발 

•판매 시 교육 철저

•부가상품 개발

•미국 셀럽 시술 홍보 및 매스컴광고
장점제품 생산 라인 2원화

1) 동일제품 시 가격 70% up 

2) 중국 수출 시 카피 방어 

1)국내 [영우] : 일반 제품  

2)미국: made in USA

    (프리미엄 제품)

SRMC IR-BOOK

01. 사업 분야 - 의료장비 스마트 렌탈 사업(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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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경쟁(지적재산권 보호)에서 자유롭고
높은 제품가격 형성 가능!

초기단계 - 열역학적 수축 Made in USA로 전략적 접근 

01.

02.

03.

04.

05.

06.

Made in Korea보다 높은 가격 형성 가능(70% 이상 UP)  

중국 및 한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받는 것에 유리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미국시장에서 고객(의사)들에게 신뢰도 상승 

유사제품 출시 사전 방지 가능 

→ SRS와 SRA는 오리지널 장비로 미국 직접 진출 가능

→ 한국, 중국 경쟁업체들의 제품 모방이 원천 불가 

친 기업의 경영환경과 낮은 법인세로 부가적 장점 발생 

기업공개(IPO) 시에 NASDAQ 고려 가능 

Made in USA의 장점 

01. 사업 분야 - 의료장비 스마트 렌탈 사업(글로벌) 



홍콩을 시작으로
중국 전역으로 확대 예상

SRMC IR-BOOK

홍콩 MPI사와 2차 공급 협상 진행(2019년 하반기) 중국 정부산하 인민병원 공급 국영기업과 공급 협상 

•홍콩 MPI사에 2018년 9월 SRA-M(미용용) 100만불 1차 수출완료. 시험운영(1년) 후 300~600만불 공급 예정

•중국 내 31,056개의 병원에 의료장비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S사와 초도 물량 300 Set(400억원) 공급 논의

•중국 S사는 시험운영 후 3,000세트(관리 병원 10% 수준)를 관리병원에 공급할 계획으로 당사와 협상 진행 
(50억    400억    4,000억)▶ ▶

01. 사업 분야 - 의료장비 스마트 렌탈 사업(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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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00
오픈

SR Franchise Clinics

희망 연매출 목표

2800억-1조원 규모!

EU 5

SR London점 2020

CN 20

KR 5

JP5

VN5

PH5

M/S 5
IN 5

SR Seoul점 2020 
Cheongju점 1995 
Daegu점 2019.12

SR Manila점  2020

SR LA점  2019. 12

USA 10

BZ 5

01. 사업 분야 - 의료장비 스마트 렌탈 사업(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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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미디성형학회

- 청주 본점에서 시작(80-100평)

- 추후 제주에서 리조트 사업과 함께 대형화 (2기)

- 3기 부터는 중국 자본 합쳐서 하이난 섬에 의과대학 + 아카데미 사업

- FIFA 모델로 하여 IMPA 설립. 각종 기념품, 교재, 소프트웨어, 미용용품, 화장품, 건강식품 사업 전개

01기

동아시아 미디성형학회02기

아시아태평양 미디성형학회03기

세계 미디성형협의회04기

중국 미디성형학회 & 일본 미디성형학회 

:SR측에서 중,일 각 미용외과 협회 다양한 채널 보유 중

동남아시아 미디성형학회, 호주/뉴질랜드 미디성형학회

미국 미디성형학회 , 유럽 미디성형학회

교육아카데미 + 인증사업 +
뷰티디바이스 + 메디컬코스메틱 등으로
사업확장 

01. 사업 분야 - 국내&글로벌 뷰티 교육 아카데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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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LS (관계회사)
홈케어 소형 의료장비 사업 전개 예정

- 건조증 안생기면서 동안 얼굴, 피부 전어짐 

- 세계최초 3세대 LED(건조증 개선) 
- 특허 10-0006359

SRL-100  LED 마스크

- 질 수축 및 위생 건강관리 
- Happy device로 여성 삶의 질 증진

- 특허 10-1914068

SRG-H  여성용 의료기기

- 복부비만, 부분비만 개선 
- 체형라인 관리 및 리프팅 / 제통 
- 특허 10-0000510

SRA-A 개인용 체형관리  

- 노벨의학상 텔로머라제 활성화 성분 함유 

- 고기능성 항노화 화장품

- 특허 준비 중

SRAT-FL DNA 화장품  

- 폐기능 강화

- 황사, 미세먼지 필터링

- 특허 10-0006353

SRAP-100 폐기능 강화 황사마스크

01. 사업 분야 - 에스테틱/미용/홈케어 기기 수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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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군데 개원 비용:

약 20억원 소요

20억원

강남점

부천점

인천점

강북점

광주점

국내 병원설립 지출 예상 

20억원

20억원

20억원

20억원

20억원

총 100억원 
소요 예상

병원 사업만 실시(변동 가능)

세부내역

의료장비 등

설립비 
15억(평균)

건물임대. 강남권 100평  

2개층 기준

(보) 2~3억원

(월) 1500~3000만원 (관리비포함)

인테리어. 

평당 200~400만원
4~8억원 (냉난방. 집기 포함)

약 6~10억원

운영 및 광고비 
5억
(3개월 운영비 포함)

운영비 3억원

광고홍보비 2억원

02. 사업 진행 주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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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모객 및 상품권 등의 사용을 통한 매출은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음 

•초기 4개월 동안은 장비판매(해외판매량 제외)와 해외영업망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며, 이와 수반하여 CS 및 AS에 방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

•미국을 제외한 해외지사 설립 등은 전체적인 스케쥴에 맞추어 병행 

국내 영업 예상 실적
누적 75 병원 계약 / 누적 175억01

•매뉴얼 작성지원

•국내 영업조직 구축(직원5~6명)

•해외지사 설립지원(미국)

•강남센터 홍보 및 마케팅

2019년 10월 ~ 01월

•국내영업조직 확장 및 체계

    (프리렌서 10명이상 활용)

•해외지사 확장 및 마케팅

ㅍ

12.5억

37.5억

50억

75억

2019년 10월

2019년 11월

2019년 12월

2020년 01월

•국내영업조직 확장 및 체계

    (프리렌서 10명이상 활용)

•해외지사 확장 및 마케팅

•국내영업조직 확장 및 체계

    (프리렌서 10명이상 활용)

•해외지사 확장 및 마케팅

ㅍ

누적 12.5억 / 5개 병원 계약

누적 50억 / 15개 병원 계약

누적 100억 / 20개 병원 계약 누적 175억 / 25개 병원 계약

03. 사업 예상 수입 - 예상 실적  

날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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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02

매월 30~50 병원 계약 / 매월 100억02
2020년 02월 ~ 05월 Period 03

매월 50~100 병원 계약 / 매월 150억03
2020년 06월 ~ 09월

•국내영업조직 확장 및 체계 (프리렌서 50명이상 활용)

•해외지사 확장 및 마케팅

매월 30~50 
병원 계약

매월 
100억이상 목표

•국내영업조직 확장 및 체계 (프리렌서 100명이상 활용)

•해외지사 확장 및 마케팅

매월 50~100 
병원 계약

매월 
150억이상 목표

03. 사업 예상 수입 - 목표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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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손익계산서(2020년~2022년)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 비용

경상이익

특별 손실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손익 분기점 매출

ROA(자산수익률)

ROE(순자산수익률)

260

164

96

24

73

5

68

8

11

49

85

51.2

120.6

435

280

155

33

123

7

116

8

23

86

126

61.7

98.8

700

453

248

58

190

7

183

8

32

144

204

84.4

130.5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단위:억원]
매출 상세내역(2020년~2022년)

260

140

98

22

164

88

62

14

96

63.1%

435

238

166

31

279

150

105

24

156

64.1%

700

382

267

51

452

241

168

43

248

64.6%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단위:억원]

매출액

SRS

SRA

기타

매출 원가

SRS

SRA

기타

매출총이익

매출원가율

140

140

238

238

382

382

제품 판매량 2020년 2021년 2022년

SRS

SRA

03. 사업 예상 수입 - 충정손익 및 매출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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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 유동 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 유동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비 유동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결손금

자본총계

226

26

200

412

-

7

205

200

638

1225

194

1419

100

881

-781

598

398

200

297

-

6

85

206

895

857

189

1046

100

251

-151

232

38

194

496

-

7

289

200

728

1318

178

1,496

100

869

-769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단위:백만원]

667

617

50

562

-

131

226

205

1,229

1,222

138

1,360

100

232

-132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엽업외비용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94

117

-23

578

-601

-

29

-630

-

-630

1,117

476

641

689

-48

1

29

-76

-

-76

1,359

441

918

374

544

133

40

637

-

637

353

117

236

191

45

-

33

12

-

12

2018년

손익계산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단위:백만원]

2018년

04. 기타



THANK YOU

SRMC IR-B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