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는 15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 굴지의 영국 의료기업체 스미스앤드네퓨(Smith & Nephew) 의 

한국지사로 정형외과용 기기, 관절경, 상처 치료 제품 등을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Biologics 분야의 의료기기인 저밀도 진동 초음파 골절 유합기 - ‘Exogen 4000’ 비즈니스를 위한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및 아시아 등지에서 수년에 걸친 연구와 임상(Level 1급 임상자료 : 

7개 보유, 임상 환자수 : 9,756명)으로 그 성능을 인정 받은 Exogen 4000은 2010년 드디어 국내FDA 승인을

받으면서 한국 시장에 출시 되었습니다. 

골절치료분야에 한 획을 긋게 될 Exogen 4000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리점 모집 공고



155년 역사의 세계적 다국적 기업인 스미스앤드네퓨㈜가 

의료기업계를 함께 이끌어 갈 패기 있고 유능한 대리점을 

찾습니다.

모집 부문 및 기타 내용

●제품 : Exogen 4000

●모집 지역 : 부산(경남), 전주(전북), 광주(전남)

●모집 대상 : 단순한 판매 대행이 아닌, 일선에서 대학 병원 및 지방 병원들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영업이 가능한 대리점

●우대 사항 : 제약영업경험 및 가정용의료기기판매경험 우대

1.

제품명

●제품명 : 엑소젠 4000 

●품목명 : 개인용초음파자극기

●제품권 : 비급여(의료인의 처방전이 없이

              판매 가능한 개인용의료기기 제품입니다.)

2.

제품 특성

●새로생긴 골절(fresh Fracture)와 유착지연(Delayed Union) 또는, 비유착(Non-Union)골절에 사용한다.

●깁스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모두에 사용이 가능하다.

●초음파의 강도는 진단 초음파(Sonography) 수준과 유사한 약 30mW/cm2의 저밀도 초음파를 공급하므로  사용

   중 환자가 느끼는 감각은 전혀 없거나 미세하다.

●일회용 리듐배터리를 사용(20분간 사용 시 최대 150번 사용 가능)하다. (임상시험결과, Non-Union의 경우에도

   86%의 확률로 5달 이내에 골절 치료 완치로 보고됨)

●주작동부 내부에 환자 사용 기록장치(Internal Patient Use Timer)가 내장되어 있어 매일의 기록을 모니터하고

   PCM(Patient Compliance Monitor)에 저장한다.

●환자가 집, 사무실 등에서 하루에 한번, 20분간의 사용으로 골절 치유를 가속화시킨다.(Acceleration)

●중량이 가볍고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 편리하고, 사용 중 이동이 가능하다.

3.

효능, 효과

●두개골과 척추를 제외한 모든 유착결여를 비침습적으로 치료

●골절을 비관혈적정복과 깁스붕대고정술로서 정형외과적으로 관리할 때, 골격이 성숙한 사람에 대하여 새로 발생한

   폐쇄성 후면 말단부 요골의 골절과 새로 발생한 폐쇄성 또는 등급 1 개방성 경골 골간의 골절치유를 가속

4.

연락처

●1차 접수마감 : 2011년 12월 31일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아셈타워 13층 스미스앤드네퓨㈜ 

              Tel : 02-6001-7539 / Cell : 010-4720-7227 / E-mail : jonghyun.yoon@smith-nephew.com 

5.

대리점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