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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텍메드는 고객 감동의 제품개발과 생명 존중(Respect for Life)이라는 기업의 가치를 추구하며 지난 20

여년간 세계 최고를 지향하며 체외진단기기와 진단시약을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아이크로마(ichroma™) 

리더기는 전세계에 약 50,000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고, CRP(C-반응 단백질) 제품은 중국 1위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며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디텍메드는 현장진단형 면역진단기기의 자동화와 고감도 

진단시약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신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축적된 탄탄한 기술력과 경험, 그리고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그 명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소개

연혁

2016. 10 산업통상자원부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K-BrainPower) 선정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 장관표창 수상

2006. 11 중국 제품 수출 개시

2004. 11 CE 및 ISO 13485 인증 획득

2003. 08 춘천시 바이오벤처프라자 이전

2002. 11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득

2002. 10 바디텍메드(주) 상호 변경

2002. 06 바이오벤처 최우수기업선정(전경련)

2001. 11 의약품 제조업 허가 취득

2001. 07 국가지정연구실(NRL) 지정

1999. 12 춘천시 생물산업벤터지원센터 이전

1998. 11 바디텍(주) 설립(한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내)

2016. 08 자회사인 동물진단기업 애니벳(Anivet) 설립

2016. 03 미국 이뮤노스틱스(Immunostics Inc.)사 인수

2015. 12 ichroma™ CRP, 2015 세계일류상품 선정

무역의 날 3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5. 09 바디텍메드 코스닥 상장

2015. 03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시상

중국 ‘희망소학교’ 행사 기공식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레퍼런스랩 지정

업무협약



2007. 05 의료기기 KGMP 인증

성과

연혁

2014. 11 외국기업의 날 외국인 투자유치 부문 국무총리상 수상

춘천시민의날 산업경제 부문 시민상 수상

2014. 06 산업통상자원부 ATC 우수기술연구센터 지정

2013. 09 일본 아크레이사와 공동연구개발 협약 체결

강원 경제인상 대상 수상

2013. 03 고용우수중소기업 표창

2012. 12 1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2. 08 강원 고용대상 우수상 수상

2011. 10 중국 내 단일진단제품 시장점유율 1위 달성

2010. 11 5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0. 04 본사 및 공장 신축 이전(거두농공단지 내)

2008. 06 수출유망 중소기업 선정

2008. 05 강원유망 중소기업 선정

2007. 12 1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07. 08 FDA 510k 승인(ichroma CRP)

업무협약

인증

- FDA 510k-CRP Clearance letter

- hemochroma Plus CLIA categorization notification waived (CR160697)

- hemochroma Plus 510(k)

- MDSAP 인증서

- ISO 13485

- CE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KGM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