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22.

100세 시대 선점한다…제2의 셀트리온 나야 나 2019 안티에이징 페어 | 한경닷컴

뉴스

가격 인하

4science

`100세 시대` 선점한다…제2의 셀트리온 `나야 나` [2019 안티에이징 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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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인기기사

<앵커>
클린뷰

1 전여옥 "재판부, 김경수 '킹크랩 시연

100세 시대를 맞아 더 젊고 건강한 삶을 도와 줄 안티에이징 산업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2 명절마다 직원에 참치세트 구매 강
3 안철수, 문 대통령에 '3無 정부' 맹공
4 "장지연 남자관계 복잡" 가세연 폭로
5 큰손들, 외국계 은행으로 '갈아타기

1

시장 선점을 위한 혁신 기업들의 도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성장성이

광고

보청기 아직도 바로 사고 후회하나

기대되는 기업들을 엿볼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고

하루 '캡슐' 두 알로 성기능장애 효

관련기사
[가상화폐] 22일 오후 8시 30분 버트코인 644원(+90.53%) 거래중
조국 부인 정경심 측, 혐의 전부 부인…"검찰이 부풀렸다"
설 연휴 인천공항 제외 전국 공항 이용객 125만명 달할 듯…작년 대비 6.1%↑

가격 인하

이 시각 관심정보 AD
로또 "무조건 이번호가 1등당첨!" 3,8,1
"한국로또 비밀 풀려.." 로또1,2등 "이것

4science

독특한 아이디어 경쟁으로 뜨거웠던 안티에이징 페어 현장에 유오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긋지긋 허리통증, "하루 20분"이면..
단 "만원"으로 한달동안 "1억만들기"
로또 1등, 중복당첨만 벌써 11명째 나
이번 "로또" 최다출현 미조합공개 "7,1
'신형 그랜저' 출시 후 5년만 타면 내 차

<기자>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은 소염진통제나 스테로이드 약물을 이용해
임시로 통증을 줄여줍니다.

"역류성식도염, 속쓰림" 방치하면 큰 일

가장 많이 본 기사
"대표 1억, 과장 2000만원"…황당한 사조
안철수, 입 열었다…文대통령에 '맹공'
전여옥 "3월10일은 文정권 운명의 날"
가세연, 이번엔 "김건모
자 관계가"
"국내 은행 못믿겠다"…갈아타기 '러시'
동대문 건물 8층 통째로 빌려 한 일이…
갈 곳 잃은 돈 1000조 '우왕좌왕'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91018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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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추천하는 기사

하지만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닳아버린 연골 조직을
다시 자라게 만들어 젊고 건강한 관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AD

<인터뷰> 주지현 / CiSTEM 대표 (유도만능 줄기세포 개발 기업)

[날씨] 연휴 전날 전국
나 눈…낮부터 차차 그쳐

저희는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사용할 것이고요. 기본적인 세포형태가 아닌

유진산 파멥신 대표 "JP
스케어 콘퍼런스서 다수

스테로이드라고 불리는 세포가 뭉친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개발해서
주사 가능한 형태로 개발하려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피부 상태 측정에서 주름·여드름 개선이 가능한 제품을 들고 나온 릴리커버는
이미 동남아 지역에서 8억 원 규모의 주문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무릎수술, 연골주사"없
절통증 싹~ 해결!!

AD

기미,잡티 이것발라 "10
개선할수있다?
네이버, 유전자정보·치매
건강 스타트업 4곳 신규

<인터뷰> 김수진 / 릴리커버 매니저 (피부 관리기 개발 기업)
저희는 로레알, 존슨앤존슨 등 거대 화장품 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베트남, 싱가폴에서 8억원의 선주문이 들어와 계속 성장 중입니다.
2019 안티에이징 헬스 스타트업 페어는 100세 시대를 맞아 안티에이징 계의
구글을 꿈꾸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성공 가능성을 평가
받았습니다.

바로구매

샌디스크 울트라 플
3.0 플래시 드라

삼성전자 CLT-M506S 정
품토너

헤링본 롱 원피스
미안 반팔 비치웨어

진쥬얼리 모얀또

삼성 정품토너 C
CLP680 CLX6260

피디젠과 아이크로진은 간단한 검사만으로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선보였고, 딥메디는 스마트폰 카메라 만으로 자신의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업계 전문가와 일반인 100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은 앞으로 시장을 뒤흔들 제2의
셀트리온이 어디일 지 점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박선미 / 올리브헬스케어 홍보담당 (전문가 판정단)
시장 상용화 관점에서 시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이 되는 기업에 높은 점수를
주었고요.
현장에 나와 보니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을 만나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인터뷰> 조윤서 /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일반인 판정단)
딥메디가 기억에 남는데 고혈압을 모르면 조기 사망할 확률이 큰데 이걸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접목 시켰던 점이 인상 깊었어요.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91018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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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안티에이징 헬스 스타트업 페어의 최종 우승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유도만능 줄기세포 개발 기업 시스템이 차지했습니다.
또, 한국경제TV 대표상에는 유전자정보 분석 기업인 아이크로진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번 안티에이징 스타트업 페어는 참여 기업과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로 미래
안티에이징 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유오성기자 osyou@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

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

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

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핫이슈

지면 구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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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걸그룹 멤버 "김병만은 내 이
상형"

"女사장은 공주, 볼펜으로 직원
들 머리 때려"

로또1등 비법 밝혀낸 직장인
화제...

조이인포 AD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91018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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