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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Overview
Our Vision

SELVAS Healthcare

삶의 본질을 주목하다
건강의 본질을 주목하다

SELVAS는 남아메리카 아마존강 유역에 형성된 열대 우림 지역으로

숲을 의미하는 라틴어 ‘실바(silva)’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곳은 일

년 내내 높은 기후와 많은 강우량을 바탕으로 키가 70m가 넘는

나무 , 10m에 이르는 거대한 잎사귀를 가진 야자수 등이

가득합니다. 이처럼 건강한 생명력과 미지의 영역에 도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셀바스헬스케어는 다양한 계열사의 우수한 SW

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전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것이며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대표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Overview
About Us

회 사 명 주식회사 셀바스헬스케어

설립연도 1993년

대표이사 유병탁

자 본 금 63.2억원

임직원수 170명

산 업 기타 의료용 기기제조업

주요제품 체지방측정기, 혈압계, 점자정보단말기, 전자독서확대기

주 소

대전본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74
서울지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산 디지털로 19

대륭테크노타운 18차, 20층
경산지점: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4로 29

홈페이지
www.selvashealthcare.com
www.accuniq.com
www.himsintl.com

CEO

대전본점
R&D 센터 의료진단 생산본부국내영업

보조공학 생산본부 해외영업

마케팅

AS/CS

경영전략 본부

[일반현황] [조직현황]

[대전본점] [서울지점] [경산지점]

http://www.selvashealthcare.com/
http://www.accuniq.com/
http://www.himsintl.com/


History (ACCUNIQ)



“의료진단기기 산업을 열다”

1993

2001

셀바스헬스케어’는 1993년 설립된 ‘자원메디
칼’이 전신이다. 그동안 국내 병원용 혈압계와
체성분 분석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인지도와

점유율을 자랑하며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자
원메디칼’은 2015년 10월 머신러닝 IT 소프트
웨어 기업 셀바스AI(구 디오텍)의 자회사인 ‘힘
스인터내셔널’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기존 하
드웨어 역량에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기반 서
비스 역량을 더해 글로벌 종합 헬스케어 기업
으로 변신해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자원메디칼 설립

경북 경산시 진량공단 내 공장
신축공사 완료
의료용구 제조허가 및 생산 시설 완료
체지방 측정기 기술개발

글로벌 사업 확장

유럽 사무실 설립
일본 현지법인 설립

1993 ㈜자원메디칼 설립
1999 전국 벤쳐기업대상 대통령상 수상

기술혁신 우수 중소기업
2000 대통령 내외분 당사 공장 방문

벤처기업 (기술평가기업, 중소기업청) 인증
2001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사무실 설립

일본 후쿠오카 현지법인 설립
2003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청장상 수상
2004 체지방 측정기 세계일류상품선정(산업자원부),   

일본 현지법인 공장 설립, 제조업 허가 및
병원용 혈압계 의료기허가 취득

History



2005 X-SCAN PLUS Ⅱ 출시
PLUSAVIS 333 출시

2007 ISO9001 인증 2012 X-Contact 357 출시

2014
명품 국산의료기기 대상 선정 (EASY X 800R)

자동혈압계 EX PLUS 1400 출시

2005 X-SCAN PLUS Ⅱ, PLUSAVIS 333 출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GOOD DESIGN MARK
(한국디자인진흥원)

2006 K마크 인증-체지방 측정기 및 혈압계
미국 FDA 승인 획득 – 병원용 전자동혈압계

2007 국제 품질규격 (ISO9001)인증
체지방측정기 BIKI-300, 비만도계 BIKI-200 출시

2008 우수중소기업인증(한국산업은행)
2012  체지방측정기 X-Contact 357 출시
2013 무역협회 수출유공자 시상
2014 명품 국산의료기기 대상 선정 (EASY X 800R)



2017

신제품 아큐닉 BC380 출시 (예정)

2015 ㈜힘스와 인수
합병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다.”

2015 ㈜힘스와 인수 합병
신제품 체지방측정기 X-SCAN PLUS 970, 
X-SCAN PLUS 950, X-CONTACT 357S, X-CONTACT 356 출시

2016 ㈜셀바스헬스케어로 사명 변경, KOSDAQ 상장
독일 메디카 전시회 참가

2017 라스베가스 CES 2017 전시회 참가
차세대 스마트밴드 OnFit Band 공개
KIMES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참가
서울 사무소 사옥 이전 (가산동)
신제품 아큐닉 BC380 출시 (예정)

Global Digital Healthcare 2016 ㈜셀바스헬스케어
로 사명 변경
KOSDAQ 상장



History (HIMS)



“보조공학산업을 열다.”

1999

2005

HIMS는 1999년 설립되어 국내 최초로
점자정보단말기 개발을 시작으로 사회적 약자
정보화 제품 개발에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보조공학산업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힘스코리아 설립

국내 최초 점자정보단말기 개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급 대상품목 선정,
국무총리상 수상 (지식사회 기여 공로)

1999 ㈜힘스코리아 설립
2000 벤처기업(기술평가기업, 중소기업청) 인증
2001 기술혁신 우수 중소기업
2003 우수 신기술 기업 (기술 신용 보증기금)
2004 한소네 Ⅱ 출시, 수출 유망중소기업 선정
2005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급 대상품목 선정,
2006 국무총리상 수상 (지식사회 기여 공로)

History



2007 첨단기술기업 선정 (과학기술부)
특허스타기업 선정 (특허청, 대전시)

2006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급 대상품목 선정 및
200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점자정보단말기 보급사업 사업자 선정
2008 우수중소기업인증 (한국산업은행)
2009 3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0 Kibo A+ Members 기업 선정
2011 5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2 미국현지 법인 HIMS Inc. 설립
2013 휴대용 독서확대기 CANDY 신제품 출시
2015 전자 독서확대기 GoVision 출시

2010 5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3 휴대용 독서확대기
CANDY 신제품 출시

2015 전자 독서확대기 GoVision 출시



2017

신제품 H532B 출시

2015 ㈜자원메디칼
인수 합병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다.”

체지방측정기, 혈압계를 생산하는 의료기기
전문기업 자원메디칼을 인수 합병하면서
명실공히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도약하였습니다.

2015 ㈜자원메디칼 인수 합병
2016 Smart Beetle 출시
2017 GoVision, CANDY 등 독서확대기 라인업 확대
2016 ㈜셀바스헬스케어로 사명 변경, KOSDAQ 상장

독일 메디카 전시회 참가
2017  라스베가스 CES 2017 전시회 참가

샌디에고 CSUN 전시회 참가
서울 KIMES 전시회 참가, 아큐닉 BC380 공개
서울 사무소 사옥 이전 (가산동)
신제품 한소네5 국내 론칭
독일 Sight City 전시회 참가

Global Digital Healthcare 2016 ㈜셀바스헬스케어
로 사명 변경

KOSDAQ 상장



Our Brands
• ACCUNIQ 

• HIMS



Our Brands

HIMS

보조공학부문
브랜드

ACCUNIQ

의료진단부문
브랜드



ACCUNIQ
PR Video

Seeing Your Body Better

https://www.youtube.com/watch?v=ydhOX-kWMYo


ACCUNIQ

의료진단기기

체성분측정기 / 자동 혈압계
등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주는 의료진단기기
전문 브랜드

Seeing Your Body Better

ACCUNIQ BP850

OnFit Band

ACCUNIQ BC720

ACCUNIQ BC380 ACCUNIQ BP250



임피던스법을 이용하여 체성분, 골격근, 비만도, 
근육량, 체수분을 분석 평가하는 체성분측정기

Body Composition Analyzers

ACCUNIQ

체성분측정기

▪ Product Line-up

ACCUNIQ BC720 ACCUNIQ BC300ACCUNIQ BC360ACCUNIQ BC510

NEW

ACCUNIQ BC380



양팔혈압 측정을 통해 혈압 뿐만 아니라 순환기계통
질환 초기진단이 가능한 FDA 승인 받은 자동혈압계

Blood Pressure Monitors

ACCUNIQ

전자동 양팔혈압계

ACCUNIQ BP850

KBS News 9

If dual-arm blood 
pressure difference is 
more than10, mortality 
rate will be 3 times 
higher.

ACCUNIQ BP250 ACCUNIQ BP210

▪ Related Products

ACCUNIQ BP800

https://www.youtube.com/watch?v=IVhpdC4aUbs


OnFit BAND는 걷기, 달리기, 계단, 줄넘기, 윗몸 일으키기, 자전거
등의 운동량을 측정하여 소모 칼로리를 분석하는 ‘활동량 분석
기능’과 인체에 전류를 흘려서 체지방, 근육량 등을 측정하는
ACCUNIQ 체성분 분석 기능을 갖춘 신개념의 스마트밴드입니다.

수면 모니터링 기능뿐만 아니라 물, 카페인 섭취 습관을 관리할 수
있는 편의 기능, 심박수 측정으로 평상시 • 운동 후 • 스트레스
상태에서의 심박수 변화 추이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스마트 밴드가 측정하지 못하는 팔근육량, 기초대사량, 신체 연령
등을 분석할 뿐 아니라 목표체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Powered by ACCUNIQ

OnFit Band
차세대스마트워치

OnFit Band

홈화면 운동량 체성분 결과

ACCUNIQ 체성분측정기술



HIMS
PR Video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5z6-jz7fUAhXLxrwKHeDkA0IQjRwIBw&url=http%3A%2F%2Fm.it.chosun.com%2Fm%2Fm_article.html%3Fno%3D2818939&psig=AFQjCNGM7RyrBWhMpU65XReZQ1FUQj3ELQ&ust=1497333270434558
https://www.youtube.com/watch?v=TkZZxJOUF3E


HIMS
보조공학부문 브랜드 점자정보단말기 / 

전자독서확대기 / 
음성독서기 등 사회적 약자
정보화 제품 개발로 차별 없는
정보 접근을 제공하는
보조공학기기 전문 브랜드

Fingertip Communication

Braille Sense U2

Smart Beetle CANDY 5 Ⅱ GoVision Blaze EZ

한소네5 (국내) 

BrailleSense Polaris (해외)



Braille Products

HIMS

점자정보단말기

한소네5 (국내), Braille Sense Polaris (해외)

촉각과 청각 등 시력약자의 정보접근 감각에 기반한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Braille Sense U2 Q Smart BeetleBraille Sense U2 Mini Braille EDGE

▪ Product Line-up

한소네5 (국내)

Braille Sense Polaris (해외)

New



Low Vision Products

HIMS

전자독서확대기

센스뷰 비전 (국내), GoVision (해외)

영상 이진화 특허 기술을 적용하여 문자, 이미지
등의 확대, 색상 변경, 대비 조절이 자유롭도록
고안된 전자독서확대기

E-bot PRO CANDY 4 HD ⅡE-bot ADV CANDY 5 HD Ⅱ

▪ Product Line-up

GoVision



Global Business
• ACCUNIQ 

• HIMS

• SELVAS Healthcare



전세계 의료기기 시장 전망

Global Business / ACCUNIQ

• 의료기기는 고령화 시대 진입, 의료 수요 증가, 기반기술 발전 등의 요인에 의해 관련 산업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

• 의사 진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도가 높음

• 전세계적으로 인구 1,000명당 비만 인구 수는 2014년 134명에서 2025년 178명으로 증가할 전망

• 특히 미국, 멕시코, 영국 등 북미와 유럽지역이 글로벌 비만 인구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보임



전세계 시각장애인 인구수 및 비율

Global Business / HIMS

• 시각장애인 규모는 전세계 인구의 4.25%이며, 이중 저시력 시각장애인은 2.46억명, 전맹 시각장애인은 3,900만명 규모에 달함

• 전세계 인구수가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50세 이상 시각장애인 수는 27% 이상 증가하는 추세임

• 저시력은 백내장(33%), 굴절 오류(42%)로 인해 야기되며, 전맹은 백내장(51%), 녹내장(8%) 등 대부분 후천적 원인에 기인함



김경민 교사

일반학교의 시각장애인 교사

KBS 이창훈 앵커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앵커

최영 판사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판사

가수 이용복

시각장애인 가수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

세계적인 성악가

시각장애인 직업의 전문화 및 다양화

Global Business / HIMS

• 시각장애인이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여 안마사에 한정되었던 시각장애인의 직업을

판사, 교수, 교사, 앵커, 가수 등 다양한 전문 업종에 진출하게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게 진정한 기회 평등을 제공하게 됨.



그룹사 시너지를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Global Business / SELVAS Healthcare

• 미래의 보조공학기기, 의료진단기기의 핵심 차별화 기술은 소프트웨어

• 셀바스 AI의 필기인식(HWR), 음성인식(STT), 음성합성(TTS), 광학문자인식(OCR), 전자사전, 영상처리 솔루션과

INFRAWARE의 오피스, 이메일, 프린트 솔루션을 당사 점자정보단말기, 전자독서확대기, 체성분분석기에 최적화하여 적용

•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그룹사의 SOFTWARE 역량 활용



해외 유통망을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위한 동력 마련

Global Business / SELVAS Healthcare

• 해외 40개국, 총 60개의 글로벌 딜러 네트워크 보유 (*그룹사의 현지법인을 통한 안정적 판매망 구축)

• 미국법인: 제품 A/S 기간 단축 및 비용 축소로 고객 만족도 향상

• 중국법인: 중국 신규 인증 획득 등을 목적으로 중국 현지 법인 설립



Certifications, Patents & Awards



제품 경쟁력 (품질인증/디자인상)

Certifications, Patents & Awards



Tradeshows & Events



Tradeshows
2017 KIMES 전시회



Tradeshows
2016 독일 MEDICA 전시회

▪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MEDICA에서 글로벌 해외 고객들로 부터 아큐닉 체성분분석기에 대한 호평



Events
신제품 BC380 공개이벤트, 전속모델팬사인회

일시: 2017년 3월 18일
장소: 키메스 아큐닉 부스

약 500여명의 최설화 팬들이 아큐닉 부스를 방문해서 아큐닉의
신제품 BC380을 체험하였다. 이번 최설화 팬사인회는 사전 진행된
이벤트 및 당일 키메스에 참석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설화가 직접 사인한 사인지를 팬들에게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사진촬영에 임하는 등 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를 겸비한 최설화는 특유의 유쾌하고 발랄한 매력을
뽐내며, 화기애애한 현장 분위기를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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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s
한소네5 신제품설명회

일시: 2017년 3월 31일(금)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 홀

약 200여명의 시각장애인들이 한소네5 신제품 설명회에 참가하여 한소네5의 제품설명은 물론 한소네5 개발자가 직접 참여해
질문의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과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여 유저들과 함께 소통하고
한소네5를 알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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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s
NC 다이노스체지방측정이벤트

▪ NC 다이노스와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
▪ NC 다이노스 선수 트레이닝 센터에서 아큐닉 체성분 분석기 사용
▪ NC 다이노스 구장에서 체성분 측증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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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VAS Group / Partners



SELVAS Healthcare Group



Clients

• 서울대병원

• 세브란스

• 고대안산

• 경희의료원

• 아산병원

• 국제성모병원

• 인하대국제병원

• 길병원

• 서울백병원

• 건대병원

• 국립암센터

• 서울의료원

• 원자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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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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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Homepage

Address

Contact

www.selvashealthcare.com   / www.accuniq.com

대전본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74
서울지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 대륭18차 20층
경산지점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4로 29

의료진단사업부 TEL. +82-2-587-4056  FAX. +82-2-588-1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