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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MODE(뉴욕, INMD)
(폭발적으로 성장중인 뷰티 의료기기 기업 인모드)
기업개요

InMode Ltd.는 2008 년에 설립되었으며 이스라엘 Yokneam 에 본사를
두었다. 회사는 이전에 Invasix Ltd.로 알려졌고 2017 년 11 월에 InMode
Ltd.로 사명을 변경했다. InMode 는 혁신적인 에너지 기반의 최소 및 비
침습적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선도기업이다. InMode Ltd.는 전
세계적으로 251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영국,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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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46 개국의 유통 업체를 통해 제품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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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Mode 는 최소 침습·비침습성 고주파(RF) 에스테틱 의료장비 제조업체다.
고주파(RF) 기술을 이용해 피하지방(subdermal fat)으로 파고들어 지방
조직(adipose tissue)의 모양을 바꿔주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의료기기들을
개발 및 상용화한다. 회사는 동시다발적인 지방파괴와 피부 조임을 통한
지방 흡입, 몸과 얼굴 윤곽잡기, 절제 피부 재생 치료와 같은 다양한 시술을
위한 최소 침습성 미용 의료 제품을 제공한다. 또한 영구 모발 감소, 안면
피부 회춘, 주름 감소, 셀룰 라이트 치료, 피부 모양 및 질감, 표면 양성 혈관
및 색소 병변을 포함한 일련의 시술을 대상으로 하는 비 침습적 의료 미용
제품을 설계, 개발, 제조 및 판매한다. 일반적인 고주파 시술이 진피
하부층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과 달리 근막층(SMAS 층)까지 에너지를
전달하는 특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의 제품은 얼굴, 목, 복부, 팔,
허벅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 부위에 사용할 수 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6 가지 제품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다; BodyTite, Optimas, Votiva,
Contoura, Trioton 및 AttraceRF. 성형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및 안과 등 여러 범주에 걸쳐 포괄적인 제품 라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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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회사 제품을 이용하고 나온 후기 사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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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모드 리프팅은 지방층에 2000HVP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전달하여 근본적으로 지방세포 사멸을 유도한다. 피부
표면을 43 도까지 올려 진피층에 강력한 열자극으로 콜라겐 생성과 엘라스틴 재생을 촉진, 주름 개선과 처진 피부에
리프팅을 도와준다.

성형의료기기 시장 비침습 시술은 크게 3 가지로 나뉘어진다.
1) HIFU - 울트라포머(슈링크), 울쎄라, 더블로, 리프테라 등의 제품으로 대표되는 초음파 시술로, 피부 손상이
제한되지만 시술 주기가 짧다. 2019 년부터 국내에서 클래시스의 슈링크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적이 있다. 피부 안 쪽 깊숙하게 있는 근막을 타이트닝시켜 리프팅한다.
2) RF - 스칼렛, 써마지, 인모드로 대표되는 고주파 시술로, 주름개선 효과까지 있지만 효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고주파 레이저로 피부에 따뜻한 열자극을 가해 피부 콜라겐 재생을 유도한다.
3) 리프팅실 - 한스바이오메드의 민트가 주요 제품으로 피부에 실을 심어 최대 3 년까지 처진 볼과 주름을
완화해준다.
울쎄라, 써마지보다 인모드가 통증도 더 적고 효과도 좋다고 한다. 부작용도 극미하다.
https://blog.naver.com/ceodoc/221574550579

인모드 효과에 관한 어떤 피부과 전문의 블로글에 따르면
보통의 양극성 고주파(bipolar) 장비는 피부 깊숙히 침투하기 어렵다. 보통 양쪽 극 사이 길이의 1/2 만큼의 깊이가
침투할 수 있는 깊이라고 알려졌다. 인모드는 일반적인 양극성 고주파장비에 비해 극과 극 사이가 먼 만큼 치료
깊이도 깊다. 피부를 극과 극 사이에 최대한 빨아올린 상태에서 고주파를 주면 더 깊은 부위에 고주파열이 전달
된다고 한다. 다른 장비에 비해 이중턱, 턱라인의 탄력이 더 효과적으로 복원된다. 고전압전류(40 도)를 High
Voltage Pulse(HVP)라고 하는데 지방세포를 분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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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쪽에서 매출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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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관투자가 비율은 약 35.69% 정도다.

우리나라에서도 인모드 리프팅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네이버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3 년간 인모드 검색량 수가
점차적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객관적 데이터인 소비자 관심도와 실적(매출액)을 보면
인모드가 경쟁제품들 대비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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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전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간 약 35% 수준의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1 년 일봉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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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 9 일 놀라운 실적을 바탕으로 상장된 후 최고가 부근(68.81 포인트)을 기록하고 있다.

전망

중국 의료미용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미국에 이어 세계 2 대 의료미용 대국으로 부상했다.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회사가 2020 년 하반기에 중국 진출을 위한 조인트벤처 설립을 완료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출은 2021 년부터
시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 월부터 고주파 에스테틱 의료기기에 대해 중국허가를 받아 판매를 개시했다.
올해부터 중국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Inmode 의 공식 웹 사이트는 www.inmodemd.co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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