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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Company Profile



Name Sugentech Inc,.

Date of 

Establishment
2011.12.09

Form of 

Establishment

The future creation of the Ministry of science, The res

earch and development of the 28th Research Institute

Business Area Development, manufacture and sale of IVD product

CEO Mijin, Sohn, PhD

Stock 

Information

KONEX / 2016.11.11 

KOSDAQ / 2019.05.28

（ ）

＆



O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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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overview





From Central Lab Test to Home Test
Sugentech is the only enterprise that have Full-range of IVD Technology and Product in Korea 

다중면역블롯 (Multiplex BLOT)

 상급 종합병원 및 검진센터 向
 전 세계 최초 개발, 국내 유일
 Multiplex & High Throughput 진단

현장진단(POCT)

 중소형 병/의원 向
 고감도 시분해형광(TRF) 기술 구현
 극미량 바이오 마커 측정

퍼스널케어

 개인용 or 처방기반 개인용
 초소형 정밀진단
 만성질환 개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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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overview

















High performance, Sensitivity over 85%

Cost-effective

Easy to get sample

Sample is blood, NO SPUTUM

40 minutes only

Digital reading, Qualitative assay

WHY                    ? 



Digital Pregnancy 
Test

Digital Ovulation 
Test

Ovulation Test 
Strip

Pregnancy Test 
Strip

Early Sign Pregnanc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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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overview



인도네시아

UAE

이란
한국

쿠웨이트

태국

싱가포르

중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리투아니아

터키

케냐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이집트

미국

세르비아

그리스

우간다

브라질

포르투갈

앙골라

말레이시아

퍼스널케어

• 해외 8개국 판매 중
• 국내외 온라인 마켓 판매 중
• 중국/미국 퍼스널케어 사업제휴 추진 중
• 퍼스널케어 연계 헬스/뷰티서비스 사업
추진 중

현장진단(POCT)

• 해외 12개국 판매 중
• 중국 최대 분자진단 회사와 중국 사업제휴, 
인허가 진행 중

• 결핵 진단키트 한국 인허가 진행 중
• 결핵 진단키트 글로벌 임상 및 사업제휴
추진 중

다중면역블룻

• 다중면역블롯 시스템 한국 및 중국 ODM 
공급

• 자가면역질환 다중진단 시약 한국 출시 / 
글로벌 사업제휴 추진 중

• 알레르기 다중진단 시약 중국 인허가 진행
중 / 글로벌 사업제휴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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