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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radigm shift
for premium
plastic surgery
애니메디솔루션(주)의
맞춤형 코 보형물, innofit

해부학적 공간정보를 반영하여 맞춤 설계된 innofit은
개인이 가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이끌어 냅니다.
의료진의 노하우, 환자의 참여, 그리고 디지털 기술로 완성되는 innofit.
의료진의 편의성과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차세대 프리미엄 코 보형물입니다.

정밀 의료를 구현하는 기업 , 애니메디솔루션(주).

애니메디솔루션(주)은 3D 프린팅 및 인공지능 기술 기반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를 개발 · 제조 · 판매하고
클라우드형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700+
임상 적용 사례

12건+
국내 특허 등록

20건+
논문 보유

We create the 'FIT'
for both patient and
hospital

Perfect Quality

차원이 다른 핏을 선보이는, 이노핏만의 섬세한 기술

Patient-specific Design

이상적인 코성형을 위한, 이노핏만의 유연한 맞춤 디자인

25~100mm

기성품

규격화된 형태로,
보형물 틀어짐/
들뜸 현상 발생

3.5~10mm

이노핏 CT 영상 분석
및 3D 모델링으로
해부학적 구조를 반영,
안정적인 밀착감 제공

5~20mm

2.5~20mm

* 재질 : 의료용 실리콘

Design
Case

Case-1

Case-2

Case-3

정면 | 측면

정면 | 측면

정면 | 측면

이노핏은 규격 범위 내에서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며,

맞춤형 디자인

가상수술 S/W 를 활용하여
환자와 의료진이 직접
성형 디자인을 구현합니다.

정확한 밀착

CT 기반 해부학적
맞춤으로 보형물의 밀착력을
향상시킵니다.

수술 편의성 향상

카빙 시간 최소화로
수술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수술 후 만족도 제고

보형물의 안정적 밀착과
수술 시간 단축으로 뛰어난 임상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케이스의 디자인도
맞춤 제작이 가능합니다.

Service Platform

맞춤 핏을 구현하기까지, 이노핏만의 차별화된 제작과정
Step 1

Step 2

맞춤 보형물 제작을 위해
CT 촬영을 진행합니다.

환자는 이노핏 가상수술 S/W 로
코 모양을 직접 디자인하고,
이상적인 형태를 구현합니다.

Step 4

Step 5

이노핏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제작됩니다.
Process Step

3D

Step 3

의료진은 환자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수술계획을 결정합니다.

환자 · 의료진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보형물이 주문 · 제작됩니다.

이노핏 코 보형물을 적용해
수술을 진행합니다.

프리미엄 코 성형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병원 홍보 및 시장 선점

이노핏 특장점을 활용하여, 프리미엄 코 성형
시장의 리딩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십시오.

인지도 제고 및 잠재고객 확보

본사의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병원의 인지도
제고는 물론, 잠재 고객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Software

환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구현하는, 이노핏만의 가상수술 S/W
원하는 스타일을 구현

다양한 스타일 저장

전후 비교

일반/고급 모드로 코의 높이, 폭 등 조정

다양한 가상수술 디자인을 저장

원본과 가상수술 후 이미지 비교

소프트웨어를 통한 의사 · 환자의 양방향 가상성형
환자의 요청 ▶ 의사의 판단 ▶ 이노핏 제작까지 최적화된 프로세스 확보

Surgical Support
최상의 수술결과를 위한 지원

수술 시

가이드

계획한 코 모양에 맞춘 가이드로 수술을 진행하면서
코의 높이나 모양새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부목

계획한 코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부목으로 최상의
수술결과를 만들기 위해 수술 후 까지 관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