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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1988~

부건하이테크 설립- 산업 자동화 기계, 항공기 부품, JIG & FIXTURE 생산 
거래처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삼성항공, 강원산업

스텝타입 일회용밴드 제조기 개발 

로타리타입 일회용밴드 제조기 개발 

로타리타입 상처드레싱 제조기 개발

하이드로밴드 제조기 개발

로타리타입 성형부 위치 제어장치 및 Change Gear Box 특허

핫멜트 코팅기, 반창고 자동 재단기, 초음파천공기 생산

하이드로 포밍밴드 제조기 개발

스텝타입 상처드레싱 제조기 개발

부건하이테크에서 부건오토시스로 사명 변경
㈜비케이메디케어 설립
얇은 두께의 가장자리를 갖는 드레싱제의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 특허 
3M 넥스케어 블레미쉬 클리어커버 생산 공급

1988

1989  

1997  

2001
 
2003  

2005  

2007

2008  

2010 

2013 

3M 넥스케어 방수밴드, 탄력밴드 생산 공급 
원에이드밴드 출시
라바주니어밴드 출시
경남 양산시 소주공단 6길 확장 이전
혈액수혈연구원 제품 생산 공급

3M 넥스케어 하이드로케어밴드, 이코노미밴드 생산 공급
스타킹시트, 니플패치, 풋밴드 출시
ISO 9001, 13485 획득

경동제약 애니아쿠아밴드 생산공급
피터앤폴큐어스 큐어스밴드 생산공급
뽀로로밴드(중국 수출용) 생산 공급
국방부 군용패드 생산 공급

우즈베키스탄 뉴월드메드 MOU체결 
컨설팅 사업 및 밴드기기, 원단 수출

2014

2015

2016

2017

진일보된 운드케어를 위한 30년 열정과 노력



일반 유통 제품군 

부
드
러
운
 착

용감
.반투
명밴드

샤
워
 수
영
 O

K- 
물과
 세균
 차단

●  샤워 시에도 사용 할 수 있는 방수형 밴드입니다.
●  폴리우레탄 필름이 물과 세균은 차단하고 땀과 수분은 발산하여 쾌적한

  피부상태를 유지하여 줍니다.
●  흡수력이 우수한 패드에 살균소독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38x38mm 38x72mm25x72mm

19x72mm 19x55mm

25x25mm

10x40mm

38x72mm

●  부드러운 PVC원단을 사용하여 착용감이 우수합니다.
●  저자극 점착제를 사용하여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합니다.
●  흡수력이 우수한 패드에 살균소독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  폴리에틸렌망 처리가 되어 있어 떼어 낼때 피부손상이 없고, 상처에 달라

  붙지 않아 아프지 않습니다.

원에이드 밴드
민감한 피부에도 편안한 저자극

원에이드 아쿠아밴드
샤워나 수영에도 떨어지지 않는 방수형 밴드

IBX RRP REORDERItem

IBX RRP REORDERItem

원에이드밴드
혼합형

8매 / 38x72mm원에이드밴드
대형

원에이드밴드
표준형

8매 /

10매 /

20매 /

100매 /

19x72mm

19x72mm

19x72mm

19x72mm

20매 / 19x72mm(5매)
19x55mm(5매)
25x25mm(5매)
10x40mm(5매)

60개

20개

20개

-  

BP008

BP010

BP020

BP100

BP020A

BP008L

20개

20개

원에이드 아쿠아밴드
혼합형

원에이드 아쿠아밴드
표준형

10매 / 25x72mm

9매 / 25x72mm(5매)
38x38mm(2매)
38x72mm(2매)

20개 BU010

BU010A20개

1



multi use 
your multiplayer!

protect

고
밀
도
 고

탄력
 프
리미
엄 밴드

●  고탄력 우레탄소재로 신축성이 좋아 격렬한 운동 등 잦은 움직임에도   

  떨어지지 않고 착용감이 편안합니다.
●  각 관절 부위에 꼭 맞게 설계된 디자인으로 잦은 움직임에도 들뜸없이

  상처를 감싸줍니다. 

19x72mm
25x72mm(손가락관절)

60x60mm(손끝)45x45mm(발측면)60x75mm(발뒤꿈치) 21x55mm(발가락)

1

①번 이형지를 제거합니다. 발뒤꿈치에 밴드를 붙인 후
②번 이형지를 제거합니다.

432

발뒤꿈치밴드 발가락밴드 발측면밴드

발 3종 밴드

손끝 밴드 손가락 관절 밴드

양쪽날개 부분을 붙여줍니다.

3 4

상처에 거즈를 맞춥니다.

1

윗부분부터 붙여줍니다.

2 2

상처에 거즈를 맞춥니다. 한쪽면부터 붙여줍니다.

1

손가락을 굽혀도 착용감
이 편안합니다.

관절부분이 드러나도록
붙여줍니다.

3 4

원에이드 탄력밴드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 꼭 맞게

IBX RRP REORDERItem

원에이드 탄력밴드 
표준형

원에이드 탄력밴드
손가락관절

원에이드 탄력밴드
손끝

10매 / 19x72mm

8매 / 25x72mm

6매 / 60x60mm

BL010

BL008

BL006

20개

20개

10개

원에이드 탄력밴드
 발 3종

16매 / 60x75mm(발뒤꿈치 6매)

21x55mm(발가락 6매)

45x45mm(발측면 4매)

BL016A10개

원에이드 탄력밴드 
손 2종

7매 / 60x60mm(손끝 3매)

25x72mm(손가락관절 4매)

BL007A10개

2

밴드 끝부분을 길게 잡아
당겨 발바닥까지 내려
오도록 붙여줍니다.



원에이드 면밴드
부드러운 면소재로 편안한 피부

IBX RRP REORDERItem

IBX RRP REORDERItem

원에이드 하이드로밴드
플러스(PU) 6매 / 32x64mm 10개

원에이드 네피밴드
소형

6매 / 19x50mm 10개

원에이드 네피밴드 
대형

5매 / 30x50mm 10개

10개원에이드 네피스팟 24매 / Ø12mm(8매)
Ø10mm(16매)

10개

BH006-2

BH006

원에이드 밴드
혼합형

5매 / 19x50mm(3매)
30x50mm(2매)

10개 BH005A

BH005

SH024

DH001원에이드 네피덤 1매 / 100x100mm 

원에이드 면밴드
표준형 10매 / 19x72mm 20개 BF010

일반 유통 제품군 

●  면소재로 이루어져 있어 피부에 부담없이 편안합니다.
●  신축성이 좋아 피부에 잘 밀착되어 잦은 움직임에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원에이드 네피
하이드로콜로이드로 연고없이 빠른 상처회복
●  하이드로콜로이드가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체세포의 재생 능력을 활성화 

  시켜 딱지 없이 빠른 상처회복을 도와줍니다.
●  물, 먼지 등의 이물질로 부터 상처를 보호합니다.
●  규격에 따라 밴드, 스팟, 드레싱 등 여러가지 용도의 제품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대형밴드 30x50mm
플러스밴드 32x64mm
(PU+하이드로콜로이드)

소형밴드 19x50mm

스팟 드레싱 100x100m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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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016-I

BP016A-I

20개

20개

원에이드 주니어밴드
아이마크-표준형

원에이드 주니어밴드
아이마크-혼합형

원에이드 주니어밴드
라바-표준형

원에이드 주니어밴드
몽키스-표준형

원에이드 주니어밴드
라바-혼합형

16매 / 19x70mm

16매 / 19x70mm(8매)
19x55mm(8매)

● 부드러운 PVC원단을 사용하여 착용감이 우수합니다.
● 저자극 점착제를 사용하여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합니다.
● 흡수력이 우수한 패드에 살균소독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 폴리에틸렌망 처리가 되어 있어 떼어 낼때 피부손상이 없고, 상처에 달라

  붙지 않아 아프지 않습니다.

원에이드 주니어밴드 - 아이마크
상처로 놀란아이들에게 붙여주세요.

● 부드러운 PVC원단을 사용하여 착용감이 우수합니다.
● 저자극 점착제를 사용하여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합니다.
● 흡수력이 우수한 패드에 살균소독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 폴리에틸렌망 처리가 되어 있어 떼어 낼때 피부손상이 없고, 상처에 달라

  붙지 않아 아프지 않습니다.

원에이드 주니어밴드
상처로 놀란아이들에게 붙여주세요.

IBX RRP REORDERItem

IBX RRP REORDERItem

16매 /

16매 /

20매 /

19x72mm

19x72mm(4매)
19x55mm(4매)
25x25mm(4매)
10x40mm(4매)

19x72mm(5매)
19x55mm(5매)
25x25mm(5매)
10x40mm(5매)

BP016A-LV

BP020A-MK

BP016-LV

20매 / 19x72mm BP020-MK

20개

20개

20매 / 19x72mm(5매)
19x55mm(5매)
25x25mm(5매)
10x40mm(5매)

BP020A-BI20개

20개

20개

원에이드 주니어밴드
뽀잉-표준형

원에이드 주니어밴드
몽키스-혼합형

원에이드 주니어밴드
뽀잉-혼합형

20매 / 19x72mm BP020-BI20개

4



일반 유통 제품군 

원에이드 클리어드레싱
큰 상처도 샤워 시 걱정 없이!

●  샤워 시에도 사용 할 수 있는 방수형 드레싱입니다.
●  폴리우레탄 필름이 물과 세균은 차단하고 공기와 수분은 발산시켜 2차 감염을 

  예방하는 방수형 드레싱 입니다.
●  개별 포장법으로 멸균 처리 되어있습니다.

원에이드 운드드레싱
상처의 크기에 맞게 골라 쓰세요!

●  부직포원단을 사용하여 통기성이 뛰어납니다.
●  폴리에틸렌망 처리가 되어 있어 떼어낼 때 피부 손상이 없고,상처에 달라

  붙지 않아 아프지 않습니다.
●  개별 포장법으로 멸균 처리 되어있습니다.

IBX RRP REORDERItem

IBX RRP REORDERItem

4.5x5.5cm(2x3cm) 6x7cm(3x4cm)

클리어드레싱 - 소형

클리어드레싱 - 중형

클리어드레싱 - 대형

DP008S8매 / 4.5x5.5cm(2x3cm)

6매 / 6x7cm(3x4cm)

4매 / 9x10cm(4x5cm) DP004L

DP006M

10개

10개

10개

운드드레싱 - 소형

운드드레싱 - 중형

운드드레싱 - 대형

DW008S8매 / 4.5x5.5cm(2x3cm)

6매 / 6x7cm(3x4cm)

4매 / 9x10cm(4x5cm) DW004L

DW006M

10개

10개

10개

9x10cm(4x5cm)

4.5x5.5cm(2x3cm) 6x7cm(3x4cm) 9x10cm(4x5cm)

5



니플커버
홈웨어, 파인 옷, 드레스 착용 시

●  의류 착용 시 도드라지는 유두를 감쪽같이 커버 해 줍니다.
●  남녀 공용으로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자극 점착제를 사용하여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합니다.
●  자연스러운 피부톤의 색상으로 옷 위로 색상이 튀거나 비치지 않습니다.

니플커버-남성용 100개 / Ø35mm

니플커버-여성용 PN010

PN100

12개

-

SS01212개

10개 / Ø60mm

스타킹시트
스타킹 앞코에 생기는 손상 방지!

●  신발과 발 사이에 마찰로 인한 스타킹 앞코에 생기는 손상이나 구멍을   

  방지 해줍니다.
●  우수한 접착력으로 세탁 후에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스타킹시트 12개 / 77x60mm

5 6

2 3 41

스타킹을 뒤집습니다.(스타킹 
안쪽에 붙이는 제품입니다.)

제품에 포함된 패트를 스타킹 
모양에 맞춰 넣어줍니다.

①번 이형지를 제거합니다. 스타킹의 모양에 맞춰 윗부분 
부터 붙여줍니다.

②번 이형지를 제거하고 남은 
반대편 부분도 붙여줍니다.

스타킹을  올바로 뒤집어 
신습니다.

multi use 
your multiplayer!

protect

IBX RRP REORDERItem

IBX RRP REORDERItem

21 43

의류 착용 시 도드라지는 유두를 
커버 해 주는 제품입니다.

제품을 붙일 부위를 청결히
해줍니다.

유두에 맞추어 붙여줍니다. 얇은 옷을 입어도 유두가
도드라질 걱정이 없습니다.

6



원에이드 운드드레싱
상처의 크기에 맞게 골라 쓰세요!

●  부직포 원단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통기성이 뛰어납니다.
●  거즈에 Poly-net으로 표면 처리하여 상처에 잘 달라붙지 않습니다.
●  수술 후 상처부터 가벼운 외상까지 다양한 상처에 사용하며 큰 사이즈의 

  드레싱은 양쪽에 이형지를 추가하여 손쉽게 상처에 부착 할 수 있습니다.

BM5003YS(비급여)보험코드

원에이드 클리어드레싱
큰 상처도 샤워 시 걱정없이!

●  폴리우레탄 필름이 물과 세균은 차단하고 공기와 수분은 발산시켜 2차 감염을 

  예방하는 방수형 드레싱 입니다.
●  수술 후 상처부터 가벼운 외상까지 다양한 상처에 사용하며 큰 사이즈의 

  드레싱은 양쪽에 이형지를 추가하여 손쉽게 상처에 부착 할 수 있습니다.

BM5005YS(비급여)보험코드

병원 유통 제품군 

50매 / 4.5x5.5cm(2x3cm)

50매 / 6x7cm(3x4cm)

50매 / 9x10cm(5x6cm)

30매 / 9x20mm(5x15cm)

30매 / 9x25cm(5x20cm)

30매 / 9x30cm(5x25cm)

30매 / 9x15cm(5x10cm)

DW4555

DW6070

DW9010

50매 / 7x9cm(3.5x5cm) DW7090

DW9020

DW9025

DW9030

DW9015

운드드레싱

IBX REORDERItem

IBX REORDERItem

50매 / 4.5x5.5cm(2x3cm)

50매 / 6x7cm(3x4cm)

50매 / 9x10cm(5x6cm)

30매 / 9x20mm(5x15cm)

30매 / 9x25cm(5x20cm)

30매 / 9x30cm(5x25cm)

30매 / 9x15cm(5x10cm)

DP4555

DP6070

DP9010

50매 / 7x9cm(3.5x5cm) DP7090

DP9020

DP9025

DP9030

DP9015

클리어드레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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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컷픽스로 붕대나 거즈가 고정이
되도록 붙여 줍니다.

1

주사, 링겔등의 처치 후 지혈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합니다.

3

붙인 후 30분 이내에 반드시 
제거합니다.

원에이드 플렉스밴드
주사 처치 후 확실한 압박고정!

●  주사, 링겔 등의 처치 후 상처를 압박하여 지혈에 도움을 줍니다.
●  고탄력 우레탄원단을 사용하여 관절 부위나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  저자극 점착제를 사용하여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합니다.

BM5001YS(비급여)보험코드

원에이드 주사용 롤밴드
주사 처치 후 간편하게 부착하세요.
●  주사 처치 후 피가 멈출 때 까지 알콜솜으로 누르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해줍니다.
●  특허 등록된 이형지가 밴드를 손쉽게 떼고 붙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0매 / 40x75mm BP4575

BP4575-2

플렉스

플렉스T
(폴리에틸렌망) 30매 / 40x75mm

밴드 뒷면에 부착되어 있는
이형지를 제거합니다.

3

삼십분 이내에 밴드를 제거
합니다.

4

밴드를 롤에서 떼어내 상처
부위에 붙여줍니다.

2

케이스의 뚜껑을 열어 롤을
풉니다.

1

50매 / Ø21mm

주사용밴드

주니어 주사용밴드
라바

주니어 주사용밴드
애니멀

100매 / Ø25mm 

100매 / 25x25mm

70매 / Ø35mm 

BP100-1

BP100-2

BP070-1

100매 / Ø25mm

BP050-AN

BP100-LV

multi use 
your multiplayer!

protect

IBX REORDERItem

IBX REORDER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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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5103YS(비급여)보험코드

상처부위에 붕대나 거즈를 
감아줍니다.

컷픽스로 붕대나 거즈가 고정이
되도록 붙여 줍니다.

고정된 붕대를 확인합니다.

1 32

Ø10mm:M3010603 / Ø12mm:M3010604(급여)보험코드

원에이드 네피롤스팟
여드름, 점 뺀 후에 간편하게 붙여주세요.

원에이드 컷픽스
컷팅없이 한번에 

●  응급 상황 및 드레싱 처치 시 잘라낼 필요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점착력이 없는 1차 드레싱의 고정 및 의료기구의 인체 부착을 위해 사용합니다.
●  부드럽고 통기성이 뛰어난 부직포 재질입니다. 

321 4

케이스의 뚜껑을 열어 롤을
풉니다.

상처부위를 깨끗이 한 뒤
스팟을 롤에서 떼어냅니다.

상처에 붙여준 후 접착이
잘 되도록 눌러줍니다.

삼출액에 의해 스팟이 부풀어 
오릅니다.

5

상처가 회복되어 밴드가 부풀어
오르면 떼어냅니다.

100매 / Ø10mm

네피롤스팟
100매 / Ø12mm

SH10

SH12

100매 / 50x50mm

컷픽스

100매 / 50x100mm

CP5050

CP5010

병원 유통 제품군 

IBX REORDERItem

IBX REORDERItem

9

●  피부색상과 유사한 반투명 재질로 되어 있어 커버력이 뛰어납니다.
●  하이드로콜로이드가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체세포의 재생 능력을 활성화 

  시켜 딱지 없이 빠른 상처회복을 도와줍니다.



● 점착력이 없는 1차 드레싱의 고정 및 의료기구의 인체 부착에 사용합니다.
●  롤 형태의 폴리우레탄 필름으로 필요한 만큼 잘라 쓸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  폴리우레탄 필름이 물과 세균은 차단하고 공기와 수분은 발산시켜 2차 감염을 

  예방하는 방수형 필름 입니다.
●  투명한 필름 타입으로 상처부위의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원에이드 클리어픽스롤
필요한 만큼 잘라 쓰는 방수테이프

원하는 크기로 클리어픽스롤을
잘라줍니다.

1

protect

protect

protect

protect

뒷면에 부착된 이형지를 제거
합니다.

2

상처에 붙여준 후 접착이
잘 되도록 눌러줍니다.

3

화살표 테이프를 제거해줍니다.

4

5

픽스롤 1Roll / 10cm x 4m RP1004

multi use 
your multiplayer!

protect

IBX REORDERItem

IBX REORDERItem

픽스롤

1Roll / 5cm x 10m

1Roll / 7.5cm x 10m

1Roll / 10cm x 10m

RW5010

RW7510

RW1010

원에이드 픽스롤
필요한 만큼 잘라 쓰는 부직포테이프
●  롤형태의 부직포 테이프로 필요한 만큼 잘라 쓸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  점착력이 없는 1차 드레싱의 고정 및 의료기구의 인체 부착을 위해 

  사용합니다.
●  이형지에 격자선을 넣어 원하는 만큼 정확히 잘라 쓸 수 있습니다.
●  부드럽고 통기성이 뛰어난 부직포 재질입니다.

BM5101YS(비급여)보험코드

BM5102YS(비급여)보험코드

1

상처부위에 붕대나 거즈를 감아
줍니다.

2

원하는 크기로 픽스롤을 잘라
줍니다.

3

픽스롤로 붕대나 거즈가 고정이
되도록 붙여 줍니다.

4

단단히 고정된 붕대를 확인
합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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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이드 클리어IV
카테터 및 의료기기 고정용 필름

●  투명한 필름 타입으로 주사 부위의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  카테터 적용 부위에 부착하기 쉬운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  폴리우레탄 필름이 물과 세균은 차단하고 공기와 수분은 발산시켜 2차 감염을 

  예방하는 방수형 필름 입니다.
●  개별 포장법으로 멸균 처리되어 있습니다.

원에이드 클리어필름
큰 상처도 샤워 시 걱정 없이!

●  투명한 필름 타입으로 주사부위의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  상처 및 카테터 적용 부위 고정 등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  폴리우레탄 필름이 물과 세균은 차단하고 공기와 수분은 발산시켜 2차 감염을 

  예방하는 방수형 필름 입니다.
●  개별 포장법으로 멸균 처리되어 있습니다.

1

뒷면에 부착된 ①번 이형지를
제거합니다.

2

카테터가 고정 될 수 있도록 
위치를 잡고 붙여줍니다.

4

화살표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BM5102YS(비급여)보험코드

BM5102YS(비급여)보험코드

50매 / 60x70mm

클리어필름

50매 / 90x100mm

FP6070

FP9010

4

상처에 붙여준 후 접착이
잘 되도록 눌러줍니다.

2

화살표 테이프를 제거해줍니다.

3

뒷면에 부착된 이형지를 제거
합니다.

1

클리어 아이브이 50매 / 60x80mm PU

PU + 부직반창고

PU+부직포+부직반창고

IP6080

IP6080-2

IP6080-3

50매 / 60x80mm클리어 아이브이
알파

50매 / 60x80mm
클리어 아이브이

플러스

Material

병원 유통 제품군 

3

②이형지를 제거하고 남은 
부분도 붙여줍니다.

IBX REORDERItem



multi use 
your multiplayer!

protect

me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