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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앤제이스페이스(S&J SPACE Co.)

윤 종 진

2015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2, 청담빌딩 3층 (청담동)

메디컬 빌딩 개발, 병원 개원 및 컨설팅

의약품 종합 도매 , 의료기기 및 소모품 구매대행

기능성 베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크림, 물리치료기

261-81-24931

회 사 명

대 표 이 사

설 립 일

소 재 지

주 요 사 업

주 요 제 품

사업자번호

About Us



Services

MSO사업

닥터신

MRO사업
메디컬 빌딩 개발,
병원 임대 사업
개원 및 경영컨설팅

의료기기, 의료용품,
의료소모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건강
기능식품 종합도매

기능성베개,허리베개
관절을부탁해,히트쿨,아토신
B2B및해외Sales

의약품사업

전략기획
헬스케어신제품R&D
상품기획,온라인마케팅
쇼핑몰운영
[bomnalshop.com]



Brand 사업

헬스 케어 브랜드 닥터신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치유하기 위하여 탄생한 인간중심의 브랜드입니다.

1. 국내최고의료진의자문과노하우로만들어진다양한헬스케어제품

2. 각종언론에소개된인정받은의학적· 공학적기술바탕의제품

3. 닥터신제품의신뢰할수있는품질과 효능

헬스 케어 브랜드 「 닥터신 」

■ 2017, 2018 한국브랜드만족지수
웰빙브랜드 (헬스케어) 부문2년연속
1위수상

■ 2017 건강기능식품대상「 관절을
부탁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수상

닥터신 인터넷 쇼핑몰 (www.bomnalshop.com)

닥터신기능성베개(머리, 허리, 다리),관절을부탁해(건강기능식품),

닥터신히트쿨(관절크림), 아토신(보습크림), 물리치료기(PT-100)등



MSO 사업

병원 경영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모두 영위하고 있어

병·의원 개원의 전 프로세스를 S&J SPACE안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1. 주변 상권 과 인구분석 등을 통한 병 의원 최적의 입지를 찾아메디컬빌딩을

개발합니다.

2. 최적의 입지에 위치한 메디컬 빌딩을 각 진료과별 특성에 맞게 임대 및 운영

을지원해드립니다.

3. 입지, 자금, 마케팅, 인테리어, 장비, 전산, 세무 등 개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번에해결해드립니다.

4. 진료과별컨셉,재무구조, 마케팅,직원교육등을병원이안정적으로

운영될수 있게지속적으로도와드립니다.

S&J SPACE MSO 솔루션



MRO 사업

S&J SPACE는병·의원구매대행전문기업으로,

제조사총판과직접 Contact하여

의료기기, 용품및소모품등을구매대행/납품합니다.

구매대행 MRO (Maintenance, Repair & Operation)

1. 의료기기, 의료용품 제조사와 직접 Contact하여 고객 Needs에

맞는 제품을 최저가로 공급

2. 의료소모품을 큰 규모의 의료소모품 회사와 협력을 통해 고객이

필요한 시간에 빠르게 공급

B2B/B2C 인터넷 쇼핑몰 (www.bomnalshop.com)

가정용의료건강용품

측정용품, 진단용품,  재활및교정용품, 보호장비, 보조용품, 보행용품등

병원의료소모품

주사기/주사침, 수액용품, 카테터/튜브, 거즈/붕대,  소독용품, 수술기구, 등



의약품 사업

S&J SPACE는 의약품유통 ( 도매 · 도소매 ) 전문기업으로

제약회사와 직거래를 통해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1. CMO 분야 개척하는 기업

2. 국내 우수 제약회사와 협업체계 구축 완료

3. CRM 구축을 통한 최적 공급시스템

의약품 유통 전문기업



Dr.Shin Products

머리베개 허리베개 다리베개

관절을 부탁해 히트쿨 크림 아토신 크림

역류성식도염 베개 KF94 황사방역마스크



Contact  Us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2, 청담빌딩 3층 (청담동)

T. 02-6204-3614

F. 02-6204-3600

E. radience@snjspace.com

H. http://www.bomnalsho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