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르고 약물이 필요 없는통증
완화



무 약물성

통증 완화

빠른 1분치

료

의료기기 2등
급



대부분의통증에효과

적 시행하기까지 1분

즉각적인효과

옷을 입은 채사

용 간편한 버튼

작동

배터리 없이 작

동 2년보장 의

료기기인증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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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만듦

주요제품장
점



상품패키
지



영국의 성공적 판매점달
성

주요 메세지:  “

오늘 Paingone  

을 사용해보
시 고 매장에
서효 과를 느
껴보세 요!”



판매점 매출핵
심

매 상점에테스트용제품을제공
합니 다. 고객의 10명중 7명이매장
에서테 스트후구매합니다.

Paingone 기기시현
:

1분이면 Paingone의효과가나타납
니다. 혹은 즉각적으로통증완화
가 보이기도합니다. 따라서 Pain
gone  은 매장에서직접 시현해
보기에 아주 좋은제품입니다.



판매점매출핵
심

직원 교육

저희는 상위 300 개의 로이드 약
국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매장
직원들 을교육하였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Paingone의시범을
통하여 사용방법을 익혔습니다.

좀 더 많이 제품을 구현 할 수 있게
하 도록 포상으로써매장 직원들
을 독려 할 것입니다.



Paingone 사용방
법제품의시연은항상저희직원들의감독하에이루어집니다.

고객들은관리자없이 Paingone을시연할수없게하였습니다. 제품을이해하지
못하

여올바르게사용하지못하게되면잠재적매출을잃게될 것입니다.

- 이미지에 묘사된 것처럼 손으로 Paingone을쥡니다.

- 손이금속링에올바르게닿아있는지확인합니다.

손의 위치가 올바르지 않으면 Paingone이효과적으로 작동하

지 않을 것입니다.

- 통증 부위에 Paingone을놓습니다. 피부나 옷에 기기를 살짝 댑니다.

- 초록색 누르는 버튼을 30~40회정도 누릅니다.

- 누를 때마다 통증에 대한 자연적 반응인 엔돌핀이 활성화되어

통증을 완화합니다.



POS 지원 – “오늘, Paingone을시험해보십시오”

BrochureHolder CustomerBrochure Poster

매장직원의교육가이드와비디
오

Counter-TopDisplay



영국의약국과판매점성
공24개월만에 60개에서2800개의약국과소매점을순회하였습니다.

8 주 동안 60개의로이드 약국 매장에서 처음 테스트시행하였습

니다.  테스트기간동안의목표매출량은 864개였습니다.

테스트기간동안에 1,218대의판매를달성하였습니다.

로이드약국은6주 동안의테스트를 1,700개매장에시행하도록결정했습

니다.  이제 슈퍼마켓을비롯한 다른 주요 영국 판매 체인에서도구매가가

능합니다.

24개월이지난후에도영국의소매판매량은여전히월 5,000개를판매하고있습
니다.



영국의판매점진행사
항
2015년 9월처음으로 온라인에서 시판하였습니다.

2016년 4월온라인 판매에서 65개의실제 매장에서의테스

트를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9월성공적테스트로인하여전국 520개매장으로확
장

하였습니다.

현재 로이드의전체 매장에 Paingone 브랜드제품을공

급 하는 것에 대해 논의중 입니다.

로이드와제품에 대해서는이미합의되었습니다.



영국의 TV광고효
과

본 제품의 TV 광고는 매장에서의 판촉 활동과 더불
어 방 송되었으며 이는 400% 의 매출 증가를 보여주
었습니다. 10초 길이의 광고가 가장 큰 효과가 있었
습니다.



Gondola endWaterfall Display

영국의 Paingone
제품들의 매장전
시



의학적입
증
2017년봄에 무작위이중 맹검법과 플레시보 임상시험완료
모든 병원과 개인 병원에서 본 기기를 사용하여 효능과 유용성을 입
증하고
자 하였습니다.

이중 맹검 임상연구의결론:

- Paingone은급성및만성근골격통증완화에효과적입니다.

- Paingone은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Paingone을사용함으로써약물복용을줄일수있었습니

다.  (예 :진통제)
출처: 2017급성및만성근골격통증의치료에서의쥐는형식의팬의효과를평가하기위한무작위이중맹검
임상시험



2017년 5월유용성 여론조
사

도표 2 - 응답자
의
93.9% 는 Paingone
이 효과가 있다
고 응답하였습니
다

360명의전화 응답자대
상

도표 1 -응답자의
87.2% 는 장치를
사용하는데어
려 움이없었습
니다



2017년 5월유용성 여론조
사

도표 3 –응답자의다수가특히관절염과무릎통증에효과가있다고
응답하 였습니다.

영국 표준화 기구(NB 번호 0086)에의해서 의학용 기기로서 CE를인
증

받았으며 ISO 13485:2012를인증받았습니다.

Paingone은TGA의승인을 받아 미국 FDA 510k 등록을 진행 중이며 한

국 KFDA도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Thank youfr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