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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 국내 의료진 대상 '이오패치' 심포지엄 개최 

▶ 이오패치 국내 직접 판매 시작하며 의료진 홍보활동 확대 

▶ 이오패치를 통한 국내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에 대해 활발한 논의 가져 

[2022-12-01] 이오플로우(294090, 대표이사 김재진)는 '이오패치' 출시 1주년 심포지엄을 성료했

다고 1일 밝혔다. 

 

부산롯데호텔에서 지난달 26일, 27일 양일간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국에 있는 당뇨병 전문가 

60여명이 참가하여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최신지견을 공유하고 이오패치를 통한 효과적인 인슐린 

치료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오패치는 이오플로우가 지난해 4월 국내에 출시한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 펌프다. 국내에서 유

일하게 판매되고 있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인 만큼 당뇨인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이오플로우는 기존 판매사와의 유통계약을 종료하고 지난 10월부터 '이오패치 온라인몰

'에서 제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사용자 및 의료진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박철영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첫 번

째 연제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이오패치를 활용한 인슐린 치료의 장점”으로 영남의대 내분비

대사내과 문준성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다. 두 번째 연제는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효과적이고 편리한 치료방법”으로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문선준 교수

가 강의를 진행했다. 마지막 연제로는 “이오패치와 CGM을 활용한 혈당 조절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환자 케이스를 통해 이오패치의 임상적 효과성에 대한 내용을 대전을지대병원 내분비내과 

홍준화 교수가 발표했다. 또한 당뇨병 환자를 위한 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 혈당 

관리 및 인슐린 치료 방법과 사용 사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오플로우의 서종옥 마케팅 본부장은 "최근 이오패치 직접 판매를 시작하며 다양한 마케팅 활동

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1형 당뇨인을 중심으로 신규 사용자 유입도 지속되고 있다. 국내 누적 

600명 사용자를 기반으로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오패치 출시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의료진 심포지엄은 의료진 상호간의 최신

의 정보교류와 임상적 경험을 공유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이번 행사는 이오패치에 대한 인지도를 향

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의료진을 통한 효과적인 치료법을 사용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중심

병원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오패치는 최근 전국 6개 병원에 신규 처방코드가 등록되었다. 회사는 내년 말까지 이를 전국 90여

개 병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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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 

 

▲ 이오플로우는 이오패치 출시 1주년을 맞아 의료진 대상으로 이오패치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 이오패치 의료진 심포지엄은 이오플로우 김재진 대표의 폐회사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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