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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EOZENSOFT INTRODUCTION

‘더 나은 의료 서비스, 더 나은 헬스케어 솔루션’

NEOZENSOFT는 다년간의 의료 및 헬스케어 IT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솔루션을

의료진 및 병원 고객에게 제공하여 의료업무 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에도 진출하여 NEOZENSOFT만의 기술력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오젠소프트입니다.

NEO    ZENITH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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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젠소프트는 다양한 헬스케어 및 의료 사업분야를 지원합니다.

Smart Healthcare Solutions
Smart Hospital Solutions
Dashboard Solution
Interface
ICT Consultin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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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젠소프트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환자포털

PHR

진료대기 안내 솔루션

neoESA/ESM
모바일 EMR 솔루션

neoMobileEMR

진료정보 Dashboard 솔루션

BESTBoard

환자확인 솔루션

neoPOCS

의료장비 인터페이스

neoCDIS/PMIS

HL7HL7

환자포털

PHR (의료진)

neoIHE (HL7 연동 )HIS Integration

환자이상징후 모니터링

neoRRS

인퓨젼펌프 모니터링

Smart Infusion 
Pump Monitoring



5NEOZENSOFT 숫자로 보는 네오젠소프트

230건이상

국내외 의료 프로젝트 수행 건수

20개

인증 및 수상

69%
상급종합병원 도입률

10개

저작권 및 특허

1위

환자안전관리 분야 점유율

57개병원

국내외 고객 레퍼런스

2021.01 기준



6NEOZENSOFT HISTORY TIMELINES – SOLUTIONS

• 제주대학교병원 환자안전관리시스템(neoPOCS) 사업 수주

• 국립교통재활병원 환자안전관리시스템(neoPOCS) 사업 수주

• 전남대학교병원 환자안전관리시스템(neoPOCS) 사업 수주

• 건양대학교병원 환자안전관리시스템(neoPOCS) 사업 수주

• 정안의료재단 중앙병원 환자안전관리시스템(neoPOCS) 사업 수주

• 을지대학교병원 환자안전관리시스템(neoPOCS) 사업 수주

• 삼육서울병원 환자안전관리시스템(neoPOCS), 신속대응솔루션(neoRRS) 사업수주

• 고대안암병원 환자안전관리시스템(neoPOCS) 구축

• 백병원(산하 5개병원) 환자안전관리시스템(neoPOCS) 구축

• 보훈병원(산하 6개병원) 환자안전관리시스템(neoPOCS), 전자동의서 시스템 구축

• 세종 충남대학교병원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neoPOCS MobileEMR, neoRRS,

• Interface, 전자동의서 등)

• 충북대학교병원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neoPOCS MobileEMR, neoRRS, Interface,

• 전자동의서 등)

• 질병관리본부 지식기반 국가건강정보포털 제공 체계 구축 및 운영 연구사업 참여

2020년

• 사우디아라비아 병원 정보 시스템 구축 1차 프로젝트 참여

• 경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e-Health 2.0 시스템 구축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CDIS 솔루션 유지보수

2014년

• USA (Aurora Behavioral Healthcare) HL7 Integration, MobileEMR

•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실 전광판 구축

• 영남대학교의료원 POCS 솔루션 구축

• 부산대학교병원 POCS 솔루션 구축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 환자 및 진료현황 시스템(ESA/ESM) 구축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 UX/UI 고도화

2017년

• 서울성모병원 nU2.0 구축 프로젝트 참여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관 BESTBoard, PHR, CDIS 구축

• 삼성서울병원 진료대기안내 (ESA/ESM) 솔루션 구축

• 중앙치매센터 치매관련 Application & 홈페이지 구축

2013년

• 사우디아라비아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2차 프로젝트 참여

• HL7 Interface Engine 개발

• 서울대학교병원 차세대 HIS 구축 프로젝트 참여 (MobileEMR, CDIS)

• 서울아산병원 차세대 HIS 구축 프로젝트 참여 (MobileEMR, POCS, CDIS) 양산부산대학

교병원 전자동의서 솔루션 구축

2015년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차세대 HIS 구축프로젝트 참여 (Mobile EMR, BESTBoard, PHR)

• ㈜네오젠소프트 설립

2012년

• 성모병원 CMC (6개 사이트) MobileEMR 2.0 솔루션 구축

• 성모병원 CMC (6개 사이트) POCS 솔루션 구축

• 성남시의료원 홈페이지 / PHR / 리퍼시스템 / 의료장비인터페이스 솔루션 구축 사업수주

• 한국로슈진단 혈당계 연동 환자안전관리 솔루션 구축

•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POCS 2.0 솔루션 구축

•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서울) BESTBoard 구축

2018년

• 인하대학교병원 환자안전관리시스템(neoPOCS) 솔루션 구축

• 경북대학교병원 환자안전관리시스템(neoPOCS) 솔루션 구축

• 영남대학교영천병원 POCS 솔루션 구축

• 은평성모병원 MobileEMR 2.0 / POCS 솔루션 구축

• 인천성모병원 MobileEMR 2.0 / POCS 솔루션 구축

• 충남대학교병원 MobileEMR 2.0 / POCS / Dashboard 솔루션 구축

• 창원한마음병원 환자안전관리시스템(neoPOCS) 솔루션 구축

•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목동) BESTBoard 구축

• 질병관리본부 지식기반 국가건강정보포털 제공 체계 구축 및 운영 연구사업 참여

• 두바이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참여

• USA (Aurora Behavioral Healthcare)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참여

2019년

• Smart Infusion Pump 연동서비스 솔루션 개발

• 전북대학교병원 POCS 솔루션 구축

• Cloud 기반 CVR(Critical Value Report) 솔루션 공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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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oPOCS GS 1등급 인증

• 의료개인정보보호 ISO27799 / 정보보호 ISO27001 인증

2019년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벤처기업 인증

• 스마트앱어워드 건강/의료분야 최우수상 수상 (치매체크)

•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중소기업 인증

2013 - 2014년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_ 고용노동부

• 제16회 모바일 기술대상 ‘한국경제신문 사장상‘ 수상

• [발명하기 좋은 기업] 인증 획득

• [대한민국 리딩기업대상] 융합기술부문 대상 수상

2016년

• [대한민국 리딩기업대상] 융합기술부문 대상 2년 연속 수상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INNOBIZ)’ 인증 획득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_ 고용노동부

• [스마트 앱어워드] 공공부문 통합 대상

• [웹어워드] 건강의료분야 대상

• [웹어워드] 종합의료분야 최우수상

2017년

• [대한민국 리딩기업대상] 의료ICT부문 대상 3년 연속 수상

2018년

• 우수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무장관상 표창

• 4차 산업혁명 우수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SCI 평가정보 '우수기술기업 인증(T4) 획득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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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보유 인증

HIS Interface Solution

- neoCDIS/PMIS

- neoIHE (HL7 Integration)

ᆞ 표준 프로토콜 HL7 연동 엔진 개발

ᆞ 국내업계 최초로 관련 솔루션 수출 (사우디아라비아)

ᆞ 기 구축된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서비스 시행 중

Medical Mobile 

Solution

- neoMobileEMR

- neoPHR

- neoPOCS

ᆞ 의료환경 모바일 솔루션 최초 개발

ᆞ 고객병원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구축

ᆞ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 디바이스(PDA) 를 사용한

환자안전관리 솔루션 최초 개발

Dashboard Solution  

- BESTBoardⓒ

- neoESA/ESM

ᆞ 의료진 진료지원 Dashboard 솔루션 최초 개발

(wit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ᆞ HIMSS 7단계 인증 받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구축함.

ᆞ 구축 부서별 맞춤형 컨텐츠 제공 가능

Server Management 

Solution

ᆞ 체계적인 솔루션 구축을 위한 자사 Server Side M/W 제공

(유상 정책 시행)

2019.05 neoRRS(소프트웨어 저작권등록)

2016.07 neoPOCS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2016.02 neoESA/ESM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2013.12 neoFramework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2013.12 neoSMC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2013.12 neoCDIS-ECG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2013.11 neoPMIS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2013.09 neoCDIS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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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ISO27001> <의료개인정보보호 ISO27799> <환자안전관리솔루션 GS 1등급인증>



10NEOZENSOFT ORGANIZATION

CEO

PLANNING DEVELOPMENT MANAGEMENT

Marketing
Strategy

.net Finance
UX/UI
Design

Management
Planning

iOS/
Android

Product
Management

Interface
Personne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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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의 우수성 인증 및 수상 지속적인 성장 및 투자

• 국내 최다 Smart Healthcare 솔루션(8개) 보유.

• 환자안전관리 분야 국내 최다 레퍼런스 / 국내 1위

• 상급종합병원 40%가 자사 솔루션 1개 이상 사용

• 국내 Big5 병원 모두 솔루션 공급

• 서울대학교병원,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등

• 국내 최초 Clinical Dashboard 개발

• 국내 최초 Infusion pump 모니터링 솔루션 개발

• 국내 유일 HL7 integration 기술 보유

• 16회 모바일 기술대상 수상

• 2017,2018 청년친화 강소기업인증

• 2016 “발명하기 좋은 기업” 선정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INNO-BIZ)’

• Smart App Award 의료/공공부분대상

• 대한민국 ICT 리딩기업(의료분야) 수상(3회연속)

• 자사 솔루션 8개 보유

• 매년 R&D 30%이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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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기업과의 협력체계

NEOZENSOFT CERTIFICATIONS AND TECHNOLOGY

Global & Standardization 협력 네트워크 성장가능성

• 솔루션 포지셔닝

• 클라우드 기반 환자 포털(Patient Portal) 서비스 출시

(2019.9월)

• 국제인증(ISO27001/ISO27799)

- 정보보호인증 및 의료정보보호시스템 인증

- 국내 유사규모 Smart Healthcare 솔루션업체 최초

기술경 쟁력
low high

high
가
격
경
쟁
력

HL7 Engine

• 해외 시장점유율이 높은 Open Source기반의 HL7 engin을

대체할 수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 목표.

•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 HIS 벤더 및 헬스케어 솔루션사업자의

connectivity 진입장벽을 해소역할수행.

• 해외 HL7 Integration 사업 경험 및 노하우

시장 경쟁력 강화국내 대형병원 솔루션 관리해외 사업 노하우

해외및국내 HL7 system integration

의료장비인터페이스/
PHR

Smart
Healthcare

Smart
Healthcare

Dashboard

Smart Infusion
solution 공급

(2017~)

Smart Healthcare /
HL7 Integration

(2013~) • GS인증 취득(neoP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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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병원

• 서울아산병원(기획/설계)

• 영남대학교병원(대구) • 부산대학교병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서울성모병원

• 여의도성모병원

• 부천성모병원

• 성빈센트병원

• 의정부성모병원

• 성남시의료원

• 은평성모병원

• 인천성모병원

• 충남대학교병원

• 인하대학교병원

• 영남대학교영천병원

• 경북대학교병원

• H+양지병원

• 고려대학교안암병원

• 인제대학교백병원(5개)

• 전남대학교병원

• 건양대학교병원

• 충북대학교병원

• 보훈병원(6개)

• 제주대학교병원

• 한마음창원병원

• 삼육서울병원

• 을지대학교병원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 성가롤로병원

환자안전관리 솔루션 분야 1위

2016 2017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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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NEOZENSOFT SOLUTION [neoMobileEMR]

iOS / Android 지원

환자목록 오더조회 검사결과 의무기록 임상관찰기록 타과의뢰

메신저 스케쥴 간호일지 근무보고서 미디어 음성녹음

neoMobileEMR
의료업무의스마트한변화

▶ Reference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성모병원 외 6개, 사우디아라비아 (KASCH, 
KAMC-R, KAMC-J, KAMC-Eastern), 
미국 (Aurora Behavioral Healthcare)

오더, 검사결과, 의무기록과 같은 환자의 주요 정보를

의료진이 모바일을 통해 조회 및 기록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특히 의료진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도입하여

의료진 간 협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체계적인환자관리실현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환자의 관리가 가능하고,

나의 환자/관심 환자를 통해 체계적인 환자 관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업무편의향상

타과 의뢰, 진료스케줄, 메신저와 같은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

의료진의 업무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철저한데이터보안

MDM, 전자인증, VPN과 같은 기본 보안 외에

메신저에 적용되는 시그널 프로토콜 등의

의료 데이터 관리에 특화된 보안정책을

준수합니다.

EMR
ON MOBILE



16NEOZENSOFT SOLUTION [neoPOCS]

iOS / Android 지원

neoPOCS
환자안전관리의해결책

▶ Reference : 전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 성모병원 외 6개

투약 채혈 수혈(Co-sign) 혈액수령 급식/영양 병원자산 관리

임상관찰기록 수술 전 확인 정맥주사 2차 오더 등록 산모/아기 확인 약제물품배송

환자안전과 관련된 투약, 채혈, 수혈 등의

업무를 스마트 디바이스(PDA)를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의료진의 정확한 수행과

의료과오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관리 솔루션입니다.

환자안전관리강화

환자정보와 수행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 시 수행 처리가 되지 않아

의료과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수행정보전송

병원정보시스템(HIS)과연동 된 PDA를

사용하여 수행자의 의료 행위를

HIS에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중심의인터페이스

사용자의 업무 순서를 고려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효율적 업무처리 환경을 제공합니다.

FOR
PATIENT
SAFETY



17NEOZENSOFT SOLUTION [neoPHR(Health4U)]

iOS / Android 지원

진료이력 검사결과 처방정보 투약시간 알림 진료예약일정 건강수첩

의학정보 예방접종 교육동영상 건강데이터 조회 블루버튼

neoPHR (Health4U)
개인의건강기록부터의료기록까지한번에관리

▶ Reference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성남시의료원 Copyright ⓒ 2017 by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ll Reserved.
알러지 확인

*의료진용 *진료이력 다운로드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건강기록부터

의료기록까지, 모든 헬스케어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의료진과의 커뮤니케이션 지원과 걸음, 혈당 등

라이프스타일 데이터 연동으로 디바이스의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체계적인건강관리실현

기기를 통해 개인의 진료정보를 조회하고

건강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의커뮤니케이션지원

개인이 입력한 건강정보는 담당 의료진에게

공유되며, 의료진 또한 권고 수치와 해당 소견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디바이스연동

웨어러블 디바이스와의 연동을 지원하여

활동, 체중, 혈압, 혈당, 수면 등과 같은

건강 데이터 연동이 가능합니다.

PERSONAL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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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NEOZENSOFT SOLUTION [neoESA/ESM]

iOS / Android 지원

neoESA/ESM
병원내진료및대기현황을한눈에

▶ Reference : 삼성서울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경찰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대기시간 예상 검사 진행현황 지체환자 안내주치의 프로필 응급실 상황조회 혼잡도 안내

진료 대기 안내 및 응급실 현황,

각종 검사정보 및 진행 상황을

화면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환자 대기 및 상황 안내 솔루션입니다.

쾌적한진료대기환경제공

환자 대기 순서 및 예상 대기시간, 

진료 진행 상황 안내 등의 맞춤형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여 쾌적한 진료 대기 환경을 지원합니다.

화면통합관리및원격제어

ESM(Electronic Signal Management)

관리자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각각의 화면을

중앙 PC를 통해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미니 PC 지원

미니 PC 사용이 가능하여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WAITING
GUIDE



20NEOZENSOFT SOLUTION [BESTBoard]

iOS / Android 지원

BESTBoard
환자의기본정보부터상세결과까지한번에

▶ Reference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사우디아라비아
(KASCH, KAMC-R, KAMC-J, KAMC-Eastern),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Copyright ⓒ 2012 by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ll Reserved.

병실 조회 환자정보 조회 수술현황 조회 통계정보 조회 의료진 목록 혼잡도 조회

병동/응급실/중환자실 등에 설치된

대형 터치모니터를 통하여, 병동 현황부터

환자의 기본 정보부터 상세 결과까지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업무협의지원

환자의 요약정보를 대형 터치모니터를 통해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어, 환자에게 설명 또는

의료진 간의 협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환자정보조회

Vital Sign, 환자 중증도 등 각종 진료정보를

그래프 형태로 시각적으로 보여주어

환자의 상태 변화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용부서별맞춤형화면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각 부서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중요 정보

위주로 보여주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FOR
COOPERATIVE

WORK



21NEOZENSOFT SOLUTION [Smart Infusion Pump]

iOS / Android 지원

Smart Infusion Pump
스마트정맥주입펌프연동솔루션

▶ Reference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주입정보 조회 주입률변경 알림 미연결장비 확인 장비연결상태 알림 환자정보 조회 이벤트발생 알림

병원 내 존재하는 Infusion Pump(수액 주입기)를

HIS와 연동하고, 실시간 실행 및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환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솔루션입니다. 

주입정보및주입량실시간확인

병원정보시스템(HIS)과 Infusion Pump 간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주입 정보 및 IV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안정성강화

스마트 정맥주입펌프 연동 솔루션을 통해

5 Rights(Right Patient, Medication, Dose, Route, Time)을

실현하여 업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HL7 국제표준준수

병원정보시스템 국제 표준(HL7) 및

Smart Infusion Data 프로토콜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지원합니다.

IV
TRACKING



22NEOZENSOFT SOLUTION [neoRRS]

iOS / Android 지원

neoRRS
신속대응팀의환자이상징후모니터링솔루션

이상징후 알림 NEWS 제공 활력징후 그래프 이상수치 내역 환자 관리상태 통계정보 제공

알림을통한이상징후조기발견

환자에게 이상 징후 발생 시

PC 및 SMS 알림 서비스를 통해

의료진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환자의 활력징후와 검체 결과에 대하여

이상 수치가 발생될 경우, 

원내 신속대응팀에게 즉시 알려

위험 상황의 조기 대응 및 예방을 돕는 솔루션입니다.

NEWS를통한환자상태파악

국제 표준인 환자의 조기 위험도 수치

NEWS(MEWS)를 통하여 RRT 관리 대상 환자의

위급 상황 정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계분석및추가기능제공

신속대응팀의 환자 조치에 대한 통계정보 및

그래프 조회, 메모, 관리 상태 설정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환자 관리 환경을 제공합니다.

FOR
RAPID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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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NEOZENSOFT SOLUTION [neoCDIS/PMIS]

neoCDIS/PMIS
각종검사결과데이터를하나로

▶ Reference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사우디아라비아 (KASCH, KAMC-R, KAMC-J, 
KAMC-Eastern),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서울아산병원

• 각종검사장비 / 안과장비 / EKG / DICOM 연동장비
• 300가지 이상의 각종 기능검사장비 연동 가능

• Patient Monitor / BIS Monitor
• 인공호흡기 / 마취기 / 투석기 연동 가능

• Infusion pump interface
• AutoProgramming, AutoDocumentation
• CLMA Integration

의료장비에서 발생하는 검사 결과 데이터를

병원의료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인터페이스 하여,

의료진이 환자의 검사 결과를 원하는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입니다.

데이터의체계적관리

환자 오더와 검사 결과의 자동 및 수동 매칭을 통해

산발적으로 나오는 의료장비의 다양한

결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표준지원

국제 표준 규약 HL7, ASTM, DICOM-SR 등의

표준을 지원하여 다양한 데이터 타입의

의료장비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의료기기데이터보안강화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 암호화를 지원하여

보안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SMART
INTERFACE



25NEOZENSOFT SOLUTION [neoIHE - HL7 Integration]

neoIHE (HL7 Integration)
의료데이터송수신솔루션의완성

• VPN을 통한 데이터 보안 강화
• HL7 메시지 모니터링 지원
• Cerner LIS, GE RIS 등 해외솔루션 Integration 
• HL7 메시지 송수신을 위한 Engine과 HL7 검증
• IHE International 표준 준수
• HL7 Version 2.x 지원
• 자사 HL7 specification 보유

▶ Reference : 사우디아라비아 (KASCH, KAMC-R,
KAMC-J, 미국 (Aurora Behavioral Healthcare) 

각종 병원정보시스템 및 검사 시스템들 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솔루션으로, 의료 데이터

국제 표준 HL7 기반 데이터 송수신 기능을 제공하여, 

이기종 간의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다양한프로토콜연동지원

HL7 Transport Specifications MLLP v2,

SOAP, HTTP, DICOM 등 다양한 프로토콜을

통해 연동이 가능합니다.

HL7 기반의료정보교류지원

국제 표준 규약 HL7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기종 간 시스템과의

의료 정보 교류를 지원합니다.

의료정보활용성증대

원내 데이터의 전산 처리를 통해

의료 정보 활용성을 증대

시킬 수 있습니다.

SMART
INTERFACE



26NEOZENSOFT SOLUTION [neoSMC - 서버프레임워크]

neoSMC (서버프레임워크)
서버관리콘솔솔루션

• MTS 환경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데이터 플로우 및 데이터 트랜잭션 관리
• WCF,COM+를 적용한 비즈니스, 업무 로직 서비스 제공
• Dataset, JSON, RESTful, XML, HL7 등 다양한 output format 지원
• 엔진 운영정보, 메시지 Processing 상태 및 통계 조회
• Webservice XML Query/Procedure 추가 및 제거 가능
• 데이터 출력 지원(EXCEL)

안정적서버플랫폼제공

Micorsoft .NET 최신 기술 및

WCF(Windows Communication Foundation) ,

COM+를 사용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버통합관리용이

각각의 관리가 필요했던 COM+,IIS 등의

요소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관리가 가능하여

서버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효율적업무환경제공

사용자를 고려한 직관적 UI를 통해

COM+, IIS의 동작상황, Query 및 DB 조회 등

효율적 업무 관리 환경을 제공합니다.

FRAME
WORK

neoSMC는 자사의 솔루션과 기간 계 시스템 (HIS 등)을 연동하기 위

한 서버 사이드 M/W로 다양한 Database (Oracle, MSSQL, MySQL, 

Netezza 등)를 지원하며, IIS를 통한 웹 서비스 생성 및 시스템

환경에 따른 다양한 데이터 형식 또한 지원하는 솔루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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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RTLS (RFID솔루션)
수진자위치확인및관리솔루션

▶ Reference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 검사실 환자 대기자 수 및 검사실 내 환자 명단 열람
• 실시간 수진자 위치 파악 및 검사 진행 상황 파악
• U-Healthcare 시스템 확장 용이(Patient Tracking System 확장 가능)
• 특정 센터 내 구축 가능(ex. 건강검진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 13.5MHz passive RFID 사용
• 기술 접목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증대 및 병원 이미지 제고

쾌적한건강검진환경제공

연동된 Kiosk를 통해 수진자가 직접

잔여 검사 및 검사 결과 확인이 가능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건강 검진 환경을 제공합니다.

수진자현황관리및대기관리지원

RFID를 기반으로 의료진이 수진자의 위치, 이동경로 및

검사실 대기자 수를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여

의료진의 체계적 수진자 관리 환경을 지원합니다.

시스템확장용이

향후 응급실 및 검사실 간 신속한 이동을 위한

Patient Tracking System 및 건강검진센터용

모바일 APP 등으로 시스템 확장이 용이합니다.

REAL-TIME
LOCATING

neoRTLS는 건강검진센터를 이용하는 수진자에게

접수, 건강검진 대기 안내를 미리 알려주기 위해

수진자의 검사 대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수진자 위치 확인/관리 솔루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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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Healthcare Solutions
Smart Hospital Solutions
Dashboard Solution
Interface
ICT Consultin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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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Mobile Solution
헬스케어모바일솔루션

전립선암계산기 폐선암계산기 전립선비대증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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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Display Monitoring Solution
헬스케어디스플레이모니터링솔루션

특정진료센터 환자 위치추적 모니터링 솔루션 환자 진료현황 Kiosk형 솔루션

※  copyright @2012 by SNUBH

삼성서울병원응급실 Kiosk분당서울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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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양한 구축 경험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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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젠소프트의 사전 승인 없이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복사, 전재, 배포, 사용을 금합니다. 

tel. 031-628-6950 

fax. 031-628-6951

www.neozensoft.com

nzs@neozensoft.com

THANK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B동 907-2호

(삼평동, 유스페이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