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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 IT융합 고부가가치 시장창출 

인증/인허가 

• 국내,일본 의료기기  
인증 확보 

• 임상필요기술 확보 
• 병원 시장  공급 

인공호흡기 

• 국내최초의 특수호흡치료  
인공 호흡기(양산기준) 
 

• 일본수출 물량 확보 

1 

경쟁력 강화 

• 환자,의료진 중심 스마트 UI 
 

• 운전이력 등 Report  
기능 강화 

시장확대 

• CareFusion 社와같은  부가정보 
서비스를  통한 고부가 가치 창출 

• 800만원 시장 가격대를  
Philips 제품과 경쟁 가능한  
1200~1300 만원 목표시장 확대 

개발목표 정보패드 인증/인허가 

인공호흡기 

경쟁력 강화 

시장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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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호흡 정보단말 개발을 통한  

특수인공호흡기의 시장 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 

시스템 독창성 
•특수호흡 알고리즘 확보 
 

•임상의사와 치료원칙을 반영한 
알고리즘 선택 및 설정 UI 
 

•최소기능의 RTOS+공개  
SW기반의 Smart UI 

• 의료기기 임상인증, 표준준수 
 
• 특수인공호흡기에 대한 인증   
  규격적용 및 환자공급 상황에  
  안정성 보장 
 
• 실시간 운영성능 보장을 위한  
  특수인공 호흡기 컨트롤러,   
  사용자 중심의 특수인공호흡  
  정보단말 분리 개발 및 서비스 

시스템 안정성 

공개 SW 안드로이드 기반의  
의료 + IT 융합 고부가가치 신시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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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UI 

HGLP & Alarm DB 

사용자관리 

의료기기 관리 

특수인공호흡 서비스모델 

Real-time Data Storing 

Cough simulating 
- Infant 
- Children 
- Adult 

Low Pressure High Flow 

특수 인공호흡 알고리즘 

의료 
표준 
플랫폼 

환자 
병원/
의사 

의료
정보 

챠트 그리드 

HL-7 의료 데이터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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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내용 목표치 실적 달성율(%) 측정방법 내용 

정보단말 시제품 제작 5대 5대 100% 1. 시제품대수 
1. 성능, 품질테스트 
2. 국제전시회 

정보단말 SW개발 1 1 100% 1. 시스템설계도 
1. 특수호흡치료인공호

흡기 분석/설계 산출
물 완료 

신규고용 창출 4 5 125% 1. 급여지급명세 1. 개발인력 5명 

지적 재산권 확보 2 3 150% 1. 인증/허가 

1. 의료기기제조업허가 
2. 제조품목허가 
3. GMP 인증 
4. ISO9001, 

ISO13485 인증 
5. CE 120 인증 
6. 일본 QMS 적합평가 
7. 미국  FDA 510K 

Submission 

기업 매출 증대 2012년 주문수주  1. 주문계약서 
1. 해외주문계약 
2. 국내환자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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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화면 

특수한 목적(호흡치료)을 가진 인공호흡기의 호흡치료 및 치료결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공개 SW 기반의 의료
용 플랫폼. 

메인 화면 

특수호흡치료 기기의  
선택 

    - Cough 

    - Vest 

    - Cough & Vest 

특수호흡치료 기능을 
선택 

    - Monitor  

    - Trend 

    - Data 

    - P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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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Setting) 

특수호흡치료를 위한 특수호흡 인공호흡기의 설정값(Parameter)을 세팅(Setting)을 하는 기능 

특수호흡치료 알고리즘 Preset 및 user Set의 설정 사용 

모니터 Setting 

특수호흡 인공호흡기의 
설정 

    - 치료시간 

    - 치료압력 

    - 실행사이클 

    - 설정값의 저장 

Preset : 환자의 상황 
및 상태에 따른 호흡 
치료를 위한 설정값 

Userset : 환자 자신의 
과거 설정값 또는 
자신에 맞는 호흡치료 
설정값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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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Run) 

특수한 목적(호흡치료)위해 설정된 파라미터 값을 특수호흡치료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에 전송하여 실행. 

호흡 치료실행 중인 호흡치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그래프로 표현. 

모니터 Run 

특수호흡 치료를 위한 
특수호흡 인공호흡기의 
실행 

    - 설정값의 전송 

    - 실행중 호흡치료 
데이터 그래프 표현 

    - 설정값의 수치 표현 

    - 치료 데이터 저장 

Monitor Start : 자체 
치료 실행데이터 표현 

Calibration Start : 
장비의 기능체크 및 
연속 실행 

Start, Stop  : 설정값 
이용 실행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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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Trend) 

과거 및 현재의 특수 호흡치료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 

호흡치료를 위한 설정값, 치료 실행 후의 데이터 결과값을 확인 

트렌드 Trend 

특수호흡 치료 결과 
확인 

    - 과거 및 현재의 
호흡치료 결과를 
확인 

    - 호흡치료의 설정값, 
치료 실행 결과 확인 

    - Named 

    - Unnamed 

    - Mat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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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메뉴(Option)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Home, Monitor, Trend, Data)로의 이동 기능 

사용자 변경, 설정을 위한 Select 및 장비 설정을 위한 More 메뉴로 이동 기능 

옵션메뉴 Option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메뉴로의 
이동 

    - 안드로이드 플랫폼 
의 기능 사용 

    - Select : 사용자의 
변경, 지정 

    - More : 추가 
장비설정 및 메시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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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보(Select) 

특수 호흡치료를 위한 환자의 선택, 변경 및 추가를 위한 기능 

환자의 기본 정보, 처방전을 설정, 확인하는 기능 

환자정보  Select 

환자의 선택, 변경 및 
추가 

    - Unnamed : 환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 

    - Named : 환자를 
지정한 경우 

    - Add Patient : 새로운 
환자의 추가 

     - Information : 
환자의 기본 정보 

     - Prescription : 
환자의 처방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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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Data) 

특수 호흡치료 정보단말의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 

데이터  Data 

모든 데이터의 관리 

    - Prescription 

    - User Set 

    - Trend Data 

    - Re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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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Restore 

특수 호흡치료 정보단말의 모든 데이터를 백업 및 리스토어 할 수 있는 기능 

Backup&Restore 

모든 데이터의 백업 및 
리스토어 

    - Backup 

    - Re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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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더링 데이터 

정보단말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특수호흡치료 인공호흡기 자체로 호흡치료 수행할 시 치료 데이터 저장 기능 

모니터의 모니터 실행으로 시행과정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표현 기능 

게더링데이터 

호흡치료기 자체실행 
데이터의 저장 

    - 자체실행 데이터의 
설정값, 치료결과 
저장 

    - 백그라운드 실행 

    - Monitor Start : 
실행과정의 설정값과 
치료결과의 실시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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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정(Preference) 

특수 호흡치료 정보단말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환경설정 기능 

환경설정 

정보단말 환경설정 
기능 

    - User Type 

    - Unit Setting 

    - Date & Time 

    - Communication 
Setting 

    - Super User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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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Message) 

특수 호흡치료 후 환자의 상태, 처방전 적용에 대한 환자의 간단한 메모를 의료진에 전달하는 기능 

의료진의 확인 메시지를 받아 볼 수 있는 기능 

메시지(Message) 

간단한 메모의 전달 

    - Text & Voice 

    - 치료결과 

    - 처방전 적용 결과 

    - 환자 치료 상태의 
간단한 메모 

    - 의료진으로의 전송 

    - 메시지 서버를 
이용한 파일전송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서일퍼시픽 지식경제부 에스아이메드 1 20 

메시지(Doctor) 

특수 호흡치료 후 환자의 상태, 처방전 적용에 대한 환자의 간단한 메모를 의료진이 확인하는 기능 

의료진이 확인 메시지를 환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기능 

메시지(Doctor) 

의료진의 메시지 확인 

    - Text & Voice 

    - 치료결과 확인 

    - 메시지의 전송 

    - 의사(의료진)의 처리 
결과 및 처방전 
재발행에 대한 기능 
구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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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패드 연동 

특수(호흡치료 인공호흡기와 호흡치료 및 치료결과 관리가 가능한 정보패드의 연동 

정보패드 연동 

특수호흡치료 인공 
호흡기와 정보패드와의 
연동 

    - 시리얼 통신을 이용 

    - USB2Uart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기기의 
외부 장비 연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서일퍼시픽 지식경제부 에스아이메드 1 22 

컨트롤 보드 

정보패드와의 연동을 위한 특수호흡치료인공호흡기의 연동을 위한 컨트롤 보드 

컨트롤 보드 

컨트롤 보드 설계 

    - 정보패드와의 통신 
연동을 위한 컨트롤 
보드 설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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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미흡) (미흡) (양호) (탁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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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과  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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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
업 대상 
• 등록환자 : 약 1,000명 
• 서일퍼시픽 : 55대 매출 
 

 수입의존 제품 국내 기술로 제
조 공급 
• 고용창출과 관련 부품산업 매출 
신장 
• 수입대체효과 
 

 2012년 예상매출 
• 2011년도 전체 매출액 대비 약 
10% 차지 
• 2012년도 전체 매출액  대비 약 
50% 신장 예상 

 일본 퍼시픽 메디코와 판매 
협의 완료 
• 일본 홈케어시장 1위 기업 
• 일본제조판매업, QMS 적합성 
평가 
• 초기 500대 수출예정 
 

 일본시장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및 미국 시장 진출 

 

 응급실/중환자실수요 
• 국내 병원 공급 20%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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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최초 특수호흡치료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와 정보단말 전시 출품 

•사용의 편리성 등의 호평으로 제품 문의/상담 

•  상담업체 : 15개국 50여 업체 상담 

•  성과 

•  6개국 업체와 대리점 계약 체결(이란, 터키, 폴란
드, 이스라엘, 스웨덴, 대만) 

•  12월 초 선적 초도 물량 주문(총 10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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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roid 기반의 의료표준 Browser 

• 의료표준 버튼,Touch Screen 구현 

• 의료표준 Data Storage 

• 의료표준 기기연동 I/F 

• 개발 산출물과 소스의 NIPA 공개 SW포탈 공개 

• NIPA 공개 SW개발 “SW품질관리/테스트” 연계 시스템 개발 

공개 

• 알고리즘 연동 특수인공 호흡기 컨트롤러 및 장치 동작 기술 

• 컨트롤러의 정확한 제어를 위한 Data I/F, 장치 제어기술 

• 세계 최고수준의 특수인공 호흡기 

비공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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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제품 출고 

• 이스라엘, 폴란드, 터키, 이란, 스웨덴, 대만 

• 해외 마케팅 

• 독일 2011 MEDICA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참가 

• 대만 제품상담 (2011.12) 

• 터키 제품상담 및 제품교육 예정 (2011.12) 

• 두바이 의료용품 박람회 참가 예정 (2012.1) 

•  서울성모병원 : 호흡기내과 제품데모 

•  강릉아산병원 : 호흡기내과 제품데모 

•  강남세브란스병원 : 재활의학과 제품데모 

•  동국대일산병원 : 제품데모 

•  대구카톨릭병원 : 제품데모 

•  서울아산병원 : 제품데모 

•  한양대학병원 : 재활의학과 제품데모 

•  서울대학병원 : 제품데모 

•  국내 홈케어 환자용 제품 출고/적용중 

•  병원 출고 

• 국내 60대 출고 (매출액 : 32,000만원) 

• 해외 8대 출고 (매출액 : 2,800 만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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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최초 특수호흡치료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에 적용된 정보단말 출품 

•  상담업체 : 15개국 50여 업체 상담 

•  성과 

•  6개국 업체와 대리점 계약 체결(이란, 터키, 폴란
드, 이스라엘, 스웨덴, 대만) 

•  12월 초 선적 초도 물량 주문(총 10대) 

•  유럽내 주요국가들(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
태리 등)과의 대리점 계약 추진 

•  주요학회, 전시회 참관, 업체별 DM 발송 

•  2012년 KIMES 등 전시회 참가 

•  두바이 Arab health 2012 참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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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시장현황 

• 아날로그 시스템 
• 상위시장독점 

• 통합시스템 
• 상위시장 점유 

• 연동하여 동작 
• 통합관리 
• 고부가 시장 겨냥 
• 시장경쟁에 유리 

• 단독운영가능 
• 시장경쟁력확보 
• 13.3 inch Touch panel 

특수인공호흡기 상용화 계획 

정보패드 

• 2011년 한림대학교병원 임상연구 
• 2012년 일본 홈케어 업체 제품 공급 
• 2012년 임상공급(정보단말연동) 

• 2011년 시제품 제작 
• 임상의사 평가 및 국제 전시회, 의료인증 
• 고급시장 확대/시장공급 

특수인공 
호흡기 

                  경쟁사 특수인공호흡기 참고 제품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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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최고급화 지향 

스마트(직관적, 지능형)  

UI의 최적화 

사용자 중심 UI강화 

장비동작 실시간  

즉시 응답 개선 

의료 SW 표준  
플랫폼 확산 

(공개 S/W 기반) 

의료기기 개발에 적용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 등 SW활용 지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공개 SW공헌 

공개 SW기반 
의료기기 개발 표준 제시 

공개 SW활용 의료기기 
SW 개발 전문가 육성 

공개 SW의 개발 표준준수 
component 단위 SW 

분석/설계, 개발 

개발 SW 공개/ 
재활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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