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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사업
○ 기준유형 체크(중복가능)
가. 주요 국정현안에 관련된 사업(국정과제 포함)
(기준유형 표시)
나.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사업비 50억 이상)
다.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
라. 그 밖에 우리원의 핵심사업 및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사업
사 업 명

√
√
√

○ 추진배경
의료정보를 활용한 클라우드기반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을 통해 전국 1·2·3차 의료기관 적용 및 글로벌 진출 지원(~‘21)
○ 추진기간 : 2017.01.01 ~ 2021.12.31.
○ 총사업비 : 19,983백만원
○ 2021년도 사업비 : 2,698백만원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주요내용
- (1단계) 병원 규모‧환경에 따라 주요기능의 선택‧적용이 가능하도록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을 모듈화하여 개발(‘17~’19)
- (2단계) 정밀의료 플랫폼을 제품화된 SW로 개발하여 국내‧외 의료
기관에 보급‧확산 및 글로벌 진출 추진(‘20~’21)
○ 추진경과
- 2016. 8 :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계획(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
- 2016.12 : 국가전략프로젝트(정밀의료) 예비타당성조사 완료(KISTEP)
- 2017. 2 :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재정
(재정 2017.2.15.,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223호)
- 2017. 3 : 정밀의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7. 3 :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사업단 사업공모
- 2017. 6 :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사업단·단장 선정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ICT융합확산팀 팀장 이준영
- 최종 결재자 : ICT산업본부 본부장 전준수

업무분담 내용)

○ 사업 관련자

구분
본부장
팀장
담당
담당
담당

성명
송주영
이준영
백성현
박일준
이상진

담당업무
수행기간 (업무분담
내용)
‘19.1.1～ 현재 사업총괄
‘17.1.1～ 현재 사업총괄
수석 ‘19.1.1～ 현재 사업 운영 및 관리
수석 ‘19.1.1～ 현재 사업 운영 및 관리
책임 ‘21.1.1～ 현재 사업 운영 및 관리
직급

○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사업단
-고려대의료원 이상헌 단장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최성혁 교수
-아주대학교의료원 윤승현 교수
-길의료재단 이종준 교수
-삼성서울병원 강미라 교수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김광준 교수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강배근 교수
-삼성에스디에스㈜ 문병선 팀장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식회사 류재준 이사
-㈜소프트넷 변지원 이사
-㈜파이디지털헬스케어 서동규 이사
-㈜비트컴퓨터 신승복 이사
-㈜휴니버스글로벌 김순택 전무

▪ (P-HIS 개발) 진료, 진료지원, 원무․보험 등의 주요 업무를 38개로
모듈화하여 클라우드 서비스(SaaS) 형태로 개발
▪ 클라우드 인프라 ISO27799(의료정보보호시스템) 인증 획득(‘18)
추진실적

▪ 한국·독일·스위스 디지털 헬스케어 공동 심포지엄(‘19, 독일) 및 P-HIS
보급 확산을 위한 병원대상 설명회 25회 개최(~’20)
▪ 고대의료원 3개병원(안암, 구로, 안산), 1차병원(20개) 및 총 23개(누적) 병원도입
계약 체결(‘1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