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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사소개 

02  그룹웨어 

03  병원전용 그룹웨어- 메디통G 4.0 소개 

회사개요         회사연혁            주요소식 

그룹웨어란?        

* 메디통의 특장점  
업무요청시스템          
메신저            
의료기관인증 평가 

04  고객 병원 사용 후기 

보안 설정 기능           
직원 교육          
의료정보센터(MAMA) 

전자결재             
인사 관리 
모바일 앱 

삼육서울병원  
효성시티병원  
여주베스트요양병원 
이손요양병원 
연세퍼스트치과의원 

이메일             
공문 및 회람 시스템 



(Android, iOS) 

MAMA 의료정보센터 

병원전용 그룹웨어 

병원 메신저 

www.meditong.com 

모바일 앱 

보안 설정 직원 교육 전자 결재 

의료기관인증 평가 모바일 휴가원 인사 관리 

• 보안 설정 
• 문서 캡쳐 방지 
• 동영상 촬영 방지 
• 문서다운로드 방지 

 
(병원에서 선택 옵션 가능) 

• 법정교육 
• 5대 필수교육 
• 이러닝 환급 교육 
• 직원 교육이력 관리 
• 보수교육 관리 

• 업무 보고 
• 구매 결재 
• 병원용 양식 다량 제공 
• 모바일 결재 기능 
• 다중 결재 기능 
(결재가 많은 분들을 위해) 

• 인증평가 중요 뉴스 수신 
• 규정집 공유 
• 전직원 암기 사항 공지 
• 위원회 자료 공유 
• 환자안전사고 관리 
• 익명 근접오류 보고 

• 전직원 인사서류 관리 
• 근태 관리 
• 연차 관리 
• 직무기술서 관리 
• 직무,인사 평가 
 
    

• 개인 PC가 많지 않은 
    병원 직원을 위해 
    모바일에서 쉽고 간편하게 
    휴가원 상신 

이메일 의료정보MAMA 구매 관리 

이직율 높은 병원을 위해 
• 부서별 공용메일 설정 
• 개인 메일 지급 가능 
 
(병원에서 선택 옵션 가능) 

 

•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자료  

    (법령,규정,지침,감염,QI,RCA, 
      FEMA, 시설기준 등 10,000여종) 

• 협회,학회 학술정보 

• 구매신청 
• 출고관리 
• 재고관리 

01  회사소개 

회사 개요 
회사 연혁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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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사소개 - 개요 

메디통은 400여처 의료기관평가 인증 컨설팅 지원(메디통A) 경험으로  
QI,감염 전담 간호사가 함께 병원 전용 그룹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의료기관평가 인증 지원   

 
 
 
 
 
 
 
 
 
 
 
 
 

 
 
 
 
 
 
 
 
 
 
 
 
 

 
 

병원전용그룹웨어 

메디통A 

 
 
 
 
 
 
 
 
 
 
 
 
 

 
 

의료정보센터(MAMA) 

메디통G M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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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엔 주식회사 창립 

메디통 그룹웨어 서비스 개발 1차 완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MOU  - 병원행정체계화 그룹웨어 

그룹웨어 기반의 효율화 기술개발 –특허 취득 

메디통 의료기관 인증평가 지원 프로그램 런칭 

서울시 병원회 MOU 체결 – 병원행정효율화를 위한 메디통  

메디통 -인증평가 부산 세미나 개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교육 이수  

JCI 환자안전 연수 이수 

메디통 병원전용 그룹웨어 –교육센터 런칭 

메디통 병원전용 그룹웨어  사용자 1만명 돌파 

네이버 의료기관인증 평가 카페 가입자 1만명 돌파 

의료기관평가 인증 지원 300처 돌파 

이유엔㈜ 부설 연구소 설립 

메디통 G – 브랜드 리뉴얼 

메디통 G –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런칭 

이유엔 홈페이지 리뉴얼 

메디통 G – IOS 모바일 앱 런칭 

의료기관평가 지원정보센터(MAMA) 런칭  

대한중소병원협회와 MOU 체결 

 

2012년 04월 5일 

07월 

09월 

11월 

12월 

06월 

06월 

07월 

09월 

12월 

11월 

12월 

12월 

01월 

02월 

03월 

03월 

06월 

08월 

02월 

2013년 

2014년 

2015년 

JCI 교육 이수 

2016년 

01  회사소개 -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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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교육 수료 JCI 해외 인증 평가 교육 수료  

병원 단체가 의료기관평가 인증과 유지 발전을 위해 추천하는 “메디통”  

서울시 병원회 MOU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MOU 대한중소병원협회 MOU 

서귀포의료원 감사폐 수상 삼척의료원 감사폐 수상 
 

이데일리 취재 인터뷰  유망기업 CEO  취재 인터뷰  

01  회사소개 –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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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고객병원에서 추천 하는 “메디통”  

01  회사소개 – 주요 소식 



(Android, iOS) 

MAMA 의료정보센터 

병원전용 그룹웨어 

병원 메신저 

www.meditong.com 

모바일 앱 

보안 설정 직원 교육 전자 결재 

의료기관인증 평가 모바일 휴가원 인사 관리 

• 보안 설정 
• 문서 캡쳐 방지 
• 동영상 촬영 방지 
• 문서다운로드 방지 

 
(병원에서 선택 옵션 가능) 

• 법정교육 
• 5대 필수교육 
• 이러닝 환급 교육 
• 직원 교육이력 관리 
• 보수교육 관리 

• 업무 보고 
• 구매 결재 
• 병원용 양식 다량 제공 
• 모바일 결재 기능 
• 다중 결재 기능 
(결재가 많은 분들을 위해) 

• 인증평가 중요 뉴스 수신 
• 규정집 공유 
• 전직원 암기 사항 공지 
• 위원회 자료 공유 
• 환자안전사고 관리 
• 익명 근접오류 보고 

• 전직원 인사서류 관리 
• 근태 관리 
• 연차 관리 
• 직무기술서 관리 
• 직무,인사 평가 
 
    

• 개인 PC가 많지 않은 
    병원 직원을 위해 
    모바일에서 쉽고 간편하게 
    휴가원 상신 

이메일 의료정보MAMA 구매 관리 

이직율 높은 병원을 위해 
• 부서별 공용메일 설정 
• 개인 메일 지급 가능 
 
(병원에서 선택 옵션 가능) 

 

•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자료  

    (법령,규정,지침,감염,QI,RCA, 
      FEMA, 시설기준 등 10,000여종) 

• 협회,학회 학술정보 

• 구매신청 
• 출고관리 
• 재고관리 

02 그룹웨어 

그룹웨어란? 
메디통이 다른 기업용 그룹웨어와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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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그룹웨어란? 

병원 내부 행정관리 시스템입니다. 
(병원에 EMR ,OCS는 환자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한다면 ,  

  그룹웨어란? 병원 행정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사내 메신저 

병원전용 그룹웨어 

www.meditong.com 

MAMA 의료정보센터 

(Android, iOS) 

모바일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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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메디통이 다른 기업용 그룹웨어와 다른 점은?  

저희 메디통에는 의료기관인증평가를 전담하는 간호사들이 근무합니다.  

대학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감염관리와 QI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20개 병원 이상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조직과 어려운 점들을 잘 이해하고  

병원에서 어떻게 그룹웨어를 활용하면 좋을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약 이후 간호사와 병원행정 전문가,IT 매니저가 방문하여  

병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병원에서 200% 활용 하 실 수 있도록 

그룹웨어를 셋팅 해드립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직원교육까지 진행해드립니다. 

 

또한 추가적인 EMR이나 OCS,MIS 와의 연동도 가능합니다. 

병원만을 위한 
메디통 1. 전문 임상 간호사와 함께 기술개발 

2. 병원 환경에 맞도록 지속적인 기능 업데이트 
3. 병원평가를 연구하는 그룹웨어 
    (의료기관평가 인증,의료 질평가,환자경험평가 등.. 

        병원의 많은 평가들이 쉽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연구합니다.) 

 



• • 

종이로 병원을 경영,소통하는 시대는 갔다!! 

‘메디통G’로  

 스마트  병원경영 시작 !! 



(Android, iOS) 

MAMA 의료정보센터 

병원전용 그룹웨어 

병원 메신저 

www.meditong.com 

모바일 앱 

보안 설정 직원 교육 전자 결재 

의료기관인증 평가 모바일 휴가원 인사 관리 

• 보안 설정 
• 문서 캡쳐 방지 
• 동영상 촬영 방지 
• 문서다운로드 방지 

 
(병원에서 선택 옵션 가능) 

• 법정교육 
• 5대 필수교육 
• 이러닝 환급 교육 
• 직원 교육이력 관리 
• 보수교육 관리 

• 업무 보고 
• 구매 결재 
• 병원용 양식 다량 제공 
• 모바일 결재 기능 
• 다중 결재 기능 
(결재가 많은 분들을 위해) 

• 인증평가 중요 뉴스 수신 
• 규정집 공유 
• 전직원 암기 사항 공지 
• 위원회 자료 공유 
• 환자안전사고 관리 
• 익명 근접오류 보고 

• 전직원 인사서류 관리 
• 근태 관리 
• 연차 관리 
• 직무기술서 관리 
• 직무,인사 평가 
 
    

• 개인 PC가 많지 않은 
    병원 직원을 위해 
    모바일에서 쉽고 간편하게 
    휴가원 상신 

이메일 의료정보MAMA 구매 관리 

이직율 높은 병원을 위해 
• 부서별 공용메일 설정 
• 개인 메일 지급 가능 
 
(병원에서 선택 옵션 가능) 

 

•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자료  

    (법령,규정,지침,감염,QI,RCA, 
      FEMA, 시설기준 등 10,000여종) 

• 협회,학회 학술정보 

• 구매신청 
• 출고관리 
• 재고관리 

03  병원전용 그룹웨어- 메디통G 4.0 소개 

* 메디통의 특장점  
업무요청시스템          
메신저            
의료기관인증 평가 

보안 설정 기능           
직원 교육          
의료정보센터(MAMA) 

전자결재             
인사 관리 
모바일 앱 

이메일             
공문 및 회람 시스템 



메디통G 4.0 특장점 
병원 운영에 필요한  
기능들을 확인하세요! 

04 

03 

02 

01 

  메디통 병원임직원
의 평가 타기업 그룹웨어 병원임직원의 

평가 

기획 개발 병원만을 위해 기획 개발 Best 
  일반 기업을 위한 기술개발 
  병원을 위한 그룹웨어는 구축형으로  
  비용이 매우 비쌈 

Bad 

초기 세팅 

병원을 이해 하고 있는 의료인 
(간호사,행정전문가) 병원 방문 
* 병원임직원이 200%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Best 
  방문 없음   
  (병원이 자체적으로 셋팅해야 함) 
  방문이 있는 경우 구축형으로 비용이 높음 

Bad 

무료기능  
업데이트 지속적인 기능 무료 사용가능 Best   사용시 추가 비용 발생 Bad 

의료정보 제공 

의료법,감염관리,환자안전법, 
심평원, 의료기관평가 인증, 등.. 
의료관련 정보 10,000여종 제공 
(회원병원 50% 할인 제공) 

Best   의료정보 제공 없음 Bad 

간호사가 함께 기획 개발하는 그룹웨어 



메디통G 4.0 주요 기능  한 눈에 살펴보기 

보안 설정 기능 전자 결재 

• 보안 설정 
• 문서 캡쳐 방지 
• 동영상 촬영 방지 
• 문서다운로드 방지 

 
  (병원에서 선택 가능) 

• 업무,교육 보고 
• 구매 결재 
• 병원용 양식 다량 제공 
• 모바일 결재 기능 
• 다중 결재 기능 
(결재가 많은 분들을 위해) 

의료정보MAMA 

•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자료  

    (법령,규정,지침,감염,QI,RCA, 
      FEMA, 시설기준 등 10,000여종) 

• 협회,학회 학술정보 

모바일 앱 

• 모바일 전자결재  
• 개인 PC가 많지 않은 
    병원 직원을 위해 
    모바일에서 쉽고 간편하게 
    휴가원 상신 
• 교육수강 
• 설문참여 

의료기관인증 평가 

• 인증평가 중요 뉴스 수신 
• 규정집 공유 
• 전직원 암기 사항 공지 
• 위원회 자료 공유 
• 환자안전사고 관리 
• 익명 근접오류 보고 

메신저 

• 병원 전용 메신저 
• 다중 채팅 
• 파일 전송  
 

 

직원 교육 인사 관리 

• 법정교육 
• 5대 필수교육 
• 이러닝 환급 교육 
• 직원 교육이력 관리 
• 보수교육 관리 

• 전직원 인사서류 관리 
• 근태 관리 
• 연차 관리 
• 직무기술서 관리 
• 직무,인사 평가 
 
    

공문 및 회람관리 

• 공문 관리 및 처리  
• 전 직원 공유 
• 부서별 공유 
• 개인별 공유 
• 회람 수신 기능  

2017년 2월 중 오픈 예정 

이메일 

이직율 높은 병원을 위해 
• 부서별 공용메일 설정 
• 개인 메일 지급 가능 
 
   (병원에서 선택 가능) 

 

업무요청 시스템 

• 업무 요청 
• 업무 수신 
• 업무 처리 
• 진행 과정 확인 가능 
• 수신 확인 기능 



메디통G 4.0 이용을 통한 파트별 핵심 기능 살펴보기 

 경영 파트 인사 파트 전산 파트 

행정 파트 

• 직원 2명 채용효과(200 병상 규모) 
• 병원 운영 한눈에 파악 
• 직원과의 빠른 소통 
• 병원 스마트 행정으로  
    인한 업무 시간단축 
• 모바일 전자 결재 가능 

• 인사자료관리 ,인사평가 
• 법정교육+ 5대 필수  
    교육 관리  
• 직원 교육이력 관리 
• 보수교육 관리 
• 직원 입.퇴사 관리 용이 

• 초기 서버 도입비 절감 
•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 절감 
• 개인정보보안, 자료 보안 
• 시스템 자체개발 불필요 
• 인증평가 유지관리시스템 개발 해결 

• 의료기관평가 인증에 대한 자료 제공
(MAMA) 

• 규정집 제정 및 개정관리 
• QI, 감염관리  정보 제공  
• 직원 교육 자료 제공 
• 간호사 휴가신청/ 연차관리(모바일) 
• 간호술기 동영상 제공 
   (교육센터) 

• 부서간 빠른 소통 
• 편리한 근태 /연차 관리 
• 직무 관리(직무기술서) 
• 공문/회람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이동업무 절감 
• 부서별 업무요청/회신편리 
• 부서별 업무진행 파악 용이 

 
 
    

의료 파트 

 
• 의료법 주요 정보 수신  
• 의무기록 주요 정보 수신 
• 협회,학회 최신 학술정보  
• 법정+필수교육 이수편리 
• 인증평가 주요이슈 수신 
• 직원들과의 신속한 소통 
• 간편한 보고 및 결재 
• 위원회 및 병원회의체   
    일정관리  
 

 
 
 
 

 간호 파트 



(Android, iOS) 

MAMA 의료정보센터 

병원전용 그룹웨어 

병원 메신저 

www.meditong.com 

모바일 앱 

업무 요청 관리 시스템 

• 업무 요청 
• 업무 수신 
• 업무 협업 
* 진행  과정 확인 가능 

 
 

병원은 특히 부서에 요청사항들이 많죠 . 그 동안 구두로 요청하시면서  오해도 쌓이고 누락도 되는 경우가 많다
고 많은 병원에서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요청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 이제는 시스템으로  분명한 요청과 확실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02-6959-3214  E-mail: eun@eunkorea.com   www.meditong.com 

업무요청 관리 시스템 (업무요청, 업무수신, 업무처리) 

타 부서에게 업무요청 할 수 있는 시스템 – 업무 요청 / 업무 수신 / 업무 처리 
구두 요청에서 오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요청하고 처리 할 수 있습니다.^^ 



(Android, iOS) 

MAMA 의료정보센터 

병원전용 그룹웨어 

병원 메신저 

www.meditong.com 

모바일 앱 

공문  및 회람 관리 시스템 

 
(2017년 2월 중 오픈) 

병원에는 많은 공문들이 오죠.. 보건복지부 ,심평원.보건소..협회 등… 그런 공문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하다는 병원들의 요청에 의해 개발되어지게 되었습니다. 
 
* 공문 담당부서 전달 및 처리 확인  
* 직원 회람 기능 – 회람 열람 기능 (사인 서명 기능 ) : 이제  직접 사인 받으러 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을 확인 하는 순간 사인이 등록됩니다. 



(Android, iOS) 

MAMA 의료정보센터 

병원전용 그룹웨어 

병원 메신저 

www.meditong.com 

모바일 앱 

보안 설정 기능 

• 보안 설정 
• 문서 캡쳐 방지 
• 동영상 촬영 방지 
• 문서다운로드 방지 
 
(*병원에서 선택 옵션 가능) 



고객센터: 02-6959-3214  E-mail: eun@eunkorea.com   www.meditong.com 

보안 기능(병원 중요자료 외부 유출 차단) 



(Android, iOS) 

MAMA 의료정보센터 

병원전용 그룹웨어 

병원 메신저 

www.meditong.com 

모바일 앱 

인사 관리 

• 전직원 인사서류 관리 
• 근태 관리 
• 연차 관리 
• 직무기술서 관리 
• 직무,인사 평가 

 
 

** 인사 관리에 필요하신 기능들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고객센터: 02-6959-3214  E-mail: eun@eunkorea.com   www.meditong.com 

인사관리(직원 인사 자료 관리 , 직무기술서 작성 및 승인) 

직원들의 인사서류 본인이 첨부 및 취업규칙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보안서약서 동의 / 경력 및 학력사항, 상벌 / 교육 이력  



고객센터: 02-6959-3214  E-mail: eun@eunkorea.com   www.meditong.com 

인사관리(직원 인사 자료 관리 , 직무기술서 작성 및 승인) 

직원들의 인사서류 본인이 첨부 및 취업규칙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보안서약서 동의 / 경력 및 학력사항, 상벌 / 교육 이력  

직무기술서 작성 및 부서장 승인 및 관리 : 자격요건 관리 



고객센터: 02-6959-3214  E-mail: eun@eunkorea.com   www.meditong.com 

인사관리(직원 인사 자료 관리 , 직무기술서 작성 및 승인) 

직원들의 연차 정보 연동 전자결재 / 근태관리 

본인의 잔여 연차 확인 



(Android, iOS) 

MAMA 의료정보센터 

병원전용 그룹웨어 

병원 메신저 

www.meditong.com 

모바일 앱 

메신저 

• 병원 전용 메신저 
• 다중 채팅 
• 파일 전송  



고객센터: 02-6959-3214  E-mail: eun@eunkorea.com   www.meditong.com 

메신저(병원 전용 메신저, 다중 채팅, 파일전송 가능) 

‘대상 그룹’ 선택 후 우 클릭 시 
하단 메뉴가 나타납니다. 

간호부 전체에 쪽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로그인 상태인 사람과 대화를 하고 파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부에 총 10명의 직원이 있고, 이 중 1명만 로그인 되
어 있다면, 그룹  대화나 그룹으로 파일을 보내더라도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대상자 1명에게만 파일을 보내고 대화가 가능합니다. 



(Android, iOS) 

MAMA 의료정보센터 

병원전용 그룹웨어 

병원 메신저 

www.meditong.com 

모바일 앱 

전자결재 

• 업무 보고 
• 구매 결재 
• 병원용 양식 다량 제공 
• 모바일 결재 기능 
• 다중 결재 기능 
  (결재가 많은 분들을 위해) 



고객센터: 02-6959-3214  E-mail: eun@eunkorea.com   www.meditong.com 

전자결재(위원회 규정,각종 회의록,결과문서 관리 및 공유) 

병원에서 필요한 다양한 서식 제공  
* 병원 로고 삽입 가능 / 수정 가능 / 추가 가능 



고객센터: 02-6959-3214  E-mail: eun@eunkorea.com   www.meditong.com 

전자결재(위원회 규정,각종 회의록,결과문서 관리 및 공유) 

예시 : 전자 결재로 휴가원 제출하기 다중 결재 가능 
(결재 양식 클릭 후 상단의 결재 버튼만 클릭하면 결재가 완료됩니다.) 



(Android, iOS) 

MAMA 의료정보센터 

병원전용 그룹웨어 

병원 메신저 

www.meditong.com 

모바일 앱 

모바일 앱 

• 모바일 전자결재  
• 개인 PC가 많지 않은 
   병원 직원을 위해 모바일에서 쉽고 간편하게 휴가원 상신 
• 교육수강 
• 설문참여 



고객센터: 02-6959-3214  E-mail: eun@eunkorea.com   www.meditong.com 

모바일(모바일 앱으로 직원들과 빠르게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02-6959-3214  E-mail: eun@eunkorea.com   www.meditong.com 

모바일(모바일 앱으로 직원들과 빠르게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02-6959-3214  E-mail: eun@eunkorea.com   www.meditong.com 

모바일(모바일 앱으로 직원들과 빠르게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결재 – 휴가원 등  이제는  PC가 없어도 모바일로 결재 하세요. 



고객센터: 02-6959-3214  E-mail: eun@eunkorea.com   www.meditong.com 

모바일(모바일 앱으로 직원들과 빠르게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휴가원 제출하세요. 
 사례1) PC보급율이 낮은 병원에서 모바일을 활용하여 “휴가원 올리기 



고객센터: 02-6959-3214  E-mail: eun@eunkorea.com   www.meditong.com 

모바일(모바일 앱으로 직원들과 빠르게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교육으로 편리하게 교육에 참여하세요. 



고객센터: 02-6959-3214  E-mail: eun@eunkorea.com   www.meditong.com 

모바일(모바일 앱으로 직원들과 빠르게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직원들과의 알림 공지 - 전직원 공지 / 부서별 / 개인 / 위원회 별 공지 가능 

   예) 전직원공지 : 지카바이러스 대비 감염지침 안내 – 전직원 필독 

   예) 질향상위원회 : 질향상위원회 16년  3월 정기회의 16일 수요일 오후1시 회의실 개최 

   예) 간호부 : 간호부 전직원 회식안내- 3월 18일(금)오후5시30분 한우세상^^ 전원참석 

   예) 간호부 : 간호부 전직원 회식장소 – 우직화, 도뜰, 본가 중 골라주세요^^ 



(Android, iOS) 

MAMA 의료정보센터 

병원전용 그룹웨어 

병원 메신저 

www.meditong.com 

모바일 앱 

직원 교육 관리 

• 법정교육 
• 5대 필수교육 
• 이러닝 환급 교육 
• 직원 교육이력 관리 
• 보수교육 관리 

 
** 병원 직원들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필요하신 기능들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무료) 

 



고객센터: 02-6959-3214  E-mail: eun@eunkorea.com   www.meditong.com 

직원교육(기존 종이이력 관리에서 이제는 시스템으로) 

개인 교육 이력 온라인 관리 및 확인  
( 종이 이력관리가 필요 없음) 

년도별 우리 병원의 교육 현황을 클릭 한번으로 확인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 직원 교육 현황 확인 ] 
 
• 집체교육 이수자 
• 온라인교육 이수자 
• 교육 미 이수자  



고객센터: 02-6959-3214  E-mail: eun@eunkorea.com   www.meditong.com 

직원교육(법정교육, 5대 필수교육 해결하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퇴직 연금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법정 교육 
5대  

필수 교육 

환자의 권리와 의무 
소방안전 교육 

심폐 소생술 교육 
질향상과 환자안전 교육 

감염관리 교육 
* 특성화 교육 

e-Learning 학습 과정 제공 
(※고용보험 환급 과정) 

한번에 해결 

** 기존에 함께 진행하시는 이러닝 업체가 있으시다면 연결해주시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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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보수 및 외부교육 관리)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한 라이선스 보유 인력의 보수교육 등록,관리가 편해집니다. 
 
PC에서나 모바일에서 이수증과 확인증을 올리면 인사담당자에게 전달 됩니다. 



(Android, iOS) 

MAMA 의료정보센터 

병원전용 그룹웨어 

병원 메신저 

www.meditong.com 

모바일 앱 

의료기관인증 평가 

• 인증평가 중요 뉴스 수신 
• 규정집 공유 
• 전직원 암기 사항 공지 
• 위원회 자료 공유 
• 직무기술서 작성 
• 전직원 교육 이수관리 
• 환자안전사고 관리 
• 익명 근접오류 보고 

 
** 병원 평가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의료질평가 , 환자 경험 평가 등..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무료 또는 옵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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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평가(그룹웨어를 통해 의료기관인증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 

규정게시판을 통해 우리병원 규정을 직원들과 빠르게 공유하세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여,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규정 내용을 확인하고 숙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집의 보안 유지가 필요하시다면 캡쳐 방지, 다운로드 방지, 기능 설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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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평가(그룹웨어를 통해 의료기관인증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 

사례1) 질향상위원회 QI 부서별 중간평가 자료 

사례2) 위원회 활동에 따른 회의록 공유 



고객센터: 02-6959-3214  E-mail: eun@eunkorea.com   www.meditong.com 

의료기관인증평가 -인사관리(직원 인사 자료 관리 , 직무기술서 작성 및 승인) 

직원들의 인사서류 본인이 첨부 및 취업규칙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보안서약서 동의 / 경력 및 학력사항, 상벌 / 교육 이력  

직무기술서 작성 및 부서장 승인 및 관리 : 자격요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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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인증 –직원교육 (직원의 교육 이수율, 교육카드) 

개인 교육 이력 온라인 관리 및 확인  
( 종이 이력관리가 필요 없음) 

년도별 우리 병원의 교육 현황을 클릭 한번으로 확인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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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평가(그룹웨어를 통해 의료기관인증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 

사례 3) 근접오류보고(익명)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접오류 보고 시스템입니다. 

             PC와 모바일에서 접수 할수 있으며 – 접수되면 QI 실장이나 담당자에게 알람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통계페이지와 환자안전사고보고시스템을 구축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근접오류 보고 시스템 PC버전 

PC가 많지 않은 병원에서도 모바일로 편리하게 보고 



(Android, iOS) 

MAMA 의료정보센터 

병원전용 그룹웨어 

병원 메신저 

www.meditong.com 

모바일 앱 

의료정보센터(MAMA) 

· 의료기관 인증 관련자료  

  (규정,지침,법령 10,000여종) 

· 협회,학회 학술정보 

 

 

** 병원에 근무하시면서  보건복지부, 심평원, 협회,의료기관평가 인증 등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시죠   
      메디통에서 차근차근 정보들을 모아 놓겠습니다.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도록   
      자료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 무료 또는 하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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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찾기 힘든 의료 정보 자료 ‘MAMA 의료정보센터’로 한번에 찾기) 

법령     의료법     인증기준     환자안전     감염     QI     FMEA     RCA     종합병원 2주기사례     병원 1주기 사례     요양병원 1주기사례      
요양병원 2주기     위원회     손위생     낙상     MorseFallScale     욕창     BradenScale     억제대     수술     심폐소생술     CPR      
제세동기     지표관리     화재     취약환자     세탁물     폐기물     의료기기     유해화학물질     MSDS     스필킷     아이워시     응급키트     
 약물     의약품관리     고농축전해질     격리     조리장     개선보고서     ST     교육자료      

10,000여 종류의 의료 정보 제공를 제공 중이며   

지속적인 자료 업데이트 하여 쉽게 중요한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료사용: 그룹웨어 고객 할인 혜택] 

서류 자료 

교육 자료-ppt 

사진 자료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55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56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57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58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59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60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61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62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63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63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63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63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64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64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64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64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64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64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65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65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65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65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66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66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66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66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67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68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69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70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71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72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73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74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75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76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77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78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79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80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81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82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83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84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85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86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87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88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89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90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91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92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93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94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95
https://www.meditong.com/renewal/mama/index.asp?RefSearchNum=96


고객센터: 02-6959-3214  E-mail: eun@eunkorea.com   www.meditong.com 

의료정보(찾기 힘든 협회,학회 학술정보‘MAMA 의료정보센터’로 한번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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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통 G’는   크게  ’커뮤니티’ 와  ’그룹웨어’로 영역이  구성 되었습니다. 

의료정보센터
(MAMA) 

· 의료기관 인증 관련자료  

 (규정,지침,법령 10,000여종) 

· 협회,학회 학술정보 

병원평가정보센터 
(평가통) 

· 우리 병원 평가 관리 

· 평가자료 

· 지속적인 관리  

· 2017년 3월 런칭 예정 

보안설정 

· 보안설정 

· 문서캡쳐방지 

· 동영상촬영방지 

· 문서다운로드 방지 

메신저 

커뮤니티 그룹웨어  

· 병원전용메신저 

· 다중채팅 

· 파일전송 

모바일 

· PC 주요기능  

  사용가능 

· 휴가원 제출 

· 직원소통 

이메일 

· 부서별 공용메일 설정 

· 개인 메일 지급 가능 

전자결재 

· 모바일 결재 기능 

· 다중 결재 기능 

· 결재선 지정 가능 

휴가원제출 인사관리 직원교육 규정집 
구매신청  
및 관리 

· 개인 PC가 없어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휴가원 제출 

· 전 직원 인사카드 

· 직무기술서 작성 

· 각종 인사서류 등록 

· 직원교육, 법정교육 

· 5대필수교육 

· 이러닝 환급 교육 

· 외부/보수 교육관리 

 

· 병원 규정집 관리 

· 보안 가능 

  (복사 및 인쇄 X) 

· 구매신청 

· 출고관리 

· 재고관리 

* 2017년1월 런칭 

EMR  이나 OCS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메디통 그룹웨어는 병원의 수 많은 행정들과 서류, 
자료들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록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 정보는 병원행정에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기록하고 관리하세요.  

04.메디통4.0 전체 구성도(사이트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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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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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보안 설정 직원 교육 전자 결재 

의료기관인증 평가 모바일 휴가원 인사 관리 

• 보안 설정 
• 문서 캡쳐 방지 
• 동영상 촬영 방지 
• 문서다운로드 방지 

 
(병원에서 선택 옵션 가능) 

• 법정교육 
• 5대 필수교육 
• 이러닝 환급 교육 
• 직원 교육이력 관리 
• 보수교육 관리 

• 업무 보고 
• 구매 결재 
• 병원용 양식 다량 제공 
• 모바일 결재 기능 
• 다중 결재 기능 
(결재가 많은 분들을 위해) 

• 인증평가 중요 뉴스 수신 
• 규정집 공유 
• 전직원 암기 사항 공지 
• 위원회 자료 공유 
• 환자안전사고 관리 
• 익명 근접오류 보고 

• 전직원 인사서류 관리 
• 근태 관리 
• 연차 관리 
• 직무기술서 관리 
• 직무,인사 평가 
 
    

• 개인 PC가 많지 않은 
    병원 직원을 위해 
    모바일에서 쉽고 간편하게 
    휴가원 상신 

이메일 의료정보MAMA 구매 관리 

이직율 높은 병원을 위해 
• 부서별 공용메일 설정 
• 개인 메일 지급 가능 
 
(병원에서 선택 옵션 가능) 

 

•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자료  

    (법령,규정,지침,감염,QI,RCA, 
      FEMA, 시설기준 등 10,000여종) 

• 협회,학회 학술정보 

• 구매신청 
• 출고관리 
• 재고관리 

04  고객병원 사용 후기 
삼육서울병원  
효성시티병원  
여주베스트요양병원 
이손요양병원 
연세퍼스트치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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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QI 팀장님 
 
저희 병원은 2주기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10월에 받았습니다.  
의료기관 평가 인증 받을 때  메디통 그룹웨어 덕분에 QI 팀과 감염관리 팀에서
는 업무가 너무 편리해졌어요. 
규정집을 전직원들과 공유하기도 편했구요. 중요한 사항들 전달도 편리했구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병원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을  
메디통에서 아주 빠르게 대응해 주신다는 거였어요.  감사했습니다.  
 
메디통은 의료기관평가 인증 많이 해보셔서 병원입장을 잘 이해하고 계시니 
앞으로도 더욱 좋은 기능들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개발될 환자안전사고 보고서도 기대하겠습니다. 
 
발전하는 메디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육서울병원 김미정 드림 

04 [메디통 사용 후기] 삼육서울병원 (450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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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진 구매 팀장 
 
메디통이 도입되고 나서는 각 부서장들이 병원장님의 결재를 받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 낭
비가 없으며 병원장님도 휴대폰 메신저로 결재 및 업무 파악이 가능하셔서 불필요한 동선
을 줄일 수 있었어요 
 
또한 각 부서별로 문서 보관기간과 양식을 통일화 할 수 있어서 자료 보관에 효율적이였
구요~ 

 
휴대폰 및 PC로 작성 후 알림통을 통해 각 부서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공지사항 전하느라 여기저기 뛰어 다니지 않아도 되었어요~ 
 
가장 좋은건 병원장님 및 의료진,직원들의 원내 사정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점이예요~  
좀더 소통하는 병원이 되었어요. 
 
아직 메디통을 사용하지 않는 병원의 분들은 메디통을 권해드립니다. 
병원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대화가 편해요. 기능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구요~ 
 

 

04 [메디통 사용 후기] 효성시티병원 (300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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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직원교육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메디통 그룹웨어 전자
결재를 통해 경영진에게 보고되어 빠른 조치가 
가능했습니다. 

지난주에 입사했는데 메디통 그룹웨어의 교
육센터를 통해 기업의 비전, 미션,규정들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필수교육도 교육센터 내 
동영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기해야 할 규정들이 많은데 스마트 폰으로 
메디통 앱에 접속해서 언제든지 규정을 확인
하고 숙지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증 통과 후 인증의 유지와 발전이 중요 
한데, 행정 서류들과 직원 교육, 위원회로 
활동했던 기록들을 메디통 그룹웨어로 체계적
인 관리가 가능하여 좋습니다.  

출장을 나갔을 때 급한 결재가 생기면 
스마트 폰으로 메디통 앱에 접속하여 빠르게 
업무 처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QI위원회, 감염관리위원회 등의 위원회 
활동을 메디통 그룹웨어를 통해 손쉽게 운영할 
수 있어 의료 질 향상과 기업 발전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04 [메디통 사용 후기] 인창병원(550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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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메디통 사용 후기] 베스트요양병원(500병상) 

• 메디통 블로그에 오시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메디통 사용 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주소: http://blog.naver.com/meditong/220542907288 

 

구매팀  계장님 
여주베스트병원 

http://blog.naver.com/meditong/220542907288
http://blog.naver.com/meditong/220542907288
http://blog.naver.com/meditong/22054290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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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메디통 사용 후기] 울산이손요양병원(450병상) 

• 메디통 블로그에 오시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메디통 사용 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주소: http://blog.naver.com/meditong/220542907288 

 

이여진 사회복자사님 
이손요양병원 

▼ 동영상 링크(클릭): http://bit.ly/1QpQ4KB ▼ 
 

손덕현 병원장님 
이손요양병원 

http://blog.naver.com/meditong/220542907288
http://blog.naver.com/meditong/220542907288
http://blog.naver.com/meditong/220542907288
http://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1E45443CC9180DBE0D0040E0B72F7145CEDA&outKey=V1296714a7300e4b39ffa1c02ffd5076c6efc0e89f5e2539820061c02ffd5076c6efc&width=720&height=438
http://bit.ly/1QpQ4KB
http://bit.ly/1QpQ4KB
http://bit.ly/1QpQ4KB
http://bit.ly/1QpQ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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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메디통 사용 후기] 연세퍼스트치과(의원급) 

• 메디통 블로그에 오시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메디통 사용 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주소: http://blog.naver.com/meditong/220542907288 

 

손용하 원장님 
연세퍼스트치과 

http://blog.naver.com/meditong/220542907288
http://blog.naver.com/meditong/220542907288
http://blog.naver.com/meditong/22054290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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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메디통 주요 사용 병원 

(Android, iOS) 

MAMA 의료정보센터 

병원전용 그룹웨어 

병원 메신저 

www.meditong.com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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