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계적인의료기관평가 지원및 유지 발전시스템 : 메디통

메디통은병원경영을위한어려움들을병원과함께고민합니다. Tel .02-6959-3214

QI, 환자안전, 감염전담인력구인의어려움

ICT 시스템개발관리의어려움

의료기관평가의강화 (각종평가, QPS, 감염관리)

낮은의료수가

직원소통의어려움

중소병원을위한메디통

환자안전, 감염관리 시스템 :큐피스(QPIS)
(Quality Improvement & Patient Safety & Infection Management System)



메디통 -환자안전 ,감염관리시스템 :큐피스(QPIS)

환자안전 pass
질 향상 pass
감염관리 pass

3
pass

• QI, 환자안전, 감염관리전담직원부담감소

• 분석, 수치화 간편

• 통계자동화

• 일정관리편리

• 빠르고편리한서류작성

• 병원샘플자료제공

• 전문가자문상담

• 자료유실예방

중소병원을위한환자안전, 감염관리시스템 :

큐피스QPIS를 소개합니다.

QPIS 는 Quality Improvement & Patient Safety & Infection Management System의 줄임말로
병원의 환자안전과 감염관리를 위한 내부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문화를 반영하여 병원에서 최소 인력으로 최대 관리할 수 있는
병원 별 맞춤 시스템으로 진행되며 시스템 구축 후 직원 교육까지 지원합니다.



환자안전 ,감염관리시스템 : 큐피스(QPIS)-주요기능

환자안전사고보고시스템
· 환자안전사고 즉시 보고

(낙상, 투약, 수혈, 방문객, 기타)
· 전자결재 연동
· 결과 자동 분석: 도식화, 통계, 

전년도 비교
· 근접 오류 보고 활성화
· 실시간 직원 공유로 사고 예방

환자안전사고학습시스템
· 환자안전사고 보고 절차 게시
· 환자안전, RCA, FMEA 교육자료

제공
· 직원 교육 관리
· 전문교육 및 훈련 정보 제공
· 병원 샘플 사례 제공

QI 활동-지표관리시스템
· 의료기관 차원의 QI-지표 관리
· 연도 별 목록 관리
· 주제 선정 scoring, 집계 가능
· 원인 분석(Fish bone 자동 완성)
· 활동 계획서 제공
· 중간, 최종 활동 보고서 예시 제공
· 교육자료/방법론 자료제공
· 병원 QI 활동 샘플 사례 제공

QI실운영관리시스템
· 연간 계획, 업무 Time table 관리
· 위원회 활동 관리
· QI 실 관련 각종 보고서 관리
· 질 향상 활동 전 직원 교육
· 전담자 전문교육 및 훈련 정보 제공
· 병원 샘플 사례 제공

CP등록∙관리시스템
· 진료지침 개발 관리 시스템
· CP 관리 계획 수립
· 수행 및 일관성, 유효성 모니터링
· 성과 관리
· 직원 교육 및 공유
· 병원 샘플 사례 제공

환자안전지표관리시스템
· 환자안전사고 보고율 관리
· 환자 확인율 관리
· 욕창 발생 보고율 관리
· 결과 자동 분석: 도식화, 통계, 

전년도 비교
·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직원 공유
· 인증원 기획 주제 보고에 활용

환자안전

QI

감염지표관리시스템
· 손 위생 수행률 관리 시스템

**최신 손 위생 공인 지침 제공
**현장에서 조사 가능(태블릿 이용)
**조사 결과 즉시 입력, 자동 분석
**도식화, 통계서비스

· 감염감시활동 시스템
**의료기구 관련 폐렴, 요로 감염, 

혈류감염, 수술 부위 감염

감염관리실운영관리

· 연간 계획, 업무 Time table 관리
· 감염관리 위원회 활동 관리
· 감염관리 관련 각종 보고서 관리
· 감염관리지침서 관리
· 감염병 대응 시스템
· 병원 샘플 사례 제공

감염관련환경및직원관리· 

· Risk assessment
· 시설물 보수, 개선 시 감염 위험도 평가
· 부서별 감염 체크리스트 관리
· 직원 감염관리
·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직원 교육

감염관리

메디통그룹웨어와 연동 가능



메디통 -그룹웨어시스템 주요기능

행정관리

소통

평가관리

업무요청시스템
· 업무 요청
· 업무 수신
· 업무 처리
· 진행 과정 확인 가능
· 수신 확인 기능

메신저
· 병원 전용 메신저
· 다중 채팅
· 파일 전송

모바일앱
· 모바일 전자결재
· 개인 PC가 많지 않은

병원 직원을 위해
모바일에서 쉽고
간편하게 휴가원 상신

· 교육 수강
· 설문 참여
· pc 주요 기능 지원

이메일
· 이직률 높은 병원을 위해
· 부서별 공용메일 설정
· 개인 메일 지급 가능

(병원에서 선택 가능)

의료기관인증평가
· 인증평가 중요 뉴스 수신
· 규정집 공유
· 전 직원 암기 사항 공지
· 위원회 자료 공유
· 환자안전사고 관리
· 익명 근접 오류 보고

의료정보MAMA
· 의료기관 평가인증 관련 자료

(법령, 규정, 지침, 감염, QI, RCA,
FMEA, 시설 기준 등 10,000여종)

· 협회, 학회 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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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
· 전 직원 인사서류 관리
· 근태 관리
· 연차 관리
· 직무기술서 관리
· 직무, 인사 평가

직원교육관리
· 법정교육
· 5대 필수 교육
· 이러닝 환급 교육
· 직원 교육이력 관리
· 보수교육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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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중 오픈

보안설정기능
· 보안 설정
· 문서 캡처 방지
· 동영상 촬영 방지
· 문서 다운로드 방지

(병원에서 선택 가능)

메디통그룹웨어는 병원의
EMR,QPIS,MIS,ERP,HIS와 연동을
통해병원이 더욱효율적으로
사용하실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메디통 – 주요 사업영역소개

환자안전,
감염관리시스템(QPIS)

의료기관평가인증
자동관리시스템(평가통) 병원전용 그룹웨어

의료기관평가인증
지원,유지

환자경험평가
의료서비스만족도조사 병원교육

중소병원을 위한
환자안전, 감염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기획 구축 개발

• 환자안전사고보고 시스템
• 환자안전 지표관리 시스템
• QI 활동-지표관리 시스템
• CP 등록-관리 시스템
• 감염 지표관리 시스템
• 감염관리실 운영 관리

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A-Z까지의
필수 항목들과 관리 항목들을
시스템으로 관리 공유 유지 기능

• 인증평가 부서별 역할
• 규정집 관리 기능
• 위원회 활동 기능
• QI, 감염 관리 기능
• 직원 교육관리 기능
• 인증 중요 암기사항 관리 기능

병원만을 위한 그룹웨어로 병원의
요청이나 아이디어에 따라 업그레이드
되는 병원 최적화 그룹웨어

• 전자결재 , 이메일
• 업무요청 시스템, 커뮤니티
• 인사관리, 근태관리, 연차관리
• 직원 교육관리
• 메신저, 모바일앱

시
스
템

개
발

컨
설
팅

부
문

의료기관 평가 인증 진행을 위한
전담 간호사 지원 및 행정 지원

• 관련 법령 검토
• 의무 기록 검토
• 규정집 제정 지원
• QI, 감염관리 지원
• 연간 계획서 수립 지원
• 위원회 활동 지원

심평원의 환자 경험 평가 조사에 대한
대응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

• 우리 병원 환자 경험 평가 실시
• 결과 분석
• 문제점 분석
• 향후 발전 계획 수립

병원 교육 연간 플랜 수립 강의 진행

• 법정교육 (개인 정보 보호 교육,성희롱
예방교육, 퇴직연금 교육)

• 필수 교육 (심폐소생술, 환자안전과
질 향상 교육, 감염관리 교육, 
환자의 권리와 의무 교육 * 특성화 교육

• CS 교육
• 중간관리자 교육
• 산업안전보건 교육
** e-Learning (※고용보험 환급 가능)

모바일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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