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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보 관리 플랫폼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간, 의료기관과 개인간

진료 및 건강 정보의 손쉽고 안전한 공유를 통해 미래형 헬스케어 환경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의사와환자를이어주는
헬스케어 O2O 플랫폼기업

• 법인명

• 대표이사

• 설립

• 주소

• 주요사업

㈜미라벨소프트

박기호

2019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222, 영진빌딩 4층(양재동)

의료 IT 솔루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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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사업부 hDACS 플랫폼 사업부

건강검진SWhDACS/ MD PADPHR 앱 전자처방전

경영기획팀 / 기술연구소

의료정보 사업부

고객만족팀의료정보 사업

각 사업부를 중심으로 의료 IT에 특화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IT 신기술 역량을 축적하여, 기술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중심의조직구성

Organization



2019 2021
10월 병의원 경영지원 기업인 ㈜엠디파크에서 분사하여

의료IT 전문기업으로 설립

11월 전자처방전 시스템 및 APP 개발

12월 새로운 개념의 의료정보 공유시스템인 hDACS 개발

01월 hDACS와 연동 가능한 MD PAD 개발

03월 마약류 신고 시스템 개발

05월 백신 냉장고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hDACS 연동

07월 삼성의료원 내시경 관리시스템 사업 수주

PHR 앱 ‘케어포미’ 개발

08월 춘천 한림대 성심병원 ‘Angio PACS’ 수주

3

01월 건강검진SW ‘MD 검진’ 개발

02월 요양시설 진료시스템 ‘MD 실버’ 개발

11월 시흥시 호흡기전담 클리닉 비대면 진료/예약 시스템 구축

12월 SBA (서울산업진흥원) 과제 선정

2020

변화를만들어가는
미라벨소프트의여정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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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발명의명칭 등록/출원번호 등록일 국명 출원인 기관명

1
특허

(등록)

홈페이지와 문서 전달용 엠프린터를 이용한

전자처방전 전달 방법 및 그 시스템
10-1148678 2012.05.14 대한민국 은상용

개인

(전용실시권)

2
특허

(출원)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전자처방전 서비스 시스템
10-2019-0035473 2019.03.28 대한민국 박기호 외 1인

미라벨소프트

(이전)

3
특허

(출원)

약 처방전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10-2019-0117739 2019.09.24 대한민국 박기호 외 2인

미라벨소프트

(이전)

4
특허

(출원)
인공지능 기반 질환 관리 및 진단 보조 시스템 10-2020-0090234 2020.07.21 대한민국 박기호 외 3인 미라벨소프트

5
특허

(출원)

딥러닝을 이용한 FHIR 의료 정보 표준 매핑 및

이를 통한 의료정보 통합 서비스 제공 방법
10-2020-0169388 2020.12.07 대한민국 박기호 외 4인 미라벨소프트

6
특허

(출원)
내시경 검사 장치의 관리 방법 10-2021-0049063 2021.04.15 대한민국 박기호 외 4인 미라벨소프트

7
특허

(출원)
환자 맞춤형 처방 및 이상반응 관리 서비스 10-2021-0051752 2021.04.21 대한민국 박기호 외 4인 미라벨소프트

Intellectual Property

꾸준한연구와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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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회, 관계사, 
의료인 네트워크 등을 통한 마케팅

네트워크를통한
마케팅

17년차 현직 내과 개원의 CEO, 
다양한 진료과목의 의사 주주
50여 명이 제품개발에 참여

의료도메인지식
(Domain Knowledge)

CEO 및 의사 주주 의료기관에서
개발된 제품 및 서비스 테스트

테스트베드
(Test Bed)

PACS/내시경 업계 출신의 검증된 영업인력,
의약품 유통 관계사를 통한 영업

기확보한영업조직

PACS, PHR 앱, 정보보호
전문인력

의료IT 전문인력

Competitive edge

헬스케어를위해무엇을, 어떻게만들어야하는지
가장잘알고있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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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료소모품

유통

온라인
유통 사이트

운영

자회사

경영지원사업

교육사업

투자

Partner

병의원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주회사 ‘엠디파크’와 의약품 유통 전문 ‘엠디파머‘와 협력합니다. 

파트너 사의 경험과 미라벨소프트의 기술력이 더해져 누구보다 의료 환경을 잘 이해하는 차별화된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의료분야의다양한경험을가진파트너사와협력

hDACS 전자처방전 PHR앱 건강검진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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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BUSINESS

FUTURE BUSINESS

헬스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비대면 진료, 만성질환 관리

hDACS MD PAD 건강검진SW 전자처방전 PHR 앱

환자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의료 빅데이터 / AI 건강/식단관리 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의료정보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의료 빅데이터와 AI, 건강관리/식단관리 콘텐츠 등을 활용한

환자 맞춤형 통합 헬스케어 기업을 목표로 합니다.

환자맞춤형통합헬스케어기업으로도약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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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PAD

병원에 최적화된
신개념 진료 패드

전자처방전의연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처방전 시스템

MD DICOM Gateway

Full HD 고해상도 영상 출력이
가능한 게이트웨이

hDACS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의료 정보 관리 프로그램

MD검진

모든 검진 결과의
자동 연동이 가능한
국내 유일 건강검진 솔루션

케어포미 App

환자와 의사가 함께하는
통합 건강관리 PHR 모바일 앱

hDACS의료기관의 업무와 진료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미라벨소프트 제품 라인업입니다.

Products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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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ACS

병원과 환자가 생성한 다양한 종류의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교류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새로운 의료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입니다.

헬스데이터커뮤니케이션플랫폼

분산된 데이터와 문서를 한곳에서.
병원데이터 통합관리

• 환자의 진료정보 통합 관리

• 문서 통합 관리

1차의료기관에 최적화된
PACS 시스템

• PACS 뷰어

• PACS

※서버 없이 PC에서도 사용가능

편리한 환자관리
추적검사 자동관리

• 추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검사 스케쥴 자동 관리

• 환자에게 검사 스케쥴 알림 기능

효율적인
의료데이터 전달체계

• 타 의료기관, 관련기관, 환자와 데이터 교류

• 원격판독 의뢰 기능

• 환자 혈압/혈당 저장 및 조회

• 환자 자가건강관리 정보 공유

데이터 연동으로 업무효율화
스마트 전자장부

• 백신 냉장고 온도 모니터링

• 프로포폴 관리 및 신고

• 건강검진 프로그램 결과 연동

펜차트 기능이 있는진료패드
MD PAD 연동

• hDACS로 쉽게 저장하고 전송

• 병원 맞춤형 진료패드

• 촬영 및 문서 작성

• 각종 동의서 및 문진표 작성

• 환자 PHR앱으로 전송 기능

*hDACS(health Data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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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PAD
병변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변화를 한눈에파악

• 병변을 촬영하고 진료 기록과 함께 저장하여

치료의 개선 정도를 빠르게 파악 가능

환자의 병변을
미리촬영하여 예진할 수있도록

• 보여주기 민망한 부위의 병변을 간호사가

미리 촬영해두어 진료 준비 시간 단축

간편해지는 동의서 작성과 보관

• 문서 서식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각종 종이 양식을 PAD에서 자유롭게 작성 가능

• MD PAD에서 기록한 문서들은 모두 hDACS의 환자 별로 분류 · 저장되어 쉽게 조회

촬영한 문서를
간편하게 PC에서조회

• 기존에 종이로 보관했던 동의서 및 문진표,  

의무기록 사본 등 각종 문서들을 촬영하여

전송하면, 나의 PC에서 바로 조회 가능

환자에게 교육자료도
쉽고빠르게 공유

• PAD에 기록한 내용 및 교육 자료를 환자의

모바일 앱 ‘케어포미’로 간편하게 전송하세요.

쌓여있는 각종 수기기록 대신

가볍게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병원에 최적화된 진료 패드.

PAD로 입력하고 hDACS에서 바로 조회·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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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포미 의사에게 자가건강관리
데이터 공유

• 혈압, 혈당 및 라이프 로그데이터를

원하는 병원의 hDACS로 공유

• 의료진의 맞춤형 피드백 가능

개인진료 기록을
한곳에모아서 관리

• 병원의 hDACS에 저장된 영상자료, 

검사결과 등을 전송 받아 저장 가능

장기적인 의료진 케어
추적검사 스케쥴 관리

• 건강검진 시 이상이 발견될 경우, 추적검사 필요

• 의료기관의 hDACS에서 다음 검사 예정일을 설

정하면 케어포미 앱에서 예정일을 조회

비대면 전화진료상담 및
실시간 병원예약

• 내 근처 병원 예약 기능 제공

• 비대면 전화 진료 예약 지원

병원에 방문할 필요없이
제증명서류 발급과 보험청구

• 원하는 병원에 서류 발급 요청 후

앱에서 서류 수신

모바일로 간편하게 접수하고 관리하는
전자처방전

• 약국에 전자처방전 접수 후 방문하여 약 수령

• 종이 및 전자처방전 저장 기능을 통해

복용 약물 관리 가능

나의 건강 기록과 진료 기록을 모아서 관리하고, 

의료진에게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헬스케어 앱

의사와나의케미가궁금하다면, 케어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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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처방전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대면 원스톱 전자처방전 시스템

모든 EMR에연동되는 전자처방전

• EMR 종류와 상관없이 ‘M-printer’를 설치하면

전자처방전 발행 가능

앱이없는환자도 전자처방전 조제가능

• 환자가 케어포미 앱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처방확인증을

출력하여 조제 가능

알레르기 성분모니터링 및알림기능

•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약물을 환자가 케어포미

앱에 등록 시 약 처방 시 성분 모니터링을 통해

알레르기약 유무를 체크

국내최초요양원 계약의사(촉탁의)
처방시스템지원

• 촉탁의가 의연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면

요양원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의연에서

전자처방전을 조회하고 바로 약국에 조제접수 가능

• 전자처방전을 환자 본인에게 전달하므로

병의원 내에 위임장을 보관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 보호및시스템 보관관련
법적요건충족

• 개인정보보호 암호화 및 공인전자서명으로

위변조를 차단

• 의무기록 클라우드 보관 규정 충족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일한 전자처방전 시스템

• 모든 약국에서 바코드리더기 등의 추가적인

장비 없이 전자처방전 조제 가능

• 전국 130여 곳의 약국에서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전자처방전 시스템2016년 의연 전자처방전 사용 의원에 대한
약국 담합 행위 고발이 있었으나,  무혐의로결론이 났으며, 
현재 전자처방전 사용 병의원에서 약국 담합 이슈는 없음.

약국 담합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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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검진

모든자료가 연동되는
공단검진청구프로그램

• MD PACS와 연동되어 임상병리 검사 결과 뿐

만 아니라 영상 판독, 초음파 결과, 내시경 결과, 

병리조직검사 결과까지 모든 검진 결과가 자동

입력

검진결과입력스트레스가 사라지는
자동판정기능

• 입력 데이터에 따라 자동으로 판정함으로써

입력 오류 최소화

전자서명기능으로 빠르고 편해지는
검진업무

• 한 장씩 서명할 필요 없이 일괄 전자서명 가능

• 종이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 처리 가능

가볍게 시작할 수있는
클라우드 환경

• 병원 내에 별도의 서버 구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유지 비용을 최소화

모든 검진 결과의 자동 연동이 가능한

국내 유일 건강검진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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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DICOM 
GATEWAY
Full HD 고해상도 영상 출력이 가능한 게이트웨이 상호호환성향상

• DICOM을 지원하지 않는 장비(내시경 등)의

비디오시그널을 캡쳐하여 DICOM으로 변환

및 전송

국제표준 DICOM 3.0 준수

• 국제 의료 영상 표준 규격인 DICOM 3.0 준수

• 어떠한 PACS와도 연동이 가능한 호환성 제공

• DICOM Modality Worklist SCU 지원

Full HD 60FPS

• Full HD 60 frame 급 영상을 지원

• SDI BNC, HDMI 지원

녹화및편집기능

• 동영상을 지원하는 의료장비의 경우

동영상 녹화 및 편집 기능제공



Contact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222(양재동 84-4), 영진빌딩 4층

T. 1877-4872     F. 031-499-4856

E. mirabellsoft@mdpark.co.kr

www.mirabell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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