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nd Essence
브랜드 역할

Reliable
Value
브랜드 속성

믿을 수 있는 가치

브랜드 가치

Foremost
Hub

최적화된 파트너쉽과
솔루션을 제시하며,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브랜드

Coexisting
Mechanism

선구적인 허브 플랫폼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의료기기개발을
이끌어가는 브랜드

상생 매카니즘
브랜드의 철학과 비전이
‘상생’에서 시작하여
‘상생’으로 나아가는
인본주의적인 따뜻한 플랫폼

국내에 없는 독보적인 허브 플랫폼,
믿을 수 있는 전문성과 체계로 병원과 기업 간의

최적의 조화와 최상의 시너지를 제시하는
고려대학교병원 의료기기상생사업단

서울시 성북구 인촌로 73
(안암동 5가, 고려대병원 의과대학본관, 660호)
T.
E.

02 - 2286 - 1053
process@kumedic.or.kr
W. medic.kumc.or.kr

실비수준 (비)임상시험 프로세스

아이디어 상호 보호
① 상생 배분 가이드라인 구축
• 기업 - 병원 공동연구 지적재산권 관리 프로세스 운영
• 사업화 / 창업 지원 프로세스 구축
기업

자금

• 기업

아이디어

인프라

실사용자 (의료진, 간호부) 사용자 평가 진행

의료진의 개량 아이디어 기술이전 협약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갖춘 국산 의료기기 테스트 배드를 통한
신속한 Feedback

개발자
병원

병원

국산 의료기기 대형 테스트 배드 구축

• (비)임상시험 가격표준화
• 의료진 기업을 위한 SCI급 논문 게재

인력

의료진

기업

시장진출 위한 다기관 임상연구 프로세스
• 고려대학교의료원 3개 병원 임상 연구지원

유통

Feedback

가격표준화

• 타대학 병원과의 다기관 임상 연구지원
병원 - 기업 간 지분율 산정

투입요소 가치 선정

다기관 임상

소통의 문제 해결

SCI 논문

프로세스

② NDA(비밀유지협약) 체결을 통한 제안된 아이디어 보호

아이디어 제안서 전담
M.D / Ph.D 배정

(비)임상시험

비임상

시제품

공학 · 디자인
정밀가공 ·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 전문가 초빙

아이디어 실현 및
기술의 완성도 제고

· 현장평가
· 결과 보고서 작성

임상

마케팅/사업화

병원 - 기업 공동 연구투자 협의체 구축
KUTS(Korea University Total Solution) 결성

UX · UI
사용자평가 확대

• 의료기기 분야 상생

Living lab

• 구성 : 기획, 펀딩, 재무, 법무, 퍼블리싱, 판매, 경영 전문기관 및 개인

아이디어 제안자
Smart Office 기업협력공간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획득

테스트 배드

테스트 배드

오픈 플랫폼 기업제공인프라

시제품 제작 위원회 설립

PLATFORM

제품 테스트 요구

해외마케팅

아이디어

국산 의료기기

MD / Ph.D

TEST BED

아이디어 실현

COMPANY

의료진과 함께 의료현장에 대한 시제품테스트

익명화된 의료영상

• 정규화된 문서 절차로 인한 신뢰도 향상
• 병원 - 기업 협력 프로세스 SOP 마련

국산 의료기기 장비와 외국장비
실시간 현장 비교 테스트 비교 Data제공

환자 정보 익명화 기술탑재된 PACS서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