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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명 ㈜ 뷰노 ( VUNO Inc.)

설 립 2014년 12월 10일

대 표 김현준 대표집행임원 / CEO

사업분야 의료용 AI 기반 진단 및 예측 소프트웨어 개발

주요제품 의료 AI 솔루션 VUNO Med® Series (의료기기)

임직원수 116 명

1-1. 기업개요

주요 인증및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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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직 소개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인공지능 R&D 팀으로 다년간 연구개발에 전념한 3인의 창업자에 의해 2014년 공동 설립된 뷰노는

현재 의료인공지능제품 관련자체 연구·개발·인허가·사업화역량을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

• 전) 삼성종합기술원 전문연구원

• 포항공대 컴퓨터공학 학/박사

• 제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PACST) 위원

•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

이 예 하
이사회의장

김 현 준
대표집행임원/CEO

• 전) 삼성종합기술원 전문연구원

• 포항공대 산업공학 학/박사

• SK텔레콤 매니저

•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이사

• 대한의학영상정보학회 이사

정 규 환
집행임원/CTO

VUNO 창업자

이사회

대표집행임원

기업부설연구소

사업화본부

의학실

국내영업실

경영기획본부

법무실

영상R&D본부

생체신호R&D본부

음성사업본부

IT본부

인사총무실

• 전) 삼성종합기술원 전문연구원

• 인하대 컴퓨터공학 학/박사(수료)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기
과학기술,디지털헬스 특위

• 식약처 AI 의료기기 인허가
가이드라인 위원

• 디지털헬스케어협회 이사
• 지능정보산업협회 이사
• 벤처기업협회 이사

VUNO 조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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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신SW상품대상” VUNO Med-Chest X-Ray 수상

IEEE “ISBI 2020” 노인성황방변성/당뇨망막병증판독챌린지1위

1-3. 연혁

2015 - 2016 2017 - 2018 2019 -

R&D 인프라조성
제품개발본격화

& 인허가기반마련
제품인허가확대
& 영업채널구축

글로벌기업으로도약

자체딥러닝엔진
VUNO Net 개발

인공지능의료기기인허가가이드라인발간
(당사위원참여)

17.11

18.06

18.12 VUNO Med-Trivu몽골국가표준채택

의료인공지능음성인식소프트웨어
VUNO Med-Deep ASR 상용화

18.05 국내최초인공지능의료기기
VUNO Med-BoneAge 식약처허가

19.06

19.08

19.12

20.04

VUNO Med-DeepBrain  식약처인허가

VUNO Med-Fundus AI 식약처3등급허가

VUNO Med-Lung CT 일본판매허가

VUNO Med-Chest X-Ray 식약처허가

VUNO Med-Lung CT AI 식약처허가

글로벌브레인
“beGlobalStartup Battle” 3위

15.06

15.08

15.06

15.12 ImageNet “ILSVRC 2015” 
CLS 분야5위

IDC “DX Award 2018” 한국수상기업18.01

AWS “AI Startup Challenge 2018” 1위18.04

IEEE “ISBI 2018”당뇨망막병증진단SW 1위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Intelligent 
-Product Award” 지능형제품대상

특허청“2018 ICT 특허경영대상” 은상

MICCAI 세계녹내장영상분석대회2위

18.08

18.09

Kaggle “RSNA Pneumonia Detection 
Challenge 2018” Top 23위 (상위1.5%)

18.11

19.11 Kaggle “RSNA ICH Challenge 2019”
Top 16위 (상위1.1%)

과기부“2019 대한민국 ICT 대상”
지능정보부문장관상

복지부“보건의료기술진흥유공자포상” 장관상

VUNO Med-Lung CT AI 식약처허가

20.04

19.12

기업부설연구소설립

GOAL

VUNO’s Key Milestones

Award

Achievement

• 미국 FDA 인허가진행

& 후속파이프라인국내외인허가진행

• 조기검진및예후예측및치료결정보조

등 전체임상분야포괄하는

인공지능솔루션개발및상용화

• 해외진출위한파트너링확대

20.06 식약처인허가완료된VUNO Med 솔루션5가지유럽CE lla Class 인증획득

18.06

2014.12

VUNO Med-Fundus AI 국내1호혁신의료기기지정20.07

5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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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숫자로보는 뷰노

뷰노는 창사 이래 6년간 기술·인원·제품·허가등 전 방위적인면에서지속적인성장을달성하고 있으며,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바탕으로국내외시장 집중공략해,  높은사업적성과를단기 달성 할 것으로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1st

국내 1호 AI 의료기기

뷰노메드본에이지™

국내허가취득

11+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및

CE 인증완료

다수 뷰노메드 솔루션에 대한

식약처 허가와 FDA 승인 및

PMDA/CE 인증 완료 예정

10+

의료인공지능솔루션

개발및상용화성공

45+

세계적으로저명한

의료인공지능학술지

논문발간및학회발표

50+

AI 원천기술, 진단보조, 질환예측등

국내외특허등록

100+

의료인공지능

R&D 및상용화에특화된

전문인력구성

50%
+

전체인원중절반이상

R&D 인력으로구성

55+

다양한국내외의료기관과

R&D파트너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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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eries A

30억원

2018

Series B

67억원

2014

2억원
Seed Round

2018

Strategic

Investment

50억원

2020

Pre-IPO투∙융자

90억원

1-5.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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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료전분야데이터종합분석

2-2. AI 원천 기술 보유 (VUNO Net)

2-3. 기술적 역량 대내외 입증

2-4. AI 의료기기 표준화 선도

2. 차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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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료전분야 데이터종합분석

의료영상

병리영상

생체신호

음성인식

의료기관의 환자 진단/치료 과정에서 생성되는 의료 데이터의 종류는 광범위 하기 때문에

일부 Modality 영역만 집중할 경우, 전문적 견해 제시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뷰노는다양한 Modality에 대한 분석경험 및 기술을자산화해모든 종류데이터 종합분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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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노는 자체 딥러닝 엔진 뷰노넷을 개발,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에 활용되는 공통적 모듈을 다량 구축했습니다.

뷰노넷은 학습 및 추론소요 시간을최소화하는 한편, 경량 모델로하드웨어내장(Embed)이가능해최단기제품화의핵심 기반이 됩니다.

2-2. AI 원천기술보유 (VUNO Net)

의료데이터의 전처리 및 학습/제품화에 최적화된 자체 개발 Deep Learning 

Framework, VUNO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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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내외입증된 기술적역량

뷰노는 뷰노넷을 기반으로 인공지능및 의료분야에서전 세계적인권위를 보유한

주요 국제대회에서우승하거나, 상위권성적을 지속적으로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

2nd Annual Digital Transformation 

Award (1 of 6 Korean Companies) 

2018

HKCU (Hong Kong)

Southeast Univ. (China)

Nankai Univ. (China)

B.I.T. 

(China)

1st

2nd

3rd

4th

5th

2015

1st

2nd

3rd

4th

5th

1st place in the East Asia's largest 

AI start-up competition

2018

AWS and Intel Sponsored AI 

Startup Challenge 1st place

2018

2018

Ping An (China)

iFLYTEK (China)

Univ. Oklahoma (USA)

Samsung(Korea)

1st

2nd

3rd

4th

5th

ISBI

2019

APAC CIO Outlook TOP 10 Cognitive 

Technology Solution Provider

Zasti_AI

ForbiddenFruit

WWW

airamatrix

1st

2nd

3rd

4th

5th

2020IS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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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AI 의료기기표준화선도

• AI 의료기기 허가 가이드라인 수립 위원

• AI 의료기기 임상 평가 가이드라인 수립 위원

• AI 의료기기의 클라우드 사업 유권해석

•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위원

• 4차위 디지털헬스케어 특별위원

• VUNO Med® - BoneAge™

• VUNO Med® - DeepBrain™

• VUNO Med® - Fundus AI™

• 상용화 제품 전체 유럽 CE 인증 획득(5가지)

• 일본 시장 판매 허가 획득

• 아시아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AHWP) 참여

1. 국내 AI 의료기기표준화선도
2. 영상·비영상·생체신호등
다양한의료 분야 표준화선도

3. 해외 AI 의료기기표준화선도

[ 뷰노에서 발의하고 참여한
2편의 AI 가이드라인 ]

[ AHWP 참가 – MFDS 직원들과 기업 대표로 참여 ][ ITU 국제 AI 표준 학회 참여 ][ 1호 허가 후 문재인 대통령, 식약처장의 격려 ]

• VUNO Med® - Lung CT AI™

• VUNO Med® - DeepCARS™

국내 최초인공지능의료기기허가 획득 이후, 뷰노는 국내최다 제품 개발과임상시험을진행하고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뷰노의제품이곧 표준 제품이며, 다양한 해외 활동으로 인공지능의료기기의표준을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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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파이프라인

3-1. 제품 현황

3-2.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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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품현황

뷰노는 다양한 의료분야에서의료진의사결정을효율적으로돕는의료인공지능솔루션을상용화했고,

이중 다수는 국내 주요 대형병원에서 시행된 임상시험을성공적으로완료해높은 임상적유효성을입증했습니다.

골연령 판독 보조

• 국내 1호 AI 의료기기

• 2018.05 식약처 허가

• 2020.06 CE 인증 획득

뇌 MRI 스크리닝

• AI 기반 뇌 정량화 의료기기

• 2019.06 식약처 허가

• 2020.06 CE 인증 획득

흉부 X-ray 판독 보조

• AI 기반 범용 흉부 스크리닝 의료기기

• 2019.07 식약처 허가

• 2020.06 CE 인증 획득

흉부 CT 영상 판독 보조

• AI 기반 폐결절 검출 보조 의료기기

• 2020.04 식약처 허가

• 2020.06 CE 인증 획득

의료 문서 작성

• AI 기반 의료 음성인식 솔루션

• 非 의료기기로 판매 중

안저 진단 보조

• AI 기반 안저 영상 진단 보조 의료기기

• 2020.04 식약처 허가

• 2020.06 CE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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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품소개 | VUNO Med® -BoneAge™

국내 1호 AI 의료기기

성조숙증, 저신장증등 성장 질환검사를 위해촬영된 수골(손뼈) 

X-ray 영상 입력시 골연령을자동 분석해의료진판독 업무 보조

뷰노메드 본에이지™가 소개된 <연합뉴스TV 스페셜> 방송 (Link) 

제품 스크린샷

• 가장 유사한 Top3 영상 제공

• 중요 부위 Activation map 제공

• 예측 성장키 그래프 제공 (환자에게별도 리포트 제공)

• GP 방식*의 골연령 모델을 기반으로 소아의 골연령 판단을 지원함

*GP 방식(Greulich-Pyle): 남자 총 31 개, 여자 총 27 개의 표준 손 X-ray 영상으로 구성된
도감(atlas)과 환자의 영상을 대조하여 가장 근접한 도감의 연령으로 골연령을 판단하는 방법

https://youtu.be/qkraFFszyzE?t=398
https://youtu.be/qkraFFszyzE?t=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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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품소개 | VUNO Med® -Chest X-ray™

범용 흉부 스크리닝 AI 의료기기

흉부 X-ray 영상에서주로관찰되는
주요 비정상소견을학습해 흉부 X-ray 영상 판독보조

• 흉부 X-ray 판독 보조 모델

• 주요 소견 및 질환 5가지* 판독 (결절, 경화, 기흉, 삼출, 간질성 음영)

• 비정상으로 보이는 부분을 시각화 > 비정상 소견 위치정보 제공

제품 스크린샷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가 소개된 SBS 드라마 <낭만닥터김사부2> 방송 (Link)

https://youtu.be/LcRs-NJ0phg
https://tv.naver.com/v/125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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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품소개 | VUNO Med® -Lung CT AI™

제품 스크린샷

흉부 CT 스크리닝 AI 의료기기

흉부 CT 영상에서폐결절을탐지해위치 및 부피 등 정량정보제공

• 폐결절 검출 보조 모델

• Lung-RADS 제공

• 폐결절 탐지 및 위치 제시

• 폐결절 정량화 정보 제공

폐결절은 폐 내부의 지름 3cm 이하 둥근 폐음영으로, 

폐암 초기 단계일 수 있어 조기 발견 강조됨

• 국내에서 유일하게 주요 대형병원 3곳에서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우수한 임상적 유용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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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품소개 | VUNO Med® -DeepBrain™

뷰노메드 딥브레인™이 소개된 <연합뉴스TV 스페셜> 방송 (Link) 

제품 스크린샷

뇌 정량화 AI 의료기기

뇌 MRI에서뇌 영역을분할하고위축정도를정량화한
분석 정보를제공해다양한 퇴행성뇌질환진단 보조

• 영역별 정량적 뇌 부피 제공

• 뇌를 132개영역으로 분할

• 치매 등 주요 퇴행성 뇌질환과 관련있는 주요 뇌 영역에 대한 정량적

측정값을 정상인 집단과 비교해 분석한 리포트 형태로 제공

• 빈번하게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를 진단하는데 주요한

백질 고강도 신호(WMH)에 대한 분석 기능 추가 제공

http://www.youtube.com/watch?v=qkraFFszyzE&feature=youtu.be&t=129
https://www.youtube.com/watch?v=qkraFFszyzE&feature=youtu.be&t=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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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품소개 | VUNO Med® -Fundus AI™

AI 기반 안저 판독 의료기기

안저 영상을기반으로망막 질환진단에필수적인
주요 소견을제시해안과 진단보조

• 안저 주요 소견 12종* 탐지

* 출혈, 면화반, 맥락망막위축, 드루젠, 경성삼출물, 황반원공, 유수신경섬유, 

망막전막, 망막신경섬유층결손, 녹내장성 시신경유두 이상, 혈관이상, 비녹내장성 시신경유두

• 소견이 관찰되는 위치 제공

• 10만장 이상의 망막안저사진을 안과 전문의가 판독한

대규모 학습데이터 기반으로 개발

정세균 국무총리의 뷰노메드 펀더스 AI™ 체험 영상(Link)

제품 스크린샷

http://www.youtube.com/watch?v=VvJBD9xy6KU&feature=youtu.be&t=21
https://www.youtube.com/watch?v=VvJBD9xy6KU&feature=youtu.be&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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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품소개 | VUNO Med® -DeepASR™

의료용 AI 음성인식 솔루션

의료진음성을 실시간으로문서화 의료진녹음
전사자의기록(Medical Writer)       의료진 검증의기존의료
문서 작성과정의 소요시간을단축하고오류 발생 가능성최소화

• AI 음성인식으로 자동 실시간 판독문 생성

• 규격화 개인 맞춤 기능 제공

• 영상의학과/핵의학과 의학용어 지원

• 98%이상의 높은 정확도&기존 대비 1.5배 빠른 업무처리 속도

뷰노메드 딥ASR™이 소개된 SBS<일요특선다큐> 방송 (Link)

https://drive.google.com/file/d/12CBSNqZve39Oa76mgIPW8mGIxkN3CTdr/view
https://drive.google.com/file/d/12CBSNqZve39Oa76mgIPW8mGIxkN3CTdr/view


The contents of these docum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ll written material, images, and photos are copyright of VUNO, Inc. Unauthorized copying,
reproduction, modification, republishing, transmission or distribution of any material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tent of VUNO, Inc.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may result in a criminal or civil ac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98 of Copyright Act. Copyright (C) VUNO Inc. All rights reserved.Registered in R.O.K. &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Copyright Notice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