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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데이터 플랫폼 기업 '제이앤피메디',
OOOOOO 등으로부터 첫 투자 유치
신한금융그룹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혁신성장 플랫폼 '신한 스퀘어브릿지(S2 Bridge) 인천'
의 멤버사인 제이앤피메디(대표 정권호)가 OOOOOO 의 투자유치 확약을 포함, OO OO 투
자, OOOOOOO 및 신한스퀘어브릿지 인천의 전용펀드 운용사 OOOOOOO 등으로부터 시
드 투자를 유치했다.
2020 년 7 월 설립한 제이앤피메디는 의료 데이터 플랫폼 ‘메이븐 클리니컬 클라우드
(Maven Clinical Cloud, 이하 메이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 기반 하에 의료 데이터에 대한 수집, 모니터링 및 분석을 수행하고, 관리 프
로세스 전반의 운영 탁월성(Operational Excellence) 확보를 위해 산업 내 다양한 관계자
들과 활발한 협업 중이다.
동사의 주력 서비스인 '메이븐'은 올해 2 월 출시 후 20 여개 고객사를 확보 중이며, 1~3
상, PMS(시판후 조사), 관찰연구 등 제약 관련 임상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디지털치료기기(DTx)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임상시험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번 투자자들은 제이앤피메디가 속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코로나 19 를 통해 수요가
증가하여 가파른 성장세에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비대면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분산형 임상시험(DCT, Decentralized Clinical Trials)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등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역량을 갖춘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정권호 제이앤피메디 대표는 "우리는 의료 데이터 영역의 기업들과 함께 기존 업무방식
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할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
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AI 영상인식, 센트럴랩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긴밀히 협업
중이며, 과거에 없던 새로운 니즈를 발굴해 시장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OOO OO OO 투자 액셀러레이터 사업단 OOO 은 "가능성 있는 기업의 성장을 초기부터
함께하고 육성하는 것은 큰 보람”이라며, “의료 데이터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부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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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이앤피메디가 글로벌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문의

기업명 | 주소 | 홈페이지
담당자 | 이메일 | 연락처

[참고] 제이앤피메디 소개:
2020 년 7 월 설립된 제이앤피메디는 COVID-19 국면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의료 인프라를 메디컬 데이터 플랫폼 차원에서 한층 고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업이다. 2021 년 2 월, 임상 데이터 관리 솔루션인 Maven Clinical Cloud 를
출시하였으며,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 기반 하에 의료 데이터에 대한 수집,
모니터링 및 분석을 수행하고, 관리 프로세스 전반의 운영 탁월성(Operational Excellence)
확보를 위해 산업내 다양한 관계자들과 활발한 협업 중에 있다. 임상시험에서 대상자 및
임상시험모니터요원(CRA)의 물리적 방문을 최소화하는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요구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임상시험에 적용되는
솔루션인 Maven eCOA(Clinical Outcome Assessment)를 출시하고 비대면 임상시험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영역으로 불리우는 디지털치료제의
임상에도 적용되는 등 최신 제약산업 동향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이앤피메디는 Global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분야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메디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의 플랫폼
역할을 선제적으로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미지 1] 이미지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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