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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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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품목
홈페이지
자본금

지에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 GS Technology Co., Ltd.
김종수
2000년 5월 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711, 4층(염창동)
211-86-97564
야베스 전자청진기 및 원격청진기, 청진호흡기인공지능
www.gs-tec.co.kr
10 억원

기업이념
初志一貫
 신념과 근본이 있는 정직한 사람,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 만이 초지일관 할
수 있습니다.

대표 약력
지에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김 종수
1982 경기고 졸업
1990 인하대학교 이학계열 해양물리학 전공
1993 엘지정보통신 통신제어사업부 근무
1997 양재시스템(시스폴) 자동화사업부 근무
1998 지에스테크 창업
1998 미국 PDI (Peripheral Dynamic Inc.) Completion Technician Course
1999 한국마사회 마권발매기 (토탈라이제이터) 블랜더 장치 개발 : 국내최초

2000 지에스테크놀로지㈜ 창업
2003 야베스 전자청진기 및 심폐음 분석용 아날라이저 고안 및 개발 : 국내최초
2018 가천대길병원과 청진음 인공지능 협동연구
2020 서울대학병원과 청진음 호흡기 인공지능 협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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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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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05

지에스테크놀로지㈜ 설립 / 자본금 5천만원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3-8번지 경림빌딩



2000. 08

원격진료용 전자청진기 및 S/W ver. 1.0 개발 시작



2000. 12

자본금 증자 / 1억원



2001. 06

본점이전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47-26 서울창업보육센터 B동 207호



2001. 11

자본금 증자 / 1억 5천만원



2002. 04

중기청 기술혁신개발 및 중기청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자로 선정



2002. 04

공장 등록



2002. 05

중소기업청 투자마트 개최시 VIP 방문 업체로 선정



2002. 06

식약청 의료기 제조업허가 (제1465호)



2002. 07

자본금 증자 / 2억원



2002. 12

기술보증기금 서울기술평가센터에 의한 신기술사업자 획득



2003. 02

유럽통합인증마크 CE 0120(Class 2), ISO13485, ISO9001 획득



2003. 04

중소기업진흥공단 BI 자금 수혜기업으로 선정



2003. 06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평가결과“성공”인정



2003. 08

의료용 전자청진기 JABES 및 JABES 아날라이저 양산 시작



2003. 10

미국 FDA 510K Class II No. K031446 승인



2004. 06

NASA 미 항공우주국의 연구 장비로 선정



2004. 06

본점이전 / 서울 강서구 등촌동 646-13



2004. 11

일본 JFDA 13BY6360 허가



2006. 07

본점이전 / 서울 강서구 등촌동 646-16번지 2층



2006. 12

한국디자인진흥원 주최 벤쳐디자인 선정에서 중소기업청장상(금상) 수상



2007. 06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장려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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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07

본점이전 /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12-7번지 1층



2008. 03

길병원에 심장수술 후 원격 PSTS(Post Surgery Telecare System)시스템 납품



2008. 04

본점이전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80-4번지 2층



2011. 03

러시아 항공우주국의 유인화성탐사 프로젝트 MARS-500, 원격청진기 납품



2012. 07

우크라이나 보건국 UkrCSM 등록 완료 및 수출



2013. 12

스마트폰 접속형 J4버전 야베스 디지털청진기 출시



2015. 04

본점이전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711. 4층



2015. 06

국방부, 미래부, 복지부, 법무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원격진료시스템 기본 청진기로 선정



2017. 05

세브란스병원에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콜렉션용 청진기 판매



2017. 10

연구재단 ICT 사업에 길병원 컨소시엄으로 청진 AI 개발자로 선정되어 연구



2019. 11

서울대학교병원 소아과 / 가정용 원격진료 J6버전 야베스 청진기로 연구임상 테스트 성공



2020. 07

중앙대학교병원 치의학과 수면마취중 호흡억제 감시장치 시험 및 호흡음 연구



2020. 10

자본금 10억원 증자



2020. 11

특정 주파수 공진을 이용하여 필요한 소리만 추출하는 기술을 연구 중



2021. 01

서울대학병원, 고려대학 컴퓨터공학 산학연 협동하여 청진인공지능 연구 중



2021. 04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수출바우처사업 선정

21년을 오직 전자청진 시스템 외길을 집중하여 나아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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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

JABES-Reg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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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BES-Handy

JABES-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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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BES-AI

3가지 주파수로 구분하여 진찰가능, 잡음이 없이 정밀한 청진이 가능함
1단계의 아나로그 청진기 소리 레벨에서, 10단계 30배 증폭까지 청진음이 명확함
전원 ; 일반 AAA배터리 2개를 사용하여 100시간 이상 사용함
절전기능 ; CPU 제어로 버튼 미 조작 시 3분 후 자동 꺼짐
원격진료 및 AI data collection용
55개의 샘플 이상 심음 및 폐음의 파형 데이터와 비교 등으로 환자에게 진단 상태를 시각적 전달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및 원격 진료가 가능함

전세계 30개국에 수출, 누적 2만대 판매

Certification

FDA 510K ClassII

상표등록증

J A B ES_ G S

CE 1023 ClassII-a

KGMP 적합인정서

ISO 13485

야베스아날라이저 프로그램 등록증

T e c hnol o g y

무선청진기를 포함하는
웨어러블 장치 특허

공장등록증명서

현장 사용 사진

인천공항 감염안전 진료부스 : 방호복 위로 헤드폰을 착용하고, 블루투스
로 환자의 호흡기 소리를 청취함

중앙대병원 수면마취 환자의 산소
포화도 경고음까지의 응답시간 연구
중랑구보건소 선별진료소, 호흡기검
진센터에서 야베스 청진기 사용 중

건강관리공단 일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야베스 청진기 사용 중

일반1차 진료 시 사용예

일반1차 진료 시 사용예

Testimonial (미국 사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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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야베스 청진기 소리의 우수성을 증명

J A B ES_ G S

T e c hnol o g y

2017년 유럽 포루투칼의 NanoSTIMA 프로젝트(원격진료와 관련 연구과제) 중, 전자청진기의 소리 성능을 연구하고 발표한 논문
: A Comparative Study of Electronic Stethoscopes for Cardiac Auscultation
: C. Pinto1, D. Pereira1, J. Ferreira-Coimbra2, J. Português3, V. Gama4, M. Coimbra1, Member, IEEE

6개 브랜드의 전자청진기를 사용하여, 60명의 병리학적으로 심장병을 지니고 있는 환자들의 소리를 듣거나, 녹음하였다.
(즉, 호흡소리를 제외한 심장소리만을 가지고 연구함)
테스트 그룹은 2그룹으로 나누며, 1그룹(심장의사 중심) 18명과 2그룹(Medical Student) 30명이 직접 소리를 듣거나,
녹음된 소리를 듣고 심장소리의 병리학적 판단을 근거로 한다.

여기서 야베스 청진기의 성능이 가장 좋다는 것에 69% 합의에 의해 1위로 랭크.

회사 활동 상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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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카자흐스탄 내과학회 세미나 교육 및 총판 계약

2019. 10. 22 UNOPS 사무처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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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활동 상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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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일본 교토과학교구 방문

2016 Global Biomedical 포럼참가
2017 러시아 Medstarakh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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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중국 베이징 의료기기 상담회 참가

2014년 세계 내과학회 참가

2011년 필리핀내과학회 참가

2012년 홍콩의료기 전시참가

2013년 대만의료기 전시회 참가

회사 활동 상황(5)

2005년 독일 MEDICA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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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미국 아틀란타 의료기 전시회 참가

2004년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전시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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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활동 상황(6)

2006년 벤쳐디자인 금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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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활동 상황(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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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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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4, 2009
The Unified Military Hospital of South Korea received the first Korean
traveler who was supposedly exposed to the newly found deadly virus of
H1N1, formerly known as ‘Swine Influenza’.
This traveler was found during the airport screening for incoming
passengers in April and was sent to the Unified Military Hospital which
was close to the airport.
Doctors and nurses at the hospital were extremely uncomfortable to
attend this patient on daily basis because nothing much was known
about the virus as well as the patient.
As a precautionary measure, healthcare professionals were required to wear protective gears, and this makes their job even more difficult. Especially, it is almost
impossible for them to hear patient body sounds, because conventional stethoscopes do not function adequately with protective gears and clothes.
Then the Hospital called G.S. Technology on May 13, 2009 and asked for help. As a body sound specialty company, GS Technology responded promptly and
created a custom Body Sound Monitoring System which will meet the needs of N1H1 virus patients and healthcare-givers.
With newly created custom body sound monitoring system using existing JABES Electronic Stethoscope®, doctors and nurses at the Unified Military Hospital was
able to hear patients vital body sounds such as lung and heart sounds clearly and safely. Not only that, doctors at the Unified Military Hospital could share what
they heard with the doctors at other hospitals and research institutes in real time for consultation, teaching and research.
There has been several global virus epidemics such as AI, SARS and N1H1 in recent years. The most heartbreaking story during the difficult times of these
epidemics is unnecessary loss of people which is caused by lack of proper equipment. GS Technology is very proud to be a part of brave act of preventing any
unnecessary loss of valuable human lives, whether they are patients or healthcare-givers. This story tells one more time that how JABES Electronic Stethoscope and
GS Technology’s commitment for service can be used for saving lives.
JABES Stethoscope can efficiently auscultate over protective cloth because of it’s high level of amp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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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BES Electronic Stethoscope for Telemedicine Project
”U-Health System” has been formally launched it’s service for the 50 Cost Guards and daily average of 300 visitors of Dok-do island on July 23, 2009. “Dok-do Island”, a full 3
hour distance from the nearest “Ulleung-Do Island” recently became international focus out of it’s territorial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was not possible to avail of any
medical treatment so far, in case of emergency.
Police Department Medical Team can use this ”U-Health System” to treat emergency cases and also a regular medical check up for the cost guards stationed and those visitors in
the island. Above picture shows Mrs. Jeon Jae-hee, minister of Dept of Health, inspects telemedicine process. (JABES Stethoscope is being seen at the center of the photo.)
JABES Stethoscope have been a vital tool to establish telemedicine system for approx. 500 different remote places like above mentioned Dok-do Island, mountainous terrain of
Kang-won Province, scattered island district of Shin-An area, and limited and confined access of Military camps and Penitentiary establishments thru out the country.
JABES Stethoscope became an indispensable device for tele-medical (remote diagnostic) service around the globe now a days for it’s high quality performance and reasonable
cost yet utilization with computer and internet as well as other audio equipment.
Besides, the GS-Technology Co. Ltd., the maker of JABES Stethoscope, developed and installed Tele-medical system at GIL Hospital, Seoul, Korea particularly customized for
the recovering patient at home after the heart surgery. This system enables immobile patient to provide vital body signs to the attending doctor thru digital camera, computer and
internet.
This tele- medical system can make a patient in Korea to be treated by doctor in U.S.A. in example. This system will further attracts Medical Tourism industry greatly by
continuous observation and treatment for the returning patient by the very same doctor who operate or treated in different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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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에서 원격진료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 중,
야베스청진기가 원격진료 청진기로 나옴.

Mr. Choi(83 years old) has often visited to near Hospital which is 13 km from nursing home where he lives.
He was receiving Outpatient treatment for 2 years till now. He has difficulty to move around, that is why 3 assistors help him every time.
He needed three and a half hours only to get medical treatment and to take medicines in the hospital. Mr. Choi said that “Once I went to the hospital, I feel my
strength is gone and loose appetite.”
Mr. Choi has received medical treatment by using Telemedicine system installed in nursing home on 4th August 2016.
The Doctor on the screen is 25-minute drive from the nursing homes.
The doctor’s name is Dr. Hyeon who is entrustment doctor of the nursing home. Dr. Hyeon asked the nursing assistant to listen senior heart beat.
The nursing assistant put JABES digital stethoscope to senior’s chest as soon as she got the doctor’s order. Heart beat sound is amplifying on woofer speaker of
Dr. Hyeon side. The information such as blood pressure and pulse rate of Mr. Choi has already been delivered to Dr. Hyeon using by smartphone.
Dr. Hyeon ask a question about whether phlegm he has comes out.

Treatment is just within 10 minutes. He sent his prescription by fax.
Written by Seo of JoongAng Daily.

Tele health scene by SBS TV News in Korea

JABES digital stethoscope for Government telemedicin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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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사령부 사용 MBC TV in Korea

JABES digital stethoscope

J A B ES_ G S

T e c hnol o g 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