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won Consulting Group Co., LTD. 

Suwon Consulting Group Co., Ltd. (SCG) has been performing its consulting service including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Basic Design, Construction Management Supervision in fields such as 

Hospital Information System Construction in domestic and abroad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17. 

We, SCG meet clients’ demands and requirements on designs in accordance with local situations based 

on our work experience overseas, and we have been providing Consulting Services in fields of Hospital 

Information System Construction. 

Thanks to our own specialized strengths only for SCG, we have accumulated active achievements 

across the countries worldwide including Asia and Middle East through our diversified overseas 

countries. Major overseas performances of SCG in last 5 years are as follows. 

Bangladesh 

 Feasibility study on Establishment of a multidisciplinary and super-specialized hospital at 

BSMMU(Phase - 2)/ KEXIM(Korea) / Mar. 2021 ~ August. 2021 

 

Uzbekistan 

 Consulting to build a Uzbek digital healthcare platform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Korea) / Oct. 2021 ~ Dec. 2021 

 

 BUSINESS PARTICULARS 

 

• Company Name : Suwon Consulting Group Co., Ltd. 

•  Ceo & President : Choi, Won Young 

•  Establishment : May 01, 2017 

•  Address : 1306, KyungSuDae-Ro 940, JangAn-Gu, Suwon-City, KyungKi-

Do, Korea 

•  Contact Person  Choi Wonyoung / President, CEO 

•  Telephone No. : +82-10-3263-7567 

•  Fax No.  - 

•  E-Mail : cwy0112@naver.com 

•  Website : -www.digital-scg.com 

•  Overseas 

Offices 

: - 



HIS PLANNING, BASIC DESIGN, CONSTRUCTION MANAGEMENT SUPERVISION 

Since 2017, SCG has been providing innovative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Basic Design, 

Constructon Management Supervision solutions in an extensive field of Hospital Information 

System Construction around the world.  

Main Business Services Field are; 

•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for Hospital Information System Construction 

• Program Management Officer for Hospital Information System Construction 

• Basic Design for Hospital Information System Construction 

 

 
  

 
  

 
 

 

 

 

 

 

 

 

 

 



1. ㈜수원컨설팅그룹 

  가. 회사 연혁 

회  사  명  ㈜수원컨설팅그룹 대  표  자 최 원 영 

사 업 분 야  국내‧외 병원정보시스템 컨설팅 등(BPR/ISP, PMO 등)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40, 1306 호 

전 화 번 호  010-3263-7567 

회사설립년도  2017 년 5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4 년 8 개월 

재무제표 

(‘20년 결산 기준) 

총자산 115 백만원 자기자본 104 백만원 

매출액 275 백만원 당기순이익 9 백만원 

  나. 사업 수행실적 

No.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발주처 수주사 

1 

라오스 국립대학병원 

구축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라오스 국립대학병원 건립사업의 

HIS 컨설팅 수행 

21.11~ 

(45 개월) 
라오스 보건부 서울대병원컨소시엄 

2 
우즈벡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컨설팅 

우즈벡 국공립병원 정보화를 위한 

컨설팅 수행 

21.10~21.12 

(3 개월) 
산업자원통상부 인하대학교병원 

3 
강릉아산병원 ERP 3.0 

구축 PMO 
강릉아산병원 ERP 3.0 구축에서 

재단 PMO 역할 수행 

21.7~ 

(10 개월) 
아산사회복지재단 수원컨설팅그룹 

4 

방글라데시 BSM 의대 

종합전문센터병원 

건립사업(2차) 

타당성조사 

방글라데시 BSM 의대 

종합전문센터병원 2차 건립사업의 

타당성조사에서 병원정보시스템 

부문 분책 수행 

21.3~21.8 

(6 개월) 
한국수출입은행 현대아산 

5 

민원빅데이터 

원격분석플랫폼 구축 

BPR/ISP 

국민신문고 데이터의 분석을 

민간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21.2~21.6 

(4 개월) 
국민권익위원회 한국 IT컨설팅 

6 

디지털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최신 IT 기술을 반영하여 중장기 

정보화 발전 방향 정립을 위한 

컨설팅 사업 

20.11~21.1 

(2 개월) 
한국철도공사 에버벨류컨설팅 

7 
국방의료정보체계 

성능개선 ISP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17개 병원 

및 육군 1,100 여개 의무대의 

통합의료정보화계획 수립 

20.5~20.10 

(6 개월) 
국군의무사령부 에버밸류컨설팅 

8 
차세대 전산발전 

전략계획 수립 컨설팅 

전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빛고을병원, 전남대치과병원의 

통합의료정보화계획 수립 

19.11~20.5 

(6 개월) 
전남대학교병원 에버밸류컨설팅 

9 
제3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계획 수립 컨설팅 

주제 영역별 국가중점데이터 발굴 

및 제3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계획 수립 컨설팅 

19.8~19.11 

(3 개월) 
행정안전부 에버밸류컨설팅 

10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BPR 

컨설팅 

국립암센터 내 병원, 연구소, 

사업단, 대학원대학교의 차세대 

정보화계획수립 

19.4~19.7 

(3 개월) 
국립암센터 에버밸류컨설팅 

11 
정읍아산병원 AFIS 3.0 

구축 자문 
정읍아산병원 정보화 구축 관련 

자문 수행 

19.3~19.5 

(2 개월) 
아산사회복지재단 수원컨설팅그룹 

12 
서울아산병원 AMIS 3.0 

구축 PMO 

서울아산병원의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시 사업관리 

수행 

17.9~19.3 

(18 개월) 
서울아산병원 메타넷글로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