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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 1

제1장 개요

1. 배경 및 목적
◦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환경 조성 및 해외진출
연계로 신흥시장 선점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개발과 추진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체계적⋅전문적인 지원체계 운영, 관련 현황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자료의 공유, 확산이 필요한 시점임
- 롤랜드 버거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디지털헬스케어 세계시장규모는 1,021억
달러(모바일헬스 531억달러, 빅데이터 389달러 등)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임
◦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는 현재 국내에서 체계적인 산업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국내⋅외 디지털헬스케어
현황 및 수요 조사를 통해 산업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진출모델
육성⋅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며, 디지털헬스케어 해외진출 모델
개발로 사업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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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국내동향) 의료기관, 기업체 대상 수요 조사를 통해 진출 현황 및 사례분석, 진출
수요 도출, 데이터 구축⋅관리
- 의료기관 및 기업체 대상 설문조사,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정기적이며 체계적인
국내 산업계 해외진출관련 데이터 수집 및 축적
- 현재까지의 정부/민간의 사례를 분석하여 해외진출 전략, 아젠다 도출, 후속
발굴 지원을 위한 현황 분석 및 데이터 구축⋅관리 등
◦ (해외동향)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경쟁국가 및 신규시장에 대한 정책 및 산
업 현황 등 심층조사
- 각종 DB 및 현지 방문을 통한 국가별 주요 이슈, 관련 법⋅제도, IT인프라, 원격
시행 의료기관, 시장 정보 등 심층조사 및 분석
◦ (활성화전략)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경쟁력 확보 전
략 수립
-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
R&D, 모델개발, 수요발굴,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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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헬스케어 정의
◦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에서 처음 언급된 제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새로운 산업시대를 대표하는 용어로서,
기존의 컴퓨터, 인터넷 등 일반적인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3차 산업혁명
에서 획기적으로 진화하여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
대융합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그림 1] 제4차 산업혁명(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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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야의 권위가인 클라우스 슈밥(2016)은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특히, 최근
세계경제가 저성장의 고착화 및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
의 심화가 구조적이고, 복합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4차 산업혁명’은 지능⋅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경제⋅사회분야의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
가능한 혁신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임
◦ 2015년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10년안에 제4차 산업혁명의 티핑포인트1)가 될 주요
기술들을 리스트업(List-up) 한 후, 해당 티핑포인트가 일어날지 여부에 대해서
약 800명의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경영진과 전문가에 대해서 아래 <표 1>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1> 2025년에 발생할 티핑 포인트
(단위 : %)
티핑포인트

응답비율

인구의 10%가 인터넷에 연결된 의류를 입는다.

91.2

인구의 90%가 (광고료로 운영되는) 무한 용량의 무료 저장소를 보유한다.

91.0

1조 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된다.

89.2

미국 최초의 로봇 약사가 등장한다

86.5

10%의 인구가 인터넷에 연결된 안경을 쓴다

85.5

인구의 80%가 인터넷상 디지털 정체성을 갖게 된다.

84.4

3D프린터로 제작한 자동차가 최초로 생산된다.

84.1

인구조사를 위해 인구센서스 대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최초의 정부가 등장한다.

82.9

상업화 된 최초의 인체 삽입형 모바일폰이 등장한다.

81.7

소비자 제품 가운데 5%는 3D 프린터로 제작된다.

81.1

인구의 90%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80.7

인구의 90%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78.8

미국 도로를 달리는 차들 가운데 10%가 자율주행 자동차다

78.2

3D프린터로 제작된 간이 최초로 이식된다.

76.4

인공지능이 기업 감사의 30%를 수행한다.

75.4

1) 말콤 글레드웰(2000)이 새로 만든 용어로 균형을 유지하던 상태에서 균형을 깨고, 한순간에 전파되는 극적
인 순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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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비율

블록체인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최초의 정부가 등장한다

73.1

가정용 기기에 50%이상의 인터넷 프택픽이 몰리게 된다

69.9

전 세계적으로 자가용보다 카 셰어링을 통한 여행이 더욱 많아진다

67.2

5만명 이상이 거주하나 신호등이 하나도 없는 도시가 최초로 등장한다

63.7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기술에 저장된다.

57.9

기업의 이사회에 인공지능 기계가 최초로 등장한다

45.2

* 출처 : 거대한 변화-기술의 티핑포인트와 사회적 영향, 세계경제포럼(2015)

◦ 위 설문조사 문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티핑포인트’들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특징적으로 모두가 우리의 일상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들을 가져 올 내용들임을 알 수 있음. 이 가운데 다수의 기술이 헬스케어와
관련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기술들을 추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2> 헬스케어와 관련된 티핑포인트 기술 및 사례
기술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모바일(스마트폰)
커넥티드 홈
인공지능
로봇
3D프리팅

티핑포인트

1조 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된다.
인구의 10%가 인터넷에
연결된 의류를 입는다.
인구의 90%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가정용 기기에 50%이상의
인터넷 프택픽이 몰리게 된다
기업의 이사회에 인공지능
기계가 최초로 등장한다

사례

- 영국 NHS는 치매환자에게 IoT 기기를 설치하여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실시
- 스마트셔츠, 스마트렌즈 등 제품 개발
- 심박, 호흡, 근전도, 혈당 등을 측정
- 보건의료콜센터, 모바일 원격진료 활용
- 치매환자의 가정내 모니터링
- IBM 왓슨의 암 치료 계획수립 보조 시행

미국 최초의 로봇 약사가

- 미국에는 제약에 사용되는 로봇 개발출시

등장한다

- 일본의 노인 돌봄 로봇

3D프린터로 제작된 간이

- 인체의 뼈 조직 대체 및 모의 수술 용도로 3D

최초로 이식된다.

프린팅 기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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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언급한 기술들 중에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기술들도 있고,
아직은 경험하지 못한 기술들도 있는데, 현재 스마트폰(Smart Phone) 및 사물
인터넷(IOT)은 다양한 제품을 통해서 실생활에서 활용하며 경험하고 있고, 사물
인터넷을 바탕으로 커넥티드 홈 역시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중임. 또
한 IBM의 왓슨을 필두로 하는 의료용 인공지능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으며,
3D 프린팅과 로봇 기술도 나날이 발전해나가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기술들의 진보와 기술의 활용에 따라 숙명적으로 따라붙는 헬스케어 분야의
해결과제가 있음. 그것은 의료의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로서, 하나는 의료
접근성의 문제와 다른 하나는 빠른 추세로 늘어나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임. 이 문제들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다양한 정책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헬스케어’는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획기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정의하자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ICT기술인 모바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
드 컴퓨팅,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이 헬스케어와 융합된 분야로서, 기존의
e-Health, 원격의료, u-Health 및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Smart-Health,
m-Health를 포함하는 광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고, 위의<표 2> 에서 언급한
다양한 사례들이 모두 디지털헬스케어의 실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디지털헬스케어란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 된 것은 2001년 Seth Frank2)에 의해서
사용되었으며, 당시 ‘헬스케어와 인터넷의 융합에 의한 서비스’로 정의되었음. 이후
다양한 전문가 및 관련 기관들이 관련 정의를 내린 상태인데, 관련 기관에서 내린
정의는 실무적인 활용을 위하여 디지털헬스케어가 포함하는 하위 영역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Eric Topol : The Creative Destruction of Medicine enumerates how these
digital technologies, social networking, mobile connectivity and bandwidth,
increasing computing power and the data universe will converge with
wireless sensors, genomics, imaging, and health information systems to
creatively destroy medicine as we know it
2) The Journal of Ambulatory Care Management, 2001(Digital Health Care—The convergence of health care
and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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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European respiratory society : a collective term for eHealth and
mHealth technologies
- Rock Health : at the intersection of healthcare and technology; and not
solely in medicine, but across healthcare, including wellness and
administration
- 미국 FDA : The broad scope of digital health includes categories such as
mobile health(mHealth),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IT), wearable
devices, Telehealth and Telemedicine, and Personalized medicine
- 영국 NHS : The definition list below captures the four main digital modalities
with a brief description of each. Telecare and telehealth involve the use of
some form of technology to assist people in their lives. Mobile apps can
be really useful for enhancing self care; teleconsultations can give patients
convenient access to a clinician or other professional
- Canada Health Infoway : Digital health refers to th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electronic communication tools, services and processes to
deliver health care services or to facilitate better health. Infoway’s
vision is healthier Canadians through innovative digital health solutions

[그림 2] Canada Health Infoway 제안 디지털헬스 기능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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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전문가들이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내린 정의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ICT기술이 적용된 모든 헬스케어 분야라고 광의의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국
내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의 의미로는 모바일 헬스케어, 원격의료, 인공지능 등
이 포함되는 헬스케어 분야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음
<표 3> 국내전문가 디지털헬스케어 정의
구분

정의

이민화(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

데이터 기반의 건강관리서비스

최윤섭(DHC파트너스)

건강관리 중에 ICT기술이 적용되는 모든 것

김치원(서울와이즈요양병원)
이강윤(가천대학교)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는 헬스케어 분야
(협의 : 모바일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석 틀, 원격의료)
디지털기술을 통해 측정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외국의 전문가 및 관련 기관, 국내 전문가들의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정의를 종합
하여 보면, ‘웨어러블, 건강관리 앱,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관리,
질환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융합형 미래서비스’
라고 할 수 있음

2. 디지털헬스케어 분류
◦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명확한 분류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Deloitte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분류를 제시하였으며, 디지털
헬스케어를 Telehealthcare, m-Health, Health analytics, Digitised health
systems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분류에 대한 하위 범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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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eloitte 디지털헬스케어 분류

3. 디지털헬스케어 향후 전망
1) 헬스케어 산업 세계시장 현황
◦ 세계 헬스케어 산업의 시장규모는 ’16년 기준 7,341,821백만 달러로 추정되며,
’12~’16년까지 연평균 1.4%씩 성장한 것으로 파악됨
- 최근 평균 성장률을 반영하여 향후 시장을 전망하면 ’22년 기준 10,258,438 백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세계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 환자 증가, 일반인들의 Quantified Self Movement3)가
확산되면서 헬스케어의 전반적인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 디지털헬스케어 세계시장 현황
◦ 디지털헬스케어의 시장규모는 ’16년 960억 달러 규모로 조사되었으며, 이후 연평
3) ‘수치화된 자아’라는 뜻으로 정량적 수치에 기초한 자가 건강 관리를 의미함. 스마트 단말과 앱을 통해 운동량,
칼로리, 심박수 등을 체크하여 ‘정량적인 수치’로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직접 자가 진단하는 트렌드를 말하며,
가트너가 2013년도 유망기술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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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21.1% 성장하여 2020년에는 2,06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특히 Mobile health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
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한 분야별로 시장규모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향후 성장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m-Health,
Telemedicine(원격의료), patient monitoring systems, AI,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시장규모를 조사하였음

가. Telemedicine
◦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의 규모는
2016년 약 2,785백만 달러임. 또한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약 28.6%로 예측됨
에 따라 2025년에는 시장규모가 26,720백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북
미지역의 경우 2016년 시장규모가 997백만 달러 였으며, 2025년에는 약 9,191
백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는 연평균 성장률이 약 28%에
달하는 성장세로 빠른 속도로 시장규모가 확산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또한 향후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2025년까지 약
29.3%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이외의 지역도 남아메리카지역
29.0%, 중동지역 28.6%, 유럽지역 28.8% 등 모두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그림 4] 원격의료 시장현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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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원격의료 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지역별(2014~2025)
(단위 : 백만달러)
2020(F)

2025(F)

CAGR%
(2016~2025)

997.21

2,690.20

9,191.68

28.0

435.51

559.89

1,564.78

5,450.88

28.8

250.76

355.34

459.61

1,318.12

4,649.28

29.3

중동

182.65

255.67

328.69

909.58

3,152.96

28.6

남아메리카

156.34

221.00

284.12

801.66

2,805.60

29.0

86.68

121.34

155.99

423.96

1,469.60

28.3

1,547.90

2,166.70

2,785.50

7,708.30

26,720.00

28.6

구분

2014

2015

북아메리카

561.89

777.85

유럽

309.58

아시아태평양

기타
합계

2016(E)

◦ 사용자에 따른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공급자 시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2016년에는 약 1,222.83백만달러였으며, 2025년까지 약 29.1%의 성장률을 기
록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12,184.32백만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표 5> 원격의료 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end users(2009~2021))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15

Patients

396.26

554.68

715.87

1,996.45

6,947.20

28.7

Payers

417.93

578.51

738.16

1,965.62

6,680.00

27.7

Providers

670.24

946.85

1,222.83

3,468.74

12,184.32

29.1

63.46

86.67

108.63

277.50

908.48

26.6

1,547.90

2,166.70

2,785.50

7,708.30

26,720.00

28.6

Other End Users
합계

2016(E)

2020(F)

2025(F)

CAGR%
(2016~2025)

2014

◦ 주요기기에 따른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혈압계의 시장규모가 현재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고혈압 유병률이 높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사업이 주요국가에서 많이 활성화 되어있으며, 주요 질환이 고혈압,
당뇨병임. 이러한 이유로 관련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됨. 또한 향후
성장률은 ECG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능 높은 것으로 예측됨. 관련 질환의 증가와
더불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추정됨
4) BCC리서치, igate 리서치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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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원격의료 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주요기기별(2014~2025))
(단위 : 백만달러)
구분

CAGR%
(216~2025)

2014

2015

2016(E)

2020(F)

2025(F)

Weight Scales

12.79

18.04

23.36

65.58

227.85

28.8

Peak Flow Meters

10.29

14.52

18.79

54.14

193.00

29.5

ECG Monitors

27.35

40.44

54.23

177.67

670.14

32.2

Blood Glucose Meters

23.68

33.18

42.69

118.96

415.49

28.8

Pulse Oximeters

13.53

19.08

24.70

70.92

249.29

29.3

Blood Pressure Monitors

54.12

74.25

93.96

238.68

785.40

26.6

5.29

7.88

10.74

36.60

139.39

33.0

147.06

207.40

268.47

762.55

2,680.55

29.1

Other Medical Peripheral
Devices
합계

나. IoT Healthcare
◦ 인터넷 보급률이 빠른속도로 증가하면서 IoT 헬스케어 분야의 시장 역시 급속도
로 커지고 있음. 2013년에는 1,445.2백만달러였던 시장규모가 2016년 2,502.5
백만달러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2024년에는 약 10.950.9백만달러 규모로 성
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0.3%에 달하는 것으로 관련 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
는 상황임
<표 7> IoT Healthcare시장현황 및 전망
(단위 : 백만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2024(F)

1,445.2 1,734.8 2,083.2 2,502.5 3,007.5 3,615.6 4,347.4 5,228.2 10,950.9

CAGR
(2017-24)

20.3%

◦ 지역적 특성으로는 북미지역이 기술적으로 가장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며, 2016
년 기준으로 824.6백만달러 시장규모로 그 규모가 가장 큼. 그 뒤를 이어 유럽지
역이 538.5 백만달러, 아시아태평양지역이 557.1백만달러 규모임. 향후 성장률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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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IoT Healthcare 지역별 시장현황 및 전망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2024(F)

CAGR
(2017-24)

북아메리카

486.2 579.6 691.2 824.6

984.1 1,174.7 1,402.5 1,674.6 3,406.8

19.4

유럽

369.5 446.0 538.5 650.4

785.9

949.8 1,148.2 1,388.1 2,968.8

20.9

아시아태평양

301.8 370.2 454.1 557.1

683.3

838.1 1,027.7 1,260.0 2,840.7

22.6

남아메리카

149.4 177.0 209.6 248.2

294.1

348.5

413.0

489.4

963.7

18.5

중동

138.3 162.0 189.8 222.2

260.1

304.4

356.1

416.2

770.9

16.8

1,445.2 1,734.8 2,083.2 2,502.5 3,007.5 3,615.6 4.347.4 5,228.2 10,950.9

20.3

합계

◦ 현재 IoT분야의 기술트렌드는 센서 및 연결기술의 시장 규모가 장 큰 상황임. 센서
분야는 2016년 기준으로 약 950백만달러 규모이며, Connectivity Technology
분야가 812.9 백만달러 규모로 그 뒤를 잇고 있음.
<표 9> IoT Healthcare 기술별 시장현황 및 전망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2024(F)

CAGR
(2017-24)

Sensors

556.2 664.7 794.6 950.4 1.137.2 1.361.1 1.629.5 1.951.0 4.015.6

19.7

RFID

257.1 309.2 371.8 447.4

538.6

940.9 1.983.7

20.5

456.2 552.9 670.3 812.9

986.1 1.196.4 1.451.6 1.761.2 3,817.8

21.3

175.8 208.0 246.3 291.7

345.6

575.0 1,133.9

18.5

1,445.2 1,734.8 2,083.2 2,502.5 3,007.5 3,615.6 4.347.4 5,228.2 10,950.9

20.3

Connectivity
Technology
기타
합계

648.6

409.5

781.1

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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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Health
◦ m-Health는 디지털헬스케어 많은 분야 중 가장 많은 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임. 각 영역별로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그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임

[그림 5] m-Health 기술별 기업 현황

[그림 6] m-Health 전체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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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Health 시장의 경우 2017년 23십억 달러였으며, 향후 2017년부터 2020년까
지 35%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여 2020년경에는 20빌리언 달러에 근접할 것
으로 보임

[그림 7] m-Health 분야별 시장 전망

[그림 8] 지역별 m-Health 시장전망

◦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가장 큰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
로 북미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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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I 시장
◦ 인공지능 분야는 IBM 왓슨을 선두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시장규모
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특히 숙련된 의사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인
공지능 분야는 그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
임. 현재는 북미지역의 시장규모가 593백만달러로 가장 크며, 2017년부터 2025년
까지 연평균 성장률도 46%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림 9] 지역별 AI시장규모 및 성장률
<표 10> AI시장 현황 및 전망(지역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5

북아메리카

593.0

774.7

1,032.0

1,399.0

유럽

296.5

375.2

484.2

635.9

864.7

5,889.7

41.1

아시아태평양

164.7

220.8

301.8

419.7

604.1

5,889.7

41.1

43.9

55.2

69.9

89.0

119.8

701.2

37.4

1,098.1

1,425.8

1,887.9

2,543.6

3,556.4 28,046.1

45.1

기타
합계

1,967.8 15,986.3

CAGR%
(2017-2025)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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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로 살펴보면 현재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는 개인의료
및 간호지원분야임. 2016년 기준으로 265백만달러 시장규모이며, 향후 시장의
성장률도 48.2%로 예측되고 있어 가능 높은 편임. 그 뒤를 이어 실시간 모니터링
분야의 시장규모가 높은 상황임. 2016년 기준으로 약 220백만달러 규모이며, 향후
시장의 성장률도 46.7%로 높은 편임.
<표 11> AI시장 현황 및 전망(분야별)
구분

2025

CAGR%
(2017-2025)

734.8

6,148.6

46.7

189.8

252.5

1,300.1

35.9

465.2

632.6

904.7

8,072.0

48.2

75.7

97.6

127.9

170.1

1,201.0

41.3

147.0

194.0

262.0

361.5

520.6

4,619.6

483.6

120.0

152.4

198.1

263.5

366.3

2,722.3

43.4

105.0

135.5

176.1

232.4

311.5

2,274.5

42.3

50.4

67.5

91.8

125.7

174.8

1,127.3

42.2

44.5

56.1

71.8

92.6

121.3

580.8

33.9

1,098.1 1,425.8 1,887.9 2,543.6 3,556.4 28,046.1

45.1

2019

2020

380.5

517.4

111.5

144.9

265.0

347.2

Drug Development and
discovery

59.1

Robot-Assisted Surgery

Real-Time Monitoring
Precision Medicine
Personal Health and
Nursing Assistants

Administrative Workflow
Assistance
Clinical Trials
Diagnostic and Clinical
Decision Support
Others
합계

2016

2017

220.1

286.1

87.1

2018

마. 클라우드 컴퓨팅
◦크게 임상분야와 비임상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임상분야의 시장규모는 2013년
1,850백만달러에서 2020년에는 7,419백만달러로 연평균 21.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임상분야에서는 PACS분야가 가장 큰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
음. 연평균 성장률도 22.6%로 높은 편에 속하고 있음. PACS 다음으로는 전자의
무기록 시장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 미국의 meaningful
use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내 전자의무기록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것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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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시장 성장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외이에 병리, 방사선
정보 시스템 등의 주요한 분야임. 비임상분야는 임상분야 시장의 약 30%규모로
2013년 698백만달러 규모였으며, 2020년에는 2,068백만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
으로 조사되고 있음
<표 12>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현황 및 전망(by application)
구분

clinical information systems
nonclinical information systems

2013

2014

2015

2020

CAGR%
(2013-2020)

1850.4

2302.7

2770.4

7419.8

21.8

698.3

834.5

963.3

2068.4

16.5

<표 13> 타입별 시장현황 및 전망
구분

2013

2014

2015

2020

CAGR%
(2013-2020)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s

606.9

760.6

921.4

2553.9

22.6

electronic medical records

533.1

676.0

828.5

2422.6

23.9

computerized physician order entry

349.2

426.9

504.4

1,228.0

19.5

radiology information systems

181.0

223.8

267.6

693.8

21.0

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83.0

99.8

116.0

256.0

17.1

phamacy information ststems

65.5

78.3

90.4

190.7

16.1

기타

31.8

37.3

42.0

74.9

12.3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을 포함한 북아메리카 지역의 시장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전체 시장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5,527백만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음. 북아메리카 다음으로는
유럽시장 2013년 343.9백만달러에서 2020년 1,075백만달로 규모로 성장 할 것
으로 조사됨. 북아메리카 지역 다음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높은 지역은 아시아 지
역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약 19.2%씩 성장할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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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CIS 지역별 시장현황 및 전망
2013

2014

2015

2020

CAGR%
(2013-2020)

1259.8

1588.9

1936.9

5527.7

23.3

유럽

343.9

414.5

482.5

1075.9

17.4

아시아

188.7

230.3

271.5

652.9

19.2

58.0

69.1

79.4

163.2

15.5

구분

북아메리카

기타

◦ 비임상분야에서는 revenue cycle management분야가 가장 큰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음. 2013년에는 약 246백만달러의 시장규모였으며, 2020년까지 연평균 17%
씩 성장하여 2020년에는 약 750백만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이외에
claims management이 아직까지 시장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연평균 16.2% 성장
하여 2020년에는 189백만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표 15> nCIS 타입별 시장현황 및 전망
2013

2014

2015

2020

CAGR%
(2013-2020)

renenue cycle management

246.4

295.7

342.7

750.8

17.0

automatic patient billing

173.4

205.0

234.2

475.7

15.2

claims management

65.6

78.1

89.8

189.3

16.1

cost accounting

43.3

49.8

55.3

94.5

11.3

기타

18.4

21.1

23.3

38.5

10.6

구분

<표 16> nCIS 지역별 시장현황 및 전망
2013

2014

2015

2020

CAGR%
(2013-2020)

북아메리카

475.5

575.8

673.5

1541.0

18.0

유럽

129.8

150.2

167.8

299.9

12.3

아시아

71.2

83.5

94.4

182.0

14.0

기타

21.9

25.0

27.6

45.5

10.5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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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디지털헬스케어는 의료보장성 강화와 살의 질 향상이라는 국제적⋅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며, 새로운 의료서비스 분야로서 각광받고 있음. 의료서비스의 니즈는 기존의
질병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의료서비스 시장의 치료 분야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진단, 사후관리 예방
부분의 시장은 비중은 늘어나고 있음. 미래 의료는 4P(redicitive(예측적), Preventive
(예방적), Personalized(개인적), Participatory(참여적))로 변화될 것이라고 예측
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임
◦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식생활의 변
화 및 운동 부족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부담
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노인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
에 부담이 가중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ICT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는 효과적 대안으로 떠오르
고 있음.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서 예방 및 건강모니터
링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스마트폰의 대중화, 통신 속도의
증가,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 출시, 빅데이터 분석 기술 발달 등에 따라 디지털헬
스케어 역시 빠른 속도로 발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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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사례 분석(국내 시범사업 중심)
◦ 국내 시범사업을 통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는 대부분이 원격의료와 관련 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음
◦ 국내에서는 1988년 서울대학교병원과 연천보건소간에 원격영상진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국가 주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다수 추진되었으
나 당시의 정보통신 기술 수준, 사회경제적 환경, 법⋅제도 등의 미흡 등으로 활
성화되지 못하였음. 그 후 일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원격의료의 도입을 위한 연
구와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나, 대부분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준에 머물렀음
◦ 2003년 의료법 개정 이후 서울시 강남구보건소 원격영상진료사업(2003), 서울
시 성북구보건소 유헬스케어사업(2006), 서울시구로구 유헬스케어 시스템 이용
만성질환관리사업(2006), 서울시 노원구 Tele-PACS사업(2005), 전남신안군 원
격헬스케어 시스템 시범사업(2007) 등 기존의 사용자 요구에 따라 시스템 구축
을 통한 단순 진료 위주의 시범사업에서 탈피한 공공의료 중심의 서비스 모델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
음. 이후 2008년부터는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차원에서 u-Health(care)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
용하면서 USN기반 원격 건강모니터링 시스템구축(2008～2009), 독거노인
u-Care시스템 구축(2008～2009), 스마트케어서비스 사업(2010～2013) 등이
진행되었음
<표 17>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황
연도

지역

수행기관

내용

1988

경기
강원
경북

3개 대학병원(서울대병원,
춘천한림대병원, 경북대병원),
3개 보건의료원(연천, 화천, 울진
보건의료원

원격영상진단 시범사업
- 우리나라 u-Health 최초 시범사업임. 대학병원과
보건의료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1996

서울

서울대병원 치매센터

원격치매진료 시범사업
- T1급 전용회선을 연결하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상담, 재활교육 및 치매 전문인력양성 교육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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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2

지역

서울

수행기관

내용

신촌세브란스 병원

상암동 주경기장과 신촌세브란스 응급진료센터와
화상을 통한 원격진료 실시
- 신촌세브란스병원이 한국통신과 정보통신부에서
지원받아 개발한 HMRET5)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지원

2003

서울

강남구 보건소

강남구 원격영상진료 사업
- 의료취약계층 등 보건소 내원이 힘든 지역 환자를
대상으로 주민센터에 원격진료시스템 설치 후
보건소 의사와 원격진료 실시

2004

전남

전남대병원, 전남곡성군

농촌지역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원격진료 DB 설계 및 개발,
원격 화상진료시스템 시범지역 운영

2005

서울

노원구 보건소

노원구보건소 telt-PACS 사업

2005

경기

육군 6사단 의무대

군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 원격지 군의관과 전방부대 간 원격진료 실시

2005

경기

가천의대 길병원

성남시 원격진료 사업

2005

경기
(전국)

안양교도소

안양교도소 재소자 원격의료사업
- 법무부의 교정시설 원격의료 사업의 첫 번째 대상
교정시설이었으며, 2013년까지 25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음

2005

경기

수원시

수원시 U-지킴이 서비스 시범사업
- 독거노인 또는 치매노인에게 지급된 시계를 통해
전달되는 맥박 등 생체정보를 지정된 병원이
모니터링

2005

경기

단원구 보건소

단원구 보건소 원격영상진료 사업

2005

충북

충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원격진료 사업

2005

부산

동아대학교

동아대 항해 선박 원격진료사업

2006

서울

성북구 보건소

성북구 보건소 유헬스케어 사업

2006

부산

부산시청, 강서구 보건소

부산시 U헬스 사업

2006

전남

행정안전부, 신안군

도서지역 원격 u-Heatlhcare 시스템 구축
- 도서지역 주민 대상의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

2006

전남

완도군 보건의료원, 조선대병원

전남 완도군 희망의 e-doctor 시스템 구축 사업

2006

전남

농림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고흥군 보건소, 화순전남대병원

전남 고흥군 원격화상진료 사업

5) High quality Multimedia Real time Emergency Telemedicine의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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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지역

내용

2006

부산
대구

부산/대구시 보건소, 요양시설

요양시설 중심의 원격의료 서비스
- 부산/대구시의 보건소 및 요양시설 이용자 대상의
원격의료, 건강관리,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제공

2006

경북

경찰병원, 대구의료원, 독도,
울릉도

도서지역 원격의료서비스
- 독도경비대와 울릉군의료원, 경찰병원, 대구의료원
간 원격진료 및 협진 서비스 실시

2006

대구

동산의료원

계명대 u헬스 모니터링 사업

2006

남극

고려대학교 유헬스사업단

남극세종기지 유헬스케어 사업
- 남극세종기지 의사와의 원격진료 및 협진 실시

2007

서울

구로구 보건소

구로구 유헬스케어시스템을 이용한 만성질환관리
사업

2007

경남

마산시청

독거노인 u-Care시스템 구축사업
-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대비 등을 위한 u-Health 시범사업 실시

2007

전남

신안군청, 목포중앙병원

전남신안군 원격의료서비스

2008

경기

성남시청

성남시 독거노인 u-Care시스템 시범사업

2008

충남

부여군청

충남 부여군 독거노인 u-Care시스템 시범사업

2008

충남

아산시 보건소

충남 아산시 u-맞춤형 건강프로젝트

2008

경북
충남
강원

행전안전부, 보건복지부, NIA,
강원 강릉, 경북 영양, 충남 보령,
서산

USN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
- 공공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원격진료 및
전자처방 실시
- u-방문간호, 재택건강관리, u체력관리서비스 등

2009

제주

제주소방본부

제주 원격 화상시스템(응급의료) 구축

2009

서울

마포구 보건소

마포구 U-헬스 마을 건강센터

2010

서울
대구
경기
충북

서울, 대구 소재 6개 대학병원,
개원의, 요양시설,
SKT컨소시움, LG전자컨소시움,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 스마트기기로 자가 측정한 생체정보를 전송하여
스마트케어센터 및 의료기관에서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진료 실시

2010

전국

지자체, 헬스맥스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

2014~
2017

전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격의료 시범사업 1차~4차

자료: 이준영(2008) 국내 u-Health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시사점, 한국u헬스협회(2013)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도입 현황 등을 참조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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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강원도 원격의료 시범사업6)
1) 시범사업 내용
◦ 강원도는 지역특성이 남북으로 긴 형태이며, 남북으로 태백산맥이 위치하고 있어
동서간의 교통이 불편하며,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이 더뎌 의료기관이 타 지역에
비하여 적게 분포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2000년부터 만성질환 원격관리서비스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 2000년 최초 실시 단계에서는 TV&PC, 화상카메라를 이용한 단순 화상회의 수준
으로 활성화가 안되었음. 본격적인 서비스는 2004년부터 보건진료소, 보건(지)
소 및 종합병원 간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의료인간 원격의료)을 12개 시군
28개 기관(대학병원 4개소, 보건소 12개소, 보건진료소 12개소)에서 시작하
였으며, 2007년 2차 확산을 통해 16개 시군 69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이
후 추가로 2013년 8월부터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를 추진하여 17개 시군 158
개 기관으로 사업을 확대하였음(박정선 외 2014,).
◦ 서비스 내용은 고혈압, 당뇨 재진환자, 치매환자(’06년 신규 사업)에 대하여 원격지
의사와 현지간호사(보건진료소장) 간 의료지도/소견 제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음. 즉 보건소에 환자가 방문할 경우 보건소의
생체정보 측정기를 이용하여 혈압, 혈당, 심전도 등 환자의 생체정보를 측정한 후,
측정된 환자의 생체정보는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보건소로 전송되며 보건소 의
사는 이를 확인하여 원격 진료를 진행함. 그러나 현재 의료인간 원격의료만 허용되
는 의료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시되는 관계로 보건소의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처방을 내리지는 않고 보건진료소장에게 의료지도 및 처방지침을 전달하여 보건
진료소장이 환자에게 처방을 내리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6) 강원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실태 및 성과평가(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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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만성질환 원격의료 시스템 흐름도

2) 시범사업 결과
◦ 강원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운영실태 및 성과 분석 등을 위한 평가를 시행하였
으며,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음. 2004년(관동대), 2006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강원도⋅한림대)가 각각 시행하였음
◦ 2006년 평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는 2006년 강원도 만성질환 원격관
리시스템에 참여한 원격지 의사 18명, 보건진료원 24명 및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의료취
약지역 주민의 만족도 및 신뢰 향상으로 보건진료소의 관리환자가 서비스 시행 이
전 17명에 비하여 시행 이후 51명으로 3배 증가 하였으며, 만성질환자들에게
의료접근성 향상 및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
었음(박정선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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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강원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결과 요약(2006년 평가)
1)

구분

평가 결과

∙ 서비스 이용 만족도 4.31점
∙ 품질수준 신뢰성 4.37점
∙ 정확성 4.31점

환자

∙ 이용 편리성 4.33점
∙ 비용절감 4.37점
∙ 생활의 편의성 증진 4.57점
∙ 만족도 3.03점: 의사 만족도의 경우 1년 미만 경험집단의 2.96점에 비하여 1년 이상
경험집단이 3.20점으로 높았으며, 향후 계속 활용 의도는 4.06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초기에는 새로운 기술로 인해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으나, 시스템에 익숙해지며 환자는 높은
만족을 경험함. 이에 따라 환자의 만족도 또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환자는 계속

원격지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하였음.
∙ 환자 정보의 품질은 대체적으로 보통 이하로 평가되었음.(완전성 2.51점, 적시성 2.74,
정확성 3.00점)

의사

∙ 본 시범 사업의 유용성 평가 결과는 3.09점이었음. 정보의 사용편의성 결과는 3.33점, 대회
품질은 2.81점, 환자와의 관계성 증진에 대한 평가 점수는 2.94점이었음. 전반적인
만족도는 3.22점으로 나타남.
∙ 업무능력 향상 3.64점, 만족도 3.85점 등 성과 부분에 대한 결과가 높게 나타남
보건진료원

∙ 정보의 완전성 3.15점, 정확성 3.36점, 적시성 3.22점
∙ 필요성은 4.07점, 향후 활용 의도는 3.67점으로 높게 나타남

주 : 1)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는 5점 만점 기준으로 측정된 수치임
출처 : 박정선 외 2014, p13

2.2 USN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7)
1) 시범사업 내용
◦ USN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은 2007년 당시 정보통신부
‘RFID/USN 확산 종합대책’에 따라 ‘USN 기반 원격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이 기획되었으며, 2008년 5월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공모를 통하여
강원도 강릉시, 경상북도 영양군, 충청남도 보령시가 1차 사업 지역으로 선정

7) 2010 u-Health 시범사업 종합평가(20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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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2009년 7월 충청남도 서산시가 추가 지정되어 총 4개 지역에서 USN
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 시범사업이 운영되었음. 4개 지역 모두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역이 많은 지역으로서 많은 지역주민이 의료접근성이 불편한 상황이었음

[그림 11] u-체력증진서비스 시스템 흐름도

[그림 12] u-방문간호서비스 시스템 흐름도

◦ 원격진료서비스는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에 위치한 원격진료실을 환자가 방문하여
생체정보를 측정하고, 무선 근거리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지 의사에게 전송한
후, 화상을 통하여 원격지 의사의 진료 및 처장을 받고 필요한 경우 의약품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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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까지 포함 된 서비스임. u-체력증진서비스는 만성질환자, 60세 이상 허약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장비를 통한 관리환자의 신체 및 건강상태 정보를 전송
하여 분석 및 개인 맞춤형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방문간호서비스는 보건소(방문간호
사) 및 보건진료소(보건진료원)에서 가정방문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측정 및
파악 후, 의사의 지침 전달 및 의사의 지침에 따른 의약품 처방 서비스를 제공
하는 서비스임

[그림 13] 재택건강관리서비스 시스템 흐름도

◦ 재택건강관리서비스는 심장질환자가 자택에서 스스로 생체정보를 측정하고, 이를
의료진에게 전송하여 자택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원격지
의사와 상담 및 원격진료를 실시하는 서비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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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범사업 결과
◦ 시범사업 평가는 서비스 제공자(의사 등)와 이용자(환자)에 대한 설문조사로 이
뤄졌으며, 총 333명(제공자 85명, 이용자 248명)에 대해서 조사되었음. 시범사업
이 진행 된 3개년(2008~2010)에 걸쳐 조사된 전반적 만족도는 원격진료 서비
스⋅u-방문간호 서비스⋅재택건강관리 서비스⋅u-체력증진 서비스 등 4개 서
비스 분야에서 이용자는 모든 서비스 종류 및 제공연도에서 80점 이상의 만
족도를 보였으며, 제공자 또한 70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음
<표 19> 연도별 u-Health 서비스별 전반적 만족도
구분

원격진료 서비스

u-방문간호 서비스

재택건강관리 서비스

u-체력증진 서비스

1)

2008

2009

2010

제공자

79.0

87.7

78.9

이용자

97.5

100.0

97.2

제공자

88.1

93.8

-

이용자

100.0

100.0

-

제공자

79.0

100.0

-

이용자

85.7

100.0

100.0

제공자

77.7

100.0

100.0

이용자

100.0

95.5

96.6

주 : 1) u-체력증진 서비스의 경우 강릉의 설문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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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무부 교정시설 시범사업8)
1) 시범사업 내용
◦ 법무부는 그간 제기되어 왔던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 불만 관련한
수용자 민원, 청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5년 최초로 안양교도소에 원격진
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2013년까지 25개 교정시설에 대해서 원격
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었으며, 법무부는 이러한 원격진료시스템을 지
속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 모든 교정시설에 설치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음
◦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진료 서비스는 수용자의 만족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2005년 안양교도소에 처음 설치되었을 당시
135건에 비하여 2012년에는 총 6,474건의 원격진료가 시행되어 약 47배가 증
가하였으며, 특히 정신과 및 정형외과에 대한 실적이 많은 편임. 이는 수용자가 교
정시설 수용에 따른 불안감과 우울감 등의 증세를 보이기 때문이며, 정신과의 경
우에는 상담만으로도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활용도가 높은 것으
로 파악되고 있음. 최근 진단기기의 발전과 함께 피부과와 관련한 진료건수 또한
급속하게 중가하고 있음

[그림 14] 한국 교정시설 시스템 구성 및 흐름도
8) 원격의료 정책․보안동향 및 경제성 평가 체계 개발(20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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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해양경찰청 응급 원격의료 시범사업9)
1) 시범사업 내용
◦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이고, 섬이 많은 국가 특성상 도서지역에서의 응급환자 발생,
해양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은 도서지역 및 해양
에서 부상자나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처치를 하기가
어려워 초동 조치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해왔던 인명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
응급의료서비스를 추진하였음. 2008년 해양경찰청과 인천에 위치한 가천길병원
간 원격응급의료시스템 구축에 관한 MOU 체결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3척의
함정과 1개의 병원에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2013년까지 함정 139척과 병원 6개소
에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중임
◦ 운영실적은 2009년 16건, 2010년 32건, 2011년 56건, 2012년 221건, 2013년 519
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3년은 시스템이 추가로 설치된 함정
및 병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비하여 2배 이상 운영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박정선 외 2014, p27).

2.5 보건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2014.09~2015.03)10)
1) 시범사업 내용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개정안 발의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4년 9
월부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사업은 총 4차년도로 구
분되어 진행되었으며, 각 차수마다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이 추가되어 운영되었
음. 1차년도(2014.09~2015.03)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보건의료기관에서 지속
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고혈압 및 당뇨환자를 환자군으로 모집하여 환자가 직
접 가정에서 생체정보를 측정 및 전송, 의사가 이를 바탕으로 원격모니터링 및 원
격상담을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하였으며, 일부 지역(영양군, S의원)에서는 환
자가 보건의료기관을 직접 내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는
원격진료 서비스를 실시하였음
9) 원격의료 정책․보안동향 및 경제성 평가 체계 개발(20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0) 국민 건강 및 편의증진을 위한 원격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201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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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원격의료 시범서비스

◦ 시범사업 운영결과 환자가 가정에서 혈당 및 혈압을 측정하여 의료기관으로 전송한
횟수는 4,306건이었으며, 전송된 생체정보 등을 바탕으로 원격지 의사가 원격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모니터링 메시지를 전송한 횟수는 2,759건이었음. 서비스
대상 환자군 중 생체정보 등을 바탕으로 유선 및 화상으로 상담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된 원격상담 건수는 358건으로 집계되었음. 영양군보건소 및 S의원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시행하였으며, S의원 38건, 영양군보건소 70건 등 총
97건의 원격진료가 운영되었음

2) 시범사업 결과
◦ 사업에 참여한 환자 중 고혈압 환자는 68.6%, 당뇨환자는 31.4%였으며, 성별은
남성이 52%(여성 48%), 연령은 60대가 37.2%였음. 만족도 조사 결과(5점 척도
(매우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에서 전반적 만족도(대체로 만족이상)은 76.9%
로 나타났음. 또한 전체 환자의 84.28%가 원격모니터링 서비스가 만성질환 관
리를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하였으며,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되
었다는 환자가 82.02%, 의사의 조언을 더 잘 따르게 되었다는 환자가 81.84%
등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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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보건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2015.04~2016.03)11)
1) 시범사업 내용
◦ 2차년도(2015.04~2016.03) 사업에서는 1차년도에 운영되었던 사업을 지속운영
하면서, 추가적으로 동네의원 중심 복합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노인요양
시설 원격진료 서비스, 의료취약지역 원격진료⋅원격모니터링 서비스가 시행
되었음
◦ 동네의원 중심 복합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는 동네의원(일차 의료기관)에
다니는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 서비스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
이었음. 환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가 측정한
혈당 또는 혈압 수치를 담당 의료진에게 전송하면, 의료진은 환자가 전송한 생체
측정 정보와 의료진용 웹 시스템 내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력, 치료 방법 등의 환자
정보를 토대로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환자에게 적절한 관리지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의료취약지 대상 원격진료⋅원격모니터링 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2가지 모
형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음. 2가지 모형은 ʻ공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보건의
료기관 원격진료⋅원격모니터링 서비스ʼ, ʻ도서벽지(가정, 보건진료소)-보건의료
기관 원격진료⋅원격모니터링 서비스ʼ임

[그림 16] 복합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모형도(당뇨병 질환 예시)
11) 원격의료 활성화 모델 개발 및 실증(201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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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시설-보건의료기관 원격진료⋅원격모니터링 서비스 모형
- 의료취약지 공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에 원격의료 시스템을 설치하여 보건의료
기관 의사와 의료취약지 주민 간 원격진료⋅원격모니터링 서비스를 실시하였음

[그림 17] 원격의료 서비스 모형도-1 (공용시설)

- 고혈압 환자는 공용시설에 설치된 공용혈압계로, 당뇨 환자는 개별 지급된 혈당계로
생체정보를 측정⋅전송하며, 공용시설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공용시설 수시
관리하였으며, 공용시설에 설치된 화상시스템을 통해 보건의료기관 의사가 월
1회 원격진료를 제공하고 3개월마다 대면진료를 제공하였음
◦ 도서벽지-보건의료기관 원격진료⋅원격모니터링 서비스 모형
-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개별 스마트폰을 지급하여 보건의료기관 의사와 주민 간
원격진료⋅원격모니터링 서비스를 실시하는 모형으로, 환자에게 개별 혈압⋅
혈당계를 지급하여 생체정보를 측정⋅전송케 하였음
- 전송된 생체정보를 참고하여 가정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보건진료소에
설치된 화상시스템을 통해 보건의료기관 의사가 월 1회 원격진료를 제공하고
3개월마다 대면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2) 시범사업 결과
◦ 보건복지부 2차년도 시범사업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차년도 지속사업과 더불어
임상적 유효성 분석을 위한 동네의원 중심 복합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시범사업, 거동불편자 원격진료 서비스 시범사업, 의료취약지역 주민 대상 원격
진료⋅원격모니터링 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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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의원 중심 복합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시범사업
-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 239명을 대상으로 시험군-대조군 연구 결과, 당
화혈색소* 수치의 경우 시험군에서 0.63%p 감소(7.98%→7.35%)하여 대조군
보다 0.36%p 만큼 감소폭이 더 컸음
- 혈당 변화도 시험군은 18.85mg/dL 감소(150.9mg/dL→132.05mg/dL)하여대
조군보다 16.44mg/dL 만큼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임상적 개선효과가
확인되었음
◦ 고혈압⋅당뇨병 환자 원격모니터링⋅원격진료 서비스 시범사업(1차년도 지속사업)
- 1차년도 시범사업부터 참여하였던 환자들을 대상의로 원격모니터링 서비스가
임상 수치 개선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고혈압 환자 288명, 당뇨환자
135명을 대상으로 시험군 전⋅후 비교연구를 진행하였음. 연구결과 고혈
압 환자는 수축기 혈압이 3.23mmHg 감소(131.32mmHg → 128.09mmHg)하
였고, 당뇨병 환자는 당화혈색소가 0.31%p 감소(7.08% → 6.77%)하였음
◦ 의료 취약지 대상 원격진료⋅원격모니터링 서비스 시범사업
- 평가결과 서비스에 대한 전만적인 만족도는 8.3점(10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
음. 나머지 세부적인 조사항목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 된 5점 척도 항목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전반적인 건강관리 도움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대상자의 88.9%가 만족 이상으로 분율을 보였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향후 지속적으로 이용 의향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80.7%의 대상
자가 만족 이상의 분율을 나타냈음
-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복약순응도 평가는 5.1점(6점 만점)으로 원격의료 서비
스 이용 이전(4.83점)보다 높았음
◦ 거동불편자 원격진료 서비스 시범사업
- 평가결과 서비스에 대한 전만적인 만족도는 8.79점(10점 만점)으로 높게 나
타났음. 나머지 세부적인 조사항목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 된 5점 척도 항목으로 조사하였음. 조사결과 전반적인 건강관
리 도움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대상자의 90.0%가 만족 이상으로 분율을 보였으
며, 이러한 서비스를 향후 지속적으로 이용 의향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84.3%
의 대상자가 만족 이상의 분율을 나타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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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 최근에는 아직 만성질환이 발병 전 단계이지만 건강검진 결과,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2016년부터 제공하고 있음. 건강검진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만성질환 위험이 높은 성인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목표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전국 10개 보건소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
하고 있으며, 5대 건강위험요인(혈당, 혈압,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중 1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성인에게 활동량계, 혈당계, 혈압계 등의 디바이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생체정보를 바탕으로 6개월간 영양 및 신체활동
상담과 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서비스임

[그림 18]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플랫폼
(출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3개월의 서비스 기간 경과 후 진행된 중간평가에서 대상자 중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 감소한 비율이 32.5%로 조사되었고, 걷기 실천율이 23.1% 향상되는 등 건강
행태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음. 특히 연령별 모바일 앱 사용율을 살펴보면,
40~50대의 활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만성질환 위험도가 가장 높은 40~50
대에서의 건강관리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물론 3개월의 서비
스 기간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짧은감이 있고, 지속적 관찰을 통해 신중한 판
단을 해야겠지만, 현재까지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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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연령별⋅주차별 모바일 앱 사용률
(출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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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현황
◦ 국내⋅외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 기업이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로 진출하거나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음.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
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Data활용,
Data수집, Data분석, Data예측 등 데이터 운용방식에 따른 분류방식이 대표적
임. 본 보고서에는 데이터 운용방식에 따라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
스를 분류하고, 추가적으로 WHO의 6 building blocks을 접목하여 작성한 BM
Matrix 방식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분류에 따른 현황은 부록으로 제시하였음
◦ Data활용, Data수집, Data분석, Data예측 등 데이터 운용 방식에 따라 국내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분류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음

[그림 20] DATA 운영 Matrix 분류별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분류

◦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을 BM Matrix를 활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Matrix의 가로축은 디지털헬스케어 4단계 프로세스를 접목하여 기존 DATA 활용
→ DATA 수집 → DATA 저장 및 분석 → DATA 예측맞춤의 항목으로 도출하
였으며, 세로축은 WHO의 6 building blocks을 접목하여 7개 영역
(Ledership Governance, Service Delivery, Health Workfoce, Health
Information Systems, Access to Essential Medicines, Access to Essential
Equipment, Financing)으로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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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WHO 6 Building blocks를 활용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BM Matrix

- Leadership Governance 영역에서는 국민건강알람서비스(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심평원), 라이프태그(재난대응의료안전망사업
단) 등이 있음
- 기존 DATA를 활용하는 단계에서의 국내기업에는 Service Delivery 영역에서는
메디라떼, 똑딱 등이 있으며, Health Information Systems 영역에서는 SELVAS
OCR, SelvySTT 등이 있음
- DATA를 수집⋅연결하는 단계에서의 국내기업에는 Service Delivery 영역에서
는 Hicare(인성정보), Rebon(솔미테크), 모바일 소아과(모바일닥터) 등이 있
으며, Health Information Systems 영역에서는 베스트케어(이지케어텍),
BITCare Plus(비트컴퓨터), Mdsaver(엠디세이버) 등이 있음
- Access to Essential Medicines 영역에서는 스마트 약상자, Refit Cam 등이
있음
- Access to Essential Equipment 영역에서는 스마트청진기(야베스, SKEEPER),
모바일초음파(힐세리온), 써모케어(엠트리케어), 스마트벨트(웰트), Yodoc-m
(에스코넥), 호허니(필아이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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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ncing 영역에서는 마이리얼플랜이 있음
- DATA를 저장⋅분석하는 단계에서의 국내기업에는 Health Workfoce 영역에서는
하이차트(헬스웨이브)이 있으며, Health Information Systems 영역에서는
누스코, Macrogen, M-Teresa(IRM), SAMI(삼성), LifeRecord(라이프시맨틱스),
휴레이 포지티브(Huray) 등이 있음. 이외에 Access to Essential Equipment
영역에서는 iSyncBrain(아이메디신), S-Patch2(삼성), SimBand(삼성) 등이
있음
- DATA를 예측⋅맞춤하는 단계에서의 국내기업에는 Health Information Systems
영역에 AI4TB(루닛), NOOM, 성매개감염(뷰노) 등이 있으며, Access to
Essential Equipment 영역에서는 라파엘 글러브(네오팩트), 스마트체중계(아이엠
헬스케어), 프라센 등이 있음
◦ Data운용 Matrix에 따른 분류 외에 보유기술, 진료 및 기술형태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음. 보유기술, 진료 및 기술형태에 따른 분류는 크게 Wearable/Device
기술, IoT Healthcare Platform기술, Healthcare Application 기술, Bio Medical
기술로 구분할 수 있음. 위의 4가지 기술은 현재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한 분야이며, 국내․외에서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임. 분류에 따른 기업 현황은 부록 2에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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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헬스케어 법⋅제도 현황
4.1 법⋅제도
◦ 우리나라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를 담고 있는 법률은 의료법 제 34조가 대표적
이라고 볼 수 있음. 디지털헬스케어가 서비스부터 기기까지 스펙트럼이 넓고, 서비
스에도 m-Health, 원격의료, e-Health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신기술
발전에 따른 법체계 정비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행 의료법, 의료법 개정(안), 이와 관련된 현행 주요 가이드라인을 중심
으로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고민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음

1) 현행 법제도
◦의료법
- 2002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어 2003년 3월 30일로 시행된 의료법을 살펴보
면 제34조(원격의료)조항이 원격의료와 관련이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원격의
료의 시설과 장비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가 규정되어 있음. 이외에도
동법 제18조(전자처방전작성과교부), 제 23조(전자의무기록)조항도 간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이라 할 수 있음. 의료법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는 의료인을 의료
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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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진료실
2. 데이터 및 화상(畵像)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

2) 의료법 개정(안)
◦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 10월 29일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에 대한 편의성 및 접근성 개선과 고령화 사회에서 상시적인 질병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가 다양한 부문에서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보건
의료 환경변화에 맞추어 현재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되어있는 원격의료를 의
사와 환자 간으로 확대하여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 접근에 대한 국민 편의성을 제고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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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되어 있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간에도 확대
하여,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 원격의료가 가능한 환자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하고,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함(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
- 원격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및 안 제92조제1항 1의2 신설)

[그림 22] 원격의료 허용 대상 및 이용기관(의료법 개정안)

4.2 주요 가이드라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찍이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품목허가 가이드라인을 통
해서 유헬스케어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별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
으나, 실제 허가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상황이며, 디지털헬스케어 전 분야를 대
상으로 하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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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헬스케어는 건강관리에 대한 영역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기존의 법률 및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에 대한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관리 제품에 대한
모호성이 항상 존재하였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7월
10일 의료기기법 제2조에서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을 구분하는 기준
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의료기기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고, 건강관
리용 디지털헬스케어 기기 분야의 발전을 앞당기고자 하였음. 이 판단 기준에 따르
면,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
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규정하였으며,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이
란 ‘건강 상태 또는 건강한 활동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건강한 생
활방식⋅습관을 유도하며 만성질환 또는 그 상태의 위험이나 영향을 줄이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개
인용 건강관리 제품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기로 보지 않음’으로 규정하였음. 이를
통해 기존에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제품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제품들이 보
다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음

1)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
◦ 또한 디지털헬스케어에서 핵심 분야 중의 하나인 모바일 의료용 앱의 관리를
위하여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2013년 12월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
음. 이를 통해 모바일 의료용 앱의 의료기기 대상여부 및 사전⋅사후 관리 방안
등을 안내하고 있음

2)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 최근에는 인공지능 분야가 헬스케어에 많이 적용됨에 따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음
(2017.11). 가이드라인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구분 기준 및 품목분류, 허가 심사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제품은 의료용 빅데이터리를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 또는 예측하는 독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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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형태의 의료기기로 기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적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질병을 진단 및 예측하는 임상결정지원 소프트웨어나
의료영상진단보조 스포트웨어 등이 해당됨. 의료기기법 제2조 정의에 따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는 사용목적과
위해도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제품으로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기반
으로 의료정보를 분석하여 얻은 임상정보를 이용하여 환자의 질병 유무, 상태 등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자동으로 진단⋅예측, 모니터링 하거나 치료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영상, 체외진단기기로부터 나온 시그널,
신호획득시스템에서 나오는 패턴 또는 시그널을 분석하여 진단⋅치료에 필요한
임상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등이 있음. 반대로 해당되지 않은 제품에는 ’운동⋅
레저 및 일상적인 건강관리 목적의 소프트웨어’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이렇듯 제품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는 물론 허가⋅심사 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업체의 혼란을 줄이고, 새로운 제품 개발에 보다 주력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함

3)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 허가 심사가이드라인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유⋅무선 통신 의료기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기기의 해킹, 정보 유출 등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환자 및 의료진을 보호하고자
본 가이드라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11월 발표하였음. 가이드라인에서
는 유⋅무선 통신이 가능한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으로 요구하고 있음.
-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환자의 생체정보 등 개인의료정보를 송수신하는 의료
기기
-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의료기기
-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펌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는 의료기기
◦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의 위험관리 프로세스는 위험분석(Risk analysis), 위험평가
(Risk evaluation), 위험통제(Risk control), 잔여위험 허용평가(Evalu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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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residual risk acceptability), 위험관리보고서(Risk management report), 생산
및 생산 후 정보(Production and post- production information)의 단계로 진행되는
데, 이러한 각 절차에서 위험요소를 판단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

4) AR⋅VR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된 인증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지속적
으로 준비하고 있음. 최근에는 환자 질병을 치료하거나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AR⋅VR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2018년 상반기 중으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음. 최근 인공지능(AI)⋅빅데이터⋅가상현실(VR) 등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의료용 기기나 소프트웨어(SW)가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의료기기
와 비(非)의료기기의 구분 기준이 없어 연구개발과 산업 발전에 어려움이 많다
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며 심사 가이드라
인 초안을 마련하였음.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전문
가 협의체가 작성한 초안은 현재 업계 및 전문가 등에 공개돼 의견을 수렴하는
중임
◦ 식약처가 마련한 초안에는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정의
△성능의 검증 방법 △안전성 검증 방법 등이 담겼음. 초안에 따르면 가상⋅증강
현실 기술을 활용하는 기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함. 기기나 소프트웨어가 질병⋅상해⋅장애 등을 진단⋅치료⋅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큰 틀에서 의료기기로 구분한다는 의미임. 예컨대 CT⋅
MRI 등으로 촬영한 영상을 태블릿PC 등에 증강현실로 구현, 실제 수술 사용하거나
뇌파⋅근전도 등의 생체신호를 헤드마운티드디스플레이(HMD) 등에 적용해 재
활치료를 하는 기기 등이 해당함. 다만 수술 연습이나 해부학 교육 등 의료인
의 교육⋅훈련용이거나 약의 효능⋅부작용 정보 등을 알려주는 건강관리용 기
기⋅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제품의 성능(효과)은 사용자의 시선이나 동작이 가상 영상에 반영되는 반응속도나
정확도 등을 평가해 확인하며, 제품 사용시 안전사고 위험이나 병원 사용시 감염
위험 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안전성 체크도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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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 우리나라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역사는 1988년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
되었으며, 2003년 이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허용되
면서 관련 시범사업이 많이 진행되었음. 특히 지자체가 의료취약지의 접근성 개
선, 만성질환 관리, 치매환자 관리 등을 위해서 지역자원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을 통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음
◦ 2010년 들어 스마트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시범사업이 3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국가주도의 시범
사업이 진행되었음. 2014년~2017년까지 진행된 4개년 시범사업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는데 특히,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노인 등
을 위한 서비스와 함께, 의료비 급증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만성질환자 대상 서비
스, 방문간호에의 디지털헬스케어를 적용한 다양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음. 이 시
범사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차의원 중심의 비대면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대상으로 하는 원격
의료 사업 역시 진행되고 있음
◦ 지금까지의 한계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민간의 노력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나 서비스의 신뢰도에 긍정적인 결과가 도
출되었지만, 짧은 사업기간 등으로 서비스 유효성, 경제성, 안전성 등의 결과분석
이 다소 부족했음.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 준수 및
해당국 규제기관의 인증이 필수적이지만, 위에 언급한 제약요인들에 의하여 충분
한 임상적, 경제적 근거 축적은 부족한 상황 임
◦ 향후 시범사업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종료가 되지 않도록, 진행될 서비스에 대한
디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종료 후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또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중복 사업을 방지하고,
서비스의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16년 자체적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가지는 애로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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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복잡하고 중복적인 인증절차, 하드웨어로 치우친 인증절차 등 인․허가에 관련
된 내용이 많았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들어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
리 지침,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 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인허
가 절차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규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2018년에는 AR․VR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
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실제 제품을 개발 완료하여도 이를 사용할 의료기관 등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국
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의 어려운 부분임. 향후 국내 시범사업 추진시에는 이
러한 국내 기업들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외진출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의료진이 실제 개발 된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정책적 개선 방안
을 마련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과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간의 협업체계를 구
성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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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SEAN지역
◦ ASEAN 지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구성된 지역 국가 연합체임. 1967년 설립되
었으며, 설립당시에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등 5개국이
었으나, 현재는 10개국이 가입되어 있음. 2016년 기준으로 인구가 6억 5천만명,
2조 3천억 달러의 거대 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한국의 무역⋅투
자⋅원조의 주요 대상지역으로 부상하였음. 특히 높은 경제성장률과 더불어 보건
의료산업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2016년 기준으로 약 154,195백만
달러를 보이고 있으며, 12년 이후 약 5.0%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는 성장률이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임. 본 보고서에서는 ASEAN의
10개 국가 중 최근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어, 보건의료시장이 커지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1.1 보건의료 시장현황
1) 의료현황 지표
◦ 동남아시아 3개국(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의 보건의료 수준은 한국 대비

50 ❚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지원 사업

낮은 것으로 조사됨. 조사 대상 3개국의 평균 수명은 68.27세로 82.36세를 기록
한 한국과 14세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 평균 기대수
명이 62.4세로 한국과 20세 가까운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조사 대상 3개국의 평균 영아사망률12)은 신생아 1,000명 당 21.58명으로
(한국 : 2.821명) 조사됨. 영아사망률은 국민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
한 통계 중 하나로 생후 1년 이내의 사망률인 영아사망은 보건의료체계의 효과성
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아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아직까지 보건의
료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이들 3개국의 합계출산율13)은 2.36명으로 안정적인 인구 증가를 기록하
고 있음.
<표 20> 베트남 보건의료 현황

보건 의료 Data

규모
베트남14)

인도네시아15)

캄보디아16)

한국

기대수명

73.4세

69세(2015)

62.4세(200817) )

82.36세

합계출산율

2.09명

2.3명(2017)19)

2.7명(2014)

1.172명

14.5명

22.23명(2015)

28명(2014)

2.821명

21.8명

26.2명(2015)

35명(2014)

5.494명

영아 사망률
(1,000명 당)
유아 사망률20)
(1,000명 당)

12)
13)
14)
15)
16)
17)
18)
19)
20)

기준년도

201618)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 수를 해당 연도의 1년 동안의 총 출생아 수로 나눈 비율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016 베트남 통계 지표의 경우 확정치 발표 전 예비 발표치임
2018년 1월 기준 입수 가능한 최신 자료(2015년 이후 자료 미발표)
2018년 1월 기준 입수 가능한 최신 자료(2014년 이후 자료 미발표)
2018년 1월 기준 입수 가능한 최신 자료(2008년 이후 자료 미발표)
해당 기준년도는 베트남 및 한국의 최신 년도를 나타냄
2017년 UN 인구조사국(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통계 자료를 통한 자체 환산치임
출생 후 5년 이내에 사망한 유아 수를 해당 연도의 1년 동안의 총 출생아 수로 나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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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 인프라 및 자원 현황
◦ 동남아시아 3개국(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의 경우 열악한 의료 인프라와
전문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일반 국민들이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됨
◦ 캄보디아의 경우 단위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 0.8개로 한국의 5.9% 수준에 불과하
며 의사⋅간호사⋅조산사를 포함하는 의료 인력의 경우 인구 1,000명 당 1.124
명21)에 불과해 9.42명을 기록한 한국 대비 11.9%에 불과함. 전국에 80여 개의
공공병원이 있지만 낙후된 시설과 설비로 인해 서비스의 질을 기대하기 힘든 것
으로 파악됨
◦ 한편 동남아시아 3개국 중 가장 높은 의료 인프라 지표를 기록한 국가는 베트남으로
단위 인구 1,000명 당 2.68개 병상 수와 2.31명의 의료 자원22)을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 베트남 의료 인프라 및 자원 현황

보건 의료 Data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인구 1,000명 당
간호사 수27)
인구 1,000명 당
조산사 수3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규모
베트남

인도네시아23)

캄보디아

한국

2.68개

1.21개(2015)

0.8개(2015)24)

13.5개

0.84명

0.1606명(2015)

0.168명(2013)26)

2.32명

기준년도

201625)
1.16명

0.8765명(2015)

6.94명
0.956명(2013)28)29)

0.31명

0.4374명(2015)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간호사 수, 조산사 수의 합계를 의미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간호사 수, 조산사 수의 합계를 의미함
2018년 1월 기준 입수 가능한 최신 자료(2015년 이후 자료 미발표)
2018년 1월 기준 입수 가능한 최신 자료(2015년 이후 자료 미발표)
해당 기준년도는 베트남 및 한국의 최신 년도를 나타냄
2018년 1월 기준 입수 가능한 최신 자료(2013년 이후 자료 미발표)
베트남 전체 간호사 수와 인구수를 통한 환산치임
2018년 1월 기준 입수 가능한 최신 자료(2013년 이후 자료 미발표)
캄보디아의 경우 간호사 수와 조산사 수를 통합 집계해 발표함
베트남 전체 조산사 수와 인구수를 통한 환산치임

0.16명

52 ❚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지원 사업

3) 질병 발병 현황
◦ ASEAN 국가의 경우 도시화에 따라 비만, 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열악한 의료접근성으로 인해 진단조차 받지
않은 환자 수 또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동남아시아 3개국(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 고혈압 유병률의 경우
평균 23.67%를 기록해 한국 11.0%의 2.15배를 기록하였으며, 인도네시아와 캄
보디아의 경우 6.9%의 높은 비만 유병률을 보이고 있음
◦ 한편 개발도상국의 경우 낮은 보건위생 수준으로 감염성 질환의 유병률이 높으며
대표적 감염성 질환인 HIV/AIDS 유병률의 경우 조사 대상 3개국 평균 0.35%를
나타내 한국 대비 17.5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
0.7%로, 한국의 35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감염병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음
<표 22> 베트남 질별 발병 현황

보건 의료 Data

규모
캄보디아

한국

기준년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2.1%

6.9%

6.9%

4.7%32)

2016

만성

비만 유병률31)

비감염성
질환

고혈압 유병률33)

23.4%

23.8%

23.8%

11.0%

2015

당뇨병 유병률34)

5.5%

6.7%

6.7%

8.8%

2017

감염성
질환

HIV/AIDS
유병률35)

0.33%

0.03%

0.7%(2014)36)

0.02%37)

2016

31) 만 18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 30kg/㎡ 이상인 분율
32)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 ‘2016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국내 비만 기준인 체질량지수 25kg/㎡ 이상인 분율은
34.8%를 기록함. 상대국과 객관적 비교를 위해 공통 기준을 적용함
33) 만 18세 이상, 수축기 혈압 140㎜Hg, 이완기 혈압 90㎜Hg 기준
34) 세계당뇨병연맹(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 ‘IDF Diabetes Atlas Eighth Edition 2017’, 2017
35) HIV/AIDS 환자수와 전체 인구수를 통한 자체 환산치임
36) 2018년 1월 기준 입수 가능한 최신 자료(2014년 이후 자료 미발표)
37)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 ‘2016 HIV/AIDS 신고 현황’,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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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출입 현황 지표
◦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경우 별도의 HS Code 제품 분류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수출입 현황 및 수요 파악이 제한적임. 의료기기 품목별 무역지표
분석을 통해 주요 의료기기(HS Code 9018~9022) 제품군에 대한 수요 파악
을 진행하였음
◦ 베트남
- 베트남 내 주요 의료기기 제품군에 대한 수입 현황 조사 결과, 2016년 기준 5개
품목군(HS Code 9018~9022) 전체 수입액은 7억 7,618만 3,000달러로 2014
년 이후 연평균 10.1%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 특히 한국산 제품 수입액 규모는 2016년 7,526만 4,000달러로 2014년 이후
연평균 22.7%의 급격한 수입액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베트남 내 가장 높은 수입액을 차지한 품목은 내과⋅외과⋅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 품목(HS Code 9018)임. 베트남의 해당 품목의 수입 규모는 2016년 기준
4억 5,262만 1,000달러로 그 중 한국산 수입액이 4,100만 4,000달러로 약 9%
의 수입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베트남 내 잠재 성장률이 가장 높은 항목은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
하는 기기(HS Code 9023)임. 해당 품목의 수입액은 2016년 기준 1억 3,438만
1,000달러로 2014년 이후 의료기기 제품군 중 가장 높은 연평균 21.5%의 성장률
을 기록함. 해당 제품군의 한국산 제품 수입 규모 또한 연평균 33.4%의 높은 성장
세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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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베트남 주요 의료기기 제품군 수입 통계
<표 23> 베트남 주요 의료기기 제품군 수입 통계
전체 수입액 (단위: 천 달러)

한국산 수입액
(단위: 천 달러)

한국산 수입액
연평균 성장률
(2014-2016)

6.1%

41,004

18.4%

46,325

11.9%

6,121

11.5%

6,618

5,753

8.3%

826

29.3%

104,720

113,984

137,103

14.4%

5,654

34.8%

9022

91,081

91,542

134,381

21.5%

21,659

33.4%

합계

640,037

629,368

776,183

10.1%

75,264

22.7%

주요 HS
Code

2014

2015

2016

9018

402,357

373,478

452,621

9019

36,973

43,746

9020

4,906

9021

전체 수입액
연평균 성장률
(20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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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내 주요 의료기기 제품군에 대한 수입 현황 조사 결과, 정형외과용
의 기기(HS Code 9021)를 제외한 모든 제품군에서 수입액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한편 한국산 정형외과용 기기의 수입 규모는 2014년 이후 164.3%의 급
성장세를 기록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음
- 인도네시아 내 가장 높은 수입액을 차지한 품목은 내과⋅외과⋅치과용 또는 수
의용 기기 품목(HS Code 9018)임. 해당 품목은 2016년 기준 4억 3,999만
5,000달러의 수입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산 수입액 또한 2,044만 1,000달
러로 전체 수입액 비중의 약 4.6%를 차지함
- 주요 관련 품목의 한국산 연평균 성장에 대한 추이는 대체적으로 전체 수입액에
대한 성장률과 비례하는 모습을 보임. 그러나 HS Code 9019 제품군의 경우 전
체 수입액은 32.4% 상승한 것에 비해, 한국산 수입액은 16.4% 감소하는 모습
을 보였으며, 정형외과 기기인 HS Code 9021 제품군은 전체수입량이 –54.3%
로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수입액은 164.3%로 크게 상승하는
등 전체 수입 추이와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임

[그림 24] HS 코드 9019 주요 수입국 비중 현황
출처: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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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HS Code 9020 주요 수입국 비중 현황
출처: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그림 26] 인도네시아 주요 의료기기 제품군 수입통계(20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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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인도네시아 주요 의료기기 제품군 수입통계(2014-2016)
전체 수입액 (단위: 천 달러)

전체 수입액
연평균 성장률
(2014-2016)

한국산 수입액
(단위: 천 달러)

한국산 수입액
연평균 성장률
(2014-2016)

주요 HS
Code

2014

2015

2016

9018

273,213

330,957

439,995

26.9%

20,441

25.2%

9019

36,173

54,783

63,435

32.4%

1,293

-16.4%

9020

6,301

7,267

7,260

7.3%

3,118

9.8%

9021

125,286

18,859

26,221

-54.3%

1,621

164.3%

9022

72,649

85,865

206,113

68.4%

2,250

36.5%

합계

513,622

497,731

743,024

20.3%

28,723

23.3%

◦ 캄보디아
- 2016년 기준 캄보디아 내 주요 의료기기 제품군 수입 규모는 2,896만 7,000달러로
ASEAN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함. 해당 제품군 수입액은 2014년 이후 5.1%
의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인근 ASEAN 국가 성장률 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함
- 특히 한국산 제품 수입 규모의 경우 2014년 222만 1,000달러를 기록한 이후
연평균 18.3%의 감소세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해 2016년 148만 1,000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단위 : 천 달러)

[그림 27] ASEAN 주요 국가 의료기기 수입규모 현황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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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내 가장 높은 수입액을 차지한 품목은 내과⋅외과⋅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 품목(HS Code 9018)임. 해당 품목은 2016년 기준 2,397만 4,000달러를 수
입하였으며, 그 중 한국산 수입액은 120만 8,000 달러로 파악됨
◦ 캄보디아 내 잠재 성장률이 가장 높은 항목은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 마스크’
(HS Code 9020)임. 캄보디아의 해당 품목의 수입액은 2016년 기준 75만
8,000 달러로 수입액 규모가 크지 않으나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입규모 성
장률이 297.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단위 : 천 달러)

[그림 28] 캄보디아 주요 의료기기 제품군 수입통계(2014-2016)
38)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HS Code 9018~9022 제품군의 국가별 수입액 규모를 합산해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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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캄보디아 주요 의료기기 제품군 수입통계(2014-2016)
전체 수입액
연평균 성장률
(2014-2016)

전체 수입액 (단위: 천 달러)

한국산 수입액
(단위: 천 달러)

한국산 수입액
연평균 성장률
(2014-2016)

주요 HS
Code

2014

2015

2016

9018

17,405

26,025

23,974

17.4%

1,208

-15.1%

9019

1,226

532

518

-35.0%

50

-64.9%

9020

48

64

758

297.4%

4

100%

9021

629

244

374

-22.9%

3

-75.0%

9022

6,925

4,733

3,343

-30.5%

216

51.6%

합계

26,233

31,598

28,967

5.1%

1,481

-18.3%

1.2 디지털 헬스케어 주요기업 현황
◦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현지에서 스마트의료 및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사업
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 현황을 분석하였음
<표 26> 기업 유형에 따른 주요 기업 분류
<의료 데이터 연동 및 관리 SW> <원격의료진단 Service 및 솔루션>
베
트
남

⋅Cosmo Medical Technology ⋅Alobacsi

⋅OneHealth

⋅Elinco

⋅Vidyo

⋅VieVie Healthcare

⋅OneMES
⋅Unitech

⋅NewTel

<개인 건강관리 Application>
⋅Sirma Medical ⋅Viettel
Systems
⋅Health &

⋅MyNetDiary

Parenting
⋅ My Health Company Limited

<원격의료진단 Service 및 솔루션>
인
⋅Alo Dokter
도
⋅Meet Doctor
네

<의료 데이터 연동 및 관리 SW>
⋅ Shinzo Technologies

⋅ Mitrais

⋅ PT Gemss Solution

⋅ Infokes

시
아

⋅ PT Silikon Digital Indonesia

캄 <여성 및 소아를 위한 건강관리 Application>
보 ⋅Ovia Health
디
⋅Health&Parenting
아

<의료 데이터 연동 및 관리 SW>

⋅ PT Rentas Media Indonesia
⋅ Cambodiasoft
⋅ K2A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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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 의료 데이터 연동 및 관리 SW
- 베트남은 현재 진행 중인 건강보험 의료정보시스템, 의료보험카드 디지털화 등
에서 기존 데이터 축적 및 연동 부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며 이와
연관된 의약품, 개인의료기록, 의료기기 모니터링 정보 등을 연동/수집하는 SW
에 대한 수요가 증가 중에 있음
- 베트남은 아시아 지역 상대국 대비 HIV/AIDS 등 감염성 질환에서 높은 감염
비율과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음. 감염성 질병에 대한 측정/계측기기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임
기업명 (국적)

제품유형

Elinco (베트남)

EMR (전자기록물 등록 시스템)

Elinco (베트남)

PACS (이미지장치 데이터 기록 시스템)

OneMES (베트남)

환자 기록, 의료⋅임상관리, 급여⋅인사관리 토탈 솔루션

Cosmo Medical Technology (베트남)

HIS (병원정보관리시스템)

Unitech (베트남)

체온, 혈압, 혈당 데이터 공유 시스템

◦ 원격의료진단 Service 및 솔루션
- 베트남은 현재 부족한 병상자원을 대체하고 보완하기 위한 원격의료 진단과 관
련된 서비스 및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기업명 (국적)

제품유형

Alobacsi (베트남)

원격 건강검진시스템

Vidyo (베트남)

화상의료통화시스템

NewTel(베트남)

원격의료 및 화상 회의 시스템

OneHealth (베트남)

모바일 원격 의료상담⋅진단 시스템

VieVie Healthcare (베트남)

모바일 원격 의료상담⋅진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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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건강관리 Application39)
- 베트남 국민의 고혈압 유병률은 23.4%로 한국의 2.13배에 이름. 최근 급격히
발전한 스마트폰 보급률에 따라 개인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만성질환
⋅의료기록 관리 Application이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함
기업명 (국적)

제품유형

My Health Company Limited (베트남)

의료 및 건강 데이터 관리 Application

Viettel (베트남)

자기진단 및 건강관리 Application

Health & Parenting (영국)

출산 건강 기록 관리 Application

MyNetDiary (미국)40)

당뇨⋅비만 건강기록관리 Application

Sirma Medical Systems (불가리아)41)

당뇨병 관리/모니터링 Application

가. 베트남 이슈 기업 분석 - Alobacsi
◦ 기업 개요
- Alobacsi는 베트남 최초⋅최대의 온라인 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업체로 전문
의료진을 통한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 및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작해 현재 개별 환자들에게 전문 의료진의 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력 서비스 분석
- Alobacsi는 베트남 최초의 온라인 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업체로 의료진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적인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의료 상담 신청 내용에 대해
채팅 및 이메일을 통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근 Facebook이나 Zalo와 같은
영상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화상 원격 상담을 시작함. 또한 질병 및
건강관리 정보 제공을 통해 자가 진단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함

39) 글로벌 모바일 앱 통계 사이트 App Annie의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통계에 따르면 현지 개발기업
에 의해 상용화된 관련 어플리케이션은 극히 적으며 주로 글로벌 기업의 유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40) 2018년 1월 베트남 Google Play Store 기준 유료 어플리케이션 만성질환 모니터링 분야 1위; ‘Diabetes
& Diet Tracker’ (출처: App Annie)
41) 2018년 1월 베트남 Google Play Store 기준 어플리케이션 만성질환 모니터링 분야 상승률 1위; ‘Diabetes:M’
(출처: App An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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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Alobacsi 社의 주요 서비스 분석
원격 화상 상담 서비스

유선 상담 서비스

채팅⋅이메일 상담 서비스

⋅ 전문 의료진과의 원격 화상 상

⋅ 건강, 진단정보 관련 문의사항

⋅ 건강, 진단정보 관련 문의사항

에 대한 전문 의료진 유선 상담

에 대한 전문 의료진의 채팅⋅

서비스 제공

이메일 상담 서비스

담 서비스 주선
⋅ Facebook, Zalo 등 외부 영상
네트워크 플랫폼을 활용한 서
비스 제공

⋅ 48시간 내 전문 의료진의 답변
제공
⋅ 무료 서비스 제공

- 일반적인 질병 및 건강관리 정보 제공과 함께 주요 질문 및 답변 내역의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진출 현황
- Alobacsi, 온라인 의료 상담 누적 진행 건 수 220만 건 돌파
- 베트남 최대 온라인 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업체 Alobacsi는 2017년 9월 기준
누적 상담 진행 건 수 22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됨. 전문 의료진과의 온라인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Alobacsi 社는 300명 이상의 전문 의료진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 분야별 실시간 맞춤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주요 이슈
-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자선 진료 프로그램 실시하는 등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2017년 11월 Alobacsi는 지역 신문사 Báo Bà Rịa-Vũng Tàu와 함께 의료 소외
지역인 베트남 바리어붕따우 성(BRVT) 지역 300명 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선 진료 프로그램을 실시함. Alobacsi는 지난 3월 띠엔장 성(Tỉnh Tiền
Gian) 지역에서도 대규모 자선 진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의료 소외지역을 대상
으로 한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영세민에 대한 의료혜택의 균점과 지역사
회보건에 공헌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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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Alobacsi,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자선 진료 프로그램 실시

나. My Health Company Limited
◦ 기업 개요
- My Health Company Limited는 베트남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로 웹 기반의
의료기록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2017년 8월 의료 및 건강정보 관리
어플리케이션인 My Health를 출시하고 이용자들에게 개인 건강기록 관리기능과
함께 맞춤형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주력 서비스 분석
- My Health 어플리케이션은 대화형 디스플레이 형식을 바탕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에서 손쉽게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개인 의료 정보 기록을 통해
과거 질병 이력확인을 통한 환자 맞춤형 진료에 활용이 가능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해당 개인 의료 정보를 활용한 알맞은 응급 의료조치가 가능함
- 또한 가족 건강기록 연동과 함께 예방접종일정 관리가 가능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함. 또한 입력한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시설
추천과 관련 의약품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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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료기록 관리 서비스

⋅성별, 혈액형,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와 함께 알레르기, 만성 질병, 선천

의료⋅건강정보 제공 서비스

⋅입력한 건강 정보를 바탕
으로 의료 시설 추천 시스
템을 운영하고 있음

성 장애와 같은 의료 기록을 저장하
고 관리

⋅개별 맞춤형 의료⋅건강

⋅예방 접종 관리 기록 기능을 통해 성

정보 제공과 함께 처방 의

별⋅연령별 맞춤형 관리가 가능함

약품에 대한 세부 정보를

⋅질병 및 진료 기록, 검진 기록 등에

제공하고 있음

대한 저장(이미지 정보 포함)을 통해
의학적 의사결정에 활용이 가능함
[그림 30] My Health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개요
출처 : My Health Company Limited (myhealth.com.vn)

◦ 주요 이슈
- 현재, 디지털 의료기록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질병 경고 시스템 개발 추진 중임
- 2017년 11월 My Health Company Limited 社는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주최하는
기술창업 생태계 지원 행사 Techfest 2017에 참석해 자사의 기술 혁신 방향
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바 있으며,
- Nguyễn Thành Trung My Health 대표는 해당 발표에서 현재 빅데이터와 인공
지능을 활용한 질병 조기 경고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고 밝힘. 자사의 어플리
케이션에 저장된 수많은 개인 디지털 의료기록과 의료 이미지 정보들을 분석해
사용자에게 질병 조기 경고와 조기 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의 질병 예방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2) 인도네시아
◦ 원격의료진단 Service 및 솔루션
- 인도네시아는 1만 5,0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지리적 특성과 함께 부족한 의
료 인력으로 인해 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한 공공보건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의료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
요가 증가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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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는 4G 통신망,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한 환경적
요건이 조성되어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 혜택 범위
확장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대규모 IT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
추진과 함께 해당 인프라를 활용한 온라인 검진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음
◦ 의료 데이터 연동 및 관리 SW
- 국민건강보험 확산에 따라 병원, 진료소, 약국, 환자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의료용 시스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인도네시아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매우 높은 편으로 특히 전체 사망률 중 심혈관
질환 및 당뇨병으로 인한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만성질환 모니터링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가. 인도네시아 이슈 기업 분석 - Alo Dokter
◦ 기업 개요
- Alo Dokter는 2014년 7월에 출시된 원격 건강 및 의학 정보 제공 사이트로 인
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 Alo Dokter는 현재 월간 1,200만 명의 이용객들이 방문하고 있
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는 온라인 의료정보 포털로 거듭
나고 있음. 주 수입원은 홈페이지 상에 게시되는 프리미엄 광고임
◦ 주력 서비스 분석
- 인도네시아 건강포털 사이트 Al Dokter는 인도네시아 의료협회 소속 의료진 인
력을 통해 의료/보건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2016년도에는
서비스를 확장하여 인도네시아 내 병원 검색 서비스 및 의료 정보 어플리케이션
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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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Alo Dokter의 주요 서비스 분석
의료/보건정보 제공
서비스

⋅질병별 정보 제공
⋅의약품별 정보 및 사용
지침 제공

의사 Q&A 서비스

의료 정보 어플리케이션

⋅의사에 대한 Q&A 제공 ⋅지역별 병원진료소 제공 ⋅2016년 3월 출시
(임신, 월경, 알레르기,

(일반 외과, 산부인과,

곰팡이 감염)

비뇨기과, 임상실험실,

⋅보건 및 건강관련 상식 ⋅인도네시아 의료협회
정보 제공

병원 검색 서비스

소속 의료진 인력 보유

의료재활센터 등)

⋅20만 명이 다운로드 한
인기 앱
⋅알일 2,000개 이상의
Q&A 업데이트

◦ 주요 이슈
- 투자기금 유치 성공하는 등 사업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인도네시아 원격의료 진단 서비스 업체 Alo Dokter는 현재 경쟁사인 Halodoc,
Dokter.id, MeetDoctor, KilkDokter, 1Health들을 제치고 시장에서 선두 주자로
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14년 설립 이래 해외 재단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투자기금을 유치 받고 있음
- 2016년도 Alo Dokter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Golden Gate Ventures로부터 250만
달러에 이르는 투자금을 유치 받음. 해당 투자에는 인도네시아 대표 온라인
쇼핑몰 Lazada Indonesia를 비롯한 여러 인도네시아 온라인 기업들이 참여하였
음. 나다니엘 페이비스(Nathaniel Faibis) 대표 이사는 자사가 보유한 검증된 의
료진들의 신뢰성 있고 우수한 콘텐츠들이 Al Dokter의 경쟁력이며 이번에 투
자된 수익금들은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사업 확장을 위해 이용될 것이라고 밝
힘.42) 2017년에는 Alo Dokter는 Golden Gates Ventures 외에도 일본의
SoftBank Group Corp로부터 700만 달러 투자 유치를 진행 중임43)
42) Deal Street Asia, ‘Indonesia: Alodokter closes $2.5m round led by Golden Gate Ventures’, 2016.08
43) Deal Street Asia, ‘Exclusive: Indonesian healthtech startups Alodokter, Halodoc eye next fundraise’,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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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o Dokter, 의료진 상담 어플리케이션 출시
- 2016년 3월 Alo Dokter는 보다 쉽게 건강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함
-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해당 Alo Dokter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도네시아 내
전문의로부터 무료로 질병, 약물, 증상, 예방, 가족 및 복지 등과 관련해 상담을
받을 수 있음. Alo Dokter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인도네시아 의료협회 (Indonesian
Doctor Institute) 회원번호도 프로필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상담을
의뢰할 수 있음. 이외에도 Alo Dokter 어플리케이션은 건강과 관련한 팁, 여성을
위한 팁 등 여러 노하우들과 관련된 기사들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됨44)

나. 인도네시아 이슈 기업 분석 - Shinzo Technologies
◦ 기업 개요
- Shinzo Technologies는 인도네시아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업체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동안 인도네시아 내 중소기업, 시민단체, 정부 기관 등에 전
자 정부, 전자 상거래, 기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종류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 주력 서비스 분석
- Shinzo Technologies는 디지털헬스케어와 관련하여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병원관리정보시스템(Sistem Informasi Manajemen
Ruman Sakit, SIMRS)을 제공하고 있음. 해당 제품은 인도네시아 병원에 적용
되는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오픈 소스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개발되어 병원 측에서 상호 운용하기 쉬움
- Shinzo Technologies는 해당 제품 외에도 경영정보솔루션(Sistem Infomasi
Pilkada, SIMKADA), 통합학술정보솔루션(Sistem Informasi Akademik
Terpadu, SIKADU), 도서관정보시스템(Sistem Informasi Perpustakaan,
SIMPERPUS) 등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음

44) Seluar Indonesia, ‘Alodokter, Konsultasi Via App Dengan Dokter Berpengalaman’,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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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Shinzo Technologies 社의 주요 솔루션
병원 관리 정보 솔루션

경영 정보 솔루션

통합 학술 정보 솔루션

도서관 정보 시스템

출처 : Shinzo Technologies(shinzotech.com)

- 특히 Shinzo Technologies는 정부 산하 기관들의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전자
정부(e-Government)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세부 솔루션으로는 인적
자원

관리

정보

시스템(SIMPEG),

지역

개발

계획

정보

시스템

(SIMPEPEDA), 디지털 아카이브 관리 정보 시스템(SIMARSIP), 지역 수익
관리 정보 시스템(SIMPATDA), 경영 정보 포털 시스템 등이 있음

인적 자원 관리 정보

지역 개발 계획 정보

디지털 아카이브 관리 정보

시스템(SIMPEG)

시스템(SIMPEPEDA)

시스템(SIMARSIP)

지역 수익 관리 정보 시스템
(SIMPATDA)

경영 정보 포털 시스템

[그림 31] Shinzo Technologies 전자 정부 관련 솔루션
출처 : Shinzo Technologies(shinzotech.com)

◦ 주요 이슈
- 뉴스 매체 어플리케이션 베타 버전 출시하는 등 사업확장에 주력 중임
- Shinzo Technologies는 현지 뉴스 매체인 Borneo News를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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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함.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베타 버전으로 출시되어 시험단계에 있으며 일정 기간동안 테스트를 거쳐 정식
으로 출시될 예정임

[그림 32] Shinzo Technologies 뉴스 어플리케이션
출처 : Shinzo Technologies(shinzotech.com)

3) 캄보디아
◦ 여성 및 소아를 위한 건강관리 Application
- 캄보디아는 높은 출산율(2.7명)을 보이지만 이와 동시에 영아, 유아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영아 및 유아 그리고 여성(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
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련 소재의 외국
회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다수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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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국적)

Ovia Health(미국)

제품유형

임신 기간 중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 2012년 설립
- 어플리케이션 명 : Ovia Pregnancy Tracker & Baby Countdown Calendar
- 주요 어플리케이션 제공 기능 : 데일리 임신 정보, 육아일기, 산모 몸무게 기록, 병원예약기록 관리,
다이어트 및 운동 정보, 태동 감치 및 횟수 측정, 진통시간측정 등
<구글플레이스토어 어플리케이션 인기차트 순위>
- 캄보디아 : (무료) 27위
- 상대지표 : 베트남 : (무료) : - (순위 밖)
- 인도네시아 : (무료) : 149위
Health&Parenting(영국)

영아 및 유아의 올바른 성장⋅발육 관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 2012년 설립
- 어플리케이션 명 : Baby +
- 주요 어플리케이션 제공 기능 : 몸무게 및 키 추적기, 치아발육 추적기, 수면패턴분석기, 유아 숙면을
위한 화이트노이즈 제공, 개월 수 별 육아방법 소개, 산후조리법 Tip 공유 등
<구글플레이스토어 어플리케이션 인기차트 순위>
- 캄보디아 : (무료) 20위
- 상대지표 : 베트남 : (무료) : 298위
- 인도네시아 : (무료) : 126위

◦ 의료 데이터 연동 및 관리 SW
- 캄보디아는 국가 ICT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국가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운영 및 이를 통한
의료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기업명(국적)

Cambodiasoft(캄보디아)

제품유형

병원 전산 및 운영 관리 소프트웨어 (병의원용/치과용)

- 2005년 설립
- 일반 병의원에서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와 치과⋅치기공소에서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구분하여
제공
K2A Management(캄보디아)

클라우드 형식의 HIS(병원정보시스템) 제공

- 2011년 설립
- 인도 의료 SW 기업 Attune Technologies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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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캄보디아 이슈 기업 분석 - Cambodiasoft
◦ 기업 개요
- Cambodiasoft는 2005년 설립된 캄보디아 내 주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으로
병원, 호텔, 레스토랑 등 산업별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IT 분야에
관한 인력 채용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음
◦ 주력 서비스 분석
- Cambodiasoft는 IT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으로, 병원 운영 관리를 위한
솔루션의 경우 일반병원/클리닉을 위한 운영관리 시스템과 치과 운영관리 시스템
으로 분리하여 총 2가지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음
- 병원/클리닉 운영관리 시스템의 경우 환자 정보관리 및 운영관리 중심으로 네트
워크 기능이 돋보이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치과 운영관리 시스템의 경우
지능형 드로잉 및 치아 전용 차트 작성 기능을 추가하여 보다 정교한 치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설계 한 것이 특징적임. 이외에도, 환자 정보뿐만 아니라 회계⋅재무
및 내부 결재 서류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전산화하여 병원 운영의 효율성
향상이 가능한 종합 운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표 30> Cambodiasoft 社의 주요 서비스 분석
병원/클리닉 운영관리 시스템
(Hospital/Clinic System)

치과 운영관리 시스템(Dental System)

⋅병원 운영관리 : 회계⋅재무 시스템 간편화, 환자
등록 및 예약, 진료 정보 관리, 환자 현황 분석(대

⋅병원 운영관리 : 회계⋅재무 시스템 간편화, 환자
등록 및 예약, 진료 정보 관리, 환자 현황 분석(대

기자 수, 진료 자 수 등), 양품 및 장비 재고 관리

기자 수, 진료 자 수 등), 양품 및 장비 재고 관리

⋅환자 정보 관리 : 병력, 보험, 처방 관리, 진료 관리

⋅환자 정보 관리 : 지능형 드로잉 및 치아 전용 차트

⋅병원 내 네트워크 관리 : 정보 보완 관리, 공유 스
프레트시트 제공, 전자 결제 및 서명

작성, 병력, 보험, 처방 관리, 진료 관리
⋅병원 내 네트워크 관리 : 정보 보완 관리, 공유 스
프레트시트 제공, 전자 결제 및 서명

출처 : Cambodiasoft (www.cambodia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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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진출 현황
- Cambodiasoft는 현재 주요 국내외 파트너십 체결을 바탕으로 사업 지원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Cambodiasoft 社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호주에 파트너 사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외에도 자국 내 다수
의 파트너 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Cambodiasoft와 파트너십이 체결되어 있는 기업은 모두 비즈니스 경영
컨설팅 기업으로 Cambodiasoft 社의 제품을 활용한 기업 운영 효율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Cambodiasoft는 IT솔루션 기업으로, 자사 홍보 수단으로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이용되는 SNS플랫폼은 Twitter와 Facebook으로, 자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와 글로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IT정보 및 뉴스를 함께 기재해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나. 캄보디아 이슈 기업 분석 - K2A Management
◦ 기업 개요
- K2A Management는 2011년 설립된 캄보디아 내 정보관리 기업으로, IT 소프트
웨어 및 기업 트레이닝 서비스 그리고 ISO 인증취득 대행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병원, 제조업, 제약, 일반유통 등 산업별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 현재 캄보디아 내 기업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인도 등 다양한 국적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음
◦ 주력 서비스 분석
- K2A Management는 IT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병원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관리 소프트웨어로서 병원경영정보시스템(HMIS, Hospit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제공하고 있음
- 병원경영정보시스템(HMIS, Hospit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은
환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일반 환자 및 입원환자, 신생아 등의 여러 환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으며, 병원 내 운영 효율화를 통해 시간 및 비용절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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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함. 또한 최근에는 모바일 연동 시스템도 도입하여 보다 공간적,
시간적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함
<표 31> K2A Management 社의 주요 서비스 분석
병원 경영정보 시스템
(HMIS, Hospit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손쉬운 인터페이스
주요 특징

⋅ 환자 정보 및 운영 정보 간소화
⋅ 행정 및 임상거래비용 절감
⋅ 일반 PC 및 인터넷 연결을 통한 작업으로 소프트웨어 비용 절감
⋅ 임상 자료 및 경영관련 자료 등 모든 병원 운영 활동 자료 전상화 관리
⋅ 전자의료기록 생성 및 사용

주요 기능

⋅ 운영 통계 보고서 작성기능
⋅ 전자 결제 기능
⋅ 회계⋅재무 전산화 기능

출처 : K2A Management (www.k2aweb.com)

◦ 현지 진출 현황
- K2A Management는 현재 주요 사업별로 다양한 파트너 사를 보유하고 있음.
특히 병원경영정보시스템(HMIS, Hospit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제품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의 경우 다수의 파트너사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파트너사의 대부분은 인도 소재의 IT 기업으로 파트너사별로 재무⋅회계, 교
육 등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와의 기술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 영역을 다각화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74 ❚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지원 사업

1.3 국가별 디지털 헬스케어 이슈
1) 베트남 디지털 헬스케어 이슈
가. 국가건강보험의 디지털화 계획
◦ 지난 2년 동안 베트남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최대 이슈로 확인된 것은 국가
건강보험의 디지털화 계획임. 16년 6월 베트남 당국은 건강보험의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환정보 시스템도 도입하기도
하였음. 하지만 17년도에는 부족한 데이터 인프라가 문제가 되어 실질적인 국가
건강보험의 디지털화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외에도 주요 이슈로는 호치민, 다낭, 하노이 등 주요 도시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를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스마트 휠체어, 건강 관리 앱의 개발 및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들이 확인되었음

나. 글로벌 기업들의 공적원조(ODA), 국가간의 협력 사례 다수 확인
◦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 원조를 통한 진출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됨. Siemens
Healthcare, GE Healthcare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베트남 현지 병원에 최첨단
의료기기들을 제공하는 한편 기술 도입이나 교육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한편 페이스북은 현지 모바일업체와 협력계약을 체결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헬스케어 관련 스마트 시티 양해각서 협약을 체결함
◦ 국가 간의 협력 사례도 다수 확인됨. 일본과 싱가포르는 베트남 스타트업 회사
에 투자금을 지불했으며 대만 무역진흥협회는 동나이 대학병원에 스마트 건강관
리시스템을 제공하기도 함

다. 인바운드 이슈
◦ 베트남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은 전반적으로 아직 열악한 IT 인프라 및 데이터
베이스 체계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또한 지난 2년 동안 베트남에서는 개인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 온라인 건강검진서비스, 스마트 휠체어 등 다양한 디지털헬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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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기기들이 개발되었음
◦ 베트남의 ICT 인프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 개발 속도가 미진한 편이며 이는
디지털헬스케어 보급화에 큰 위험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일례로, 베트남의
4세대 이동 통신(4G)은 2017년도에 보급 되었지만 아직 속도나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많으며45) 이는 기술 혁신에 있어 장애요인임46)
◦ 실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중 가장 큰 어려움에 봉착한 분야는 건강보험 시스템임.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건강보험부서(Health Insurance
Department)는 불완전한 데이터 환경이 건강보험에 ICT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함.47) 2016년 6월 베트남 당국은 건강보험 의료정보시스템
(Health Insurance Medical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했었지만 건강보험내역
관리 및 전자데이터 전송이 일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 이외에도 지역
건강보험기관의 경우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 IT 설비의 양과 질이 부족하며 의료
종사자들의 의료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또한 낮은 것으로 파악됨. 레 뚜언(Lê
Tuấn) 보건부 장관도 베트남 경제 타임즈에 2017년 한 해 동안 보건 의료 시스템
간의 의료 데이터 연계를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데이터 송수신 문제로 인해 연결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인정했
음48)
◦ 또한 노년층의 증가나 전염성 질환들의 관리 차원에서 데이터 베이스 축적의
중요성은 대두되고 있지만 의료 데이터의 축적 및 유지부문에 있어서 아직 베트남
당국은 난항을 겪고 있음49)
◦ 베트남 당국은 의료카드 디지털화 계획50) 등을 통해서 점진적인 디지털헬스케어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음. 지난 2년간 베트남 당국은 도시별 디지털헬스케어 도입,
건강 데이터 교환 시스템 도입, 현지인 의료카드 디지털화 계획 등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됨

45)
46)
47)
48)
49)
50)

Tuoi tre news, ‘4G internet speed in Vietnam continues to disappoint’, 2017.08.16
Viet Nam Net, ‘Vietnam needs to avoid outdated technology in 4G-to-5G transition’. 2017.09.06
Viet Nam News, ‘Data problems hinder IT application in health insurance’, 2017.03.22
Viet Nam News, ‘Healthcare info flow improves in 2017: officials’, 2017.12.30
Viet Nam News, ‘Việt Nam prepares to support aging population’, 2017.09.09
http://www.jhidc.org/index.php/jhidc/article/viewFile/12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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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사회보장국(the Viet Nam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은 의료 보험,
사회 보장 및 실업 보험을 하나의 전자 카드로 통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이를
통해 사회보장국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전자
건강보안카드(Electronic Health Security Card)를 발급할 예정임.51) 이번에 개설
되는 전자 시스템은 디지털 거래를 통한 보험금 지급을 좀 더 빠르고 투명하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베트남 당국은 현지 63개 시군의 전자 건강 관리기록부를 동기화하여 카드 소지자가
직장을 변경하거나 소재지를 이동할 때에도 어디서나 호환이 가능하게 할 예정임.
해당 의료보험 카드가 도입될 경우 베트남 국민들은 보험 또는 건강관리에 보
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신속한 보험금 지급 처리가 가능해짐. 또한 예방
접종 데이터를 추적하여 적절한 시기에 어린이들이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전자
예방접종기록을 업데이트하고 있음. 현재 베트남 인구의 81%의 약 7,500만 명이
국민 건강 보험에 등록되어 있으며 정부는 건강 보험 혜택 인구 비율을 91%까지
높이기 위해 노력 중임52)
◦ 또한 베트남 정부는 국민 및 환자들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Health Web을 개발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건강 데이터 교환 및 정보 시스템인 HL7(Health
Level Seven International)의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FHIR)를 도입하기로 결정함53)
◦ HL7의 FHIR은 IoT 기계들의 전자 의료 기록과 각종 복잡한 정보들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임. 환자, 입원, 진단 보고서 및 의약품과 같은 정보들을 URL을 통해
검색하고 조작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 관련 정보 교환이 빨라지고 복잡한
문서 내 데이터 마이닝이 가능함. 또한 전략적인 빅데이터 분석과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HL7 FHIR을 통해 베트남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시 베트남은 표준화된 EHR(Electronic Health Record)
시스템을 보유한 최초의 아시아 중산층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됨
51) Viet Nam Express, ‘Vietnam plans to digitize healthcare cards’. 2017.02.08
52) Viet Nam Breaking News, ‘Vietnam plans to digitize healthcare cards’, 2017.02.07
53) Asian Development Blog(blogs.adb.org), Creating Viet Nam’s digital health web,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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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내의 주요 도시들도 디지털헬스케어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호치민시
위원회(Ho Chi Minh City’s People’s Committee)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US
Centre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의 프로젝트를 통해 HIV/AIDS
등 전염성 질환의 데이터 관리를 시도하고자 하고 있음.54) 다낭시는 다낭 하이테크
파크(Danang IT Park)내 원격진료 등을 지원하는 헬스케어 센터를 2018년 2분기
까지 설립할 계획임.55) 하노이시의 경우 스마트 헬스케어를 포함한 스마트 산업
육성을 위해 센서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투자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음56)
하노이(Hanoi)
⋅ 스마트 헬스케어 등 스마트 산업 육성을 위한 센서 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
다낭(Da Nang)
⋅ 다낭 하이테크 파크에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 설립 예정
(2018년 2분기)
호치민(Ho Chi Minh)
⋅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와의 프로젝트를 통해 전염성 질환의
데이터 관리 진행 중

[그림 33] 베트남 주요 도시별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 동향

◦ 스마트 휠체어 개발 : 베트남 교통대학교(Universit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의 전기 전자공학부 재학생들은 장애인들을 위해 보다 더 편리한
스마트 휠체어를 개발함. 이번에 개발된 스마트 휠체어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IMU 센서 모듈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가고 싶은 장소를 결정해 직접 이동할 수
있으며 속도 또한 조정이 가능함. 또한 Wi-Fi를 통하여 사용자의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가족이나 의료
기관에 전송할 수도 있음57)
54) Viet Nam News, ‘Healthcare project to be implemented in HCM City’, 2017.08.16
55) Viet Nam Net, ‘Da Nang IT Park restarts construction’, 2017.08.23
56) Viet Nam News, ‘HCMC boosts sensors industry’,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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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관리 어플리케이션 MyHealth 출시 : 2017년 8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My
health co., Ltd는 의료 및 건강데이터 관리 어플리케이션인 MyHealth를 출시
함.58)이 어플리케이션은 친숙한 대화형 디스플레이 형식을 바탕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에서 손쉽게 구동할 수 있음. 또한 보이스 인식을 기반으로 평생 동안 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으며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일정을 기억해 두는
데에도 큰 보탬이 됨. 이외에도 MyHealth는 축적된 개인 건강 데이터를 가족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응급 상황 발생 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기능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음
◦ 호치민시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 호치민 시는 Alobacsi Viet Nam(ALOBACSI.vn)를
통한 스마트폰, 페이스북, 채팅 어플리케이션 Zalo를 통해 원격진료 시스템을
구축함.59) 호치민시 주민들은 Alobacsi.vn을 통하여 호치민시 보건협회(HCM
City Public Health Association) 소속 의사들에게 건강검진을 원격으로 받을
수 있음. 루 트룽 기앙 (Lê Trường Giang) 호치민시 보건협회장은 “이 시스템을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주기적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고 원격진료 서비스를 바
탕으로 문제점 중에 하나인 부족한 병원 수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함

라. 아웃바운드 이슈
◦ 미국의 의료기기 기업 GE Healthcare는 2015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 원조를
수행하기 위해 Sustainable Health Solutions Group을 수립했으며 베트남은 GE
Healthcare로부터 지속적인 후원을 받고 있음.60) 2015년 베트남 보건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역병원 및 진료소는 진료에 필요한 장비의 20~50%만 갖추고
있으며 산부인과 병원들은 공급이 부족해 수용량을 초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GE Healthcare는 베트남 병원들을 위해 보다 가격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한 첨
단 CT 스캐너 Revolution ACT를 공급했으며 보건부 및 의료병원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함

57)
58)
59)
60)

Viet Nam Net, ‘University students invent wheelchair operated by head movements’, 2017.11.22
trangcongnghe, ‘Ra mắt ứng dụng My Health về quản lý, lưu trữ hồ sơ sức khỏe’, 2017.08.17
Viet Nam News, ‘Technologies to bring new changes to healthcare services’, 2017.09.27
baodautu, ‘GE Healthcare giúp đổi mới chăm sóc sức khỏe tại các nước đang phát triển’,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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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GE Healthcare는 베트남 최대 종합병원인 Vinmec과 최신 의료기술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협약에 서명함.61) GE Healthcare는 영상 장비, 초음파
기기, 인공호흡기 등과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의료장비를 지급할 것이며
병원관리를 위한 최첨단 솔루션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임
◦ 독일의 대표 의료기기 기업 Siemens Healthcare는 베트남 현지 Vietnam
National Cancer Hospital와 암 분야 연구에 있어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romoting mutual cooperation)를 체결하였
음.62) Vietnam National Cancer Hospital은 종양학 및 비뇨기과 전문병원으로 그
동안 재정확보 및 기술이전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시도해왔음
◦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Siemens Healthcare는 CT, 영상진단장비 등에 있어
Vietnam National Cancer Hospital에 걸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함. 또한
Siemens Healthcare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정보기술 솔루션 및 분자생물학 기술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후원하기로 결정함
◦ 이외에도 베트남의 USIM 서비스업체 MobiFone은 페이스북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MobiFone 유저들은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프리 베이직스(Free
Basics) 서비스를 통해 건강과 관련된 팁 정보들을 수취할 수 있게 되었음.63)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베트남 지사는 나트랑(Nha Trang)에 스마트시티 협약을 체결
하여 2020년까지 e-정부, IT 관광, IT 교육, IT 헬스케어, 전자상거래 등의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the Khanh Hoa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to develop the south-central beach city of Nha
Trang into a smart city)를 체결하였음64)
◦ 일본의 투자기금 Cyber Agent Ventures와 싱가포르 소재의 Pix Vine Capital은
베트남의 의료진들과 보건의료 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회사인 ‘Vi care’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65) ‘Vi care’는 2016년 1월에 출시되었으며 베트남

61) VN Media, ‘GE Healthcare và Vinmec bắt tay hợp tác toàn diện’, 2017.12.12
62) Tin nhanh chứng khoán, ‘Siemens Healthcare Việt Nam và Vietnam National Cancer Hospital ký kết hợp
tác trong lĩnh vực y tế‘, 2017.11.15
63) Viet Nam News, ‘MobiFone partners with Facebook to launch free connection services’, 2017.05.30
64) Viet Nam Net, ‘Microsoft Vietnam helps Nha Trang to develop as a smart city’, 2017.05.29
65) tuoitrenews, ‘Japan, Singapore funds invest in Vietnamese healthcare startup’, 20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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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보건의료시설을 빠르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웹 데이터베이
스로 베트남 전역에 1만 9,000개 이상의 의료시설과 2만 명 이상의 의료진 데
이터베이스를 확보해두었음
◦ Vicare의 관계자는 “현재 베트남은 디지털 인프라 및 의료 종사자의 부족으로 의료
서비스가 과부하 상태에 있는 상황임. Vicare는 이러한 베트남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함. 2018년 1월 기준 베트남 Vicare는 보
건의료 시설 약 5만 건, 의사 약 4만 건, 의약 정보 약 2만 건, 보험정보 384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중임
◦ 2017년 7월, 대만 무역진흥협회(Taiwan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uncil)는
동 나이(Dong Nai) 대학병원에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인 UNITECH LIGcare
HG700을 제공하였음66) UNITECH LIGcare HG700는 환자의 병상 침대에 설치되
며 체온, 혈압, 혈당과 같은 의료 기록들을 수동으로 확인할 필요 없이 기기
신호장치를 통해 자동으로 전송함. 또한 음성 및 영상 인식 기술을 통해 환자들은
긴급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점임. 대만의 한 관
계자는 LIGcare HG700은 이미 유럽과 미국 등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이지
만 그러한 장비들에 비하여 훨씬 더 저렴한 것으로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음

2) 인도네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이슈
가. Inbound Issue Analysis
◦ 인도네시아는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4G 통신망, 건강의료보험카드 등 디지털 헬스
케어를 위한 환경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환경요인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수도 자카르타 내 국민 건강 보험 혜택이 정상적
으로 적용되는 병원은 절반 이하로 확인되며 전체 인구의 70%가 2G 통신망을 사
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외에도 주요 인바운드 이슈로는 헬스케어 분야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국민
건강 보험을 통한 의료비 지원 및 혜택 확장, 헬스케어 관련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출시 등이 있었음
66) Zing News, ‘Áp dụng hệ thống chăm sóc sức khoẻ thông minh của Đài Loan tại VN’,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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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내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 사례로는 현지 업체 또는 정부 기관과의 양해
각서(MOU) 체결이 아직까지 대부분임. 특히 후지쯔 (Fujitsu), 파나소닉
(Panasonic)과 같은 일본 헬스케어 기업 들이 인도네시아 디지털헬스케어 시
장을 공략 중임. 후지쯔는 현지 통신사 텔콤과의 협약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IoT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며 파나소닉은 현지 내 합작회사를 통해 의료용 시스템
을 공급할 예정임
◦ 또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기업들과의 양
해 각서를 체결해 현지 의료 솔루션 헬스케어 분야 투자를 유치함
◦ 인도네시아는 4G 통신망, 건강의료보험카드와 같이 디지털헬스케어를 위한
환경적 여건이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 또한 디지털헬스케어 분
야 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건강보험카드 혜택 범위 확장 등의 적극적
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인도네시아 내 디지털헬스케어 품목별 동향 이슈로는
현지 내 헬스케어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 현지인들의 건강 검진을 위한 서비스
등이 확인됨
◦ 코에드메드 프리할르토(Koesmedi Priharto) 자카르타 보건당국 장관은 자카르타
내 병원 189곳 중 절반 이상인 99곳이 인도네시아 건강사회보장 관리공단(BPJS
Kesehatan)과 연계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건강사회보장관리공단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병원을 이용할 시 현지인들이 국민
건강 보험 지원이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됨67)
◦ 인도네시아 정부는 통신망 이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지 2G 통신망 사용자들을 3G
또는 4G로 이전시킬 계획임. 하지만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약 70%가 2G 통
신망을 사용하고 있어 정부의 통신망 이전 계획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68)
◦ 이 같은 인도네시아 내 높은 2G 통신망 사용률의 원인은 저렴한 비용, 3G, 4G
통신망의 불필요성, 낮은 4G 서비스 품질 등으로 확인됨. 이처럼 높은 2G 사용자
비율은 현지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현지인들의 주
통신망 이동이 시급함69)
67) The Jakarta Post, ‘Fewer than half of Jakarta hospitals partnering with BPJS Kesehatan’, 2017.09.10
68) CNN Indonesia, ‘Menilik Percepatan Masa Hidup Jaringan 2G’, 2017.12.15
69) Merdeka, ‘Kenapa mayoritas masyarakat Indonesia masih gunakan 2G? Ternyata ini sebabnya...’,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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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정부는 헬스케어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의료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지침을 발표함.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인도
네시아 내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 대대적인 외국인 투자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힘. 해당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지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파악됨
◦ 인도네시아 내 29개 업종을 100% 외국인 지분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방 하였으며
29개 업종 내 의료 건강검진 클리닉, 의료시설 임대 서비스, 병원 경영 상담 서비스
등의 헬스케어 분야가 포함되어 있음70)
◦ 2014년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건강사회보장관리공단(BPJS Kesehatan)은 인도네
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JKN)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은 2017년 12월 1일 기준으로 1억 8,660만 2,571명이 국민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으며 향후 모든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국민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장 중임71)
◦ 또한 국영 또는 지방 공립 병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사회보장관리공단과 제휴를
맺어야 하지만 민간병원의 경우 의무적인 규정이 없어 국민 건강 보험의 혜택이
제한됨.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2019년 1월 1일까지 모든 병원이 건강사회보
장관리공단과 제휴를 맺어 어느 병원에서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임72)
◦ 어린이 성장 모니터링 앱, e-CINTA 출시 : 북 자카르타 찔린찡(Cilncing) 지역
사회 건강 센터에서 e-CINTA라는 어린이 성장 모니터링을 위한 브라우져
기반 앱을 출시함. 건강 센터는 해당 앱 사용을 통해 어린이들의 키 또는 몸무
게와 같은 데이터를 수기로 기록하지 않아도 되며 저장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73)
- e-CINTA의 저장 데이터를 통해 영양이 부족하거나 신체 발달이 느린 어린이
들을 미리 감지하여 조치할 수 있음. 찔린찡 지역 사회 건강 센터장 레니 아리야니
(Leny Ariyani)는 건강 센터 외 유아 교육 센터에서도 해당 앱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74)
70)
71)
72)
73)

Global Business Guide Indonesia, ‘Indonesia’s Healthcare Industry; Showing Strong Vital Signs‘, 2016
The Jakarta Post, ‘BPJS Kesehatan, lifelong health care for the people’, 2017.12.09
The Jakarta Post, ‘Jakarta to require all hospitals to partner with BPJS’, 2017.09.12
Wartakota, ‘Aplikasi e-Cinta Berisikan Panduan Tumbuh Kembang Anak’,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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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마다(Gadjah Mada) 대학, 헬스케어 앱 개발 : 인도네시아 가자마다(Gadjah
Mada) 대학에서 건강 유지 및 관리를 위한 헬스케어 앱 Nusa Health를 개발함.
가자마다 대학은 대학 병원 내 건강 검진을 받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해당 앱을 운영할 계획임. 해당 앱을 통하여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의사와 직접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저장된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건강에 대한 문제 파악도
가능함. 가자마다 대학은 2017년에 Nusa Health 개발을 끝낸 후 2019년부터 해당
앱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임75)
◦ E-보건소(E-Puskesmas) 시스템 도입: 인도네시아 정부는 의료 정보 시스템
인 E-보건소(E-Puskesmas)를 자카르타 동쪽지역에 도입하여 현지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촉진할 계획임. E-보건소 시스템은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과 현지
통신업체인 Telkom이 협력하여 구축함76)
- E-보건소를 개발한 Infokes는 자사 내 HIE(Health Information Exchange)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eHospital, eClinic, eDokter, eApotek 등과 같은 의료
관련 시스템을 지원함. 또한 처방전, 결제 등과 같은 환자가 필요한 부가적인
기능도 제공하고 있음
◦ 고혈압 환자들을 위한 온라인 검진 서비스 도입 : 고혈압 환자는 정기적으로 검진이
필요하나 병원과의 거리가 멀 경우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없었음. 하지만 자카
르카 마카사르 지역 보건소 내 고혈합 환자들을 위한 온라인 검진 서비스를 통해
원격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됨. 해당 지역 국립 보건소장 Herisianto
Tyahya는 고혈압 온라인 치료(HOT) 서비스를 받기 위한 진료 예약과 의사와
의 상담이 가능하다고 전함77)

74)
75)
76)
77)

The
The
The
The

Jakarta
Jakarta
Jakarta
Jakarta

Post,
Post,
Post,
Post,

‘Jakarta's e-CINTA app launched to monitor growth of children’, 2017.09.14
‘Gadjah Mada University develops phone app for health care’, 2017.03.27
‘Online health services introduced at East Jakarta Puskesmas‘, 2017.05.22
‘E-Puskesmas Mudahkan Masyarakat Dapatkan Layanan Kesehatan‘,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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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Infokes 의료 솔루션 플랫폼 개요

나. 아웃바운드 이슈
◦ 후지쯔(Fujitsu)는 인도네시아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사업 개발을 목적
으로 인도네시아 최대 통신사인 텔레코무니카시 인도네시아(Tbk, PT. Telekomunikasi
Indonesia)와 2년 간 전략적 제휴 관련 양해 각서(MOU)를 체결함
◦ 양사는 IoT를 비롯한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헬스케어(Healthcare), 스마트
시티(Smart city), 제조, 물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각 업체들의 강점을 살린
디지털 솔루션 시장 조사 및 기획, 개발까지 공동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임
◦ 후지쯔는 향후 현지 내 대용량 통신이 가능한 광대역 네트워크 인프라와 스마트폰의
보급에 의한 인터넷 활용 확대로 인해 인도네시아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함78)
◦ 일본 의료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PHC holding Corporation(구 Panasonic
Healthcare)은 인도네시아 내 합작회사 PT Gobel International를 통해 현지에
의료용 시스템을 공급할 계획임. PHC는 현재 일본 내 의료용 시스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점유율 또한 일본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음
78) Selular, Fujitsu dan Telkom Kolaborasi Kembangkan IoT,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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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C는 인도네시아 현지 내 2014년부터 도입된 국민건강보험(JKN)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병원, 진료소, 약국, 환자, 건강 서비스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의료용 시스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우선적으로 PHC는 환자 대기열 시스템을 현지에 있는 병원에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e-Medical Record) system), Pharmacy System
등의 다양한 의료용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임79)
◦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Indonesia)는 현지 내 인프라 개발을 위해 사우디
아라비아 여러 기업들과 네 가지 비즈니스 분야에 대해 총 24억 달러의 MOU
를 체결함. 해당 MOU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기업들이 투자하려는 인도네시
아 비즈니스 분야는 주택 건설, 플랜트, 헬스케어, 관광임
◦ 특히 현지 헬스케어 분야는 의료 솔루션 업체인 Bundamedik Healthcare System
(BMHS)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계획임. 해당 업체는 인도네시아 내 주
요 병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료용 시스템을 공급 중이며 현지 보건소 및 약
국과 관련된 시스템도 납품하고 있음80)

3) 캄보디아 디지털 헬스케어 이슈
가. Inbound Issue Analysis
◦ 캄보디아 내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인바운드 이슈로는 4G 통신망 구축, 낮은 4G
통신망 품질, 낮은 스마트폰 보급률 등이 확인됨. 캄보디아 현지 내 4G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으나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통신망의 품질 및 속도는 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현지 내 스마트폰 보급률도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디지털헬스케어
구현을 위한 환경적인 요소들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됨
◦ 캄보디아는 선진국 및 비정부기구들을 대상으로 보건 산업에 대한 공적원조를 받고
있지만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아직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79) Kompas, ‘Panasonic Gobel Perluas Bisnis ke Distribusi Sistem TI Medis’, 2017.05.18
80) Investor Daily, ‘Pengusaha Indonesia-Arab Saudi Teken MoU Senilai US$ 2,4 Miliar‘,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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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사례의 경우 일본의 선라이즈 병원이 캄보디아에 2016년에
단독 진출한 사례가 확인됨. 선라이즈 병원은 최첨단 장비를 통해 캄보디아 국민들을
진료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원격진료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최근 한국국제협력
단(KOICA)은 캄보디아 보건부와 공적개발원조(ODA) 협약을 체결하고 첨단 장
비 지원과 의료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 캄보디아 내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도출된 인바운드 이슈로는 4G 통신망 공급,
낮은 4G 품질 수준, 저조한 스마트폰 보급률 등임. 특히 캄보디아 훈센(Hun Sen)
총리가 현재 캄보디아 보건 시스템은 충분한 수준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아 향후
캄보디아 정부의 의료 및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투자는 저조할 것으로 전망됨
◦ 캄보디아 훈센(Hun Sen) 총리는 현지 내 의사들의 의료 서비스에 문제가 있지
만 국가의 보건 시스템은 충분한 수준이라고 언급함. 보건부 연례 회의에서 훈
센 총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별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비용을 부과하는
등의 환자를 대하는 의사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시설 등의 보강보다는 의료진의
태도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추가적으로 훈센 총리는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캄보디아
현지인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삼았지만
캄보디아 내 보건 시스템이 열악하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음81)
◦ 캄보디아 내 주요 통신업체인 Cellcard는 2017년까지 4G 통신망을 캄보디아
전역에 보급할 계획임. 이안 왓슨(Ian Watson) Cellcard 대표는 4G 통신망 구축을
위해 부지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통신망을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선언함82)
◦ 하지만 현지 내 구축되어 있는 4G 통신망 품질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OpenSignal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2분기 4G LTE 가용성 지수는 63.3%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평균 속도는 조사 대상 87개국
중 가장 느린 수치를 보임. 이 같은 원인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대비 면적이 좁
아 통신망 구축 자체는 쉬우나 통신망 구축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됨83)
81) CNN Indonesia, ‘Prime Minister Hun Sen Urges Doctors to Improve Their Attitude’, 2016.03.12
82) The Jakarta Post, ‘Fewer than half of Jakarta hospitals partnering with BPJS Kesehatan’, 2017.09.10
83) Mobile World Live, ‘4G availability rises in Cambodia, but speeds still slow’,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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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내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보급률은 저
조한 것으로 확인됨. Open Institute의 자료에 의하면 캄보디아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3년 20%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2016년 48%의 보급률을 보였으
나 타 국가에 비해 저조한 수준임84)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 사용 비율 또한 낮
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캄보디아 내 휴대폰 인터넷 사용 비율은 2016년 기준
33%로 전체의 약 3분의 1 가량만이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캄보디아 현지 내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어플리
케이션은 범용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사료됨
◦ Codingate, 의료 데이터 통합 앱 출시 : 캄보디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타트업
기업인 Codingate는 2017년 8월 의료 데이터 통합 앱 SokhaKrom Healthcare
Platform을 출시함. 해당 앱은 현지 내 의료, 의약품, 의료 전문가, 의료 팁 등
다양한 의료 분야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음. Codingate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캄보디아 ICT 어워즈에서 Best Start-up Company를 수상하기도 함85)
-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현지 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 전문가들의 프로필. 병원, 진료소, 약국 등과 같은 캄보디아의 의료기관
목록, 현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법적 의약품에 대한 정보, 의료 성분을 생산
업체 정보, 건강관리 정보 등임
- 최근에는 환자 인근 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 또는 약국 검색 기능과 해당 업체들의
위치정보제공 기능도 추가됨. Condingate는 캄보디아 현지인들에게 정확한 의료
정보와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여 열악한 현지 의료산업을 개선하기 위해 어플리
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임86)
◦ 현지 여성⋅아동의 영양 상태 지원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 미국 국제개발(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은 5년간 캄보디아 내
약 2만 6,000명의 현지 여성과 유아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NOURISH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해당 프로젝트는 임신을 한 여성이 있거나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조건부 현금이전 (CCT, Conditional Cash Transfer)87)을
84) Open Institute, ‘Mobile Phones and Internet Use in Cambodia 2016‘, 2016.12
85) Geek In Cambodia, ‘Sokhakrom – The Cambodian app that aims to make healthcare accessible to all’,
2017.07.26
86) Decoding Digital activism, ‘Can smartphone apps improve healthcare services in Cambodia?‘,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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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함88)
- 미국 글로벌개발연구소(The Global Development Lab)는 해당 프로젝트를
디지털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그 일환
으로 현지 조건부 현금이전 수혜자 등록 및 관리를 위해 모바일 기반 어플리
케이션을 제작함.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혜자들의 정보를 수기로 기록하지
않고 자동화하여 캄보디아 현지인들의 조건부 현금이전 등록이 용이하도록
함89)
◦ 말라리아 감염 알림 서비스 : 캄보디아 보건부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강
관리 정보 시스템(HMIS, Health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말라리아 감염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말라리아 감염 알림 서비스는 말라
리아 발생시 등록된 번호를 통해 말라리아 증상, 환자, 나이, 성별 등의 정보를
무료 SMS를 통해 전송하면 해당 정보를 구글맵 상에 표시하여 실시간으로 캄보디아
현지 내 말라리아 감염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함
◦ 아시아 개발 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캄보디아 내 말라리아 박멸
프로젝트 기금 조성을 통해 말라리아 감염 알림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고 있음90)

나. 아웃바운드 이슈
◦ 캄보디아의 경우 UN, 싱가포르 등 선진국 및 비정부기구들을 대상으로 보건 산업에
대한 공적원조(ODA)를 받고 있지만 아직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됨. 디지털헬스케어의 경우 현지 헬스케어 기업보다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적원조 또는 단독 진출을 한 경우가 있었음
◦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Phnom Penh)에 일본 사립병원 중 최초로 선라이즈 일본
병원이 개원함. 선라이즈 일본 병원의 개원식에는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와
일본의 오다와라 기요시(Kiyoshi Odawara) 외상이 참석한 가운데에 진행됨.

87) 가난한 사람들이 학습과 건강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도록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책
88) Save the Children, ‘CAMBODIAN WOMEN AND CHILDREN BENEFIT FROM DIGITAL TECHNOLOGY‘,
2017.08.07
89) Reliefweb, ‘Project Snapshot: Cambodian Women and Children Benefit from Digital Technology‘, 2017.08.09
90) Asian Development Bank, ‘Digital Health Infrastructure : The Backbone of Surveillance for
malaria elimination‘,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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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원된 선라이즈 병원은 캄보디아 내 해외 의료관광을 자주 받으러 가는
중산층들에게 대안책으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음. 훈 센 캄보디아 총리는 일본
병원을 유치함으로서 캄보디아는 보다 더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투자자와 관광객들에게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함
◦ 선라이즈 병원은 건강검진센터를 통해 혈관 조영술, MRI CT, 초음파 시설 등을
완벽하게 제공함. 또한 일본 내 다른 병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상담을
제공하며, 환자가 희망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본 의사와 현장에서 적절한
상담을 실시해 이를 의논하기도 함91)
◦ 2017년 11월 선라이즈 병원은 2018년 한해 동안 소아과 서비스를 추가하기로
결정함.92) 토시아키 후쿠다(Toshiaki Fukuda) 선라이즈 병원장은 소아마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에 소아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함
◦ 2017년 11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은
캄보디아 보건부와 800만 달러 규모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 협약을 체결함. 한국
국제협력단은 해당 협약을 통해 캄보디아 국립 앙둥병원(Preah Ang Duong
Hospital) 이비인후과 센터에 향후 첨단 의료장비 지원과 의료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임
◦ 해당 지원을 받게 된 캄보디아 국립 앙둥병원은 캄보디아 유일의 이비인후과 전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 기관임. 최근 캄보디아 내 이비인후과 질환이 급증함에
따라 의료 시설 및 인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음
◦ 캄보디아 보건부는 이번 지원 협약을 통해 의료 인력 교육 원조를 통한 전문 인력
확보와 첨단 장비를 통해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91) cambopedia, ‘Sunrise Japan Hospital Phnom Penh’, 2016.12.07
92) phnompenhpost, ‘Sunrise Japan Hospital expands to help serve children’,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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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가별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정책
1) 베트남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정책
가. 베트남 국민 건강 개선 계획안 수립
◦ 2017년 10월 25일, 베트남공산당 제 12차 중앙위원회는 제 6차 총회를 개최하고
베트남 국민의 건강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안을 결의함.93)
◦ 해당 계획안에는 베트남 국민의 건강 개선을 위한 국가적 전략 방안이 포함되었
으며 크게 △ 질병 예방 및 관리 역량 강화, △ 의료 서비스 질 향상, △ 의약품
관리 강화, △ 의료 인력 양성, △ 정부 투자 확대, △ 국제 협력 강화로 구성됨
◦ 당 중앙 위원회는 베트남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률을 95%까지 끌어올리고 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기대수명을 75세, 건강 수명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며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처 간 세부 시행 전략을 수립해 나갈 예정임
<표 32> 베트남 국민 건강 개선 계획 연도별 목표
구분

2025년

2030년

기대수명

74.5세

75세

건강수명

67세

68세

건강보험 가입률

95%

95%

가구별 의료비 지출 비중

35%

30%

예방접종률

95%(12종)

95%(14종)

성인 비만률

12%

10%

1세 미만 영아사망률

12.5명(1,000명 당)

10명(1,000명 당)

병상 수

3.0개(1,000명 당)

3.2개(1,000명 당)

의사 수

1.0명(1,000명 당)

1.1명(1,000명 당)

약사 수

0.28명(1,000명 당)

0.3명(1,000명 당)

간호사 수

2.5명(1,000명 당)

3.3명(1,000명 당)

출처 : 베트남공산당, ‘제 12차 중앙위원회 제 6차 총회 결의안(No. 20 – NQ/TW)’, 2017.10.15

93) Central Committee(Communist Party of Viet Nam), ‘Resolution of The Sixth Plenary Session The 12th
Party Central Committee’, 2017.10.25

제4장 국외 디지털헬스케어 현황

❚ 91

나. 정보통신 분야 정부 역량 강화 계획 발표
◦ 2010년 8월 베트남 정부는 국가적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주요 골자로 하는 총리령94)을 발표함. 해당 내용은 정부 기관 운영에 IT 기술을
적용해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이어 2020년까지 광역 네트워크
환경 구축,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다양한 분야로의 IT 기술 응용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됨
◦ 의료 분야의 경우 보건부 주도 하에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전자 의료기록 및
진료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원격 의료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해당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의 정부 지원을 통한 IT 인프라 및 솔루션 구축을 적극적
으로 진행 하고 있음
다. 국가 정보통신기술 역량 강화 계획 발표
◦ 2012년 7월 베트남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을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인식
하고 국가적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함. 이에 2020년
까지 베트남 전 지역에 걸친 통신망 구축 및 발전 계획이 담긴 총리령(No.32/
2012/QD-TTg)을 발표함
◦ 해당 계획안은 2020년까지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을 55% 이상, 모바일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35% 이상, 정보통신분야 총 수익금액 150억 달러 이상 등
을 목표로 함
<표 33> 베트남 국가 정보통신 개발계획 주요 목표
구분

2015년

2020년

140개(100명 당)

-

20-25명(100명 당)

35-40명(100명 당)

6~8명(100명 당)

15~20명(100명 당)

인터넷 접속 가능 가구 비율

15~20%

35-40%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

40~45%

55-60%

모바일 통신망 커버리지

전국 90%

전국 95%

100-120억 달러

150-170억 달러

휴대폰 보급률
모바일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정보통신분야 총 수익금액(연간)

출처 : 베트남 총리령, ‘2020 국가 정보통신 개발계획 승인결정’(No. 32/2012/QD-TTg)’, 2012.07.27
94) 베트남 총리령(No.1605/QD-TTg),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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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계획에 따라 베트남 통신 당국은 공공 정보통신 서비스 기금95)을 활용하여
통신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고 공공 분야 정보통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특히 공적개발원조(ODA)를 적극 활용해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우선 진행해 나갈 계획임
◦ 또한 베트남의 통신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시장 사업자에 대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 분야별 최소한 3개 기업의 참여를 제도화 할 계획임
◦ 해당 계획의 일환으로 베트남 통신당국은 2016년 10월, Viettel 등 3개 이동통신사에
4G 라이센스를 발급해 통신사 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였으며, 2018년 4G 상용화,
2020년 3G 및 4G 보급률 95%를 목표로 하고 있음96)

라. 2013 - 2020 위성병원 설립 지원 프로젝트
◦ 2013년 3월 응우옌 티 킴 티엔(Nguyen Thi Kim Tien) 보건부 장관은 대도시
종합병원의 수용능력 포화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규모의 병원 신설을 통한 대처
전략인 ‘위성병원 설립 프로젝트 2013-2020’(Đề án bệnh viện vệ tinh năm
2013-2020)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건부 시행령(774/QD-BYT)97)을 발표
함
◦ 베트남 의료 시스템은 낙후돼 있으며 특히 지방의 의료현실은 더욱 심각한 상황
임. 베트남 보건 당국은 지방 병원 수를 양적으로 늘리기보다 보건 의료 역량을 집
중 및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형 병원의 지방 위성 병원 설립을 지원하는 전략
을 추진하기로 함
◦ 해당 시행령에 따라 보건부는 부처 산하의 과학기술교육과(Cục Khoa học công
nghệ và Đào tạo)를 통한 기술 방안 마련을 지시함. 또한 보건부 예산과 공적개발
원조(ODA) 기금을 통해 해당 병원의 의료기술 이전 비용과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할 계획임
95) 공공 정보통신 서비스 기금(Vietnam Public Utility Telecommunications Service Fund) : 국가 정보통신
관련 보편적 서비스 확충을 위해 마련한 기금으로 기금 설립에 필요한 자금의 40%가 국가 예산에서 지원,
나머지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부과됨. 사업자의 자금 부담 비율은 접속료를 제외한 매출액의 5%로 정해짐
96) Telecom Asia, ‘Vietnam grants 4G licenses to three cellcos’, 2016.10.19
97) 베트남 보건부, ‘2013-2020 위성병원 설립 지원 프로젝트(Bộ trưởng Bộ Y tế về việc phê duyệt Đề
án bệnh viện vệ tinh giai đoạn 2013-2020, 774/QD-BYT)’,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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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 주요 대형 병원과 같은 이름의 중소규모의 병원을 주변지역에 신설함으로써
증가하는 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전략임. 상위 수준의 대형 병원과 위성 병원은
정보 기술(IT) 시스템을 통해 연결되며 원격의료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기술을 이
전하고 원격 의료진 교육이 가능함
◦ 베트남 보건 당국은 위성병원 프로젝트를 통해 높은 수준의 진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형 병원과 하급 병원간의 서비스 품질 격차를 좁혀 대형 병원의 과부하를
줄여나갈 계획임. 특히 △ 종양학과 △ 외상학과 △ 심장학과 △ 산과 △ 소아과 의
5대 우선 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주요 대학병원의 환자 과밀화 문제를 해소해 나
갈 계획임

2) 인도네시아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정책
가. 인도네시아 보건부, 의료기관 의료 정보 시스템 현대화 추진
◦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병원은 의료 정보 전산화 시스템 대신 수동 시스템을 사용
하는 경우가 많으며 환자의 건강 상태, 치료 이력, 진료비 등에 관한 정보가 분산
되어 있고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인도네시아의 정보화 수준이 낮아 의료기관의 업무효율성이
낮고, 공공 의료기관 간 전자적 정보교류가 미흡하여 환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판단에 인도네시아 내 국립보건소와 병원의 의무기록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1년 6월 병원 정보 관리규정98)을 제정하여 모
든 병원이 병원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의무화 하였으며 연 2회 해당 시스
템을 이용한 환자 질병 자료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 하였음
◦ 한편 2014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민의료보험 계획과 함께 공공
보건소의 전산 작업이 시작되어 실시간으로 보건복지부 시스템과 동기화 되고 있음.
해당 계획은 인도네시아 내 497개의 DHO(District health office)와 PHO(Provincial
health office)를 보건복지부와 연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보건부는 수마트라 지역 4개 병원에 인도네시아 제 1위 이동통신 업체인
Telkom과 협력하여 병원 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음
98) 베트남 보건부, ‘병원 정보 관리규정’(SISTEM INFORMASI RUMAH SAKIT, NOMOR 1171/MENKES/
PER/VI/2011),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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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도네시아 ICT 인프라 투자 확대
◦ 인도네시아는 국토가 넓고 섬이 많은 지리적인 특성 상 통신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14년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청(BAPENNAS,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은 국가 ICT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개발 계획인 ‘인도
네시아 브로드밴드 계획(Rencana Pitalebar Indonesia)2014-201999)’를 발표함
◦ 同 계획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까지 주요 도시지역의 20Mbps급
인터넷 커버리지를 30%까지 확대하고 1Mbps급 무선인터넷 공급을 완료할 예정
임
◦ 특히 2018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IoT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과 함께 정보통
신기술(ICT) 인력 육성과 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특히 인도네시아
는 ICT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전폭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ICT 분
야의 외자 규제를 완화함.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하드
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ICT 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임

다.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2015-2019
(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 2015-2019)
◦ 2015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까지 경제성장률을 8% 수준으로 끌어올리
고 재정 적자를 1%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한 ‘인도네시아 중
장기 경제 개발계획(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
RPJMN) 2015-2019’을 발표함
◦ 해당 계획안에는 정보통신(ICT) 인프라 구축, 인력자원 개발, 법 및 제도 정비를
통한 지식 기반 사회 건설 목표가 포함되었으며 정보통신과 IT 기반 지식시스템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 정부 투명성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 포함됨. 또한 해당 계획안의 정보통신 분야 기본방침 책정과 관련 기관과의
조정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2006년 11월 ‘국가정보통신기술회의(National ICT
Council)’를 신설함
◦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해당 계획안
99)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청, ‘인도네시아 브로드밴드 계획’(RENCANA PITALEBAR INDONESIA), 2014.
09.15

제4장 국외 디지털헬스케어 현황

❚ 95

의 주요 프로젝트 추진 계획은 총 38개의 프로그램과 111개의 프로젝트로 구성
되어 있으며 그중 전체 예산안의 86%가 도로, 철도, 전력 등의 인프라 구축에
활용될 예정임
◦ 특히 ICT 분야는 전체 프로젝트 규모가 5억 7,600만 달러 규모로 서부자바⋅동
부 칼리만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예
산이 투입될 예정임
◦ 한편 비 인프라 분야 프로젝트의 경우 의료 환경 개선 분야가 약 18억 8,520
만 달러로 최대 규모를 기록함. 해당 분야는 의료기기 구입, 건강기록 정보시스템 구
축, 신규 병동 건설 등 의료 전반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구성됨
<표 34> 2015-2019 인도네시아 ICT⋅의료 관련 주요 프로젝트 예산 규모100)
프로그램

총 소요액

구분

ICT 인프라 확충
⋅ 공영방송 네트워크 디지털화

⋅ 4억 1,100만 달러

⋅ 전자정부 인프라 강화

⋅ 1억 4,500만 달러

⋅ 국가 범죄정보 시스템 구축

⋅ 2,000만 달러

인프라 분야

의료 환경 개선
⋅ 위탁 진료 시스템 강화
(보건의료의 수직적 단계화와 지역화)

⋅ 13억 6,240만 달러

⋅ 보건의료 분야 교육을 위한 시설 개선

⋅ 2억 4,000만 달러

⋅ 1차 진료체계 개선

⋅ 1억 5,000만 달러

⋅ 질병 통제, 건강 개선 연구개발 강화

⋅ 1억 40만 달러

비 인프라 분야

3) 캄보디아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정책
가. 캄보디아 ICT 마스터플랜 2020
(Cambodian ICT Master Plan 2020, ICTopia Cambodia 2014-2020)
◦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100)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청, ‘List of Medium-Term Planned External Loan 2015-2019 – 2017 Revisi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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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통해 캄보디아 국가 과학기술 마스터플랜101)
을 수립함. 캄보디아는 한국의 IT 산업 성공 사례를 미래 발전모델로 평가하며
정보통신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IT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함
◦ 해당 마스터플랜은 캄보디아 ICT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
로 ICT 강국인 대한민국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KOICA, 캄보디아 정보통신
부, 건국대학교, LG CNS가 협력하여 2012년부터 18개월 간 진행됨
◦ 해당 계획안은 지적이고 편안한 국가를 비전으로 하며, 이를 위해 △ 권한 부여
(Empowering People), △ 연계성 보장(Ensuring Connectivity), △ 능력 함양
(Enhancing Apabilities), △ e-서비스 강화(Enriching e-Service) 등 4대 전략적
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 캄보디아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 도시 지역에서 브로드밴드 서비스
커버리지 100% 달성 △ 농촌 지역에서 브로드밴드 서비스 커버리지 70% 달성
△ 브로드밴드 인터넷 보급률 30%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나. 캄보디아 공공투자 프로그램 3개년 계획
(Public Investment Programme 3-Year-Rolling 2016-2018)
◦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UN 재건사업이 가장 많이 수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UN 산하기관 대부분(UNDP, UNICEF, UNIDO)을 포함한 국제기구가 진출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많은 수의 프로젝트가 도로, 전력, 수자원 개발 등 인프라
시설 확충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당수 해외원조자금에 의존하고 있음
◦ 2016~2018 캄보디아 기획부가 발표한 공공투자 프로그램 3주년 계획(Public
Investment Programme 3-Year-Rolling 2016-2018)102)에 따르면 캄보디
아 정부의 목표 GDP 성장률인 7%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약 55억 7,000만
달러 투자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이중 캄보디아 정부 투자 예정 자금은 약 12억 3,350만 달러이며, 전체의 투자
101) 캄보디아 통신규제청, ‘Summary on Cambodian ICT Masterplan 2020’, 2014
102) 캄보디아 기획부(Ministry of Planning), ‘Public Investment Programme 3-Year-Rolling 20162018’,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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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금액의 78%에 해당하는 43억 3,700억 달러는 다자개발은행, 비정부기
구(NGO) 및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자금 확보를 추진할 계획임
◦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
준 캄보디아의 공적개발원조 수혜 금액은 8억 830만 달러를 기록함. 이는 2016년
기준 정부 계획안 해외재원 소요액의 28.7%로 캄보디아 정부는 대외원조를 효과적
으로 활용하여 캄보디아 경제개발 및 성장을 유도해 나갈 계획임
<표 35> GDP 성장률 달성을 위한 자금 투자 계획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계(2016-2018)

공공투자

1,700.15

1,882.84

1,987.56

5,570.54

국내재원

376.46

416.92

440.11

1,233.49

해외재원

1,323.68

1,465.92

1,547.45

4,337.05

민간투자

3,592.61

3,942.50

4,320.84

11,855.95

국내재원

2,098.86

2,287.85

2,509.41

6,896.12

해외재원

1,493.74

1,654.65

1,811.43

4,959.83

국내재원 합계

2475.33

2704.77

2949.52

8129.61

해외재원 합계

2817.42

3120.57

3358.89

9296.88

총투자

5,292.75

5,825.34

6,308.40

17,4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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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
◦ 호주 정부는 의료 및 보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디지털헬스케어를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국가 디지털헬스
케어 전략((National Digital Health Strategy)을 마련하여 모든 호주인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및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자 노력하고 있음
- 호주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 활용을 통해서 약물 부장용을 방지하고, 의료과실
을 줄임으로써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
음. 또한 다른 의료기관 및 의료진과의 협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진의 임상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환자의 진료정보 검색 및 열람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불필요한 입원을 줄임과 동시에 진료정보교류를 통한 중복검사를
방지하여 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며, 의료비용의 증가를 방지함
- 환자가 의료의 중심이 되도록 하여,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환자 경험을 향상시킴
- 농촌과 오지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더욱 편리하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함
- 개인건강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함
◦ 호주 정부는 이러한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기구로서 호주 디지털보건국을 설립하였음. 디지털보건국은 보건의료 시스템에
서 디지털 통합을 촉진을 이끌어내고 혁신, 협업 및 리더십을 통해 디지털 보건
의료 역량을 높이는 임무를 담당하며, 성과달성을 위하여 2022년까지 달성해야 할
7개의 전략적 우선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음

■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정보
◦ 2018년 말까지, 모든 호주 국민은 본인이 탈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마이 헬
스 레코드에 가입되며, 2022년까지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환자를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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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헬스 레코드에 의료 정보를 등록하고 사용하게 하였음. 이를 통해 약물, 알레
르기, 각종 검사 결과 및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자 개인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는 물론 의료 시스템 전체의 안전
성, 질 및 효과를 크게 향상시키고 경제성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또한 환자는 온라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
신의 의료와 건강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될 것임

■ 안전하게 송수신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정보
◦ 2022년까지 의료정보의 교류가 의료서비스 제공자 간,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환자
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중임. 이러한 교류서비스를 통해 종이 서류와 팩스
및 우편의 사용이 크게 줄어들거나 없어짐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의료정보의 교류는 진료의 연속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협진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안전성과 질 향상 및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새로운 진단법 개발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 명확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
◦ 표준화된 방식으로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임상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확보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고품질 의료 서비스가 가능케 함
◦ 이를 위하여 호주 정부는 2018년 말까지 상호운용성 표준 초안에 대한 공개적 의
견수렴을 통해 호주의 모든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 서비스 간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합의된 비전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확정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의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 수준의 요건들이 조만간
합의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이와 함께 임상 용어, 고유한 식별자 및 데이터 표
준의 채택을 통해 데이터 품질과 상호운용성이 향상될 것이며, 디지털 보건의료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첫 번째 지역들은 2022년까지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포괄적인 상호운용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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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 처방 및 조제 정보에 대한 원활한 접근과 이용
◦ 호주의 환자들과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약품 디지털 관리 기능을 도입 추진하고 있음. 이를 통하여, 2018년 말까지
모든 환자와 의료인은 마이 헬스 레코드 시스템을 통해 처방되고 조제되는 약물
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약물 남용 및 부작
용 사고가 줄어들어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고 관련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음
◦ 2022년 전국적으로 모든 의약품 관리 정보를 종이 서류 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열람하는 방식이 구현되고 나면. 환자는 온라인으로 약 처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방자와 약사 모두 전자 처방 및 조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의료 시스템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접근성, 품질, 안전성 및 효율을 향상시키는 디지털 의료 서비스
◦ 호주의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전략에는 소비자, 정부, 제공자 및 업계가 공동으로
제안한 여러 가지 선도적인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음. 이 제안들은 보건의료 부문
의 주요 우선 사항들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기
술적인 문제를 조사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아래의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자 추진하고 있음
- 헬스케어홈(Health Care Homes) 시범 사업과 만성 질환 통합 관리 지원
- 어린이 및 영유아 건강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개발
- 사전돌봄계획(Advance Care Planning, ACP) 관련 디지털 서비스 개선
- 긴급 치료 및 응급 진료 상황에서 정보 공유 개선
- 농촌과 오지의 원격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확대를 위하여 원격의료
(telehealth) 확대를 추진함

■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기술 교육 지원
◦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은 의료와 관련된 디지털 도구와 서비스 사용법 교육을
더 활발하게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호주 디지털보건국은 정부, 의료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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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제공자 및 교육 업체들과 협력하여 포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발표하
였으며,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모든 의료제공자가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를 효율
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자원과 자료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또한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전략을 통해, 호주 전역에 걸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세계 최고의 혁신적인 디지털 의료 산업
◦ 호주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 일상과 업무 일정을 관리하는데 모바일
앱,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활용하고 있음. 이러한 모바일 앱,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더욱 폭넓게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의료
제공자는 향후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과정이 통합될
수 있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전략은 관련 기업이 환자와 의료 제공자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춰 기존 디지털 서비스를 확장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증된 의료용 모바일 앱을 늘리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
로운 사업을 제안하고 있음

102 ❚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지원 사업

[현재]
10명 중 1명이
자녀의
유아/아동
건강발달 북
분실

15-20회 방문
건강한 임신
상태의 경우
평균 15-20회
각기 다른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됨

출생 전

25%

3-6일

정신 건강에
문제를 겪는
청소년 중
25%만이 진료를
받음

일반의를
만나는데 평균
3-6일이 걸림

x5
최근 10년 동안
아나필락시스
(anaphylaxis)로
입원하는 1-4세
아동 5배 증가

유아기

아동기

11%
일반의를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어려워 여성 중
11%가 피임약
복용을 놓침

청소년기

성년 초기

성년기

[미래]
마이 헬스
레코드를 통한
컨텐츠 공유로
정보를 놓칠
위험이 줄어듬

알레르기 경보
기능이 마이
헬스 레코드에
통합됨

유아/아동
모바일 건강관리
앱이 종이책을
대신함

온라인으로
안전하고 보안을
유지하면서 처방
요청

정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의
활용성과
접근성이 높아짐

선택한
일반의에게 당일
온라인 진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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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2억 달러
약물 부작용으로
223,000명이
입원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12억 달러에
달함
40%
오지에 거주하는
호주인은
관상동맥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40% 더 높음

18%
노년층 의료
대상자 18%가
퇴원 후 24시간
이내에 약 복용
시기를 놓치거나
오래동안 미룸

8%
8%가 비용 정보
부족으로
전문의를 만나지
못함

14%
병리검사 중
14%는 환자
병력 정보
부족으로 지시된
것임
성년기 후반

노년기

70%
70%가 집에서
임종을 맞고
싶어함. 하지만
14%만이 집에서
임종을 맞이함
노년층 의료

임종

[미래]
온라인으로
전문의 예약
가능 여부와
비용을 비교할
수 있음

마이 헬스
레코드를 통한
의약 정보가
관련 사고
위험을 줄임
원격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

통지, 알림경보,
퇴원 요약지,
트랜스퍼 요약지가
시스템에 통합되며
일관된 정보
활용이 가능해짐
환자와 의료인이
과거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사전 의료
지시서 활용으로
고통스럽고
원치않는
연명치료를 줄일
수 있으며 환자
1인당 평균
5,400달러를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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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인 대부분은 이미 여행, 은행, 교육 및 정부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되는 데이터의 양은 지난 2년 동안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 기준으로 인구의 약 80%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음
2,600,000명

3,800,000명

호텔, 여행 가격비교 사이트 이용자(2017년 3월)

온라인 세금 환급 신청자(2016년)

SOCIAL MEDIANEWS

ATO

103회

17,000,000명

한 명이 일년에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횟수

페이스북 사용자(2017년 5월)

ADOBE ANALYTICS

페이스북

8,000,000명

75%

링크드인(LinkedIn) 사용자(2017년 5월)

Aus post 택배 주문 비율

LINKEDIN

AUSTRALIA POST

84%

9대

의료 정보를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비율

한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디지털 기기 평균 개수

HEALTHDIRECT

MBN CO

[그림 35] 호주의 디지털 연결 상황 주요 통계

◦ 호주인의 약 73%가 인터넷에서 의료정보를 찾고 있음.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보 출처를 찾는 비율을 약 6%에 지나지 않음에 따라 호주인 대부분은 의사
가 건강정보를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안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1 국가적인 차원의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성과
◦ 호주는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솔류션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왔음. 마이헬스
레코드는 초창기에 비하여 기능과 사용 편의성이 높아졌으며 임상 정보 시스템과의
통합이 이뤄지는 등 기술적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음. 현재 약 5백만 명(인구의
20%)이 등록되어 있으며, 2018년 시행 예정인 선택적 탈퇴 제도가 실시되면 전체
인구의 약 98%가 마이 헬스 레코드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호주
는 2018년 이후에는 국가 보건의료 기록 시스템 가입률이 세계에게 가장 높은
나라중의 하나가 될 것이며, 최초로 의료인들이 환자의 주요 의료 정보를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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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임
◦ 소비자들은 이미 모바일 앱을 통해 마이 헬스 레코드에서 의료 정보에 접근하고
있음. 수많은 앱 개발자들이 의료 소비자와 의료 제공자가 원하는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여 출시하고 있음. 마이 헬스 레코드의 사용자 수가 급격
하게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 정보의 통
합이 더욱 원활해지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며 의료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마이 헬스 레코드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 모델을
적용하는데 활용되고 있음. 만성질환자들에게 현재 의료 시스템은 분절되어 있고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의료인 및 의료서비스들이 서로 분절
되어 있어, 협진이 필요한 경우에도 진료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
은 상황임. 호주 정부의 헬스케어 홈(Health Care Homes) 시범 사업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다양한 의료진의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음
◦ 최근에 마이 헬스 레코드를 보완하는 많은 조치들이 시작되었거나 개발되고 있음.
또 다른 디지털 보건의료 서비스인 마이 에이지드 케어(My Aged Care)는 소
비자와 보호자가 노인 간호 정보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을 제
공하고 있음. 이외에도 호주 정부는 양질의 정신 건강 앱과 관련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정신 건강 포털이 완성 단계에 있으며, 자궁경부암
및 장암 검진을 받는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열람할 수 있는
NCSR(National Cancer Screening Register, 국가 암진단 등록부)를 구축하고
있음. NCSR은 일반의 임상 정보 시스템과 통합되어 일반의들이 환자의 암 진단 자
격 요건과 병력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임상 관련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원할
것임. 이를 통해 병리학 검사자를 비롯한 의료 전문가들이 환자 정보에 더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호주 정부의 디지털헬스케어는 정책적 변화를 뒷받침할 것이며 양질의 공중 보건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디지털
헬스케어는 원격의료(telehealth)와 온라인 진료상담 등의 기능을 통해 의료 서
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헬스케어 홈을 비롯하여 정신 건강과 진료 통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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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료 서비스 개선책들의 구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호주 디지털보건국은 의료정보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디지털헬스케어의
성패가 보안성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디지털헬스케어 사
이버 보안센터(이하 ‘보안센터’)를 설립하였는데, 보안센터의 주목적은 디지털헬스
케어 시스템과 개인 의료 정보를 해킹 및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데 있음. 보안센터는 정부와 민간 분문 모두에서
국내 및 국제 사이버 보안 단체들과 제휴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한 지식을 갖추
고 관련 기술과 자료를 공유하고 있음. 보안센터는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 최적 대응
지침 및 사이버 위협 완화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정보 보안과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2.2 주 및 자치구의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성과
◦ 지방정부의 보건부서는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투자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음. 퀸즐랜드에서는 모든 공공 병원과 보건 서비스
가 마이 헬스 레코드 시스템에 연결을 완료하였음
◦ 모든 지방정부의 공공병원 시스템, 보안 메시징, 퇴원요약지 및 e-리퍼럴
(eReferral)과 예약 등의 제반 의료 서비스 시스템과 기능 전반에 걸쳐 전자 의
무 기록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예를 들어 빅토리아주의 e-리퍼럴 프로그
램에서는 의료 전문가들 간에 보안 메시징과 임상 정보, 일정, 역할, 책임 등에 대
한 의견 교환이 가능함. 이 사업은 빅토리아주 4개의 보건소에서 실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해당 부문에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e-리퍼럴의 기술 아키텍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음
◦ 또한 임상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과 임상 데이터의
활용성 제고를 통해 상호운용성을 높이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NSW주는
보건소와 의료 전문가들이 의료 데이터를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STARS"라고 명명된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NSW 보건부서는 STARS가 품질과
안전 지표를 측정 및 비교하고 인력 가용도를 점검하는 것을 포함해서 임상적
변이, 응급실 사용률을 확인하는데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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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의약품 안전, 실시간 처방 모니터링 및 모든 제약업체의 의약 단일
카탈로그 등을 포함한 의약품 관리가 지방정부의 투자 우선 분야로 선정되었
음. 서호주(Western Australia)와 태즈메이니아(Tasmania)는 이 분야에서 주
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태즈메이니아는 통제 대상 약물의 실시간 보
고와 기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서호주의 피오나스탠리(Fiona Stanley)병원
은 안전성, 품질 및 증거를 기반으로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통
해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고되고 있음
◦ 지방정부 보건부서는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음. 노던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의 경우
원격진료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오지 거주민들의 의료에 관련된 요구를 적극적으
로 수용하고 있음. 원격진료 서비스를 도입한 뒤 진료 예약을 지키는 비율이 늘
어났으며 원격진료를 활용하는 의사들도 늘어났음. 진료 예약을 어기는 비율이 현저
하게 낮아짐에 따라 오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진료 때문에 치러야 했던 교통과 숙박
비용이 절감될 수 있었음.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의 경우 모든
응급 치료소들은 원격진료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복
잡한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논의와 의사결정 및 정보 공유가 활발하
게 이뤄지고 있음
◦ 개인맞춤 의료의 의학적 가치와 경제적 잠재력을 인식한 ACT는 새롭고 획기적인
치료 기법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게놈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전략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하에,
이 분야의 디지털헬스케어 시스템이 어떻게 상호 운영되어야 하는지, 지식과 정보의
최적화된 공유 방식은 무엇인지, 의료 제공자와 소비자에게 보다 원활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려하면서 수립된 것임

2.3 비정부 부문과 지역의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성과
◦ 민간부분 역시 디지털헬스케어와 관련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원격진료를
통하여 환자들이 집 가까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주민들과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음. 캔버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2형 당뇨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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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은 환자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혈당 등을 기록하
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환자들이 만성질환인 2형 당뇨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CSIRO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로 큰 성과를 거두었음. 이 사업을 통
해 해당 지역에서 1,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당뇨망막병증 등의 질병에 대해 검
진을 받았으며, 검진결과는 디지털화되어 브리즈번과 퍼스의 안과 전문의들이 판
독하여 증세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민들을 진료 상담을 시행하였음. 상담을 받은
주민들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안과 전문의를 만나기 어려웠을 것임
◦ 응급 분야에서 세인트빈센트병원(St Vincent's Health Australia)은 병리 검사결과,
진단영상, 진료 결과 열람, 여러 전문 진료과의 치료 기록, 전문의 의뢰, 입원에서
퇴원 투약 기록 등을 포함하여 입원 전부터 퇴원 후까지를 모든 절차를 포괄하는
전자 임상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외래 환자 진료 분야 역시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CSIRO의 스마트폰 앱인 진료 평가 플랫폼(Care
Assessment Platform)을 이용하여 외래 환자가 재활 프로그램을 자택에서 활용
함으로써 외래진료를 줄일 수 있었음. 환자들은 혈압 및 신체 활동과 같은 자신의
임상 데이터를 기록하는데 스마트폰 앱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프로그램은 기존의 재활 프로그램에 비해 상태가 호전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 디지털헬스케어는 전반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옴. 램지 헬스케어(Ramsay Health Care)는 GS1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표준을 포함하여 공급 업체와의 원활한 정보 교환을 위해 정보
식별, 수집 및 공유에 필요한 포괄적인 데이터 표준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는데,
이러한 표준은 램지 헬스케어 소속 병원들의 구매 프로세스의 속도와 효율성
을 높이고 병원 운영을 개선했으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2.4 호주 정부가 디지털헬스케어 전략을 추진하는 이유
◦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디지털헬스케어의 구현에 있어서 호주 국가적인 차원에
서 인상적인 성과들이 있었다고 호주 정부는 발표하고 있음. 하지만 보건의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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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복잡한 재원 조달 방식과 거버넌스는 서로 다른 분야 간 의료 정보를 공
유하는데 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일차 진료, 응급치료, 정신 건강 및 노인 진
료 등 분야마다 옮겨 다녀야 하는 환자들에게 통합 의료 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임. 디지털헬스케어는 호주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여러 부
문 간에 효율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통합하고 이 모두를 환자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음
◦ 호주 연방정부와 지역 당국들은 디지털헬스케어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
는데, 주 및 자치구 정부들은 관할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할 병원과 보건소의 여러 임상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프로젝트
들을 시작하고 있음. 각 지역 당국은 각각의 투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목표의 달성 수준도 지역 당국별로 다르지만, 의료 정보(지역 당국에
따라 복지 정보를 포함시키기도 함)를 필요한 때 더욱 원활하게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통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은 상황임
◦ 민간 병원, 노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지역 사회 진료 기관들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 시스템과 디지털헬스케어에 투자하고 있
음. 데이터 분석 분야의 혁신은 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불필요한 진료 오류와 재입
원을 줄이는 것에 대한 소비자와 투자자의 요구가 커지는 것 또한 비정부 부문의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스타트업들은 환자, 보호자 및 의료 제공자들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혁신을 확산시키려면 혁신적인 기업과 인재들에게 협업과 교육을 위
한 장을 마련해주고 이들이 신뢰할 만한 정보, 도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인프라와 안전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개인 의료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 이뤄지는 결과들을 살펴보면 조율을 거치지 않은
투자로 인해 보건의료 시스템 전체 차원에서 자원 확보 역량이 악화되고 각 부문
별로 각기 다른 표준이 사용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공공 및
민간에서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기획과 투자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
의 포괄적 디지털헬스케어 전략 마련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음. 합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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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영역을 설정하고 표준에 의해 뒷받침되는 국가 전략은 정부가 관심을
가진 분야가 어디인지 시장에 알리며 공공 및 민간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같은 방향
으로 투자가 이뤄지게끔 장려할 수 있음.
◦ 호주 디지털보건국은 이러한 맥락에서 설립된 기구로서, 2016년 7월 창설되어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전략의 수립과 이행 체계 구축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전략은 정부, 업계, 혁신가, 대정부 교섭단체, 시민단체, 기
관, 연구기관, 의료 제공자, 환자, 보호자 및 관련 협회 등 보건의료계의 모든 주체들
이 디지털헬스케어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전제하에 수립
된 것으로, 이 전략의 목적은 보건의료 분야의 모든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또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환자, 보호자 및 의료 제공자를 위한 디지
털 헬스케어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연구자들이 혁신을 이끌
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보건국은 의료 소비자, 의료 제공자들 및 기업을 지원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선도자
및 촉진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전략 수립 단계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다음 단계는 더욱 광범위하게 보건의료 관련자들을 참여시켜 합의된 실행
체계를 공동으로 만들어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음

2.5 호주가 디지털 보건의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 호주 정부는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건강에
대해 말하세요(Your health. Your say)’라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
이를 통해 의료 소비자, 보호자, 의료 제공자, 지역사회 단체, 전문가 협회 및
수많은 의료 분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략을 확실히 알리고자 하였음
◦ 호주 전역에서 개최된 103번의 포럼, 워크샵, 웹캐스트 및 타운홀 미팅에 3,000명
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하였으며, 1,000여 개가 넘는 제출 자료와 설문 응답이
취합되었으며 주제별로 분석되었음. 이 과정을 통해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전략
의 토대가 되는 네 가지 핵심 주제가 도출되었는데, 이 핵심 주제들은 자원 투입
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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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주제와 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1. 내가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환자와 보호자는 더 많은 선택권을 갖기를 바란다.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결정을 직접 내
리고 싶어 하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자신의 의료 정보에 더욱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기
를 원한다.
환자와 보호자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목격한 후, 이러한 디
지털 기술이 의료 분야를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및 그 수준이 향상되기를 바란다.
환자와 보호자는 의료 서비스를 단순히 의료진과 만나는 행위가 아니라 고품질의 개인화
된 의료정보 서비스로 본다.
의료인, 보건의료 제공자, 대정부 교섭단체들은 환자의 권한 증가와 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가 가져오는 이점을 알고 있지만 일부 사회경제 계층과 연령층의 경우 인터넷을 원활
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인터넷 접근성 격차가 의료 정보의 격차가 되고
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보건 기술과 서비스
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이 뒤쳐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내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이들이 나에 대해서 잘 알도록 하고 안전하고 개인
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할 것
의료 소비자와 보호자는 의료 제공자와 만날 때마다 환자 자신의 모든 병력을 다시 알려줘
야 하는 상황을 겪는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점 중 하나는 많은 호주인들
이 이러한 반복을 번거롭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이러한
정보들이 효율적으로 수집되고 관련된 모든 의료진이 이를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의견도 압도적이었다.
이를 가능하게 위해서는 임상의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환자의 의료 정보가 정확하며
온전하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환자에게 올바르고 적합한 진료와 상담
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임상의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
지만 현재의 진료 관행을 바꾸려면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가치와 신뢰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임상의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획일적인 진료에서 개인에게 맞춤화된 진료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은 탄탄하게 구축된 디지털헬스케어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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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와 내 의료 제공자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기술 발전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의료 소비자와 보호자는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이 다른 산업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료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설문 조사 응답자의 80% 이상이 디지털 기술이 호주의 의료 서비스를 변화시키고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답하고 있으며 개인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긴
다. 현재 모바일 앱으로 개인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의 비율은 현재 11%지만
이를 원하는 사람들은 4배 이상 많은 48%이며, 현재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개인 의료 정
보에 접근할 수 있는 비율은 31%이지만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69%에 달한다.
이러한 요구를 실현시키려면 임상의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디지털 보건 기술과 서비
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신뢰할 수 있는 디
지털 보건 기술, 임상 정보 시스템 및 인터넷 연결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연구자, 과학자, 공학 분야 및 의료 정보학계는 모두 디지털헬스케어 솔루션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의사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
다. 또한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은 의료계가 디지털 기술을 채택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
반되는 문화적 변화를 수용하고 의료 정보 공유의 가능성과 장점을 최대화하기 위해 직원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원한다.
연구자, 과학자, 공학 분야 및 의료 정보학계는 보건의료 부문 전체에 걸쳐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표준 및 사양에 관한 명확한 규정과 지침을 원한다. 이러한 규정과
지침이 전제되어 있어야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고 분산된 의료 정보를 통합하여 비용 절
감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디지털 보건 솔루션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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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의료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내 권리를 보호할 것.
의료 소비자와 보호자는 의료 정보에서 자신들의 개인 정보가 존중되고 권리가 보호될 것
이라고 분명하게 기대하고 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호주인들이 자신들의 의료 정보가 안
전하게 보호되고 필요할 때 자신들의 동의하에 사용되도록 하는 강력한 안전조치를 원하
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의사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의사들과 환자 정보를 안심하고 공유할 수 있으려면
시스템 보안에 대해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진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시스템이
환자의 의료 정보와 개인 정보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자신들의 의무를 지키도록 해주며
의료 정보를 진료에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해준다는 확신을 필요로 한다.
연구자, 과학자, 공학 분야 및 의료 정보학계는 의학 연구 트렌드에 통찰을 제공하고 공중
보건 개선에 기여하는 연구용으로 연구를 위해 비식별화된(de-identified, 개인이 특정되
지 않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정보, 보안 및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단순하고 명료한 규정과 지침이
있어야 한다.

◦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호주인들의 요
구가 도출되었으며, 아래 그램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수집한 통계 중 일부 주
요 사항임
응답자 중 65%
이상이 호주의

현재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개인 의료

응답자 중 45%
이상이 필요할 때

의료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3대

보건의료 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를

모바일 앱

사용과 검색이

자의 비율은 10%에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어렵다고 답함.

불과하지만 이를

답함.

희망하는 사람은
사람들은 서비스의
비용, 품질 및 사용
가능 여부를 알고

50%에 달함.

-1의약 투여 관리

주된 이유는 비용,
위치 및 예약의

-2의료 기록 추적

어려움이라고 답함.

-3-

싶어함.

처방전 재발급 요청

[그림 36] 보건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요구

◦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의료 소비자뿐만 아니라 의료 제공자들도 디지털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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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아래 그림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들 중 디지털
솔루션을 적용하기를 바라는 것들을 정리한 것임. 많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
들이 이미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디지털헬스케
어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
환자와 의료 기록 공유
처방전 약국 전달
상호작용적인 의사결정 지원
진료 전후 환자와의 상담
환자 건강 상태 추적
다른 일반의와 의료 기록 공유
리퍼럴 송신과 수신
병리 검사 지시와 결과 열람
진단 영상 주문과 열람
비용 청구 및 할인
퇴원 요약지 또는 전문의 보고서 작성
진료 중 환자 정보 열람
환자 예약과 진료 일정 정하기
진료 후 환자에 대한 기록 작성
온라인 임상 레퍼런스 툴 액세스

디지털 기술 활용에 관심이 있음
이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의료 제공자 중 답변자 비율

디지털 기술에 관심이 없음

[그림 37] 현재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의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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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호주 디지털 보건의 전략적 방향
◦호주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전략의 비전은 다음과 같음
안전하고 원활하며 보안성이 높은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와 기술을 통해 환자와 의
료 제공자 모두에게 혁신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도구를 제공하고 모든 호주인의 건강
을 증진시킨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하여 호주 정부는 몇 가지 원칙을 규정하였음
- 사용자 중심 :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전략은 전국적으로 실시된 의견수렴 과
정과 지속적인 사용자 조사를 통해 확인된 환자와 보건의료 전문가의 요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 수립된 것으로, 사용자의 요구와 사용 환경은 이 전략과 관련된 의
사결정의 중심에 놓이며 전략 우선 사항과 사용자 경험의 토대임
- 개인 정보 보호와 높은 보안성 : 호주인들은 자신들의 의료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자신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조치를 기대하고 있음.
아울러 자신들의 의료 데이터가 동의한 경우에만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음. 이
를 위하여,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이 중요하며,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것
과 소비자 및 의료진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 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음
- 긴밀하고 원활한 협업 : 디지털헬스케어 솔루션이 진화되어가는 사용자와 이해
관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공동 설계 및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안전과 품질 중시 문화 형성 : 디지털헬스케어 솔루션과 서비스에서 안전과
품질은 핵심적인 요소임.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전략은 디지털헬스케어 솔루션 및 서
비스의 설계, 개발, 구현 및 사용 등 전체 프로세스에서 안전, 품질 및 리스크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의료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구현 : 디지털헬스케어 솔루션과 서비스는 의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전략은 호주 국민이면 누구
나 디지털헬스케어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전제 하에 수립된 것이며, 모든 사
회경제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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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자산과 역량의 효율적 활용 : 호주는 디지털헬스케어 기반의 의료전달 체계
구축과 운영을 통해 전국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디지털화된 의료와 진료를 구현
하고 있음.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전략은 기존 자산과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었으며 새로운 자원과 기존 자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세금의 신중한 사용 :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합리적으로
투자하고 모든 호주인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투자한다는 전제
하에 수립되었음

2.7 전략적 우선 사항
◦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전략(National Digital Health Strategy)은 2022년까지 달성
할 전략적 우선 사항의 결과를 정의하고 있음. 7가지 우선 사항 영역은 전국적
으로 실시된 의견수렴과 관련 연구조사를 통해 도출될 것임. 이 7가지 우선 사
항은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의 기존에 투자했던 것을 보완하고 혁신적인 의료 서비
스를 가능하게 하고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요소들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
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이는 환
자, 보호자,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큰 혜택을 가져다줄 줄 것이며 의료
시스템 전체를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됨. 아래 도표는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전략의
비전, 핵심 주제 및 전략 우선 사항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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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원활하며 보안성이 높은 디지털 보건 서비스와 기술을 통해 환자와 의료 제공자 모두
에게 혁신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도구를 제공하고 모든 호주인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1.

2.

3.

4.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게 의료 서비스를

나와 내 의료

보건의료 시스템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하는 모든
이들이 나에 대해서

제공자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할 수

신뢰성을 높이고 내
권리를 보호할 것

나에게 가장 적합한

잘 알도록 하고

있고 기술 발전에

의료를 선택할 수

안전하고 개인화된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의료 서비스를 제공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하도록 지원할 것

것

1.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정보
전
략
우
선
사
항

2. 의료 정보 전송의 보안성 강화
3. 신뢰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
4. 처방 정보와 의약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
5. 접근성, 질, 안전성 및 효율성을 개선한 디지털화된 진료 모델
6. 디지털 보건의료 기술을 숙련되게 사용할 수 있는 인력
7. 세계적 수준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디지털 의료 산업 활성화

[그림 38] 비전, 핵심 주제 및 전략 우선 사항

◦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전략은 2022년까지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접근하고 쉽게 활
용하며 공유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이고 근본이 되는 요소들을 제공할 계획임.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기본 요소들을 사용하여 전문가들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
는데 활용할 수 있고 환자들이 개선된 의료 서비스에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전략 우선 사항 각각에 대해서 살펴볼 것임

1)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정보
◦ 호주 정부는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의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
지 다음 사항들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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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호주인은 2018년 말까지 탈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마이 헬스 레코드에
가입되게 된다.
∙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환자를 대신하여 마이 헬스 레코드에 의료 정보를
2022년까지

올릴 수 있으며 투약 기록, 알레르기, 검사 결과, 만성 질환 등에 액세스할 수 있게

추진

된다. 이러한 기능은 환자 개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체의 안전성,
서비스 질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 모든 호주인은 온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 2012년부터 마이 헬스 레코드 시스템은 환자의 의료 정보 요약본을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제공하여왔음. 지금은 일반의, 약국, 민간병원, 공공병원 등 의료 시스템
의 주요 주체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470만명이 넘는 사람들과 9,300명 이상 의료
제공자들이 마이 헬스 레코드에 참여하고 있음
◦ 2017년 5월 호주 정부는 마이 헬스 레코드가 선택적 탈퇴(opt-out) 방식으로 전환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이 결정에 따라 2018년 말까지 모든 호주인은 탈퇴를 선
택하지 않는 한 마이 헬스 레코드에 가입됨. 이러한 전환은 보건의료의 통합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건부는 기대하고 있으며, 그 외 마이 헬스 레코드가 가져올 긍정적인 변
화는 다음과 같음
-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약물 부작용과 중복 검사 감소
- 응급 상황이나 환자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에도 의료진이 환자의 의료
정보에 접근 가능
- 만성 질환과 복합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와 치료 계획의 효율적 조
율가능
◦ 마이 헬스 레코드는 일반의, 약국, 민간병원, 공공병원, 전문의 및 의료 전문가 협회
등 의료 시스템의 주요 요소를 연결하고, 전국적인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음. 이와 같이 디지털 보건의료의 기반이 구축되면서 의
료 제공자와 진료기관들이 보건의료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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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다섯 자녀 어머니의 ‘분산된 의료 정보를 연결한’ 마이 헬스 레코드
페이지(Paige)는 노던 퀸즐랜드에 거주하는 다섯 자녀의 어머니로 15세에 뇌전증 진단을 받았으
며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청력을 잃었다.
“몇 가지 질환을 앓고 있었고 올해 초 다섯 번째 아이를 가졌어요.”
“임신 중일 때 산부인과 외래병원을 12곳 넘게, 신경과를 3군데나 다녀야 했어요. 일반의도 찾
아가야 했고 이런저런 검사도 받아야 했지요. 여기에 더해 남편과 나는 아이 5명을 돌봐야
했어요. 가족들을 위해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헬스케어 공급자들 간의 ‘분산된 의료
정보를 통합(join the dots)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모든 것을 추적하고 정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마이 헬스 레코드 덕분에 제 개인 의료 정보를 단일한 기록으로 정
리할 수 있었다. 가족 모두 마이 헬스 레코드에 개별 기록을 가지고 있고 남편과 저 둘 다 이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건강관리를 위해 제 자신의 의료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가장 적합한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이 헬스
레코드는 부모로서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더 쉽게 확인하고 건강관리를 더 주도적으로 하며 충
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의료진이 우리 가족의 병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안심이 되었습
니다.”

◦ 호주의 모든 주 및 자치구는 마이 헬스 레코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26
의료 전문가들과 대정부 교섭기구들 역시 통합적이고 높은 수준의 의료 정보의 기
반이 될 마이 헬스 레코드를 현대 의학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음
"[마이 헬스 레코드]가 미래이다."
∎ 호주의학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 "마이 헬스 레코드는 의료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주도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
외에도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 호주암위원회(Cancer Council of Australia) 제출 의견
- "마이 헬스 레코드는 다른 디지털 공동 진료 도구와 함께 진료 계획의 디지털 공유,
보안 메시징, e-리퍼럴 등과 같은 통합적이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기반이 된다. 마이 헬스 레코드와 다른 공동 진료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증거
기반의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eHealth NSW 제출 의견
- "마이 헬스 레코드를 공유하고 모든 의료 전문가들이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 기본 단계가 실행되면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엄청난 이점이 된다."
∎ 호주소비자건강포럼(Consumers Health Forum of Australia) 제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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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헬스 레코드는 이미 모바일 의료 애플리케이션과 같이 임상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헬스케어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 앱 개발
자는 이미 모바일 기기에서 환자의 투약 기록과 임상 문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마이 헬스 레코드 시스템의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개발에 활용하고 있음. 디지
털 의료 솔루션과 의료 관련 모바일 앱은 상당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마이 헬스 레코드는 개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 의료 시스템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시스템의 장점은 개인뿐만
아니라 의료 제공자가 광범위하게 사용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는데, 호
주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여러 차례 대다수의 환자가 마이 헬스 레코드에
등록되면 시스템에 참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이는 2018년 선
택적 탈퇴 제도가 실행되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 플랫폼과 관련 서비스가 의료인들의 요구를 더욱 잘 충족시키게 되면 마이 헬스
레코드의 사용 빈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마이 헬스 레코드에 더 많은
정보들이 축적되고 임상 컨텐츠의 수준이 향상되면 의료 정보에 대한 환자들
의 이해 수준이 높아지고 의료 현장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러한 정보들이 사용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이미 뉴사우스웨일즈의 거주민들과 의료 제공자들은
마이 헬스 레코드 소비자 포털과 모바일 앱을 통해 병리 결과를 볼 수 있음
◦ 활용성,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접근성, 기능 강화에 있어서 사용자 중심의 접근법은
환자와 의료인에게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속적인 사용 증가를 가져올 것임. 정보의 푸시(push, 환자에게 통보 기능 등)와
풀링(pulling, 환자 병력 빠른 열람 기능 등)이 가능해지면 마이 헬스 레코드의 사용
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 마이 헬스 레코드 시스템의 가능성은 다음 세 가지 전략 목표를 통해 실현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선택적 탈퇴 제도와 이에 대한 홍보를 통한 소비자 참여 증대
- 시스템 기능 개선과 기존 임상 업무흐름과의 통합을 통한 마이 헬스 레코드
시스템의 핵심 임상 컨텐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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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인 교육 지원, 대정부 교섭단체 참여 유도, 지역 교육 및 주요 동반자인
일차의료네트워크(PHN) 지원을 통해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들이 마이 헬스 레코드를 사용하도록 함
헬스케어홈(HEALTH CARE HOMES, 만성 질환 관리)
헬씨어 메디케어(Healthier Medicare) 사업의 일환으로 호주 정부는 만성 질환과 복합 질환을
가진 환자를 돌보는 헬스케어홈 모델의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 모델은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헬스케어홈이라고 명명된 진료과정에서 등록하도록 한다.35 일차진료자문그룹(Primary
Health Care Advisory Group)은 헬스케어홈이 "디지털 의료의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이고
증거 기반 의료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36

마이 헬스 레코드 시스템은 치료 계획을 관리하고 목표 달성 정도를 점검하며 다른 팀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이벤트 요약지, 투약 현황, 리퍼럴, 퇴원보고서, 진단 정보 등의 공유를 통해
보다 통합적인 진료를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헬스케어홈을 지원할 것이다.
의료진이 고품질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면 의료진과 환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의료진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다시 마이
헬스 레코드 시스템을 발전시킨다.

호주인들이 누리게 될 혜택
∙ 선택적 탈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행되면 의료 서비스의 통합과 질 및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 안전한 의약품 관리, 잘 조율된 진료 및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치료 결정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더 나아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다(환자 데이터 검색 시간 단축, 불필요한 입원과
검사의 감소 등을 통해).
∙ 환자가 건강관리의 중심이 되고 환자가 자신의 건강에 더 큰 책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 데이터 분석은 의료 서비스의 혁신과 체계적인 진료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 확보와 증거 기반의 새로운 진료가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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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 정보 전송의 보안성 강화
◦ 의료 정보 교환을 통해 2022년까지 다음 사항들이 추진될 것임
∙ 모든 의료 제공자들이 보안이 강화된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 간 그리고 환자들과 정보
교류 및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종이 서류와 팩스 및 우편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 시스템에서 의료 제공자는 다른 의료 제공자를 검색할 수 있으며 쉽고 안전하게 임상
2022년까지
실현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된다.
∙ 환자는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의료 제공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된다.
∙ 환자의 의료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며 환자의 의사에 따라 안전하게 공유될 수
있게 된다. 환자들이 자신의 질환과 상태에 대해 중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 있으며 의료 제공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협진을 할 수
있게 된다.

◦ 현대 의료에서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수많은 의료 제공자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추
진하고 있음. 의료 제공자들이 의료진 간 또는 환자와 의료 정보를 간편하고 안
전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통합적인 치료와 진료 조율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임. 또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환자의 참여를
높이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전략 수립 과정에서 호주정부가 실시한 경제
분석에 따르면 보안 메시징의 경제적 효과는 4년 동안 약 20억 달러에 이르며
10년 동안에는 9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호주에는 보안 메시징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전자통신 방식들이 존재함. 현
재 진단 요청과 보고 및 퇴원 요약지를 병원에서 일반의에게 보낼 수 있음.50
하지만 이러한 국가 차원의 일관된 표준이 현재까지는 마련되지 않아 서로 다른 보
안 메시징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교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호주정부는 그
동안 상당한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표준이 현재까지
는 마련되지 않았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호주정부는 지속적으로 표준안을 만
들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의료 제공자들이 간편하고 안전하게 의료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고 의료의 질이 낮아지며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 결과적
으로 환자들은 의료 서비스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며 의사가 달라질 때마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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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되기 때문임
◦ 의견 조사 과정인 ‘당신의 건강에 대해 말하세요(Your health. Your say)’에서도
보안 메시징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의료 제공자들이 자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함. 의료 제공자들은 소속 기관이 달
라지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였음.
지금까지는 의료 제공자들이 보안 메시징 대신 팩스, 채팅 앱, 전자메일 등 보
안 수준이 낮은 방법으로 동료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상황임
"오늘날 농촌 지역의 일반의들이 정보를 교환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의료 기관들은 보안 메시징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다."
∎ 호주오지의료협회(Australian College of Rural & Remote Medicine) 제출 의견
"보안 메시징에 대한 의료 제공자들 간의 공통 기준이 없다. 19세기 개척지의 철도 궤도가
제각각였던 상황과 다르지 않다."
∎ 의료 서비스 IT 관리자

◦ 대정부 교섭기구들과 의료기관들로부터 표준화되고 보편적이며 안전한 메시징
기능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이 광범위하게 있었음
"모든 의사들이 의료기관 주소록 기능을 갖춘 보안 메시징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호주의학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제출 의견
"공공 및 민간 의료 기관의 다양한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통합성 및 보안 메시징 기능을 향상시
켜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과제들 중 하나이다. 이는 충분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통합된 환자 치료를 실시하는데 핵심이 된다."
∎ 퀸즐랜드주정부, eHealth Queensland 제출 의견
"의료 전문가들의 효과적인 연결과 커뮤니케이션 및 체계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보안 메시징의 상호운용성을 갖추는 것이다."
∎ AAPM(Australian Association of Practice Management, 호주의료관리자협회) 제출
의견

◦ 보안 메시징에 대한 국가적 표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호주정부가 겪는 어려운 점은
다음과 같음
- 전문의의 참여가 낮음
- 문서가 지정된 곳에 발송되었으며 수신되었는지 확인하는 통지 기능을 통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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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징의 신뢰성 구축
- PKI 인증서의 등록과 갱신, 식별자 일치율 및 사용 편의성 부족을 포함하여
기존의 국가 차원의 체계의 사용성 문제 :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 문제는 오랫동안
계속되었다는 점이 강조됨
- 보안 메시징의 표준 부족이 e-리퍼럴 기능의 구현의 장애가 되고 있음.
- 의료 제공자가 적절한 임상 정책 체계 내에서 환자와 안전하게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호주정부 역시 국가 차원에서 보안 메시징 표준을 수립해야하는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다른 국가 현황을 통해서 알고 있음. 영국,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덴마크 등의 국가들이 보안 메시징과 기타 사용 패턴을 구현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
서 표준을 수립하고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의료 관리가 가능
하도록 하고 진료 효율성을 제고하며 진료 활동에 환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이는 전반적으로 국민 건강이 증진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보안 통신(보안 메시지 송수신 등)의 설정은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 현재의 ‘무간섭
(hands-off)’ 방식은 효과가 없다.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표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품 개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전용 '상호운용
성을 갖춘' 보안 메시징 솔루션을 개발하려고 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자사의 제품과 시스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 드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은 주먹구구식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료 전문가와 소비자는
국가 차원의 e헬스 기록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 APS(Australian Psychological Society, 호주심리학회) 제출 의견

◦ 호주정부는 보안 메시징 구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반은 현재 업계 컨소시엄이
진행하고 있는 공동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고 보안 메시징, 퇴원 요약지, e-리퍼
럴 및 예약 기능에 대한 지방정부의 투자를 보완할 계획임. 이러한 기반은 또한 새
로운 진료 모델의 도입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공유하고 의료 서비
스에 업체가 개발한 솔루션(보안 인스턴트 메시징 등)을 원활하게 결합하는 것 등
미래의 수많은 서비스와 기능을 구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투명성, 편의성 및 의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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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웨스턴 빅코리아 PHN 보안 메시징
웨스턴 빅토리아 PHN(Primary Health Network, 일차진료네트워크)는 바원(Barwon) 지역의
임상의들이 보안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ReferralNet과 Argus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월 평균
16,000여 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임상의들이 기능을 일상 업무에 활용하면 월별 메시지 발송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신 건강
"E-정신건강은 정신 건강에 대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가장 효과적인 투자 대상이다. E-정신건강
은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이를 단계적 치료의 전체 정신 건강 의료 시스템에 통합하
면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국립정신건강위원회(National Mental Health Commission) 제출 의견
실제 대면 진료에 대한 대안 또는 부가 진료 방식으로 온라인 정신 건강 서비스는 최근 수년
동안 불안과 우울증 등의 질환의 치료법으로 대중화되었으며 임상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다.62
현재 수립 단계에 있는 호주 정부의 5번째 국가 정신 건강 계획(National Mental Health
Plan)에는 마이 헬스 레코드와 마찬가지로 정보 공유와 정보통신 기술 플랫폼의 성숙도가
갖는 중요성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이 계획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가 계획이 진행되는
기간 전체에 걸쳐 극심하고 복잡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화된 치료 제공을
지원하는 것이 중시되고 있다.63
국가 디지털 보건 전략은 정신 건강 문제와 정신 질환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줄이기 위해 보안 메시징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 보안 메시징은 일반의와 정신과 의사간
의 안전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모바일 건강 앱과 온라인 콘텐츠 이용이
늘어나면 의료 소비자들은 이러한 도구를 통해 자신의 건강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의료 종사자들은 환자에게 안전하고 중거 중심의 디지털 도구를 확신을 갖고 추천하게
될 것이다.

호주인들이 누리게 될 혜택
∙ 보다 적합한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체계적인 진료 조율이 이루어질 것이다.
∙ 온라인 진료를 통해 의료 서비스 이용이 원활해지고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 행정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된다.
∙ 비용이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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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
◦ 시스템 간에 고품질 데이터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2022년까지 다음 사항들
이 실현될 계획임
∙ 상호운용성 표준 초안에 대한 공개 협의는 호주의 모든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간의
상호운용성 구현에 대한 합의된 비전과 로드맵을 도출할 것이며 2018년에 완료될
것이다.
∙ 정부, 주요 의료기관 및 주요 이해관계자 간에 디지털 기술을 진료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본 요건이 합의될 것이다.
2022년까지
실현

∙ 의료기관들이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성숙도 수준을 평가할 수 있고 이를
향상시키는데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 임상 용어, 고유한 식별자 및 데이터 표준 채택을 통해 데이터 품질과 상호운용성이
향상될 것이다.
∙ 호주의 첫 번째 지역에서는 보건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와 병원,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상호운용성이 구현될 것이다.
∙ 적시에 관련 전문가들과 고품질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진료의 안전성과 품질이 높아질 것이다.

◦ 현재 주 및 준주 정부들은 지역 전체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병
원과 보건소의 임상정보 시스템을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각 주와 준
주는 자체 소프트웨어로 각기 다른 업체 및 기관들과 제휴하여 자신들의 투자
범위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목표 달성 수준도 서로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이 적시에 의료 정보(지역당국에 따라서는 의료 인력도 포함
됨)를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마찬가지로 민간병원, 노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지역 보건소 또한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보 시스템과 기술에 투자하고 있음. 혁신적인 데이터 분석 기법과
의료 서비스 개선과 진료 과실 및 불필요한 재입원 감소를 바라는 소비자와 투자자의
요구가 비정부 부문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음
◦ 현재 일부 지역 내에서, 개별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술들에 투자가 분산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
하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의료 시스템의 관리를 악화시키고 각 부문마다 서로 다
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호주정부는 합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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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분야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 전략 및 정부의 관심
분야를 알리고 공공과 민간 의료 시스템 모두 공통된 방향으로 투자하도록 유도
하고 있음. 정부 차원의 강력한 방향 제시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표
준과 함께 의료 제공자들이 공공병원, 민간병원 또는 지역 보건소 등 진료 장소에
관계없이 환자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최신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 의료 제공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의료진의 협력, 체계적인 협진, 진료의
연속성 확보, 효율성 제고, 정확한 데이터 분석 및 환자 만족도 제고의 전제 조건
이 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우하여 “상호운용성”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
울이고 있음
◦ 호주는 최근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데이터 자산을 국가 자원으로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개방형 데이터 정책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하였음. 호주는 이미 임상 용
어 표준을 포함하여 상호운용성 구현의 기반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들을 거
두기도 하였음.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며 호주정부 역시 상호운용
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있음
◦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의 부족은 의료 제공자가 정보를 효과적으로 교환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분절된 치료, 부작용, 비효율성 및 데이터 질 악화로 이어짐
◦ 의료 제공자와 의료기관 모두 상호운용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 모두
시스템에 관계없이 정보 교환과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음
“디지털 의료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은 정보 공유의 기반이다.”
∎ RCPA(Royal College of Pathologists of Australasia, 호주왕립병리학자협회) 제출 의견
“개발자에게 지침이 되고 모두가 상호운용성 구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하도록 하는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업계 전반에서 나오고 있다.”
∎ ACN(Australian College of Nursing, 호주간호협회) 제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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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운용성 표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음
“국가 디지털 보건 전략은 연결성과 상호운용성을 비롯하여 디지털 의료에 필요한 표준과
그러한 표준을 누가 어떻게 제정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 호주의학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제출 의견
“BUPA는 민간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으며 민간에서 개발한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표준을 제정하는 정부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중요하
다고 판단한다.”
∎ BUPA 제출 의견

◦ 상호운용성 구현은 복잡하고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임. 국제적으로 국가
가 주도하고 조율하여 상호운용성을 구현한 사례들이 있으며, 호주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자국의 상호운영성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상
호운용성을 구현한 해외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들은 다음과 같음
- 상호운용성 전략과 로드맵 수립에 있어서 긴밀한 협업
- 오픈 시스템 원칙과 투명성 준수
- 표준 채택
- 준수성 평가 체계
- 의료기관들이 디지털 성숙도를 높이고 지역 기관들이 현지에서 상호운용성을 갖
춘 솔루션을 조달하는 것을 지원하는 평가틀과 툴킷 제공. 디지털 성숙도는
디지털 기술의 효과적인 사용이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도를 의미
◦ 상호운용성은 지방정부 보건부서 업무 프로그램의 핵심임. 지방정부의 보건부
서는 임상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리체계를 업데이트하는 프로그
램 및 임상 데이터의 활용성 개선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있음. 퀸즐랜드헬스
(Queensland Health)의 경우 소속 병원들에 통합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설치하
였으며, 이를 통해 의료진과 병원 직원들이 어느 병원에 근무하든 동일한 화면
으로 환자의 의무기록을 안전하게 열람하고 환자의 병력 정보를 간편하고 안전하
게 공유할 수 있음. 6개 병원은 이미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주 전
역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음. 상호운용성을 갖춘 시스
템은 퀸즐랜드헬스의 디지털 병원 프로그램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 병상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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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새로운 디지털 환자 모니터링 기기가 혈압, 온도, 심박수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
를 보안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기록하고 있음
◦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각 지역당국의 디지털헬스케어 전략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개별 병원의 병리 검사 결과와 퇴원 요약지를 마이 헬스 레코드 시스템에서 열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일반 병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과 결합되어 공공 의료 시스템에 대해 한 개인의 주
요 의무기록이 다른 병원 또는 지역사회 내 다른 의료 제공자와 공유되어 그 개
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충분한 정보가 뒷받침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이 가능함
◦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전략의 목표는 상호운용성을 통해 의료 제공자, 이들이 사용
하는 시스템과 환자들이 임상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하는 것임. 표준과 의료
정보학 분야 전문가들, 업계 및 의료기관들은 국가가 적절하게 조율하는 상황에서
협력하고 협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음
◦ 호주 디지털보건국은 표준과 사양의 제정, 모니터링, 디지털헬스케어 표준과 사양
의 합의 채택과 관련된 준수 절차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상호운용성이 구현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 호주정부의 전략적 접근법은 국가 차원의 상호운용성 전략, 합의된 상호운용성
표준, 실행 로드맵, 준수 체계 및 디지털 성숙도 측정틀을 만들자고자 하는 것임.
또한 각 지방정부들이 제공하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인프라가 중복되지 않도록
공통된 국가 기반을 사용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고
자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접근법은 상호운용성이 정책, 조달, 준수와 승인 체계 및 품질 측정을 포
함하여 세밀한 설계가 필요함
◦ 호주정부는 지역과 상업적 현실도 고려하고 있는데, 준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
스템 업그레이드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하
며, 아울러 하위 호환성에 대한 요구와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때로는 지
역적 표준을 희생하더라도 국제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구 및 국가적인 표
준이 최선이 아닌 경우 상호운용성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적 해결 방식이 필요하
다는 요구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음. 디지털 성숙도 지원 서비스는 국내와 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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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정부 보건부서와 의료기관의 디지털 성숙도 제고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전략이 실행되는 것만으로 2022년까지 호주의 모든 지역에 전체적으로
통합된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임 아님. 모든 시스템을 통합하려면 모든 소프트웨
어 시스템에 합의된 표준 채택, 모든 의료기관들의 표준 준수 시스템 구매, 포괄적인
서비스 재설계, 인력 교육과 역량 제고 및 디지털화된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필요
하기 때문이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호주정부는 파악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기본적인 수준의 디지털 성숙도에 대한 합의, 필요한 표준,
적합성 평가, 지역당국과 지역 의료기관의 시스템 구매 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오지 거주민에게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은 현재 의료계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임. 이 전략은 의료서비스 설계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곳을 제
시하여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농촌 또는 오지 거주민들이 직접 이동하지 않고도 도시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지역 내의 다양한 지원인력과 의료기관, 전문의 등이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가정 내 병원(Hospital in the Home) 등의 서비스와 통합하여
원격진료의 활용성을 높이고 방문진료 전문의가 의료정보 공유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면 지리적 거리에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
할 수 있게 될 것임
◦ 고품질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것 또한 필요함. 이러한 고품질 데이터는 정밀 의료와 유전체학
등 새로운 치료법 개발과 제품 카탈로그 연결을 통한 의료기기의 효과 검증의 토대
가 되는데,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면 고품질 데이터는 효율적인 데이터 거버넌스와 임
상 용어 표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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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제도 원주민 의료
격차 해소에 대한 2017년 총리 보고서는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제도 원주민들의 건강이
느리지만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개선되는 속도로 보면 2031년까지 호주
원주민과 비원주민 간의 기대 수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98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전략은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모든 불평등, 특히 원주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의료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마이 헬스 레코드 시스템
개선, 국가 인프라 구축 및 상호운용성 표준 제정은 정보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데이터
의 가용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는 호주 원주민
의 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체계적인 조사와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정보와 증거에 기반할 수 있도록 한다.
많은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제도 원주민들에게 언어 문제와 교통수단의 부족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또다른 장벽이 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마이 헬스 레코드를 신속하
게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취약 계층과 오지 거주민들을 효과적으로 마이 헬스
레코드에 등록시킬 수 있다. 이들은 선택적 가입 방식에서는 마이 헬스 레코드에 가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원격진료 테스트베드는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제도
원주민에 주로 집중될 것이다. 원격진료는 조기 진단과 의료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 원주민의 기획과 참여 및 주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과 지원 인프라가 필요하
다.”
∎ 커스티 파커(Kirstie Parker), 국립원주민문화센터(National Centre of Indigenous
Excellence) 대표
디지털 문맹 퇴치를 위한 조치가 실행되고 디지털 의료 서비스와 컨텐츠에 대한 보편적 설계
원칙과 지침이 수립되면 호주 원주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더욱 활발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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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램지 헬스케어(Ramsay Health Care)
램지(Ramsay)는 국가 e조달(eProcurement) 권장 사항을 활용하면서 공급망 관리 프로세
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 램지는 공급업체 확인, 조달 정보 수집과 공유
및 공급업체 관리를 위한 모든 표준을 수립했다.
그 결과, 램지는 구매 프로세스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병원 경영을 개선했으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자동 구매주문과 송장 처리 비용은 35달러
에서 약 2달러로 감소했다. 문서량은 2016년에 25만 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관련된 비용을
상당한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

호주인들이 누리게 될 혜택
∙ 체계적인 진료 조율이 가능해져서 의료 과실과 불필요한 재입원이 줄어들게 된다.
∙ 자기 진료의 개선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될 것이다.
∙ 정부 의료 게이트웨이와 인프라의 정비로 중복이 줄어들고 운영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 의료 시스템의 연결성 강화로 환자와 의료 제공자의 만족도가 모두 높아질 것이다.

4) 처방 정보와 의약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
◦ 처방전 및 의약품 정보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다음 사항들이
실현될 것이임
∙ 2018년 말까지 모든 소비자와 의료 제공자는 처방과 조제를 누가 했는지에 관계없이
마이 헬스 레코드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 정보를 포괄적으로 열람할
2022년까지
실현

수 있게 된다.
∙ 2022년까지 모든 의약품 관리 과정에서 종이문서가 필요 없는 디지털 방식이
가능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되며 모든 처방자와
약사는 전자 처방 및 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처방전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고 약품과 관련된 모든 과정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 많은 사람들이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호주인
10명 중 7명이, 노년층의 경우 10명 중 9명이 2주에 한 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의약품 공급과 관리에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2012~13년 동
안 약물 관리에 190억 달러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2010-11년보다 5%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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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임. 호주는 OECD 국가 중 항우울제, 콜레스테롤 저하제 및 항생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 중의 하나임
◦ 의료 소비자의 약물 치료기록은 종이문서와 전자시스템을 모두 사용하여 보관되
는데, 일관성이 없으며 이는 통합 열람 기능을 갖추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음
◦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의약품 정보는 환자와 가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실제로 호주에서는 매년 약 2백만 건의 약물 부작용(adverse drug event,
ADE)이 발생하고 있음. 입원으로까지 이어지는 약물 부작용은 230,000건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됨. 투약 오류로 인한 사망도 매년 2000건이 넘고 있음
◦ 투약 오류는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침. 65세 이상 인구의
입원자 중 20-30%는 투약 오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노
인 의료기관의 거주자 중 40-50%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처방받았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음
◦ 의료기관 간 정확한 투약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공유하려면 환자의 투약 현황과
알레르기 정보에 대하여 구조화, 코드화, 표준화되고 공유가 가능한 형태로 수집
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투약 정보는 의약품의 효과를 높이고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상해와 사망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을 줄일 수 있음. 따라서
의료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됨. 디지털
의약품 관리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약물 부작용 사고가 50%까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됨. 또한 투약 오류가 줄어들고 관련 프로세스가 효율화되며 치료 효과
가 높아지고 입원이 줄어들어 상당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발생할 것임
◦ 현재는 환자와 의료제공자 모두 현재 투약 기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상
황이며, 매 년 처방되는 수백만 개의 의약품에 관한 정보가 구조화된 또는 코드화
된 형태로 일관되게 기록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임상 의사결정과 의약품 효과를
개선하려는 연구에 의약 데이터를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실정임
◦ 의약품 정보 관리체계 개선은 “당신의 건강에 대해 말하세요(Your health. Your
say)” 의견수렴 과정에서 의료 소비자와 의료 제공자 모두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꼽은 사항으로, 디지털헬스케어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호주인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임. 의사 중 약 3분의 2가 처방전을 디지털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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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려면 우선
지방정부의 의약품 관리체계를 조정하고 의료제공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이러한 시스템은 설계 과정에서부터 의료 전문가가 참
여해야 하며, 특히 노인요양시설에 투약을 담당하는 의료인들에게 특히 중요함.
노인의료에서는 복잡한 질환이 많고 수많은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임
◦ 의료 부문의 대표적인 전문가 협회와 주요 이해관계자는 의료 소비자와 제공자들과
마찬가지로 의약 관리체계의 개선을 지지하고 있음. 호주왕립일반의협회(RACGP)는
제출 의견에서 전자 처방 "국가적으로 추진할 우선사항"라고 밝힌 바 있음
“환자가 의료 기관들을 옮겨 다닐 때 정확한 투약 데이터가 없으면 치료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으며 잘못된 처방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다시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 호주약사협회(Pharmacy Guild of Australia) 제출 의견

◦ 처방된 약물의 남용과 과다 복용은 늘어나고 있으며, 공공의료의 중요한 사안이 되
면서 검시관이 통제 약물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요구하고 있음. 호주의학협회
(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는 처방 약물 남용을 "국가적 위기" 라고 표현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도 의존성 약물에 대한 전자 모니터링 실시와 처방 의약
품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활동을 요구하고 있음
◦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등의 국가들 역시 의약품 관
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처방과 투약기록 공유시스템에 투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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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에스토니아 – 전자 처방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
에스토니아는 2010년 1월 1일 국가 e-처방 서비스를 실행했다. 이 서비스는 에스토니아 e헬스재단(에스토니아 정부와 건강 보험 기금, 여러 대형 병원 및 가정의협회들이 함께 설립함)
가 시작했다. 관련 기능들이 신속하게 이관되었으며 의사들이 종이 처방전을 여전히 작성해
야 하는 초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역량이 집중되었다.120 초기 과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서 e-처방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의사들이 계속 늘어났다. 지금은 전체 처방전의
99%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실시 후 약 1년 후 e-처방 사용자 중 92%가 이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2015년 설문조사에서는 에스토니아에서 가
장 인기 있는 디지털 서비스 중 하나에 선정되기도 했다.

◦ 의약품 안전 문제, 실시간 처방 모니터링, 단일 의약품 카탈로그를 포함한 의약품
관리 체계화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투자 우선분야임. 국가의약품정책
(National Medicines Policy)과 QUM(Quality Use of Medicines, 합리적인 의
약 사용) 국가 전략은 모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목표에 따라 의약품의 품
질관리 프로세스와 의약품 사용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하
고 있음
◦ 처방전과 의약품 정보의 활용성과 공유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은 이미 진
행 중인 사업을 보완하고 연방정부의 보건부와 지방정부를 지원하여 국가 차원에
서 의약품 관리 프로그램의 디지털화를 통해 의약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임. 이 프로그램은 또한 지방정부들이 통제 대상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사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음
◦ 보건국은 정부 및 업계와 협력하여 의료소비자와 제공자 모두를 위한 의약품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인프라, 사양, 정책, 법제화, 변화, 채택 및 의료인 교육 관련
사항들이 포함된 국가 차원의 디지털 의약품 관리 시스템의 청사진을 작성 할
계획임. 보건국은 약사와 관련 전문가들이 디지털 의약 관리 시스템을 채택하려면
이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종단 간 디지털 의약 관리를 지
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범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제안
서 작성을 지원할 계획임
◦ 관련 사업에는 전자 처방 서비스 실행과 의약 정보에 대한 공유와 열람 기능 구현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의료제공자와 환자가 마이 헬스 레코드 시스템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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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된 의약품 목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노인 의료 개혁
호주의 모든 지방정부는 노인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
을 다하고 있다.99 국가 디지털 보건 전략은 의약 관리 프로그램의 디지털화를 우선사항으로
추진하여 노인 의료 시설의 처방 안전성을 높이고 노년층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약물 부작용
사고를 줄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기여하고자 한다. 보안 메시징과 의료 제공자간 고품질
데이터 교환이 가능해지면 노인 의료 시설의 의료진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호주는 노인 의료 시스템 개혁을 통해 노인 의료 시스템의 질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124

의료 소비자들이 더 큰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있다. 마이 에이지드 케어(My Aged
Care)는 호주의 노인 의료 시스템의 주요 진입점이다. 호주의료협회는 보건국의 의견수렴
절차에서 “환자 진료와 관련된 모든 의료 제공자들에게 전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의료 정보와
진료 내역을 제공할 수 있으려면” 마이 에이지드 케어가 마이 헬스 레코드에 결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보건국은 마이 에이지드 케어 운영기관과 협력하여 노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들이 노인 의료와 관련된 정보를 간편하게 찾고 노령화와 관련된 질환이 있는 경우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이를 제공하는 기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마이 헬스 레코드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모색할 것이다.

호주인들이 누리게 될 혜택
∙ 약물부작용을 줄여 의료 소비자에 대한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처방전 오용이 감소될 것이다.
∙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입원이 줄고 그에 따라 의료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처방 또는 조제
과실로 인한 약물간 상호 부작용, 알레르기 반응과 부적절한 복용이 모두 줄어들 것이다).
∙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성이 강화된 의약 투여로 의료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향상되며 의료
소비자들의 자기건강관리의 질이 높아지고 입원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 환자들이 약물 복용 지침을 더욱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여 합병증 및 질병 악화가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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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접근성, 질, 안전성 및 효율성을 개선한 디지털화된 진료 모델
◦ 호주정부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모델의 디지털화 지원을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검증된 모델의 전국적 확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이루고자 하고 있음
∙ 의료 부문 주요 우선사업의 디지털화를 객관적으로 테스트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 정부, 의료 제공자 및 업체가 협력하여
수립하는 많은 선구적인 사업들.
2022년까지
실현

∙ 헬스케어홈(Health Care Homes) 만성질환 관리, 원격진료, 유아와 아동 건강, 노인
요양 의료, 임종돌봄 및 응급치료 등이 주요 의료 개혁 분야이다. 테스트 베드는 2년
동안 운영되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혁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홍보할 것이다.
∙ 2022년까지 6개의 테스트 베드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이다. 각 프로젝트는 2년 동안
진행될 것이다. 2022년까지 이 프로젝트들 중 4개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2개
프로젝트에서 얻은 수집한 정보와 교훈은 호주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 디지털 기술은 의료 시스템에서 실제로 사용되기 전 반드시 엄격하게 시험되고
실제 환경에서 그 이점을 검증해야 하는 것으로 호주정부는 계획하고 있음. 의료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구축한 시범사업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기반으로 한 새
로운 또는 개선된 진료 모델을 평가하고 개선 사항에 대한 개선 후, 이러한 혁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방법을 모색할 계획임
◦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하면 호주의 의료 환경에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헬
스케어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경우 시범사업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해당 기술
및 서비스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또한 혜택이 있는
것으로 검증된 서비스 방식과 호주의 의료시스템에 맞게 변형하여 도입할 계
획임
◦ 시범사업 모델은 모든 호주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검증된 디지털헬
스케어 솔루션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위해 정부, 업계, 대학 및 의료 서비스 제공
자들이 협력하여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시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계획임
◦ 시범사업 모델은 이러한 의료서비스 모델이 확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추도록 지원
할 수 있는 정책, 규정 및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임. 시범사업은 2개
이상의 주 또는 자치구의 보건부서가 참여하도록 여러 주 및 자치구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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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될 계획이며, 그 과정에는 일차진료 네트워크가 관리조정자로 참여할 것임.
“의료에 혁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확장성이며 실행 시스템이
분절되어 있다는 것이다.”
∎ HCF 제출 의견

◦ 시범사업의 선택은 단순히 최신 디지털 기술 및 치료 모델의 활용에만 관련된 것
이 아니며, 선택된 시범사업은 이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과 기존 방식에 통합
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에 최고 성과를 보인 방식을 조화시키고 확장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임
◦ 호주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사용될 디지털헬스케어 솔루션을 시험하
는데 있어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 곳이 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음. 시범사업
모델은 호주 사회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호주정부는 기대하고 있음
◦ 호주 전역에서 지방정부 보건부서의 주도로 진료 모델 개선을 위한 많은 사업
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던테리토리의 신장 정보 관리와 ACT의 게놈 서비스 등
이 그 예임. 퀸즐랜드 또한 새로운 진료 모델에 투자하고 있으며, 원격진료 경우
모든 주 및 자치구의 향후 계획에 주요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음. 웨스턴 오스
트레일리아의 프린세스 마가렛 병원의 번즈 원격진료 서비스, 사우스 오스트레일
리아의 모든 응급치료 시설의 180개의 화상회의 설비들을 원격진료 네트워크로
연결한 것 등을 들 수 있음
◦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전략 실행 기간 동안 약 6개의 시범사업 모델이 개발될 것이
며, 각 시범사업은 공식적인 평가를 통해 시험 대상의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고
실행과 운영으로부터 향후 필요한 정보와 교훈을 수집할 것임
◦ 시범사업 모델 분야는 다음과 같은 의료 개혁 우선 분야에 집중될 것임
◦ 만성질환 관리 개선(헬스케어홈 포함) : 의견수렴 과정에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 간 의견 조율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음. 약 4백만 명(호주 인구의 16%)이 같은 질환에 대해 3명 이상의 의사들
을 방문한다는 통계가 있으며, 그 중 8명 중 1명(13%)이 의사들 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고 하였음
-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은 의료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하지만 새로운 치
료 모델을 통해 만성질환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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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션이 개발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관리와 진료 조율에 디지
털헬스케어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
키고 및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사례 : 골드코스트 PHN – 통합 진료 모델
2015년 3월부터 골드코스트 전역의 14개 일반병원들이 고위험 환자에게 능동적인 공동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코디네이션센터(Coordination Centre)를 설립했다. 코디네이션센터의 설립은
골드코스트 지역의 통합 진료 모델의 일환으로 140,000명에 달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진료 모델은 일반의와 협력하여 만성질환과 복합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상황을 줄이고 계획된 것이든 예상치 못했던 것이
든 입원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심신미약, 임종, 노인 의료 시설 거주자 진료를 비롯해서 당뇨병, 호흡기 질환,
심장 및 신장 질환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 검진 프로세스와 체계적 등록 시스템의 개발이 시작되
었다. 이 과정에서 만족도를 포함하여 새로운 치료 모델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 경험과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상호작용 장면마다 평가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환자가 자신의 의료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하는 마이 헬스 레코드와 같은 디지털 의료
시스템은 만성질환과 복합질환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호주암위원회(Cancer Council of Australia) 제출 의견

- 원격진료 : 조기 진단과 신속한 의료 개입은 환자의 상태 악화를 방지하고 호전
시키는데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음. 특히 농촌 지역과 오지에서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
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더욱 어려운 상황임
- 노던테리토리 주정부와 호주 디지털보건국이 오지의 원격진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데, 국가 원격진료 서비스(National Telehealth Connection
Service, NTCS)는 원격진료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대상으
로 접근성을 높일 계획임. 국가 원격진료 서비스의 목표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된 비용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격진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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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기존 원격진료의 장단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원격진료 개선
에 장애가 되는 규제 및 정책 문제를 해결하여 원격진료를 기존 의료서비스와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이를 통해 원격진료에 대한 비즈니스 사례를
홍보할 것이며, 원격진료는 오지와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제도 원주민 거주
지역에 집중할 계획임

☞ 사례 : CSIRO – 노인 진료에서 원격진료를 활용한 만성질환 홈 모니터링
CSIRO는 노인 진료에서 원격진료를 활용한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홈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20
개월 동안 실시했다. 시범사업은 2014년 12월에 종료되었으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MBS(Medicare Benefit Schedule) 지출이 46% 감소하고 PBS(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지출이 25%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장점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격
진료의 확산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입원율도 53% 줄어들었다. 입원한 환자들의 입원 기간도 75% 감소했으며
사망률은 40% 이상 줄어들었다.
사용자와 의료인들 모두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83% 이상이 원격진료를
받아들이고 원격 모니터링 기술을 사용하며 의료인 중 89% 이상이 다른 환자에게 원격 모니터
링 서비스를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례 – 노던테리토리 원격진료 프로젝트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앨리스 스프링스, 캐서린, 테넌트 크릭 등 노던테리토리의 3 지역에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다.
평가 결과 원격진료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테넌트 크릭(Tennant Creek)에서는
7배 이상, 앨리스 스프링스(Alice Springs)에서는 4배, 캐더린에서는 2배가 증가). 이와 같은
원격진료 이용 증가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줄어들었다. 특히 테넌트 크릭의 경우에는 내원보
다 원격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더 많았다. 진료 상담을 예약하고도 오지 않는 환자들의 비율
도 크게 낮아졌다. 이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원격진료로 절감한 비용은 1,189,0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설문 조사 결과, 프로젝트에 참여한 환자들은 원격진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겠다는 욕구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의료인들 역시 원격진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원격진료가 치료의 연속성을 높이고 향후에도 계속 사용할 것이며 동료들에게 추
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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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과 오지에서는) 지역사회에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식과 기술을
수용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
∎ 호주오지의사협회 제출 의견
“몇 년 전 멜버른 있는 내분비과 의사가 스카이프(Skype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화상 전화
프로그램) 진료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의사분이 먼저 병리 검사 요청서를 내게
우편으로 보냅니다(사본 1부는 주치의한테 갑니다). 나는 진료 전에 인슐린 펌프 데이터를
업로드해 놓습니다. 스카이프 상담은 병원 진료실에 직접 가서 받는 것과 똑같이 진행됩니다.
스카이프 진료 덕분에 최소한 7시간이 걸리는 병원까지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지 않았다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해도 밤 11시까지는 집에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긴 거리를 오가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해져서 당일 혈당 수치도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스카이프 진료 덕분에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혈당 수준도 정상을 유지합니다. 스트
레스로 혈당 수치가 나빠질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 NSW 의료 소비자

◦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시설 내 의료
진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통해 치료받는 경우와 외부에 있는 의료인의 치료를 받는
경우 노인의 건강 상태와 투약 정보에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두 분야 간 “정보 격
차”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음.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
털헬스케어 서비스가 이뤄지면 이러한 노인들의 병원 이송을 획기적으로 감소시
킬 수 있다는 것임
- 노인요양시설 시범사업은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이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들의
건강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조사할 계획임
◦ 환자가 원하는 임종 방식의 존중 : 현재 호주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임종 방식이
문서화되는 경우가 매우 드믐. 환자 정보를 공유할 기술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사전 돌봄 계획(advance care planning, 환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못
하는 경우를 대비해 본인의 진료에 대한 미리 정해놓는 것)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임상의들은 환자가 원하는 임종 방식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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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 사전 돌봄 계획 시범사업은 돌봄 기간 중 시스템 개선이 기존 임좀 절차와
과정에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지와 이러한 개선을 호주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
는 방법을 조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개인이 선택한 임종 방식이 존중받는 환
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사례 – 임종돌봄
포먼(Foreman) 등이 실시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138에 따르
면 만성질환이 있는 15세 이상의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 완화치료에 대한 e-헬스의 개입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사례
가 드물지만 국제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임종돌봄을 통해 환자가 자택에서 임종을 맞
이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가 존중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모델이 큰 성공
을 보여준 사례들이 있다.

◦ 아동 건강 개선: 자녀의 건강 정보에 접근하고 공유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함. 2017년 호주 디지털보건국은 e-헬스 NSW 및 시드니 아동병원
네트워크와 제휴하여 국가 아동건강정보협력네트워크(National Collaborative
Network for Child Health Informatics)를 설립하였음. 이 네트워크는 아동 건강
분야의 호주 최고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아동과 그 가족의 건강과 사회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헬스케어 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임
- 이 시범사업은 네트워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아동 건
강을 지원할 것인데, 첫 번째로 부모들이 백신 접종을 포함해서 자녀들의 건강
과 의료에 대해 많은 정보를 기억하고 이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
임. 자녀의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다는 것
이 입증된 바 있으며 부모들은 주 경계를 넘는 경우에도 자녀의 의무기록에 접
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음. 자녀의 의무기록에 대한 접근은 정기적으로 치료
를 받아야 하는 아동이 보다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아동 건강 시범사업은 호주의 모든 부모와 의료제공자가 아동의 의무기록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할 계획임. 이러한 전자의무기록은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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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할 주요 의료서비스(예방접종 등)의 기록과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
고 있음
◦ 응급치료 개선 : 마이 헬스 레코드 시스템은 환자의 병력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응급치료 상황에서 의료 제공자들에게 큰 도움이
됨
- 이 시범사업은 응급 상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진 간에 실시간으로
의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개발 될 것임. 이 시범사업의 시행에는
호주보건안전위원회(Australian Commission for Safety and Quality in Health
Care)가 제휴를 맺어 참여하고 있음

☞ 사례 – 영국의 유전체학 데이터 수집
영국은 유전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암레지스트리, 병원 및 1차 진료기관에 축적된 종적인 의료 기록 및 사망률 데이터
와 대조하여 연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수히 많은 의학과 산업 연구 프로젝트와 협력 사업이
생겨날 수 있다. 현재 폐암에서 개체군 유전체학에 이르기까지 39가지 이상의 연구 주제들이
진행되고 있다.

“호주 전역에서 고품질의 게놈 시퀀싱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밀의학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토대이다. 의료 소비자들이 정밀의학의 장점을 체감할 수 있는 개발
또는 공동 개발 대상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에는 더욱 정확하고 안전하면서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진단과 치료(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치료)가 포함된다.”
∎ 가반의학연구소(Garvan Institute of Medical Research) 제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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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돌봄계획(ADVANCE CARE PLANNING)
호주 정부와 주 및 자치구는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을 존중하는 것이 환자 중심의 의료의 중심이
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사전돌봄계획은 개인이 자신에 대한 향후 진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며 본인이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떤 방식의 진료를 받고 싶은지
미리 정해둘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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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돌봄지침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목표는 의료 제공자가 작성한 임상과 치료 계획이 환자가
표명한 본인의 가치관과 사전돌봄지침에 기록된 환자가 원하는 진료 방식에 부합되도록 하고
의료진이 환자를 존중하며 환자들이 의료진과 의료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147
국가 디지털 보건 전략은 임종 진료 테스트 베드를 우선사업에 포함시켜 이러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한다. 이 테스트 베드에서는 의료 소비자들이 마이 헬스 레코드 시스템에 사전돌봄계
획을 원활하게 업로드할 수 있는 방식과 관련 형식과 용어의 정비에 대해 조사할 것이다.
보건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사전돌봄지침을 마이 헬스 레코드에 통합시킬 수 있는 방식을 연구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의료인들이 사전돌봄지침을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호주 국민들
이 자신의 임종 방식과 사전돌봄에 대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호주인들이 누리게 될 혜택
∙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헬스케어홈 등)을 통해 합병증 발생과 입원을 감소시키고 MBS,
PBS 및 의료비를 줄일 것이다.
∙ 원격진료를 통해 입원률을 낮추고 통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 대기자가
줄어들도록 할 것이다.
∙ 노인 요양진료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환자의 약물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다.
∙ 임종 진료 관리로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입원기간을 단축시킬 것이다.
∙ 아동 의료 기록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 응급치료의 질이 개선되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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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디지털 보건의료 기술을 숙련되게 사용할 수 있는 인력
◦ 디지털헬스케어 기술과 서비스 분야의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여 2022년까지 다
음과 같은 사항들을 실현시킬 계획임
∙ 보건국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제휴기관과 협력하여 2022년까지 모든 의료
전문가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2022년까지
실현

∙ 모든 의료 종사자들이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해지고 그 사용법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관련 자원과 커리큘럼을 개발할 것이다.
∙ 일상적인 임상 장면에서 디지털 의료 기술의 적용 시점, 상황 및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근거들을 명확하게 제시한 광범위한 임상 자료.
∙ 임상정보 선도자 네크워크를 구축하여 의료계에 디지털 의료 기술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이다.

◦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전략은 보건의료 부문의 인력의 변화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
음. 인력 교육과 양성 계획이 없다면 의료제공자들이 접근성, 품질, 안전성 및 효율
성에서 큰 우위를 가진 디지털 기술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될 것으로 호주
정부는 판단하고 있음
“기술 그 자체만으로는... 플랫폼의 효율성에 관계없이 의료인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디지털
의료의 성공은 디지털 기술의 적용을 가로막는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실행 전략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호주제약협회(Pharmaceutical Society of Australia) 제출 의견

◦ 일차진료, 응급치료, 노인의료, 정신건강 등의 다양한 의료 분야의 수많은 직종과
지역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러한 혁신
은 의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건의료 부문의 인력 전체가 새
로운 디지털헬스케어 기술과 서비스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일
례로 빅토리아주는 인력의 역량 향상을 디지털헬스케어 목적 달성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성공 요인 중 하나로 지정하고 있음
◦ 따라서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에 익숙한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적합한 장비와 소프
트웨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호주정부는 다음 항목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
고 실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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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의 제공 : 디지털헬스케어가 다양한 의료환경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와, 사용에 따른 혜택을 보여주면 의료 제공자들은 디지털헬스케어 기술과 서비스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됨. 일차의료네트워크 및 지역 병원과 보건소 네트워크 등의 의
료 단체와 기관은 지역에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요한 협력자가 될 수 있음.
아울러 이러한 인력양성은 보건국이 운영하는 온디맨드(on-demand) 교육 프
로그램과 같은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지원할 계획임
◦ 의료인력 교육과정에 디지털헬스케어 교육 포함 : 호주는 의료 교육 전 과정에
디지털헬스케어를 포함시켜서 보건의료 부문 인력이 디지털헬스케어에 대
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많은 대학들이 디지
털헬스케어와 관련된 파일럿 과목을 기획하는 등 이미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의료
교육의 혁신이 진행되고 있음. 대학이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커리큘럼을 발전시
켜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 포함시키게 되면 학생들은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간호사, 의사, 관리자 및 경영진이 디지털 기술에 익숙해지고 그 사용법을 배우며 디지털
의료의 장점을 이해하게 되면 디지털 의료 기술을 채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 ACN(Australian College of Nursing, 호주간호협회) 제출 의견

◦ 국가 자격 인증에 디지털헬스케어 포함 – 보건의료 부문 종사자들이 업무 현장에
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 것
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호주정부는 인식하고 있음. 디지털헬스케어 기
술을 기존 진료에 통합시키지 못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증거
들이 계속 수집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디지털헬스케어를
국가 직업자격 인증에 포함시키는 것은 논의할 필요가 있음. 직업협회와 자격인
증 기구들이 이러한 논의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 전문가들 중에는 신기
술 도입에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이 모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취
합하여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의료제공자는 최적화된 실행 지침을 쉽게 확인하고 관련 자원을 원활하게 이용
할 수 있어야 함. 이를 통해 다양한 질환과 관련된 일상적 임상 현장에서 디지털헬
스케어 솔루션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함. 의료제
공자, 관련 협회 및 분야별 대표 단체는 진료 현장에서 디지털헬스케어를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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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방법을 구성원들에게 교육할 책임이 있으며, 호주 디지털보건국은 이러
한 내용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임상 디지털헬스케어 네트워크 : 디지털헬스케어의 장점을 잘 이해하고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쳐 인력의 역량 향상을 장려하는 임상 디지털헬스케어 네트워
크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헬스케어를 보다
신속히 도입하고자 노력할 계획임
◦ 데이터의 수집, 사용 및 결과 분석으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만
들기 위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의료 종사자들이 관련 기술을
갖춰야 함. 호주정부는 의료정보학과 데이터 분석은 의료 인력이 갖춰야 할 핵
심적인 역량이며 이를 위한 교육은 디지털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핵심
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이를 갖춰나갈 계획임
“교육, 지속적인 지원 및 eHealth 기술 활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선도적인 의료인이 필요하다.”
∎ RACGP(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 호주왕립일반의협회) 제출
의견

농촌지역과 오지 의료
호주 정부는 농촌지역과 오지의 의료 서비스가 갖는 독특한 어려움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시에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
160
다.
국가 디지털 보건 전략은 의료 접근성, 적절한 진료 모델, 지속가능한 인력 및 제휴
기관 확대 등을 포함하여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스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농촌과 오지에 거주하는 호주인들의
건강 증진”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디지털 의료 기술과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 오지의 의료 인력 부족을 비롯한 지리적인 문제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오지의 의료인들과 다른 지역의 의료인들 간의 정보 공유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
“호주오지의료협회는 국가 디지털 보건 전략이 체계적으로 농촌지역의 의료를 지원하고 이
전략 안에 오지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이러한 지역의 독특한 요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와 실행 계획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제안한다.”
∎ 호주오지의료협회(Australian College of Rural & Remote Medicine) 제출 의견
원격진료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것에는 농촌지역의 의료 소비자와 제공자 단체들과 공동으
로 관련 체계를 만드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한편 농촌지역과 오지 환경에 필요한 새로운
의료 모델 개발을 비롯하여 국가 디지털 의료 기반의 향후 사용 체계를 만들어가는 작업에는
환자, 보호자, 의료 제공자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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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들이 누리게 될 혜택
∙ 모든 의료 종사자들이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익숙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환자와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환자 기록을 치료에 유용하게 활용하며
다른 의료인들과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다음 세대 보건의료 인력은 새로운 교육 과정을 통해 디지털 기술과 고품질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배우게 될 것이다.
∙ 의료 종사자들이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2.10 세계적 수준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디지털 의료 산업 활성화
◦ 세계적인 수준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지원하여
2022년까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실현할 계획임
∙ 의료, 설계 및 혁신 리더가 협력하여 제작한 디지털 서비스 승인 프레임워크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 애플리케이션, 툴 및 컨텐츠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새로운 의료 혁신 교환 체계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의료인, 연구자 및 기업가들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디지털 보건 솔루션 설계에 있어서 보다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게
2022년까지
실현

될 것이다.
∙ 보건국은 업계와 협력하여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혁신에 장벽이 되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마이 헬스 레코드 시스템과 다른 디지털
서비스들이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 보건국은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디지털 혁신에 따른 혜택에 있어서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체계를 개발할 것이다.
∙ 활용성과 사용자 만족도 개선에 있어서 효과가 입증된 우수한 설계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여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채택을 촉진할 것이다.

“디지털헬스케어를 급속하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전략에 정부의 역할은
직접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부문이 혁신적인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혁신에 필요한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 BUPA 제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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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의과학 분야에서 수많은 혁신과 성과를 거두어왔음. 진단용 초음파와 다
채널 인공와우에서부터 와이파이 기반 기술에 이르기까지 호주의 연구자와 기
업은 의료를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기술로 세계에서 인정받
고 있음
◦ 호주에서는 기업과 연구자 간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데, 좋은 아이디어는 현실화하여 의료 제공자와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상품
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퍼스(Perth)의 한 병원에서는 약 조제 및 주문 시스템이 로봇 시스템으로 운영되
고 있음. 이를 통해 환자가 중심이 되는 업무에 병원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게 되
었음. 스마트폰에 기침하는 것으로 아동이 천식 또는 폐렴에 걸린 것인지를 진단
하는 것을 보조하는 모바일 앱이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통신 기
술을 사용하여 중증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자택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진이
원격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람들이 병원에 직접 올 필요성을 줄이는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음
◦ 이러한 혁신적인 의료기술들과 함께 경제 혁신에 기여하고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
인 의료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계
획임

☞ 사례 : 웨스턴 시드니 당뇨병 게이트웨이
웨스턴 시드니 당뇨병 게이트웨이(Western Sydney Diabetes Gateway)는 당뇨병 환자가 자
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 및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모바일 앱이다. 이 앱은
WSLHD(Western Sydney Local Health District), WSPHN(Western Sydney Primary
Health Network, 웨스턴 시드니 1차진료네트워크), NSW Diabetes, Telstra, Sanofi 외 여러
협력업체들이 개발한 것으로 매일 환자에게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와 지원
을 제공하여 임상 진료를 보완한다. 이 앱은 당뇨병 환자에게 혁신적인 소비자 포털의 역할을
하며 환자를 주요 의료 시스템에 연결시키고 환자의 데이터를 진료 계획에 포함시켜 환자가 효
과적으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 관리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 점에서 차별화된 가
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앱은 환자와 주치의 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과 결합되어 환자가 최신
데이터와 자기 관리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와 의료진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
록 한다. 이 앱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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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의료소비자와 의료제공자 모두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이 의료를 변화
시키고 사람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
◦ 호주는 최근 들어 다양한 의료 혁신을 많이 선보였지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에
있어서 구조적 및 문화적 장벽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 호주는 다른 국가에
비해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혁신적인 신생 기업이 적고 민간 부문의 디지털헬
스케어와 관련된 제품 개발과 사업화 투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낮은 상황
임. 엄격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의료 시스템의 까다로운 규제와 복잡성 때문으로
정부는 인식하고 있음. 호주정부는 성공적인 혁신을 더 많이 이끌어 내기 위하여
시행착오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와 조사를 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
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새로운 기술이 확산되고 새로운 도구의 등장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과 의료를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의 의료 시스템은 더욱 기민해져야 하며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eHealth NSW 제출 의견

◦ 호주 내 의료분야의 연구자와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건강 관련 모바
일 앱이 250,000개가 넘지만 임상시험을 거친 것은 거의 없고 일부는 개인정보 유
출 문제가 있으며 의료계의 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일부 앱의 경우 안전
성 등에 대해 입증되지 않았거나 근거가 없는 의료 효과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
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하지만 스마트폰 앱 중에는 의료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것도 많으며 합법
적으로 건강을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앱도 많
이 있음. 의료소비자는 자신과 자신이 돌보는 사람을 위해, 건강과 관련된 결정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스마트폰 앱의 신뢰성에 대해 정부가 지침을 수립
하길 바라고 있음
◦ 보건국은 호주보건안전위원회, 호주식약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연구기관, 의료단체 및 소비자협회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승인 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 민
간 및 비정부기구 부문의 기존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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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보호하는 효과가 입증된 안전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와 컨텐츠 목록을 작
성할 계획임
◦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의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리는 것은 아님을
호주정부는 인식하고 있음. 특히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는 이러한 불평등이 더욱 클 것임. 호주 국민 중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인원은
3백만 명에 달하며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제도 원주민의 경우에는 63%만이 집
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실제로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집단은 아직까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도가 낮은 편임
◦ 굿씽재단(Good Things Foundation)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을 지켜주는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음
“디지털 참여 확대(Widening Digital Participation)”은 디지털과 의료의 불평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
부터 2016년까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 387,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디지털 의료 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임.
• 온라인 의료 자원의 사용에 대한 교육을 약 222,000명에게 실시함.
• 프로그램 운영을 돕는 81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에게 교육 제공.
•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41%는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의료 정보에 접속하는 방법을 배움.
- 65%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답변함.
- 52%는 외롭거나 고립되었다는 느낌이 줄어들었다고 답변함.
- 12개월 동안 불필요한 진료 상담과 병원 방문을 줄여 총 6백만 파운드를 절감함.

◦ 호주의 디지털 접근성 격차는 “당신의 건강에 대해 말하세요(Your health. Your
say)”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은 사안이기도
함. 응답자들은 향후 수년 동안 의료 혜택이 평등하게 보장되려면 디지털 격
차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음. CA(Carers Australia, 호주 간병인 단
체),

굿씽재단(Good

Things

Foundation),

태즈메이니아원주민센터

(Tasmanian Aboriginal Center), 호주의료포럼(Australian Health Forum),
AA(Alzheimer’s Australia, 호주 알츠하이머 환자 단체), 호주오지의료협회 등
도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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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환자들은 주로 인터넷 접속과 이용의 어려움을 거론한다. 이 분들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거나 원하는 웹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한다.”
∎ AA(Alzheimer’s Australia) 제출 의견
“디지털 문맹 퇴치와 인터넷 접근성 또한 해결해야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인터넷
과 그 외 디지털 플랫폼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
수단도 필요하다.”
∎ CA(Carers Australia) 제출 의견

◦ 보건국은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포괄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을 수
립할 계획임. 이를 통해 디지털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
원할 수 있는 디지털 접근성 향상 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호주정부는 의료에 있어서 혁신은 의료 소비자와 제공자, 업계, 더 나아가서는 사
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의료 시
스템에서 혁신을 가속하는 것은 다음 사항들의 구현을 의미한다고 발표하였음
- 관련 업계, 의료 소비자 및 연구 부문 간 협력 관계 구축
- 새로운 제품과 프로세스의 개발을 방해하는 장벽 제거
- 기업이 새로운 제품 개발 및 시판에 있어 안전하게 제품을 개발하고 실제로 제품
을 사용할 환자 및 보호자, 의료제공자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외부 투자 유치
- 해외사례를 통한 규제 혁신
- 효과가 입증된 제품의 강화와 확산
◦ 보건국은 파트너와 협력하여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Developer Support Program)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마이 헬스 레코드 시스템 및 그 외 디지털헬스케
어 서비스와 안전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툴 및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 협업과 학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계획임. 이는 제품
로드맵과 계획된 신규 시스템 개선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발자 프로그램의
구성원을 새로운 기능의 실행에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함
◦ 보건국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출시하고 테스트 환경을 조성하며 코드의 오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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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관련 절차를 단순화하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개발자
들을 지원할 계획임. 또한 국가 차원의 디지털헬스케어 인프라 및 서비스 개발자
들이 환자, 보호자, 의료인, 연구자, 관리자 및 기술자를 위한 가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예방 의료
호주의 모든 지방 정부들은 의료 시스템이 병을 치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질병과 상해의 예방과
건강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건강한 생활습관 장려, 질병과 상해의 예방,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진료 연속성 확보를 위한 통합적인 접근법을 지원해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국가 디지털 보건 전략은 수많은 사업들을 통해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모든 호주인에게 마이 헬스 레코드를 제공하면 환자가 자신의 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선호하는
의사와 의료 제공자와 이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하며 치료의 목표와 진료 과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서비스 인증 프레임워크는 건강 관련 모바일 앱과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컨텐츠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특정 건강 상태의 호전을 목표로 하는 의미 있는 데이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반응적
치료 모델에서 예방 치료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당뇨병과 간질 등의 만성
질환)에 기술 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 달링 다운즈(Darling Downs), 웨스트 모튼(West Moreton)의 일차의료네트워크 제출
의견

호주인들이 누리게 될 혜택
∙ 적합하게 설계되고 개발된 디지털 의료 솔루션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환자와 의료인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 혁신적인 디지털 의료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기업이 증가할 것이다.
∙ 디지털 기술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 디지털 의료 솔루션이 강건하고 진취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호주가 세계적으로 디지털 의료 분야의 선두 주자로 인정받고 산업계가 국민의 건강 증진
을 위한 혁신적인 디지털 의료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방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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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 중국은 2015년 기준 인구 약 13억 6천만명으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이며, 현재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로 세계
에서 가장 큰 시장 중의 하나로 성장하였음

[그림 39] 중국 인구 고령화 추세

3.1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 특성
◦ 중국은 2010년 기준으로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국 전체 보건산업의 63%를 차지하
고 있음. 최근에는 의료서비스시장의 성장과 함께 의료정보화 시장의 성장 속
도가 매우 빠른 상황임
(단위 : 억위안)

[그림 40] 중국 보건산업 시장 규모
자료 : 중국위생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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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약 1.18조위안 규모였던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5년에 약 2.68조
위안으로 성장하였음. 현재 의료개혁 및 재정확대를 통해 의료공급을 늘리고 있
는 상황으로 향후 시장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관련 된 질병의 전문인력과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중증질환의 경우 미국, 스위스, 타이완, 한국, 일본 등 해외의료기관을 찾는 중국
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3.2 중국 ICT 시장 특성
1) 원격의료 서비스 활성화 관련 중국 정부의 노력
◦ 2014년 9월 중국 국민보건과 가족계획 위원회는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행정과
증진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함.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의견서를 발표한 목적은 원
격의료서비스의 개발을 장려하고 의료자원의 분배를 적절히 하기 위함이라고 하
였음.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해외 의료기관 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발
표하였음. 이 의견서에는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명시하였
으며, 각 지방에 실정에 적합한 원격의료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
부서와 협조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2) 중국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규모 확대
◦ 2011년 중국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는 3.56억명, 2014년에는 5.53억명으로
55.3% 증가하였음. 모바일 헬스케어는 현재 육성단계로 파악되고 있으며, 2015
년 모바일 헬스케어 이용자는 약 0.9억명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모바일 헬스케
어 수요자는 약 2.2억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 2011년 중국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15.8억 위안, 2014년 30억 위안으로
약 89.9%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130억 위안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
음. 같은 해 전 세계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약 230억 달러로 예측됨
◦ 중국은 특히 원격의료 서비스 범위 확대 등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어, 향후 상승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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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내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 최근 중국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음. 이중
사용자 수가 많은 서비스는 출산 관련 서비스이며, 그 다음으로는 생리주기 관리
앱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 최근 들어 알리바바 등 중국내 대형기업의 관련 투
자가 늘어나고 있음

[그림 41] 알리바바 텐먀오이야오관

◦ 5개의 약국 체인과 파트너쉽을 맺어 알리바바 웹사이트에서 의약품 및 헬스케어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2015년 5월 기준 5개 도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
고, 현재 꾸준히 대상지역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그림 42] 알리바바 알리건강

[그림 43] Re medical-mHealth(만성질환_심혈관질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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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 교통대학교 의과대학이 24시간 원격의료를 통해 지역 병원과 지역 의료센
터에게 심전도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관련 비용이 심혈관 전문의를 고용
하는 것보다 저렴해서 많은 의료기관이 이용하고 있음
◦ 중국은 현재 당뇨병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아직까지 진단
되지 않은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
우 높은 상황임. 그러나 당뇨병 환자를 위한 식이, 운동에 관한 교육은 제대로 제
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뇨병 관련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 매우 활발한 상황임
- 현재 중국에는 당뇨병과 관련된 다양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앱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의사-환자-의료기기 회사를 연결하는 플랫폼적인 성격이 강함
◦ 주요 당뇨병 앱으로는 糖医⽣(Tangyisheng), 掌控糖尿病/掌控糖尿病医⽣版
(Zhangkongtangniaobing), 云di医⽣云di健康(Yundiyisheng/�
Yundijiankang), 春
⾬糖管家医⽣端/春⾬糖管家(Chunyutangguanjiayishengban/Chunyutangguanjia)
등이 있음
- 糖医⽣(Tangyisheng) : 의사, 환자, 의료기기 업체를 잇는 플랫폼으로 환자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의사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음

[그림 44] 糖医⽣(Tangyisheng) 비즈니스 모델

- 제공하는 기능으로는 사용자의 데이터 기록, 관련 지식 및 정보 제공, 의사-환
자 간 질문 또는 답변이 가능한 플랫폼 제공,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온라인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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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추후에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 기업 대상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음

[그림 45] 주요기능별 UI

- 掌控糖尿病/掌控糖尿病医⽣版(Zhangkongtangniaobing): 의사-환자-의료기기
업체를 잇는 플랫폼으로 환자에게서 자문비를 받고 있음

[그림 46] 掌控糖尿病/掌控糖尿病医⽣版 비즈니스 모델

- 주요 제공하는 기능으로는 사용자의 데이터 기록, 관련 지식 및 정보 제공, 의사환자 간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기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의 건강관리에 대한 경고 가능, 열량 계산 등이 주요 제공 기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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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云di医⽣云di健康(Yundiyisheng/�
Yundijiankang)

[그림 47] 云di医⽣云di健康 비즈니스 모델

- 주요 제공하는 기능으로는 환자관리 기능, 혈당 및 혈압 측정 지원, 환자의 측정
데이터 관리를 돕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혈당 모니터링 시스템 제공,
의사 및 전문가가 원격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같은
병을 가진 환자와 의사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등이 있음

[그림 48] 주요 기능 및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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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春⾬糖管家医⽣端/春⾬糖管家(Chunyutangguanjiayishengban) : 의료진-환자
를 이어주는 플랫폼으로 환자로부터 프리미엄 자문비를, 기타 회사로부터 광고
료를 수익으로 하고 있음. 의사는 보다 편리한 케뮤니케이션을 환자와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환자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 가능하고, 과잉진료 예방과
질병에 대하여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여 선호하고 있음

[그림 49] 비즈니스 모델

3.3 중국시장 향후 성장 가능성
◦ 중국내에서 현재 모바일 헬스케어는 육성 단계이긴 하나, 지속적으로 그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중국 정부도 고령화 및 고소득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로 사회비
용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건강관리 시스템과 기술 도입이 필요한 실
정으로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관련 분야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장의 성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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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 지난 10년간 보건 산업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로 원격의료가 포함됨. 원격의료는
산업에서 가장 빠른 증가 및 향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6년 이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Walgreens 및 편의점/약국 전국 네트워크 지점을 보유한 CVS에서 약국 체인점
사업을 통한 원격의료 기반의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CVS는 6개의 주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작년부터 제공하며 2016년 증가할 계획임. 이러한 거대 전국 체인점들의
화상 원격의료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관심 및 선택의 폭의 향상이 성장
하고 있음
◦ 미국은 연방정부 주도의 메디케어, 주정부 주도의 메디케이드, 민간보험 주도 등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가 주체가 존재
◦ 이 모두를 포괄하는 수가 관련 법률은 없으나, 메디케어의 경우, 1997년 ‘연방원격
의료법(Balanced Budget Act)’을 제정하여 의료취약지역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시작, 42 USC 1395(M)(m)를 통해 “메디케어 프로그램 안에서의 원격의료 서비스
수가”를 구체화하여 지원하고 있음
◦ 메디케이드의 경우에는 주별 정책에 따라서 수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 민간보험의 경우에는 민간보험사와 IT, 의료 관련 대형 벤더 등이 결합하여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지원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크게 연방법⋅정책 및 주별 법⋅정책을 중심으로 원격의료의 제도
및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4.1 정책 법제도 현황
1) 미국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정책
◦ 신제품, 신기술, 신산업 위주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고부가
가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R&D 지원 프로그램 : 국립보건원의 바이오의학 연구에 331억 달러 지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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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치 ｢Cancer Moonshot Initiative｣ 등을 위해 10억 달러 투자 등을 시행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이미 2009년 제정된 HITECH(the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법을 통해 의료 ICT 산업 기반을 조성 중
- HITECH법은 의료 데이터의 표준화를 비롯하여 미국 전역에 전자건강기록
(Electronic Health Record, EHR) 보급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
◦ 2014년 4월 미국 정부는 보건인적서비스부 산하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을 통해 의료 ICT 활성화를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인
‘FDASIA 의료 IT 보고서(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afety and Innovation
Act Health IT Report)’를 발표
◦ 미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만성질환 관리와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와
이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음103)

2) 디지털헬스케어(의료기기 및 앱) 정책104)
가. 의료기기
◦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의료기과 관련하여, 의료기기 등록
절차는 FDA CDRH(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전화, 이메일 등으로
쉽게 담당자를 접촉할 수 있음

103) 미국 원격의료가 주는 교훈 (서울경제, 2015)
104) 출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5년 01호 ｢의료 ICT 융합을 위한 미국의 대응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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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미국 FDA등록 주요절차 및 내용
주요절차

내용

•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의 등급을 정해야 함

품목등급
기준확인

•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ClassI, ClassII, ClassIII의 3등급으로 약1,700여개 의료기기
를 구분함
* Class I 사례 : 소모성 살균제품, 청진기 등
* Class II 사례 : daVinch 수술 로봇 등
* Class III 사례 : 심장이식 기기 등
• 등급에 따라 판매 전 승인 및 허가 절차가 다름
• 외국에 소재한 회사는 미국 내 에이전트를 지정하여 등록 권고

회사 및
제품등록

• 510(K) Clearance나 PMA를 요구하지 않는 제품은 등록만으로 판매 가능
• 제품이 등록되면, 제품의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함
• 가장 보편적인 시판전 제출은 ‘시판 전 신고’ (Pre-market Notification, 510(K)),
‘시판 전 허가’ (Pre-MarketApproval, PMA), DeNovo (Evaluationof
Automatic Class III Designation), HDE(Humanitarian Device Exemption) 등

시판 전 제출
(Pre-market
Submission)선택

이 있음
• 대부분의 2등급 의료기기는 510(K), 대부분의3등급의료기기는 PMA로, 비슷한
의료기기가 없는 새로운 1, 2등급의 의료기기는 De Novo로, 희귀질환(rare
disease)의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3등급 의료기기는 HDE로 제출
• 시판전 제출시 준비 정보 : Design Controls, 비임상 실험(Nonclinical testing),
임상증거(Clinical evidence), Labeling 등

510(K)승인
PMA

• 의료기와 비슷한 기능과 효용을 가진 의료 관련 기기에 한해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하
는 방식으로 임상시험은 필요 없음
• 사람에게 사용해본 전례가 없는 신규 개발 의료기에 대한 승인 기준으로 임상시험
을 요구하고,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가 까다로움

나. 모바일 의료 앱(Mobile Medical

Applications)

◦ 미국 FDA에서 정의하는 ‘모바일 의료 앱’은 의료진료 및 치료, 발병 방지 등을
위해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서 작동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함.
◦ 미국 FDA는 2011년 위험이 적은 제품 카테고리로 의료기기 데이터 시스템
(MDDS105))을 정의하고 Class III에서 Class I 등급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MDDS는 의료기기 자체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105) MDDS : Medical Device Dat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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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교환, 저장, 표시할 수 있는 장비를 의미함.
◦ 스마트폰의 보급,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증가로, 미국 FDA는
2013년 9월 ‘모바일 의료 앱에 대한 규제 지침106)’을 발표하는데, 모바일 의료 앱도
의료기기로 볼 수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환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모바일 의료 앱은 크게 고위험도 제품에 대해 ‘조절관리(Regulatory Oversight)’,
저위 험도 제품에 대해 ‘재량에 따른 규제 대상(Enforcement Discretion)’로 구분
하고, 조절 관리에 대해서는 ‘비규제 대상(Not Regulated)’ 및 ‘규제 대상(Regulated)’로
구분함.
<표 37> 미국 모바일 의료용 앱 규제 구분
구분

비규제 대상
(Not Regulated)
규제 대상

내용

• 의료기기로 간주되지 않는 의료용 앱
• 교육자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업무관리에 이용되는 것
• 진단-치료-예방에 사용되지 않으면서 임상적 의사결정과 무관한 것 등
• 의료기기로 간주되는 의료용 앱

(Regulated)

• 규제 대상인 기존의 의료기기(의료용 로봇)와 함께 사용하거나, 모바일기기를
의료기기로 바꿀 수 있는 경우

재량에 따른 규제대상

• 의료기기로 간주되나 위험도가 적어 제한적으로 규제를 행사하는 경우

(Enforcement

• (사례) 일상생활 속에서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질병 관리와 관련 하여 코칭

Discretion)

이나 조력을 제공하는 앱 등

◦ 모바일 의료 앱을 규제 대상에서 풀어준 것은 아니지만 기술발달의 속도를 감안
하여 일방적으로 규제를 가하지 않겠다는 미국 FDA의 의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4월 미국 FDA는 FDA 안전 및 혁신법(FDA Safety and Innovation Act :
FDASIA)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헬스 IT 조정국(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ONC) 및 연방통신국(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과 협력하여 의회에 제출한 ‘헬스 IT 보고서 (FDASIA Health
IT Report)’에서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분류함.

106) Guidance on Mobile Medic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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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료 운영 소프트웨어
(Health Administration Software)
건강 관리 소프트웨어
(Health Management Software)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Medical Device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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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FDA 관할 아님
• FDA 관할 아니지만, FDA가 규제의 초점을 맞추진 않음
• FDA 규제 대상

◦ 기존의 분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임상 의사결정시스템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에 대한 규제측면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임상 의사결정시스템은 환자 별 의료 정보의 기반위에 의학적 의사 결정에 이용
되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도출해
내는 시스템임.
◦ 미국 FDA는 의료용 로봇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대해 기존의 규제에 얽매
이지 않고 환자에게 미칠 위험에 바탕을 두고 규제를 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음.
기술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FDA의 규제 적용 방침 및 해당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간함으로써 업체들이 불확실성 혹은 불필요한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3) e-Health(원격의료) 정책
가. 원격의료 추진 근거 법률 및 관련 규정, 최근 2년 내 개정유무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국 연방법의 경우 42 USC 1395(M)(m)를 통해 “메디케어 프로그램 안에서
의 원격의료 서비스 수가”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최근 특별하게 개정
된 내용은 없지만, 매년 어떤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수가로 보상할 것인지를 평가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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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2 USC 1395(M)(m) Payment for telehealth services 주요내용
42 USC 1395m(m) Payment for telehealth services 주요내용
□ 개요(general)
의사를 비롯해 서비스제공자가 원격의료를 이용가능한 개인에게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가를 지불해야하며 이때 의사 및 서비스제공자
는 서비스 수혜자와 같은 (지리적)위치에 있어서는 안 됨
□ 수가 지급(Payment amount)
◦ Distant site
원격지 의사/서비스제공자가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제공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의사/서비스제공자에게 대면진료와 같은 수가를 지급해야 함
◦ Facility fee for originating site
section 13951(a)(1)(U)에 의거, 기관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ⅰ) 2001년 10일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기간, 수수료 $20
(ⅱ) 2003년 1월 1일부터, 수수료는 Medicare Economic Index(MEI)비율증가에 따라 인상
□ 정의(Definitions)
◦ Distant site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의사를 비롯해 서비스제공자가 위치한 장
소
◦ Eligible teleheatlh individual
originating site에서 제공되는 원격의료서비스를 받는 수혜자/개인
◦ Originating site
서비스 수혜자(환자)가 원격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소(originating sites)는 전문
의료인이 부족한 농어촌(rural area)이거나 대도시통계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군(county)에
위치해야 함. 그 외 연방정부 원격의료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경우 지리적 조건
과 관계없이 원격의료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음
또한 Originating site는 의원(the office of a physician or practitioner), A critical access
hospital, 농촌보건진료소(A rural health clinic), 연방인증의료기관(A 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 병원, 병원/CAH기반 신장투석센터, 전문간호시설/요양원, 지역정신보건
센터가 해당됨
◦ Physician
142 USC 1395x(r)에 의거, 의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1）주면허 소지한 내과/정골(osteopathy)의사
(2) 주면허 소지한 치과의사
(3) 주면허 소지한 족부의사(podiatric medicine)
(4) 주면허 소지한 지압사(chirop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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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ctitioner
142 USC 1395u(b)(18)(C)에 의거, Practitioner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1）PA, 전문간호사(NP, CNS)
(2) 마취간호사(a 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3) 조산사
(4) 임상사회복지사
(5) 임상심리사
(6) 등록영양사 및 영양전문가
◦ Telehealth services
원격의료 서비스는 전문자문서비스, office visits, office psychiatry services외 보건
복지부장관이 규정하는 기타서비스를 말함

나. 원격의료 활성화 추진 전담기구 유무와 설립연도/소속/규모
◦ HRSA(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산하 OAT(the Office
for the Advancement of Telehealth)와 12개의 지역센터, 2개의 국가센터가
존재함. CCHP는 2개 국가센터 중 하나로 연방 및 주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밖에 민간조직인 ATA(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가 있음
다. 원격의료 관련 최근 동향 및 쟁점, 원격의료 범위 확대 계획 유무
◦ 원격의료 서비스의 보상, 면허, 프라이버시, 의료과실, 서비스제공자, 서비스지역과
관련된 이슈가 자주 등장하나 법률로 반영된 것은 없음
<표 38> 미국 원격의료 관련 주요 이슈 및 내용
이슈

이슈내용

보상(Reimbursement)

• 서비스종류, 서비스제공수단(화상, 원격모니터링 등)

면허(Licensure)

• 서비스제공 지역의 면허인정 범위(예를 들어, 여러 주의 환자를 진료할 경우
해당주의 면허를 모두 취득해야하는가)

프라이버시(Privacy)

• 개인정보보안 및 프라이버시(서비스제공자의 사용 제한)

의료과실(Malpractice)

• 각 주별 의료과실 관련 법률

서비스제공자(Providers)

• 서비스제공자의 자격(의사와 간호사 외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등 기타인력
가능 여부)

서비스 지역(Location)

• 농어촌 및 벽지 외 도시지역과 특정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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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국 원격의료 허용범위 및 방법 (연방법/연방정책 중심 기술)
◦1990년 의료접근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해서 원격의료를 추진하였으며, 1997년
Balanced Budget Act(BBA)이 통과되면서 Medicare에서 원격의료(원격상담)에
대한 수가 지불이 결정되었음. 이후 2000년 사회보장법(§1834 of Social security
act) 개정을 통해 개인 심리치료, 약물치료, 정신과 진단 등으로 점차 확대하였으
며, 메디케어는 Medicare Telehealth Parity Act을 통해, 특정 질병에 대해서 원격
의료를 대면진료와 동일한 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이외에 추가적으로 여러 법률을 통해 원격의료서비스를 확대 중임
- The Chronic Kidney Disease Improvement in Research and Treatment
Act(2017년)을 통해 만성신장질환자가 가정에서 신장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Helping Expand Access to Rural Telehealth Act(2017년)을 통해 농촌 지역에
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였음
- VETS Act(2017년) 제대군인이 원격진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진료의 범위를
넓힘
- Chronic Care Act(2018년)를 통해 메디케어에서 뇌졸중 및 신부전 환자가 원
격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에도 알츠하이머, 치매, 관절염(류마티
스), 천식, 심방세동,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우울증, 당뇨
병, 심부전,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골다공증 등의 질병에서 비대면 형태의 치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① 원격의료 서비스 기관 및 제공자

◦ 메디케어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환자의 위치를 ‘환자측 사이트
(Original Site)’라 정의하고 있으며, 의원(The office of physicians or
practitioners), 병원(Hospitals), Critical Access Hospitals(CAH), 농촌보건진료
소(Rural health clinics, RHC), 연방인증의료기관(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s, FQHC), 병원/CAH 기반(based) 신장투석센터107), 전문간호시설/요양원
(Skilled Nursing Facilities, SNF), 지역정신보건센터(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CMHC) 등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107) 독립신장투석센터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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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자는 의사, Physician assistants,
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s, Clinical nurse specialists, 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s), 조산사, 임상사회복지사(clinical social workers), 임상심리사
(Clinical psychologists), 영양사(Registered dietitians, nutrition professionals)임
② 원격의료 서비스 형태

◦ 2014년 미국 메디케어에서 보장하는 원격의료 서비스의 형태는 모두 21 종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원격자문부터 진료, 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음. 특히 만성질환에 대한 자가관리 교육도 서비스 제공
허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 응급실/초기 입원(initial inpatient) 원격자문
- 병원 및 전문간호시설 내 재진환자의 원격자문
- 외래진료
- 병원진료서비스 후(단, 3일에 한번 원격의료 가능)
- 간호시설서비스 후(단, 한달에 한번 원격의료 가능)
- 개인/단체 신장질환 교육서비스
- 개인/단체 당뇨 자가관리 교육서비스(단, 교육 첫해 최소 1시간이상의 개별지도 필요)
- 개인/단체 건강⋅행동 사정(assessment) 및 중재(intervention) 서비스
- 개인 정신(심리)치료
- 정신(심리) 진단인터뷰
- 말기신부전(End-stage Renal Disease) 관련 서비스*
- 개인/단체 영양치료
- 신경행동학적 상태 검사
- 금연서비스
- 알코올/약물중독 사정 및 중재서비스
- 알코올 오용 진단검사 서비스
- 알코올 오용관련 대면(face to face)행동상담 서비스
- 우울증 진단검사
- 성병상담서비스
- 심혈관계 질환 위한 행동교정치료
- 비만상담서비스
* 말기신부전 관련 서비스의 경우 한 달에 최소 한번 이상, 동정맥류 상태확인을 위해 의사/
전문 간호사/PA의 방문 진료가 시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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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격의료 서비스 수가

◦ 메디케어에서는 HCPCS/CPT 코드를 사용하여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진료비를 지불하고 있음. CPT(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코드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용어 및 기술어가 분류되어 있는 코드로,
HCPCS Level I(Healthcare Common Procedure Coding System)이라고도 불리
기도 하며, 원격의료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메디케어 보상을 청구할 때에 CPT 코드를 사용하여 청구함. 원격의료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외래서비스, 자문서비스, 정신/심리치료, 정신/심리진단검사, 약물
관리, 말기신부전관련서비스, 영양치료서비스 수가는 대면진료의 경우와 같음
◦ 원격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원격의료시스템(interactive telecommunications
system)을 통해 전문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만 수가를 청구할 수 있음. 또한 의료
시설 간의 원격진료에 대하여 의료비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메디케어는 원격진료시
환자측 사이트(Original site)에 <원격의료 시설비용(Facility Fee)>의 명목으
로 시설비가 지원되며, 원격의료 시설비 코드는 <HCPCS code Q3014; 원격의료
실시 장소의 시설 비목>으로 청구할 수 있음
◦ 시설비의 경우 미국 사회보장법 제1834조 (Section 1834 of the Social Security
Act)에 의해서 결정된 메디케어 원격의료의 환자측 시설비(Originating Site facility
fee)는 일종의 의료물가지수인 메디케어 경제지수(MEI: Medicare Economic
Index)에 따라 조정됨
<표 39> 미국 메디케어 원격의료 관련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원격의료 개념

• 42 USC 1395(M)(m)
- telehealth개념은 연방법에 정의되어있지 않음 단, 연방법 내 정보보안 및 프라
이버시와 같이 telehealth와 관련이 있는 규정이 존재함

원격의료 보상 가능한
보험

• 메디케어는 원격의료의 서비스 범위를 크게 Live video형, Store and forward형,
Remote monitoring service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 수
가를 지급하고 있음
- 메디케어는 Live video형 서비스에서 특정 질병 및 상황에 대한 수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Store and forward형에 대해서는 알래스카와 하와이에서만
허용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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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Remote monitoring service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원격의료 대상자

• 제한 있음
- 메디케어 적용 국민
• 메디케어는 이용지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2014년 이전에는 환자 측 위치가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rural counties)일
경우에만 보상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 중

원격의료 이용 지역

- 2014년 6월부터 인구 5만 미만의 대도심(MSA)내의 카운티, 2016년부터는
인구 5만에서 10만 미만의 대도심(MSA)내의 카운티까지 제공 가능지역 확대
- 2018년부터는 인구 10만 이상의 대도심(MSA)내의 카운티 역시 원격의료 서
비스가 제공 가능함
• 미국은 메디케어의 경우,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허용하지만 아직
까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원격의료 형태

• 메디케어의 경우, 화상비디오(Live Video)를 통한 원격의료서비스만 보상이
가능하며 저장⋅전송(store and forward)서비스는 하와이를 비롯해 알래스카
거주 환자들에게만 보상이 가능함. 원격모니터링(RPM)은 보상 규정 없음

원격의료 가능 질환

• 질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수가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제공

원격장비 및 통신료
지원여부

• 원격의료 시행에 따른 정보 전송료(transmission fee)에 대한 보상 실시 중

원격의료장비
개념정의
의료장비 승인 권한

• 원격의료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음 그러나 메디케어에서 보상이 가능한
것은 화상비디오와 (하와이 및 알래스카 거주민에 한해) 저장⋅전송서비스임.
메디케어는 전화, 팩스, 이메일을 원격의료 수단으로 규정하지 않음
• FDA
• 메디케어는 특정조건하에서 원격의료를 통해 의사와 상담가능하며 의사는 메디

원격상담 가능여부

케어로부터 비용을 보상 받음. 메디케어에서는 Medicare Telehealth Parity
Act을 통해 대면진료와 원격의료간 차이를 두지 않고 있음

원격모니터링
가능여부
원격의료 책임소재
규정 여부
책임의 범위

• 메디케어에서는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보상수가는 별도 없음
• 원격의료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정하는 별도의 규정 및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나,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해 의료사고관련 책임은 대면진료와 똑같이 적용됨
• 개인정보보호 책임(privacy and security laws)
• 의료사고 관련 책임(malpractic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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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미국 주별 원격의료 제도
◦ 51개 주로 구성된 미국은 연방법 이외에도 주별 법⋅제도에 따라서 원격의
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각 주의 주법, 규정, 메디케이드 정책에 따른 원격
의료에 대한 규정이 다른 상황임
- 49개 주 및 워싱턴 DC에서 Lice video형에 대한 수가보상을 하고 있음
- 15개 주가 Store and forward형에 대한 수가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 20개 주가 Remote monitoring service형에 대한 수가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 9개 주(Alaska, Arizona, Illinois, Minnesota, Mississippi, Missouri, Oklahoma,
Virginia and Washington)은 3개 유형에 대한 수가보상을 모두 실시하고 있음
◦ 서비스 제공자와 환자 간의 위치에 대한 규제는 점차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추세임
- 10개 주(DE, CO, MD, MI, MN, MO, NY, TX, WA, WY) 에서는 환자 가정
역시 원격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 6개 주는 2013년 2월 이후 지리적 제한 조건을 삭제하였음
◦ 이외에도 Parity Law를 통해, 39개 주에서 민간보험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수가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40> 미국 주별 원격의료 수가 적용 현황
구분

적용 주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하외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라이브 비디오 수가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캘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등 총 49개주 및 DC

저장 및 전송 수가

미네소타, 일리노이, 뉴멕시코,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코네티컷, 미시시피,

15개주

미주리, 네바다, 조지아, 메릴랜드, 오클라호마, 버지니아, 워싱턴 등 총 15개주

원격모니터링 수가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콜로라도, 일리노이, 인디애나, 캔자스, 루이애지나,
메인,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사우스캘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등 총 20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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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DA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더 잘 알고 많은 정보를
갖춘 상태에서 건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음. 아울러
기존 의료 시설 밖에서도 달리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예방과 조기 진단을 용이
하게 하며 만성적인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음
◦ 진단, 치료 선택사항, 의료 기록의 저장과 공유 및 업무흐름 관리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와 기술은 진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 소프트웨어는 유사한 진료 옵션과 응급 구조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가능케 하고 있음
◦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참여자들이 의료기기 분야에 진출
하고 있으며, 이들은 새로운 혁신과 제조 공정을 도입하고 있음. 네트워크 기능을
갖춘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은 수시 업데이트와 수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정성과 효율
성을 개선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장점은 동시에 사이버 보안과 상호운용성에 있
어서 문제가 되기도 함. 소프트웨어와 소비자 기술의 사용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제
품은 국경을 넘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전에는 보기 드
물었던 것임.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은 수백만 명의 미국 시민들의 건강에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FDA는 제품들이 높은 수준의 품질과 확실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FDA는 하드웨어 의료기기에 중점을 둔 FDA의 현행 규제 방식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의료 기술에 사용되는 빠르고 반복적인 설계, 개발 및 타당성 검증 유형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미국 시민들이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발전의 혜택을 충
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절차와 방식을 변경하고자 추진하였음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FDA(미식약청)의 의료기기 및 방사성보건센터(CDRH,
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는 환자들이 높은 수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 기술의 혜택을 제 때에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디지털헬스케어 혁신
정책을 발표하였음.
◦ 새로운 정책을 통하여, 모바일 기기 의료 앱과 신체활동 트랙커에서부터 의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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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임상 판단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어에 이르기까지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이 보건의료의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이 FDA의
목표임
◦ FDA가 발표한 혁신 계획에 따르면, 환자, 소비자 및 의료 소비자를 비롯한 모든
미국 시민들이 적시에 고품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헬스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FDA의 관련 절차를 개선 노력을 천명하였으며, 이 계획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면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CDRH의 비전을 담았음
-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에서 의료 소프트웨어 관련 조항을 명확
하게 하는 지침 발표
- 고객들과 협력하여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감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한 혁신적인 사전인증(precertification) 파일럿 프로그램(FDA 소프트웨어
Pre-Cert) 출범하였음
- CDRH의 디지털헬스케어 부서의 전문성 향상과 이 부서에 대한 FDA의 관리 역
량 제고를 추진
◦ FDA는 관련 정책과 프로세스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분야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향상시키며 제조업체 및 개발자들이 필요한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음
- 2016년 12월에 발효된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에 따라 행정관리
지원,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유도용, 전자 의료 기록용, 의료 데이터 디스플레이
또는 저장 지원용 및 제한적 진단지원용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특정 의료 소프
트웨어는 의료기기로 간주되지 않으며, 의료기기로 규제되지 않도록 하였음
- 또한 FDA는 저위험 의료 기술과 소프트웨어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강화하고. 21세기 치료법의 소프트웨어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현재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지침을 수립하고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FDA는 디지털헬스케어 기기에 대한 접근법을 새롭게 수립하였는데, 고품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의 개발을 최대한 촉진시키는 동시에 환자
들이 이러한 제품을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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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 FDA는 특정 제품에 대한 시판 전 서브미션 요건을 대체할 수 있고 그 외
제품에 대해서는 서브미션 제출 내용의 감소 및/또는 마케팅 서브미션 검토 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전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음
- 첫 번째 단계는 이러한 기술을 규제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파일
럿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제품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소프트웨어 개
발자 또는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개발자를 대상으로 함
- CDRH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과 기업 문화를 갖춘 디지털 헬스
기술 또는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사전 인증” 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 및 타당성 검증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가진 기업들이 인증
되는 것임. 사전 인증을 받은 개발자는 추가적인 FDA 검토 과정이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시판 전 검토 절차를 거쳐서 저위험 의료기기를 시판할 수 있는 자
격을 갖게 됨.
- 이러한 간소화된 시판 전 검토에는 서브미션 내용 축소, CDRH의 더욱 신속한
내용 검토 또는 일 둘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전 인증” 지위를 취득한
기업은 시판 후에 제품의 인증 관련 품질을 높이고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더하
거나 기존 기능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의 실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음. 기업들은 국가 보건의료 기술 평가 시스템(NEST, National Evaluation
System for health Technology)을 활용할 수 있음(NEST는 전략적이고 체계적
인 실제 증거 활용 및 특정 데이터 수요 및 의료기기 혁신 사이클에 맞춤화된
데이터에 대한 고급 분석을 통해 의료기기의 전체 제품 수명에 대해 증거를 수집
하는 국가 차원의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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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FDA 사전 인증 제도가 사용된 새로운 소프트웨어 규제 개념도

- FDA의 소프트웨어 사전 인증 파일럿 제도의 목적은 고객의 의견을 활용하여
환자들에게 안전하면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디지털헬스케어 기
기를 안정적으로 제조한다고 FDA가 인증한 개발업체가 출시에 들어가는 시간
과 비용을 줄이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임. 이러한 방식
에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품의 지속적인 혁신을 유도할
수 있고 새로운 최신 소프트웨어를 보다 신속하게 소비자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FDA는 고위험 제품과 개발업체 감독에 더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음
◦ 이외에도 FDA는 현재는 감독 대상이 아닌 임상 진단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새로
운 지침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발표 시기는 대략 2018년 1/4분기 중에 이
지침 초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음

4.2 정부 주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1) OAT108)의 원격의료
◦ OAT는 미국 보건자원서비스청(HRSA) 산하의 시골의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
는 주민의 일차의료 접근성 향상을 원격의료서비스 전담기구
108) OAT : the Office for the Advancement of Tele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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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AT는 12개의 지역센터, 2개의 국가센터가 존재하며 CCHP는 2개 국가센터 중
하나로 연방 및 주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밖에 민간조직인
ATA (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가 있음

[그림 51] Tele Village 개념
<표 41> OAT의 원격진료 프로그램
Program

Telehealth Network Grant Program
Evidence-Based Telehealth Network Grant
Program
Rural Child Poverty Telehealth Network Grant
Program
Flex Rural Veterans Health Access Program

Telehealth Resource Center Grant Program
Licensure Portability Grant Program
Telehealth-Focused Rural Health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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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루버튼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Blue Button)
◦ 미국 보훈청(Dept. of veterans Affairs)이 2010년부터 서비스 중인 ‘blue button’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다운로드를 지원하는 도구로, 보안 처리된
진료기록을 텍스트 포맷으로 제공
◦ 퇴역⋅현역 군인, 메디케어(미국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서비스) 수혜자 등을 서비스 대상으로 함
◦ ’12년에는 미국 국가건강정보기술조정국(The office of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T)과 보훈청이 blue button 서비스 대상을 미국 내 모든 환자로 확대 적용하
는 것을 골자로 하는 Automate blue button Initiative을 발표
- 진료기록을 자동으로 전송해주는 기능(Push Service)과 서드파티 사업자가 환
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Pull Service) 제공 예정
-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전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메일,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자동 전송할 수 있게 되며,
사용자들 역시 진료기록을 직접 병원에 제출할 필요 없이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전송 기능 이용이 가능

[그림 52] 블루버튼 애플리케이션의 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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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가상현실을 활용한 군인 참전 PTSD109) 치료 연구110)
◦ 현재 LA의 남캘리포니아 대학(USC) 임상 심리학자인 스킵 릿조 박사팀이 진행하
는 추가 임상실험이 미국 전역 10곳의 VA111)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수 십 명의
전쟁 종사자들이 유사한 치료를 받고 있음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는 이라크 참전 미군들의 치료에 가상현실
기술이 사용되어 큰 효과
- ‘버추얼 이라크(Virtual Iraq)’라 명명된 이 치료 시스템은 PTSD로 고생하고 있는
이라크 참전병들을 치료하기 위해 미 정부가 수백만 달러를 투입하여 개발
을 의뢰한 것으로 이미 4명의 참전자들에게 시술되어 끔찍한 전장의 경험으로
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줌
- 환자들은 이 치료를 받은 이후 악몽, 환각 등의 징후로부터 상당한 개선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됨
◦ 해외 참전 군인들은 거주하는 인근 VA에서 건강검진과 함께 PTSD 진단테스트를
받게 되며 테스트에서 PTSD 환자로 의심되면 클리닉으로 보내져 집중 치료를
받게 됨

[그림 53] VR를 활용한 참전 용사 PTSD 치료 서비스 ‘브레이브마인드’

109)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110) VR이 심리치료 패러다임 바꾼다 (테크엠, 2017)
111) VA(보훈부 산하병원) : Veterans Affairs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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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이 재향군인 외골격 로봇 지원112)
◦ 미국내에는 4만2천명에 달하는 재향군인들이 복무 중 사고나 부상으로 사지 마비,
허리 부상 등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VA는 리워크 로보틱스의 외골격 보행 로봇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함113)
- 리워크의 외골격 로봇이 선정된 이유는 리워크가 미국에서 유일하게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임
◦ 외골격 로봇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VA의 ‘안 스픈겐’ 박사는 “상이 재향군인들
에게 외골격 로봇을 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재활기구에 대한 사람
들의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으며 플로리다주 공화당 의원인 ‘제프
밀러’ 역시 이번 지원 정책이 재향군인과 재활보조기구산업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함

[그림 54] 리워크 로보틱스의 외골격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112) 미국, 상이 재향군인 외골격 로봇 지원 (로봇신문, 2016)
113) AP, 로보틱스 트렌즈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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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역군인 전문병원, 3D 프린팅을 활용하여 맞춤 보철물 제작114)
◦ 미국 퇴역군인 VA 5곳이 스트라타시스의 3D 프린터로 맞춤형 궤양 교정기, 보철
및 해부 모형을 만들도록 3D 데스크톱 프린터 소재와 교육을 받음
- 치료 과정과 교육 목적으로 쓰이는 손가락뼈 모형은 3D 프린터로 제작됨
◦ 스트라타시스 모조 3D 프린터를 받았으며 의사와 연구원이 의료 교육과 환자 치료를
위해 3D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협업 네트워크로 연결됨
- VA 의사가 의료 교육 모델이나 환자용 보철 장치의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
면 여러 병원이 CAD 파일을 커스터마이징하고 공유할 수 있음

4.3 병원정보시스템
◦ 전자의무기록 (EMR) 통합으로 현재 대부분의 원격의료 네트워크는 제공자들
에 의하여 각기 다른 EMR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환자 정보의 흐름 향
상에 목적을 두고 있음
- 다른 EMR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현장의 의료인과 원거리 전문가 사이에서는
환자 정보가 균일하게 전달되어야 함. EMR 시스템들의 통합은 기본적이며 빠른
추세로 진행되고 있음
- 의료진의 사용 기능이 많아진 추세에 따라 모든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수요가 증가함. 의료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원격의료
기준들을 지원하면서 단순하고 고효율의 소프트웨어를 기대함
◦ 미국 시카고 시에서 개최된 '15 보건정보관리시스템학회 (HIMSS)에서 부각된 헬
스케어 IT의 최근 중심사항은 ① 데이터 상호운용성 ② 환자 참여도 ③ 데이터보
안 ④ 인구 보건 ⑤ 지불 방법의 혁신으로 요약할 수 있음

114) 미 퇴역군인 전문병원, 3D 프린터로 환자용 맞춤 보철물 제작 (ciokore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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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미국 의료 IT '15년 중점 사항115)

◦ 병원 EHR 시장은 성숙된 상황으로 평가되고, 인구 보건은 예측 의료 분석으로
해석되며 새로운 도구 및 기기들의 개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요 건강 IT 생산자
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기업 M&A 등의 변화가 다음 5년동안에 일어
날 것으로 예상됨
- 최근의 “새로운” 주요 공급자 시장은 IBM사의 헬스케어 IT 사업에 대한 집중이며
IBM Watson Health에 의한 Phytel and Explorys사 합병 사례가 화두임.
Watson Health사는 보건정보분석을 위한 역량을 더할 계획으로, 클라우드 기반
분석의 Explorys사 그리고 질병 관리 및 인구보건제공 전문 Phytel사를 통합하여
플랫폼 구축에 앞장설 계획임
◦ 미국 정부에서는 $3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EHR의 부족한 성능과 환자 건강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 속도를 높이기로 결정하였으며,
한편 의회에서는 두 개의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으며 공급자들 간의 경쟁력에 의한
저조한 데이터 공유를 해소하는 목적임
115) 출처: Top Trends in US Healthcare IT, from HIMSS 2015, Frost & Sull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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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시장동향 및 전망
◦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은 2015년도에 잠시 주춤했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VC
펀딩에 의하면 2016년에 622건 투자로 50억달러를 돌파하여 투자기록 갱신
함116)
◦ 의료ICT 융합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음117)
- 웨어러블 등 다양한 센싱 단말을 이용한 상시적인 생체정보의 수집 및 활용
은 예방적 건강관리 및 맞춤형 질병치료를 가능케 하여 의료의 질 향상을 실현
◦ 펜실베이나 병원(Pennsylvania Hospita)의 경우 블루투스 기반의 환자 모니터링
센서 시스템 도입으로 심부전증 환자의 재입원율이 기존 대비 최대 44% 감소

[그림 56] 미국 VC 연도별 투자규모
(출처 : mercom healthcare IT)
116) 2017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KOTRA, 2017)
11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5년 01호 ｢의료 ICT 융합을 위한 미국의 대응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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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OM Health IT에 의하며 2016년에는 앱개발, 웨어러블센서 개발, 데이터
분석, 원격의료 등의 수준으로 VC 투자가 이루어 졌음.118)
◦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수요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수요분야는
영양/식사관리(47%)-투약관리(46%)-증상진단(45%)-활동기록(44%) 순임

[그림 57] 2016년 헬스케어 기술별 투자 금액
(출처 : mercom healthcare IT)

◦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서비스 목적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를 15개의 카테고리
로 분류함

119)

- 치료 계획(Care Planning) : 치료 계획을 개발하고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만드는 기업
- 공급 관리(Supply Management) : 의료용품의 전달 및 물류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하는 기업
- 진단(Diagnostics) : 디지털 구성 요소가있는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

118) 2017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KOTRA, 2017)
119) CB Insight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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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소통(Communication) : 의료 종사자 또는 의료 종사자와 환자 간의 병원
내 의사 소통을 용이하게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회사.
- EMR과 임상관리(EMR/ Practice Management) : 건강기록시스템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관련 기술 개발하는 기업
- 수술(Surgery) : 외과의 또는 수술실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도구를 개발
하는 기업.
- 진료의뢰 (Referral) : 전문의를 선택할 때 의사를 돕기위한 플랫폼에 중점을 둔
회사.

[그림 58] 디지털병원 분야별 관련 헬스케어 스타트업

- 간호 조정(Care Coordination) : 간호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가 정보를
제공 받고 관심을 가질 수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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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경험(Patient Experience) : 병원 내의 환자 경험을 측정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 감염 통제(Infection Control) : 적절한 위생 관리를 돕는 도구를 개발하는 기업.
- 재입원 / 응급 부서(Readmissions/ Emergency Department) : 환자의 재입원율
또는 응급실 포화도 등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 병원 내비게이션(Hospital Navigation) : 환자 및 직원이 병원에서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하는 기업
- 의약품 관리(Medication Management) : 재고 관리, 의약품 전달 또는 처방 관찰
하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 환자 모니터링(Patient Monitoring) : 환자의 지속적인 침대 옆 또는 원격 모니
터링을 하는 회사.
- 영상진단(Radiology) : 고급 시각화 및 이미지 분석 도구를 개발하여 의사가
진단을 보조하는 기술 개발하는 기업

4.5 주요 기업 동향
1) 플랫폼 기업
◦ 대형 사업자인 애플(Apple), 구글(Google) 등은 데이터 패권 싸움중이며 다양한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가. 애플120)
◦ 헬스킷-케어킷-리서치킷을 통해 다양한 앱 개발 환경 제공과 사용자 건강 데이터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헬스킷(HealthKit) : 다양한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개인건강기록
플랫폼으로 미국 최대의 EHR 기업인 에픽 시스템과 연계해 사용자들이 측정한
데이터를 의료 서비스까지 연계하고자 함.
◦ 리서치킷(ResearchKit) :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파킨스 병
120) 헬스케어 시장을 준비하는 IT기업의 자세 (techholic.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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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 대하여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연구가 수행되고 있고 천식 유발자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 및 당뇨병(제 2유형) 환자의 데이터 연구도 진행되었음.
◦ 케어킷(CareKit) : 개발자나 의료 기관이 환자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앱을 개발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사람들은 약을 먹거나 물리 치료를 받는 것과 같은 개인의
건강관리 계획에 대한 앱을 개발할 수 있음.
◦ 대표적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는 시리즈 2와 외부 파트너를 통해 헬스케어 기능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음
◦ 얼라이브코어(AliveCor)는 애플워치 버전을 공개하여 심전도를 측정하여 의사에게
심전도를 원격으로 보내 진단을 받을 수도 있으며, FDA 승인을 획득한 알고리즘
으로 심방세동 여부를 자동으로 알려줄 수 있음

[그림 59] Apple 플랫폼
(출처: 정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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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글
◦ 구글 역시 각종 의료 관련 모바일 앱에서 생성된 건강 정보를 한 곳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터 허브 '구글핏(GoogleFit)'을 공개했으며 조만간 관련 제품
출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60] 구글핏 플랫폼
(출처: 정국상)

다. 의료기기 기업 플랫폼
◦ 개인건강정보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에 생성되는 의료데이터를 연결하여 플랫폼
으로 구축하여 분석을 해주는 플랫폼도 생겨나고 있음.
◦ Watson Health Cloud (IBM) : 의료정보를 클라우드로 수집하여 의사나 의료 관련
기업 등에 분석 기능 제공
◦ GE Health Cloud (GE) : 50만 대 이상의 의료영상 장비 연결해 언제 어디서나
의료 정보 활용 가능
◦ HealthSuite Digital Platform (필립스) : MRI, CT, 초음파 등 의료영상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68개 어플리케이션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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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의료 기업
◦ 프로스트 앤 설리번에 따르면 미국 원격의료시장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7.8%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함.121)
- 원격의료 시장 성장률 상승 요인 : ①원격의료 가상서비스 사용에 익숙짐, ②원격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 상승, ③원격의료 사용기기 확대
◦ 비응급형태의 영유아 원격진료 인기 : 의료 보험사와 고용주, 피고용주들 사이에서
특히 알레르기나 감기, 귀 통증, 상기도 감염, 피부 상태 등 비응급 상황에 원격의료
가상 내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 원격의료 제공사들은 불필요하고 비싼 응급실이나 긴급 치료센터 방문을 대체
하기 위해 가상 원격의료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원격진료 형태로는 소비자들이 전화(음성)를 기반으로 하는 원격진료를 선호하
고 있어서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형 원격진료가 본격적으로 대두
되고 있음.

[그림 63] 미국 원격진료 형태별 이용률 형태

가. 헬스탭(Health tap)
◦ 10만 명 이상의 의사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 상담 애플리케이션
◦ 챗봇을 이용하여 소비자와 의료 상담을 진행
◦ 헬스탭은 비슷한 종류의 질문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답변 : 챗봇이 질문을 받으면

121) ‘미국 원격의료 가상 내원 시장 분석 보고서(US Telehealth Virtual Visits Mark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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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검색한 후 그에 대한 의사의 답변을 보여주는 방식
◦ 아마존(Amazon) Alexa를 도입하여 음성기반의 인공지능 의료상담 서비스 시작함122)

[그림 64] 헬스탭(Health tap)

[그림 65] 아마존(Amazon) Alexa

나. 텔레독(Teladoc)
◦ 평균 16분 이내에 의사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으며 진료 내용은 텔레독의 전자
의무기록 카드에 기록됨.
◦ 개인 회원은 연회비 30달러를 내고 진료를 받을 때마다 추가로 39달러를 지불하는
식이며 가족 회원은 연회비가 50달러임
◦ 현재 텔레독을 이용하는 환자는 12만명이 넘으며 주로 호흡기 질환, 요로 감염증,
피부 문제를 겪는 환자들이 사용함
◦ 텔레독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KINA의 스마트체온계와 협력관계를 구축
하였음123). 스마트폰에서 앱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텔레독 플랫폼에 10일동안 체
온 값을 불러올 수 있으며, 수집된 체온 값은 의사의 EHR에 통합되어 보다 정확
하게 환자의 체온변화를 시각화하여 보여줄 수 있음

[그림 66] 텔레독(Teladoc)

[그림 67] KINA의 스마트체온계

122) HealthTap Launches Voice-Activated Doctor A.I. Through Amazon’s Alexa( http://hitconsultant.net)
123) Teladoc Integrates Telehealth App With Kinsa Smart Thermometer( http://hitconsultan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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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닥터온디맨드(Doctor on Demand)124)
◦ 보험가입 유무와는 상관없이 모바일에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컴퓨터로 접속할 수
있다고 밝힘.
◦ Doctor on Demand는 아직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현재 1,400
여명 이상의 미국 의사들이 해당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힘.
◦ 이러한 기술은 의사 및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기존 관행들을 중단시키기 보다는
서비스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임.

라. 헬스스팟(HealthSpot)
◦ 기본검사(체온계, 피부분석기, 혈압계, 산소 측정기, 청진기 등)와 의사와의 화상
통화
◦ 캘리포니아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미국 전역으로 확대 중
◦ 물리적 접근성과 낮은 보험 수가의 이점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 전망함

마. PhoneDOCTORx
◦ 노인층 경증 환자를 우선대상으로 거주 커뮤니티(양로원, 실버타운 등)내에 원격
진료서비스를 설치함
◦ 전문 의료팀이 임상 및 영상 검사 분석, 통증 등 간이 약물 처방, 가족 상담, 직원
교육 등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
◦ 비응급 원격진료는 3만6500건 이상으로, 50% 가량 응급 내원 환자 비율 감소에
기여함

124) startup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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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헬스스팟(HealthSpot)

[그림 70] PhoneDOCTO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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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지능 주요 기업
◦ 의료영상 진단의 증가, 원격환자 관리, 인공지능 핵심기업의 알고리즘을 헬스케어
적용, 신약개발에 관심 증대, 종양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71] 인공지능 기반의 헬스케어 기업

◦ 인공지능기술은 단순한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디지털아타바에 의해 자동 답변을
해주는 형태로 발달해 나갈 것으로 전망함
◦ 미국 헬스케어 인공지능기술의 주요 특징 : 의료영상 진단의 증가, 원격환자 관리,
인공지능 핵심기업의 알고리즘을 헬스케어 적용, 신약개발에 관심 증대, 종양
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 SaaS(software-as-a-service)형태의 인공지능 기반 진료는 진료표준화를 이룩
하여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며 개발도상국의 전문인력부족
문제를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로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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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인공지능 기반의 진료의 혁신

가. IBM 왓슨
◦ IBM에 의하면 현재 왓슨은 12세 정도의 지능을 갖추고 있음
◦ IBM은 현재 의료 왓슨으로 상업화를 진행하고 있고,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뉴욕유전자센터(New York Genome Center), 베일러의과대학(Baylor
College of Medicine) 등 헬스케어 관련 여러 기업 및 기관들과 제휴 중
◦ 최근 Watson Discovery Advisor를 발표하며, 수백만 건의 과학논문 및 산업
분야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연구결과의 진전을 가속화
◦ 미국 뿐만 아니라 태국, 일본 및 한국의 가천대 길병원에서 IBM 왓슨을 도입했으며
부산대병원에서 도입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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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IBM Watson 추진 프로젝트
IBM Watson 파트너

협력 사항

애플의 헬스킷(HealthKit)과 리서치킷(ResearchKit)를 위한 보안 기반의

애플

클라우드 플랫폼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존슨앤존슨
메드트로닉

인공 관절 및 척추 수술 등 수술 전후의 환자 진료에 초점을 맞춘 지능적인
코칭 시스템 개발 예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고도로 개인화된 새로운 의료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

메모리얼슬론케터링암센터
MD 앤더슨 암센터
클리블랜드 클리닉
마요 클리닉

왓슨의 건강 관리 기능을 발전시키고 의학의 교육, 연구 및 실제 운영 방식
혁신

뉴욕 게놈 센터 등
루시 프로젝트125)

아프리카 과학자들에게 ‘왓슨’을 제공하여 IBM은 왓슨의 빅데이터 능력이
아프리카 지역의 자원 개발과 사업 기회를 확대

나. 구글
◦ 헬스케어 인공지능 관련 대표적인 기업으로 텐서플로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헬스
케어 인공지능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로봇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구글이 개발 중인 헬스케어 관련 기술은 혈당 측정기, 건강 관리 플랫폼, 노화방지
치료제, 유전자 분석 등이며 평소 건강상태와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려주는 AI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됨.
◦ 현재 개발중인 인공지능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 5가지126)
① 실시간 혈당 관리

◦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측정하고 자동으로 관리방법을 알려주는 기술을 개발중임.
◦ 관련 제품 및 서비스 : 노바티스의 ‘스마트 콘택트렌즈’, 사노피의 ‘당뇨병 관리
소프트웨어’, 덱스콤 ‘채혈(採血) 없이 혈당을 측정하는 센서’
125) IBM, 아프리카에 1억 달러 투자한다 … 슈퍼컴 ‘왓슨’ 앞세워 시장 선점 노림수 (itworld, 2014)
126) 실시간 혈당체크 등 구글이 개발중인 인공지능 '헬스케어' 5가지 (조선일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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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강관리법 안내

◦ 사람의 평소 생활습관을 학습해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인공지능 관련
제품 및 서비스 : 플랫폼 ‘구글 피트(Google Fit)’, MC10의 ‘바이오스탬프’
③ 노화 방지 치료제 개발

◦ 노화의 원인을 규명하고 인간의 평균 수명을 150세까지 늘리는 기술 개발중임
◦ 관련 제품 및 서비스 : 노화를 일으키는 세포를 탐지하고 노화를 막아주는 환자
개별 상태에 맞춘 치료제도 개발할 계획
④ 유전자 분석 질병 예방

◦ 대량의 유전자 정보와 AI를 접목해 질병 예방법 개발중임
◦ 관련 제품 및 서비스 : 환자들로부터 질병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여 유전자 정보에
따라 개개인의 질병 예방법을 알려줌
⑤ 수술로봇 개발

◦ 수술 로봇에 수술 영상을 학습시키는 AI 기술 개발중임
◦ 제품 및 서비스 : 존슨앤드존슨(메디칼사업부)과 ‘수술 로봇’
다. 기타 주요 인공지능 관련 기업
<표 43> 주요기업 및 서비스
기업명

관련 사진

서비스 설명

개발된 알고리즘은 심전도 인식을 통해 환자가 심장세동
Alive Cor

Enlitic

Ellie

AiCure

기타

FDA

질환이 있는지 아닌지를 즉시 파악가능함

승인완료

측정된 데이터를 심혈관계 전문의에게 발송해 확진 가능함

(2014년)

X레이, CT, MRI 등 이미지 데이터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 특정 환자의 예방치료 및 진단에 활용
캘리포니아대 창조기술연구소가 개발하고 있는 심리진단
인공지능 프로젝트
처방 받은 약을 제 시간에 적정량을 복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는 서비스

개발중

개발중

개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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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격관리
가. GE 헬스케어127)
◦ 병원운용관리(HOM) 솔루션은 헬스케어 산업인터넷의 대표기업으로 헬스케어 공급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킴
◦ 서비스 2.0 :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하여 원격으로 문제를 사전 진단, 확인하고
온라인 상으로 수리하거나 필요할 경우 엔지니어가 현장에 파견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짐.

[그림 73] GE헬스케어의 ‘서비스 2.0’ 개념

- 원격으로 전문 엔지니어들이 지속적으로 장비와 커뮤니케이션해 '엔지니어링
빅데이터'를 구축하며, 기계의 결함 발견과 해결방안을 공유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
- 글로벌 서비스 조직이 전 세계적으로 축적된 GE 장비 서비스 이력 데이터 베이스
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활발히 교류하여 유기적인 협업과 지원 시스
템을 가동함.
◦ 온워치(On-Watch) : 실시간으로 장비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면서 매일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체크, 장비의 고장 및 시스템 에러를 분석하므로 고장이 나기 전에
수리를 가능하도록 함.
- 장비가동률을 극대화해 병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장비고장에 따른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일반적인 서비스 대비 평균적으로 2배 빠른 서비스를 제공함.
127) 스스로를 진단하는 지능적 의료기기… 산업인터넷 통해 가능해지다 (조선일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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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주요 사례128)
<표 44> 미국의 주요 디지털헬스케어 사례
분야

서비스명

Ginger.io

Care Coordication

Care Planning

Communication

설명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분석하는 차세대 원격
의료 시스템,

Happify

우울증 해소를 위한 행복 트래킹 앱

Health Catalyst

의료정보통합관리플랫폼

Health Gorilla

의사, 환자 및 의료 서비스 임상 네트워크

HealthLoop

사후관리서비스

LifeDojo

직원 건강관리 서비스

Moov

건강관리코칭시스템

Noom

모바일헬스코칭앱서비스

OME

웰니스애플리케이션

Oscar

보험과 기술을 결합한 대표 ‘인슈테크’

Retrofit

1년 다이어트 프로그램

ZocDoc

온라인 진료예약 서비스

caremerge

실버케어서비스

caresync

만성질환관리서비스

dbaza health

만성질환관리플랫폼

Oncora Medical

방사선종양진단플랫폼

Rimidi Diabetes

데이터 분석 및 질병 관리 솔루션

Watson-존스앤존슨

인공관절 및 척추 수술 환자 코칭시스템

Wellframe

모바일 기반의 헬스케어 관리 플랫폼 제공

BeckonCall

통화관리서비스

cureatr

모바일메시지플랫폼

DrFirst

보안솔루션

mpirik

정형외과 치료 관리 플랫폼과 데이터 수집 및
분석

patientsafe

모바일임상솔루션

stitch

헬스케어메지시플랫폼

tigertext

임상통신 플랫폼

voalte

의료 통신 플랫폼

128) CB inght에서 분류한 디지털병원 관련 82개의 스타트업 자료 등을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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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서비스명

CrowdMed

어려운 의료사건 온라인 해결

ResearchKit

질병연구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23andMe

유전체 분석, 발병 가능성 예측

Autism and Beyond

자폐증 진단서비스

BabyScripts

원격산전관리 서비스

Breakthrough

정신건강 원격 상담

CellScope's iPhoneenabled otoscope

Diagnostics

설명

휴대폰 연결 귀 현미경

Counsyl

유전자 건강 정보 제공

Dematologist On Call

온라인 피부과 케어 서비스

DoctorOnDemand

질병진단용의료영상회의

freenome

게놈 분석 치료계획 지원 플랫폼

handyscope

모바일 피부경(dermatoscope)

Lumiata

인공지능 기반의 환자위험예측시스템

Lyra Health

정신 건강 관리 서비스

Maverick Detection systerm

혈액진단플랫폼

Mole Mapper

피부암진단시스템

Pager

부르면 의사가 달려오는 서비스

SecondOpinions.com

클라우드 기반 원격진료플랫폼

Sherpaa

직장원격진료플랫폼

SimSensei

안면인식 및 동작인식 기반 우울증 감지 시스템

Spruce

모바일기반 피부원격진료

TalkSpace

온라인 심리상담서비스

TELADOC

모바일원격진료

원격디지털청진기

Telehealth network and services

One Medical

원격진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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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서비스명

EMR/Practice
Management

원격진료차트서비스

CareCloud

병원통합관리시스템

ESO Solutions

환자진료정보 통합정보시스템

HR
Infection Control

management

Patient Experience

플랫폼
스마트안경

medCPU

임상결정지원시스템

Modernizing Medicine

클라우드기반의 의료보조시스템
개인 건강 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
시스템

PokitDok

인슈테크(보험관련 기술)

PracticeFusion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건강관리 플랫폼

YOSCO

의료협력 플랫폼

GOZIO health

실내외네비게이션 플랫폼

MedNav

병원시설네비게이션

Zenefits

클라우드 HRM 솔루션

AlititudeMedical

감염방지 도어핸들

Hyginex

손위생관리웨어러블

XENEX

UV 실내 살균 시스템의 공급

AdhereTech

스마트 무선 약 병

CAPSULE

처방약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디지털 약국

CeyHello

Medication

암 치료를 개선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기술

Google glass

My Chart

Hospital Navigation

설명

AUGMEDIX

Flatiro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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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복용 순응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
애플리케이션

MangoHealth

약물 복용관리시스템

MediSafe

의약품 복용 알람

PerceptiMed

약물복용관리서비스

PillPack

온라인조제서비스

RXREVU

환자맞춤형 약처방전플랫폼

ScriptHub Plus App

비용문제로 인한 약물 순응도 저하를
향상시키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TALYST

약국자동화시스템

Zapp

특수 처방 플랫폼

AppliedVR

가상현실플랫폼

Bivarus

환자 캡처 및 관리 서비스

MedStatix

클라우드 기반의 환자 경험 조사 플랫폼

NarrativeDX

환자피드백인공지능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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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서비스명

eGMS®
MACH
AirStrip

클라우드 기반 혈당 관리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대화 코치 자동 시스템
원격으로 모니터링

AliveCor Heart Monitor
Apple Watch
Best Doctors

심전도계
활동량 트래커
진료자문서비스

BlueStar
endotronix
Evolent Health

제2형 당뇨병 모바일 처방서비스
심장발작환자 원격모니터링
의료예방 및 의료시스템 개선 컨설팅

First Response
Fitbit
G4, G5

임신진단기, 임신 플래닝 앱
활동량 트래커
웨어러블 혈당기

Glooko MeterSync™
Google Fit
Google's

당뇨관리 플랫폼
모바일 헬스 플랫폼

Smart Contacts Lens

Patient Monitoring

설명

스마트콘택트렌즈

GrandCare
HealthKit
MediBeacon

원격 실버케어시스템
모바일헬스케어플랫폼
환자의 생체정보 모니터링

MiniMed 670G
MS Health
Omada Health

연속혈당 모니터링
건강 정보 저장 및 관리, 계획 제공 플랫폼
만성질환관리플랫폼

OptiScan
Owlet Baby Monitor
Pixie Scientific

중환자환자모니터링시스템
아기들을 위한 스마트 양말
스마트기저귀

RespondWell
RistCall
SENTRIAN

원격환자 모니터링
고령환자낙상방지용 웨어러블
인공지능기반 예방관리시스템

SoloHealth
Sproutling
Symphony tCGM System

건강관리 키오스크
아기용 스마트 모니터
비침습 혈당측정시스템

Telcare BGM
TEMP TRAQ
VALIDIC

텔케어 와이어리스 혈당 측정기
패치타입의 유아용 일회용 체온계
건강관리플랫폼.

Wath, E4 Wristband
Watson-Medtronic
Wello

Empatica
당뇨병 관리서비스
생체신호 측정 및 앱 연동 기기

ZIO patch

심장 부정맥 모니터링

제4장 국외 디지털헬스케어 현황

분야

Radiology

서비스명

설명

arterys

의료영상 딥러닝

Butterfly Network

영상이미지판독

EagleEyeMed

원격진단솔루션

Enlitic

머신러닝과 이미지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
진단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솔루션 제공

HeartFlow

관상동맥질환 진단예측

lifeIMAGE

의료영상공유플랫폼

SonoCine

유방암영상진단솔루션

Trice Medical

환자를위한 정형 외과 진단플랫폼

Readmissions/

AnalyticsMD

진료 보조 서비스

Emergency
Department

Jvion

인공지능기반의 임상예측시스템

Position Health

응급실정보및예약서비스

aidin

협력병원추천시스템

AristaMD

협력병원추천시스템

Grand Rouds

기업 대상의 직원 건강관리 플랫폼

Healthify

미충족의료해결 서비스

Kyruus

진료병원추천시스템

SOLERA

SaaS기반의 만성 질환플랫폼

Supply

Lab Sensor Soultions

운송추적서비스

Management

MedEX

병원약물 추척관리시스템

Surgery

GaussSurgical

영상 기반 모바일 플랫폼

OrthoSensor

근골격계 서비스플랫폼

Simulated Surgical Systems

로봇 보조 수술 시뮬레이터

Surgical Theater

VR기반의 수술리허설플랫폼

Touch Surgery

대화 형 모바일 수술 시뮬레이터

Referrals

Surgery

❚ 203

204 ❚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지원 사업

4.6 산업육성기반 현황
1)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선점을 위한 민간 투자 확대
◦ 미국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분야 역시 관련 투자를 확대하며 시장 활성화를 모색
- 투자업체 락 헬스(Rock Health)에 따르면 2014년 의료 ICT 관련 스타트업
에 대한 투자 규모는 41억 달러를 기록
◦ 각종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제품 및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행정과
바이오 센서는 현재 미국 민간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
- 2014년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 프리비아 헬스(Privia Health)는
환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중복 비용 제거와 재무 설계 등을 제공하는 병원 경영
지원 프로그램 ‘피지션 프랙티스 시스템(Physician Practice Management)’으로 주목
- 프리비아 헬스에 이어 2014년 투자 유치 규모 2위를 기록한 프리벤티스
(Preventice)는 사용자의 개입 없이 피부에 부착하는 형태로 생체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는 센서‘바디가디언(BodyGuardian)’으로 화제
- 이 외에도 프로테우스 디지털 헬스(Proteus Digital Health)는 체내에 섭취하는
약에 부착하여 약물 이용 패턴과 효과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초소형 무선
통신 센서 '헬리우스(Helius)'로 2014년 총 1억 3,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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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향후 전망
◦ 미국 의료계에서 디지털 기술(IoT 등)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미국 헬스케어 분야
에서 주요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IoT 등과의 접목으로 미래 헬스케어 서비스의
저비용, 기술력, 접근성의 강화 전망129)
◦ 헬스케어 IoT 사용으로 환자들이 병원 방문을 통해 발생되는 비용의 75%를 절감
할 수 있으며 병원 방문의 50%가 영상 진료를 통해 대체 가능
◦ 센서, 웨어러블 및 모바일 단말 등을 기반으로 한 IoT 기술과 헬스케어의 융합은
모바일 건강관리부터 원격진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 시장 확대 추세
- 원격진단, 원격치료, 환자의 행동수정 등을 통해 환자의 병원 방문에 대한 독립성
및 추가 합병증 방지 등의 이점으로 의료비 급상승이 억제될 전망
◦ 현재 미국은 심장질환, 천식, 당뇨등 만성질환의 의료비 지출이 전체의 1/3을 차지
하는 상황에서, 헬스케어 IoT 도입으로 3,050억 달러 (약 341조원) 의료비용
의 감소를 예상하며, 특히 만성질환에서 2,000억달러 (약 224조원) 감소가 예상
되고 있음

[그림 74] IoT로 인한 헬스케어 산업변화130)

129) 출처 :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미국 헬스케어 변화 전망,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06/6
130) 출처: The Digital Revolution Comes to U.S Healthcare, Internet of Things, Vol 5, Goldman Sachs,
2015.6

206 ❚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지원 사업

5. 유럽
◦ 유럽 eHealth 전략계획 'Health 2020'은 만성질환 관리 및 고령인구 원격 관리를
위한 통합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음
- 또한 WHO는 유럽 지역 전략 Health 2020으로 전략 방향을 설계하고, 정책의 폭
과 우선순위를 제공하면서 건강 증진과 의료 불균형 해소에 집중하고 있음
- ’05년 모든 WHO 국가들은 Universal Health Coverage (국민건강보험) 보장
추진을 합의하였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16년 기준 유럽 지역 84% 국가에서 지
원 제도를 시행중임. 모든 국민, 장소를 떠나 금전적 어려움이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e-Health는 국민건강보험 도입을 위한 필수적이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럽은 인지하고 있으며, 보건 서비스 및 정보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면서 전체
인구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접근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5.1 e-Health(원격의료) 전략
◦ 유럽의 원격의료 시장은 성장세에 있으며 주요 영향 요소는 인프라 기반시설의
확충, 보험 지불 가이드라인 및 시범사업의 현실화임
- 증가하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은 원격의료 도입에 속도를 올리
고 있으며 정부 및 지자체는 주요 시범사업들을 큰 규모의 사업적 요소를 검토
하며 진행을 시작함
- 원격의료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면서 동시에 다음 3~5년 동안 서비스 비용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음. 이는 사용자가 구매하는 디지털헬스케어 기기 가격의 하
락에 의한 것이며 또한 유럽 내의 원격의료 장비 공급자들의 높은 경쟁률도 영
향을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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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유럽 원격의료 시장 통계 현황(2015년)131)

◦ 한편 유럽 내에서도 원격의료 부분에 대한 적용률은 각기 다르게 통계되고 있고,
이는 각 국가의 eHealth 전략, 보건 IT 인프라, 예산 및 지원하는 법제도가 뒷받침
되고 있음

5.2 보건의료 디지털화
◦ 유럽 국가들의 보건의료산업 디지털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으며 고령화를
대비한 ICT 기술 및 의료용 로봇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 (이탈리아) 보건의료 디지털화는 유럽국가 중에 이탈리아가 선두에 있으며 이는
유럽에서 노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1.4%에 육박함
- 정부는 노인 대상 원격진료, 모니터링, 웨어러블 의료기기 개발에 적극적이며,
의료개혁을 위해 보건 예산 1,100억 유로 (약 145조원) 중에 IoT 분야 12.4%
및 스마트 헬스분야 9.0%를 투자할 전망임
- (Human Technopole) 이탈리아 의료 개혁으로 밀라노에 10년간 15억 유로
(약 2조원) 투자를 진행하며 IBM 유럽 최초의 왓슨센터 설립하고, 고령화 복지
131) Analysis of Remote Monitoring Markets for Telehealth and Telecare in Europe, 2015/11, Frost &
Sull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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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비하며 질환 및 약품을 연구함
◦ (네덜란드) 의료용 로봇산업의 정부 투자가 활발하여 스마트 산업팀을 구축하며
100만유로 (약 14억원)을 투자함. 이에 따라 수술 및 생체 조직검사 로봇 등과 같
은 의료분야 로봇 연구개발이 가장 활발한 국가임

5.3 m-Health
◦ m-Health 솔루션의 성장 기회 및 시장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준화, 통합, 상호운용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급자의 진입과 퇴출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OECD국가 중 상위에 속하며 ‘13년의 72%에서 ’14
년 기준 81.3%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유럽 m-Health 서비스의 기반을 강화시키고
있음

[그림 76] 총 모바일 보급률 예상 비교 2014년 vs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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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유럽 m-Health 시장(예상 시장 수익, 2014-2020)132)

◦ (어플리케이션) 유럽 내 mHealth시장의 발전 속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략
20,000개의 의료관련 어플리케이션 및 10,000개의 의료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분포되어있음
- 이에 따라 포화된 시장 속에서 시스템 효율과 비용 향상이 시장의 필수요소
로 떠오르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향상 및 디지털 의료솔루션에 긍정적 역할을 수
행할 것으로 기대함
◦ (시장 기회)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의료비용 감소, 만성질환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각국의 시장 기회는 다음과 같음
- (영국) 영국의 mHealth 시장 성장은 '15-‘20년 동안 CAGR 22.6% 예상되
며 국민의 건강관리에서 디지털 및 인터넷 기반의 사용자가 약 50%에 육박할 정
도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냄
∙ 각종 규제 및 보험 환급, 그리고 보건시스템과의 통합의 미흡으로 시장은 아직
성장가능성에 저해되는 상황임
∙ m-Health와 국가보건서비스(NHS)의 질관리 연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만성
질환 등과 같은 분야와의 mHealth 적용이 주목받고 있음
132) 출처: mHealth Market Opportunity in Europe 2016, Frost & Sull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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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mHealth 시장은 ‘15-’20년 CAGR 25.7%로 예상되며 독일 정부의
eHealth 전략인 High-tech Strategy 2020을 바탕으로 의료, 환자안전 및 데이
터 보호 중심의 국제 과제를 수행 중
∙ ’14년부터 독일은 건강보험에 의하여 mHealth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환급을
시작한 첫 번째 EU 국가이며, 인터넷 기반의 Caterna Vision Therapy 서비스가
Barmer GEK(865백만 가입자) 및 AXA로 의하여 서비스사용에 대한 보
험 환급을 실시함
∙ 엄격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존재하나 의료-환자 데이터 취급에 대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mHealth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로
하여금 낮은 장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업 매력도가 높은 편임
- (프랑스) mHealth 시장은 ’15년 $201백만 달러에서 ’20년 $521.7백만 달러로
증가될 것으로 CAGR 21.0% 예상되고 있으며, 프랑스 국민 중 약 53%가 건강
관련 mHealth 어플리케이션에 모바일기기 접속률을 보이며 높은 시장 성장 가
능성을 반영하고 있음
∙ 약 90%의 병원에서 초고속 인터넷 접속과 20% 의료진이 진단 및 치료 결정
에 디지털 기기를 업무에 사용함
∙ m-Health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의료기기법 하에 관리되고 있음.
따라서 보건부 승인을 받은 기기에 속하지 않다면 건강보험에 의해 mHealth
어플리케이션 및 플랫폼이 환급되지 않음
∙ 프랑스 전체인구의 약 20%, 1.5백만 국민이 최소 한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천식, 당뇨, 고혈압이 최상위 질환들이임.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만성 질환 관리를 위한 mHealth 플랫폼 개발에 전략을 계획 중이며 3-5년
동안 성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이탈리아) ’15년 $122백만 달러에서 ’20년 $299백만 달러 규모로 CAGR
19.6% 성장 예상되며, 이탈리아는 만성 질환 관리 및 고령화 인구에 mHealth
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으며 보건부 자체 개발의 어플리케이션 도입 및 여러 지
역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입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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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Health 적용을 위한 인프라 개발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브로드밴드 접속을
사용하는 의료진의 비율이 약 50%가 안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 전역의 보건 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eHealth 전략 통합이 필요함
- (스페인) mHealth 시장규모는 ’15년 $89백만에서 ’20년 $217백만으로 CAGR
19.5% 성장 예상되며, 국가적으로 EU eHealth 및 만성질환 관리 전략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에 스페인은 디지털 헬스케어 적용에 국가적으로 수혜
를 받은 것으로 평가됨
∙ 스페인 내 17개 각 지방에서는 각기 다른 온라인 건강 서비스들을 개발 중이므
로 현실적으로 조각나있는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임. 이에 따라 국가적 과제
로 통합된 헬스케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을 시행 중
∙ ‘Quality Plan for the Spanish National Health System’ 및 ‘Plan Avanza’는 두
개의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서, 헬스케어 인프라조성, 법제도 및 정책 확
립에 기여하는 전략을 포함함. 이를 통하여 m-Health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 기
술의 성숙과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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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러시아
6.1 보건의료산업환경
1) 보건의료현황
◦ 러시아의 인구는 2017년 기준 약 1억 4,337만 5,000명으로, 세계 9위 규모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1995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
하는 추세임
◦ 2015년 기준 러시아의 조출산율 및 조사망률133)은 각각 13.3명, 13.0명으로 유사
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동기간 OECD 국가 평균인 11.8명, 8.4명에 비해 출산율
과 사망률 모두 높은 편임
<표 45> 러시아 인구 1,000명 당 사망률 추이
`(단위 : 명)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13.8

13.91

15.17

14.65

16.06

16.04

16.03

13.83

13.6

출처 : INDEX MUNDI

133) 인구 1,000명당 출생아 및 사망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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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러시아의 영유아 사망률은 연간 인구 1,000명당 6.8명으로 동기간 OECD
국가 평균인 6.11명 보다 높음. 인구 1,000명당 5세 미만 유아의 사망률은 8.4명,
1세 미만 영아의 사망률은 6.7명으로 집계
(단위 : 인구 천 명당 사망자 수)

[그림 78] 러시아 영유아134) 사망률 추이135)
출처: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러시아의 고령인구 비율이 2013년 13%, 2014년
13.2%, 2015년 13.5%로 점차 증가해 국제연합(UN)이 정의한 고령사회에 들어
서는 단계임.
- 2015년 평균 기대수명은 71.4세로 매년 소폭 증가하였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약 10년 이상 높음

134) 5세 미만의 유아
135) 10만 명당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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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세)

[그림 79] 러시아 평균기대수명
출처: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표 46> 러시아 인구학적 및 기타 보건의료 통계
(단위 : 명, 세, $)
2011

2012

2013

2014

2015

143,211

143,288

143,367

143,429

143,457

조(粗)출산율(천 명당)

12.6

13.3

13.2

13.3

13.3

조(粗)사망률(천 명당)

13.5

13.3

13.0

13.1

13.0

8.1

7.4

7.1

7.1

6.8

69.8

70.2

70.7

70.9

71.4

4.8

5.0

5.2

5.2

5.6

인구 수(천 명)

영유아 사망률(천 명당)
기대수명
의료비 지출비용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World Bank

제4장 국외 디지털헬스케어 현황

❚ 215

2) 주요 질병 및 보건 이슈
◦ 2015년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발병한 질병은 호흡기 질환으로 한 해 동안 4,946
만 4,000건 발생하였으며, 부상, 중독 및 기타 외적원인으로 유발되는 질환과 비
뇨생식기 질환이 각각 1,323만 5,000건, 679만 3,000건이 발병하여 전체 발병 질
환 중 2~3위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음. 또한 주요 질병발생 요인은 운동부족, 흡연,
과도한 알코올 섭취 등 러시아인의 잘못된 생활습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혈액순환(순환계) 질병과 내분기계 질병은 전체 질병 발생의 각각 4%와 1.7%
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병률은 지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표 47> 러시아 주요 질병 생애 첫 발병건수
(단위 : 천 명)
2000

질병 전체
호흡기질환

2005

2010

2013

2014

2015

106,328 105,886 111,428 114,721 114,989 113,927
46,170

41,915

46,281

48,568

48,708

49,464

12,544

12,808

13,096

13,285

13,183

13,235

비뇨생식기 질환

5,470

6,560

6,842

7,147

7,164

6,793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6,407

7,073

6,886

6,740

6,767

6,437

소화기질환

4,698

5,034

4,778

5,055

5,342

5,163

눈과 그 부속기 질환

4,638

4,778

4,715

5,023

5,067

4,878

혈액순환장애

2,483

3,278

3,743

4,285

4,205

4,563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4,452

4,746

4,789

4,634

4,647

4,410

감염 및 기생충 관련 질환

6,448

5,312

4,690

4,434

4,504

4,116

귀와 꼭지돌기 질환

3,191

3,425

3,867

4,014

4,050

3,893

임신/출산/출산 후 질환

2,085

2,471

2,889

2,778

2,801

2,618

신경계 질환

2,227

2,178

2,345

2,364

2,370

2,257

내분기계 질환, 섭식장애, 대사장애

1,234

1,361

1,461

1,527

1,636

1,953

종양

1,226

1,357

1,540

1,629

1,693

1,672

551

647

705

668

688

692

214

243

295

298

307

297

부상, 중독 및 기타 외적원인으로
유발되는 질환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체계를 침범하는 기타장애
선천적 기형(발달장애), 기형 및
염색체 이상
출처: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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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러시아인의 주요 사망원인은 협심증과 뇌 혈관질환 및 심근병증인 것으
로 나타남. 2005년도 주요 사망원인 4위에 해당하던 심근병증이 2016년 3위로
상승하였음.
<표 48> 2016년 러시아 주요 사망원인
순위

10대 사망원인

10대 조기사망 원인

1

협심증

협심증

2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

3

심근병증

자해

4

알츠하이머

심근병증

5

폐암

교통사고

6

자해

하기도감염

7

대장암

폐암

8

하기도감염

알코올성 장애

9

위암

폭력

10

만성 폐색성 폐질환(COPD)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HIV/AIDS)

출처: healthdata.org/russia

3) 보건의료 인프라
◦ 2015년 러시아 내 병원 형태의 보건의료 기관은 약 5,528개임. 이는 2010년(6,308
개) 대비 약 14% 감소한 수준으로 러시아 내 병원 수는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음
- 러시아 정부의 의료보험 개혁 및 지방 지역의 병원 폐쇄로 병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병원의 서비스 수준이 공공 병원보다 높기 때문에 환자들은
민간 전문병원을 더욱 신뢰하며 이용을 선호함
<표 49> 러시아 병원현황

(단위 : 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병원 수

6,308

6,343

6,200

5,900

5,600

5,528

공공병원

5,895

5,928

5,794

5,514

5,234

5,167

민간병원

413

415

406

386

366

362

병상 수
인구 1전명 당 병상 수
출처: BMI Research

1,339,492 1,347,080 1,332,300 1,301,900 1,266,800 1,246,494
9.4

9.4

9.3

9.1

8.8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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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그림 80] 러시아 병원 수 변화 추이
출처: BMI Research

◦ 러시아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의료기기가 부족한 실정으로 2014년 러시아
의료기기 및 소모품 시장규모는 2,694억 루블(한화 약 5조 701억 원)로 자국산
제품 비중은 14.2%에 불과
◦ 특히 농촌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주요 도심에 비해 열악한 상황임
- 러시아 보건부 산하의 지역중앙병원 수는 2012년 1,719개에서 2014년 1,470
개로 3년 동안 약 17% 감소함
- 러시아 감사원에 따르면 약 1만 7,500개 마을이 의료 인프라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숙련된 의사 부족, 양질의 약품 및 고급의료장비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음
◦ 2015년 기준 러시아 의료기관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1.7% 감소한 355만 4,700명
으로 집계됨
- 러시아는 시설현황과 대조적으로 여유로운 의료인력 현황을 보이는데, 인구 1천
명당 의사가 4.0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3.4명보다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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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명당 간호사의 수도 8.7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9.0명과 큰 차이가 없음
<표 50> 러시아 의료서비스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의사(천 명당)

4.3

4.0

4.0

4.2

4.0

간호사(천 명당)

8.8

8.5

8.8

9.0

8.7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 러시아의 의료종사자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수준의 임금, 공공 의료기관 규모 축소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더불어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의료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삭감 역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힘
◦ 국영의료기관 의료종사자에 비해 민영의료기관, 특히 러시아-해외법인 간 합작
형태의 의료기관 종사자의 급여가 월등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영의료기관의
인력이 민영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추세임
- 2012년 러시아 정부는 낮은 수준의 급여가 자국 의료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여겨 2018년까지 의사의 급여를 200%까지, 중급 및 하급 의료 인력의 급여를
100%까지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136)
◦ 러시아 의사의 평균임금과 임금상승률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임
- 러시아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러시아 남부 인구셰티야공화국 내 의사의 월평균임
금이 2만 3,200루블(한화 약 44만 원)로 최저 수준임
- 러시아 극동의 추코트카자치구의 평균임금은 10만 9,000루블(한화 약 205만
원)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모스크바의 의사 월평균임금은 8만 1,000루블(한화 약 152만 원)
- 2016년 1~9월 기준으로 모스크바 의사의 월평균임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반면 야말-네네츠크자치주의 경우 3% 하락

136) 러시아연방 대통령 지시(No.597) <국가 사회정책 실현을 위한 절차지침>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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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서비스 현황
◦ 러시아의 의료서비스 시스템은 국영(공공)의료와 민영(유료)의료로 분류
- 국영(공공)의료는 러시아 행정부 산하 연방기관 및 주, 지방, 시, 자치구 등 러시아
연방주체 내 보건 분야 기관 및 기업으로 구성됨
- 국가로부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자체적인 운영권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들과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제약 및 의약품 유통기관 등 역시 공공의료에 포함되며,
지자체관할 보건의료 체계로 분류
- 민영(유료)의료는 사유권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는 보건기관, 의약품 유통기관
등과 사립형태의 의료 및 제약활동을 영위하는 주체로 구성
◦ 러시아의 국영(공공)의료 서비스 시장은 2010년 2,000억 달러(한화 약 214조
원)에서 2015년 5,000억 달러(한화 약 535조 원) 규모로 성장
-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보건 시스템은 열악한 상황으로, 러시아 정부는 의료서비
스의 품질 및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러시아는 1970년대 유럽에서 수입한 의료기기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의
료서비스의 수준 역시 높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의 의료근대화 프로젝트가 수차
례 진행된 바 있음
◦ 러시아 내 민영(유료) 의료서비스 시장규모는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약
78% 성장137)
-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민영(유료) 의료서비스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
- 러시아의 열악한 국영(공공) 의료서비스 수준은 개인병원이나 고급 메디컬센터
등 민간 의료시설의 수요를 높임
- 특히 주요 대도시를 위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또한 국가의무보험이 아닌 개인보험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시장 역시 약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37) 러시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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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러시아 민영(유료) 의료서비스 시장의 연간 성장률

성장률

(단위 : %)

2011

2012

2013

2014

2015

11.6

14.4

14.9

24.2

13.7

출처: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 러시아 내 민영(유료) 의료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
- 2016년 민영(유료)의료기관 중 종합의료센터의 성장률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임
- 환자가 한 곳에서 필요한 모든 검진절차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 큰 이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민영(유료)의료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원격의료지원을 포함한 디지털 의
료 도입, 의료서비스의 품질 등이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것
◦ 최근 러시아 국영(공공)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고도의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경우 환자들은 민영(유료) 의료서비스 시설을 이용
하거나 해외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선호
- 치료를 위해 해외를 방문하는 러시아의 환자 수는 매년 약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단위 : 십억 루블)

[그림 81] 러시아 유료⋅공공 의료서비스 시장규모
출처: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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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출입현황
◦ 수출에 비해 수입이 약 34배 많은 의료기기 수입국으로 2016년 기준 약 16억
1,880만 달러(한화 약 1조 7,224억 원)에 달하는 의료기기를 수입
◦ 독일, 미국, 중국산 의료기기 수입 비중이 절반 이상(55.7%)을 차지
- 독일산 의료기기 수입규모는 약 4억 달러(한화 약 4,290억 원)로 전년 대비
5.2% 증가
- 미국산 의료기기 수입액은 2억 6,640만 달러(한화 약 2,857억 4,760만 원)로
전년 대비 –23.5% 하락
- 중국산 의료기기 수입규모는 전년 대비 17.2% 증가한 2억 2,930만 달러(한화
약 2,459억 9,495만 원)로 집계
◦ 이탈리아와 프랑스, 멕시코산 의료기기 수입규모가 전년 대비 각각 93.0%, 43.1%,
28.5%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
- 이탈리아로부터 수입한 의료기기의 수입액은 1억 304만 달러(한화 약 1,104
억 736만 원)로 전체 수입의 6.3%를, 프랑스 의료기기 수입액은 5,240만 달러
(한화 약 561억 4,660만 원)로 전체 수입의 3.2%를 차지하여 각각 수입상위 5,
6위국에 기록
- 2016년 멕시코는 러시아의 수입상위 9위 국가로 전체 시장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액은 4,490만 달러(한화 약 481억 1,035만 원)로 집계
◦ 2016년 한국산 의료기기의 수입액은 3,980만 달러(한화 약 426억 4,570만 원)
로 전체 수입의 2.5%를 차지
- 동년 한국산 의료기기 수입은 전년 대비 –5.6% 하락
- 한국의 의료기기는 가격대비 우수한 품질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점유율은 높지
않은 편으로 전체 수입국 중 10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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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2016년 주요 품목별 한국 제품 순위
HS Code

제품명

한국순위

9018

의료기기

10

901890

의료, 외과 치과 기기 및 공구

14

901839

카테터, 캐뉼러 등

31

901812

초음파 검사 장치

3

901831

주사기

901850

안과용 기기

5

901849

치과기기 및 가전제품(치과드릴엔진 외)

5

901819

전기진단장치

15

901813

자기공명 촬영기기

12

901832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과 봉합용 바늘

901841

지과기기 및 장비

901820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901811

심전계

901814

신티그래픽 장치

13

7
10
6
10
-

출처: KOTRA, Medical Ru 등

◦ 2016년 러시아의 주요 의료기기 수입품목 중 신티그래픽 기기와 자외선 또는
적외선 장비의 수입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신티그래픽(HS Code 901814)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무려 685.9%138)가 증가하
였으며, 자외선 또는 적외선 장비(HS Code 901820) 수입액은 전년 대비
73.95% 증가
◦ 이 외에도 전기진단장비139), 안과용 장비 및 기기140), 외과, 치과 기기 및 기
구141) 등 품목 수입액 역시 각각 55.84%, 10.43%, 10.6% 증가
- 러시아 전체 의료기기 시장에서 진단이미지기계142)와 치과제품143)이 각각 시장
의 32.9%, 2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138)
139)
140)
141)
142)
143)

금액 기준
HS Code 901819
HS Code 901850
HS Code 901890
diagnostic imaging
dent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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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진단이미지기계 시장규모는 약 9억 9,000만 달러(한화 약 1조 613억
원), 전기진단장비가 약 4억 6,000만 달러(한화 약 4,928억 9,000만 원), 방사선기
기가 약 1억 6,000만 달러(한화 약 1,714억 4,000만 원) 규모를 보임

6.2 디지털헬스케어 ICT 환경
1) 인터넷
◦ 러시아 인터넷 사용률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2009년 29%를 기록하던 러시아의
인터넷 사용률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4년 이후에는 70%를 상회
◦ 2016년 러시아의 인터넷 사용률은 미국의 인터넷 사용률인 76.18%를 넘어서
는 76.4%로 집계됨
- 2016년 기준 러시아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약 1억 877만 명으로 추산
(단위 : %)

[그림 82] 러시아 연도별 인터넷 사용률
출처: stat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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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인터넷 환경과 보급률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대도시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속해있는 중앙연방지구의 인터넷 사용자 비중은 전체의
23.8%인 2,030만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는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과 극동지역은 지리적 특성, 적은 인구 수 등으로 인프라가
발달되지 않아 인터넷 사용률이 낮은 편
-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인터넷 사용률은 각각 13%, 4.2%에 불과
- 특히 극동지역은 낙후된 인프라로 인해 인터넷 사용 비용이 모스크바와 상
트페테르부르크에 비해 높으며, 이러한 환경이 인터넷 사용률을 저해하기도 함
◦ 러시아 주요 도시의 광대역 가입자 수는 수도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인프라가 발달하지 않은 시베리아연방
등은 주요 도시에 비해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가 40% 이상 낮게 나타남
<표 53> 러시아 주요도시의 광대역 가입자 수
(단위 : 인구 100명당 가입자 수)
지역명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구 100명당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30.45
28.8

중앙 연방 지구

20.49

러시아 연방

18.26

시베리아 연방

17.21

출처: 러시아 통신부(Минкомсвязь России)

2) 이동통신 보급현황
◦ 러시아의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2021
년에 러시아의 스마트폰 이용자는 전체 인구의 약 66.72%인 9,3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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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명)

* 2016년부터는 예측치임

[그림 83] 러시아 스마트폰 사용자 수
출처: statista

◦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TrendForce에 따르면 러시아 모바일폰 시장에서 스마트
폰의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1년 이래로 러시아 시장에서 피처폰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스마트폰 판매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15년 판매된 스마트 폰은 2,615만 대로 이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수준
<표 54> 러시아 모바일 폰 판매량
(단위 : 백만 대)
연도

피처폰
스마트폰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30.57

31.97

26.26

23.29

20.97

17.07

5.91

8.52

13.83

19.21

21.40

26.15

출처: TrendForce

3) 빅데이터
◦ 미국의 IT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러시아의 빅데이터 시장은 아직 발달되
어있지 않은 상황으로 2014년 기준 러시아의 빅데이터 시장은 약 3억 4,000만
달러(한화 약 3,624억 4,000만 원)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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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빅데이터 시장은 2018년까지 연간 2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는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편으로, 러시아의 10대
IT 기업인 CROC社의 로만 바라노프(Roman Baranov) 수석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의 빅데이터 산업은 클라우드 기술의 부재로 인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인프라는 잘 구축되어 있음
◦ 러시아 기업인 얀덱스(YANDEX)社는 자체 빅데이터 기술을 개발하여 이와 관련
된 검색, 번역, 스팸 필터링, 교통상황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기술 연구소(BigData
Technologies Laboratory)를 지원하고 있음. 연구소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 인력을 구축하기 위해 러시아 내 대학에 빅데이터
연구 및 교육센터를 설립
- 2013년에 설립된 우랄연방대학(Ural Federal University)은 경제 분야의 데이터
마이닝 및 분석에 초점을 맞춰 연방정부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음

4) IoT(사물인터넷)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Research Nester에 따르면 러시아의 IoT 시장은 러시아의
통신 기술의 발전과 러시아 내 시스템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IoT 시장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9.62% 성장하여 2023년에
는 742억 달러(한화 약 79조 4,756억 2,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스마트폰, 태블릿 기타 스마트 장치의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스마트 기기
들을 연결할 수 있는 IoT 기술이 주목받고 있음
◦ 현재 러시아의 IoT 시장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및 통신사가 선도하고 있으며
Axiros, Cisco, INTECH, Intel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진출해 있음
◦ 러시아 통신업체인 Enforta社는 네트워크 업체인 Actility社와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 연방 내의 60개의 도시에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나타남
◦ 러시아의 사물인터넷 개발 업체들은 표준화된 솔루션, 오픈 인터페이스 등의 상용
가능한 기술을 통해 발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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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대형 이동통신 업체인 MTS社는 러시아의 IoT 시장 확대를 위해
MTS Open IoT lab을 설립
- NB-IoT와 같은 장치와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센서 등을 통해
기술을 구현
◦ 러시아 정부는 인터넷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기금인 FRII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기금의 범위를 웨어러블 기기를 포함한 IoT 분야로 확대함
◦ FRII는 러시의 기술 관련 대기업인 GS Group, 모바일 기업인 메가폰(Megafon)
등과 함께 국제 IoT 컨소시엄을 개최함
◦ 러시아의 IoT 기술은 러시아의 주요 경제원인 석유 및 천연가스, 광업 등의 천연
자원과 관련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IoT 기술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동하는 석유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음

5) 인공지능(AI)
◦ 러시아의 인공지능(AI) 시장은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추세임.
SAP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에는 정부 지원 하에 약 1,500여 개의 인공지능 연
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 러시아 과학기술부는 러시아 주요 대학의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지원을 제공
◦ 현재 러시아의 인공지능 시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
단계에 있음
- 모스크바 물리학 및 기술 연구소(MIPT)는 인공지능의 소통 기술과 자가 학
습기능을 통해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중
- 현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원자력 발전소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연구 중에 있음
◦ 러시아 군위원회(Russian Military Industrial Committee)는 2030년까지 러시아의
군사력 중 30%를 완전한 원격제어시스템과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는 내용의 계획을 승인함
- 러시아는 지난 5년간 군사용 로봇 및 로봇 시스템에 투자를 진행해왔으며, 2015
년에는 이러한 기술을 실제로 구현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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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러시아 ICT산업수준
◦ 현재 러시아의 IoT(사물인터넷)는 IT산업 중 공공부문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
는 기술임
- 2011년 이고르 체골레프(Igor Schegolev) 러시아 정보통신부 前 장관은 클라우
드 컴퓨팅 분야를 IT 산업에서 최우선적으로 육성해야할 기술로 언급한 바 있음
- 모스크바 교통국은 IoT 기술을 활용해 건물 내 주차현황을 나타내는 서비스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정보를 전광판에 띄우는 서비스를 시행함
- 러시아의 국영은행인 스베르뱅크(Sberbank)는 유럽에서 가장 큰 데이터처리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
◦ 인공지능 기술은 최근 10년 간 주목받고 있는 IT 기술로, 기업 차원보다 국가
적 차원에서 활발한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 개발에 약 3
억 9,000만 달러(한화 약 4,184억 7,000만 원)를 투자함
- 인공지능은 정부의 주도 하에 특히 군사⋅안보⋅보안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됨
- 2017년에는 모스크바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국제회의인 ｢BICA 2017
과 Neuroinformatics 2017｣ 등이 개최됨
◦ 러시아의 ICT 발전지수는 미국, 한국 등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수준을 보임.
2017년 기준 한국의 IDI 지수144)는 세계 2위. 미국은 세계 16위 수준이나 러시아
는 세계 45위에 그침
<표 55> 러시아 IDI 지수 및 순위
국가

2017년 순위

2017년 IDI

2016년 순위

2016년 IDI

45

7.07

43

6.91

한국

2

8.85

1

8.80

미국

16

8.18

15

8.13

러시아

출처: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144) IDI(ICT Development Index) :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가 150여 개 국가를 대
상으로 ICT 접근성, 이용도, 활용력 등을 평가하여 국가별 ICT. 발전정도와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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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조사기관 BMI Research는 러시아 IT 시장이 2016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0년까지 약 31.6% 성장할 것으로 예측함
◦ 러시아는 인터넷 사용자, 고정 광대역 사용자, 모바일 광대역 사용자 등의 IT 지표
에서 2016년 기준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를 보임
<표 56> 러시아의 IT 지표
(단위 : %)
인터넷 사용자 비중

고정 광대역 사용자
(인구 백명 당)

모바일 광대역 사용자
(인구 백명 당)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73.4

76.4

18.9

19.5

71.2

75.0

출처: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6.3 디지털헬스케어 시장동향
1) 디지털헬스케어 시장현황
◦ 인구고령화 및 의료비 지출 증가, 건강수명 연장에 따른 삶의 질 개선 등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기존 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 역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촉진
◦ 의료서비스와 ICT의 융합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
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최근 다양한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개인이 각자 운동량,
섭취 칼로리, 스포츠 활동 기록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디지털헬스
케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웨어러블 디바이스,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개인은 스스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발전과 함께 동반성장하고 있음
◦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은 모바일 네트워크, 단말기,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ICT
기술과 접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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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통신사 등 ICT기업뿐만 아니라 보험사, 가전회사, 자동차
제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력체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 발굴 기회가 무궁무진한 것이 특징
◦ 러시아는 eHealth에 대한 다양한 국가정책 및 전략을 보유하고 있음. 대표적인
정책은 eHealth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 및 전략으로 지난 2013년 채택되었으며,
건강정보시스템(2011년), 원격의료(2008년)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채택해 시
행하고 있음
<표 57> 러시아 eHealth 국가정책 및 전략 현황
국가정책 및 전략

러시아

글로벌 평균

채택연도

국가 보편적인 건강보험정책 및 전략

YES

75%

1991

국가 eHealth 정책 및 전략

YES

58%

2013

국가 건강정보시스템(HIS) 정책 및 전략

YES

66%

2011

국가 원격의료 정책 및 전략

YES

22%

2008

러시아

글로벌 평균

자금조달원

공적자금

YES

77%

>75%

민간 또는 상업자금

YES

40%

<25%

기부/비공개 기금

YES

63%

<25%

공공-민간 파트너십

YES

42%

<25%

러시아

글로벌 평균

채택연도

다국어에 대한 정책이나 전략

YES

28%

1991

다국어로 된 정부 인터넷 사이트

YES

48%

-

러시아

글로벌 평균

비율

학생 - ehealth 부문에서의 사전 트레이닝

YES

74%

50-75%

전문인력  ehealth 부문에서의 현업 교육

YES

77%

50-75%

ehealth를 위한 자금조달

ehealth 내 다국어

eHealth 역량 구축

출처: WHO

◦ 러시아는 의료 목적의 데이터 전송 및 공유,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법적으로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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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보시스템 내 의료전문가 간 디지털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는 국내외 모두
금지하고 있음
<표 58> 러시아 국가정책 및 전략 내 eHealth 범위
정책 또는 입법의 목적

러시아

글로벌 평균

-

31%

YES

46%

YES

48%

YES

54%

NO

34%

NO

22%

연구기관 간의 개인 및 건강 데이터 공유를 관리

YES

39%

EHR 내 개인의 건강 관련 데이터에 대한 개인적 전자 접근 허용

NO

29%

NO

32%

NO

18%

NO

28%

시민등록 및 중요한 통계 관리

YES

76%

국가 인식 관리 시스템 관리

YES

65%

원격의료(Telehealth)와 같은 의료서비스의 의료관할권, 책임 또는 배상을
정의
데이터의 품질, 전송기준 또는 객관적인 임상 기준에 기반해 환자의 안전과
치료의 품질을 다룸
종이 또는 디지털 등인지에 관계없이 식별가능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
전자건강기록(EHR)에서 전자형식으로 보관된 개인의 건강 관련 데이터 내
정보를 보호
동일한 국가 내에서는 EHR을 사용하여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하는 의료
전문가 간의 디지털 데이터 공유 관리
EHR의 사용으로 인해 다른 국가 보건 서비스에서 의료전문가 간 디지털
데이터 공유 관리

EHR 내 개인의 건강 관련 데이터가 부정확한 것으로 알려질 경우 이에 대한
수정요청을 허용
EHR 내 개인의 건강 관련 데이터에 대한 삭제 요청 가능
개인은 자신의 EHR에서 어떤 건강 관련 데이터를 자신이 선택한 전문가와
공유할 수 있는지 지정 가능

출처: WHO 2015

◦ 러시아는 2013년도부터 국가 전자건강기록 시스템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으
나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리 법안은 2017년까지 따로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8년 1월 ‘보건분야 정보통시니 기술 사용에 관한 법’ 개정안이 발효
됨에 따라의무기록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현재 1, 2, 3차 의료기관에서 전자건강기록을 도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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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건강기록을 보유한 1차 의료기관의 비중은 약 50~75%인 것으로 집계된
반면, EHR을 보유한 2, 3차 의료기관은 2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표 59> 러시아 전자건강기록 시스템 현황
러시아

채택연도

국가 전자건강기록 시스템

전자건강기록 개요

YES

2013

국가 EHR 시스템의 사용을 관리하는 법안

NO

-

EHR 사용

EHR 보유 시설 비율

1차 의료기관(예: 진료소 및 보건소)

YES

50-75%

2차 의료기관(예: 병원, 응급실)

YES

<25%

3차 의료기관(예: 전문 치료기관, 1, 2차 의료기관의 의뢰)

YES

<25%

러시아

글로벌 평균

실험실 정보 시스템

YES

35%

병리학 정보 시스템

YES

18%

약학 정보 시스템

YES

33%

PACS

NO

26%

EHR을 보유한 건강시설

기타 전자 시스템

예방접종 자동알람시스템

NO

10%

러시아

글로벌 평균

전자 의료 청구 시스템

YES

58%

정보시스템 공급망 관리

YES

58%

건강정보시스템을 위한 인적자원

YES

69%

ICT기반의 보조기능

출처: WHO 2015

◦ 러시아의 원격의료 프로그램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민영기관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원격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파일럿 단계에 있음
<표 60> 러시아 원격의료 프로그램 현황
원격의료 프로그램 개요

건강시스템 등급

프로그램 타입

Intermediate

Established

원격 피부과(teledermatology)

National

Informal

원격 병리학(telepathology)

National

Pilot

원격 정신과(telesychiatry)

National

Informal

Intermediate

Pilot

원격 방사선 의료(teleradiology)

원격 환자 모니터링(Remote patient monitoring)
출처: WH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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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level: 여러 다른 지역 내 보건 기관
- Regional level: 동일한 지리적 지역 내 보건 기관
- National level: 위탁병원, 연구소 및 보건기관(주로 공공기관이나 민영기관)
- Intermediate level: 지방 또는 지역시설: 국립 및 사립 병원, 보건소
- Local or peripheral level: 보건진료소, 기본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는 보건센터
- Informal: 공식적인 절차와 정책이 없는 건강목적을 위한 ICT 사용
- Pilot: 프로그램 테스트 및 평가
- Established: 최소 2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예정인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
◦ 러시아는 현재 보건 부문에서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정책이나 법안을 별도로 보유
하고 있지 않음
<표 61> 러시아 보건 부문 빅데이터 정책 및 전략 현황
정책 및 전략 - 목적

러시아

글로벌 평균

채택연도

보건 부문에서의 빅데이터 사용을 관리

NO

17%

N/A

민간기업의 빅데이터 사용을 관리

NO

8%

N/A

출처: WHO

2) 시장규모
◦ 2017년 러시아 eHealth 시장규모는 약 2억 8,408만 달러(한화 약 3,046억 5,000만
원)에 달함145)
- 시장규모 산정 시 환자 모니터링과 관련한 원격 의료서비스를 목적으로, 애플리
케이션이 연결되어 사용하기에 적합한 가정용 의료기기 및 해당 애플리케이션
에서의 구매146)가 포함됨
- 2018~2020년 동안 13.6%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이며 2020년에 4억 5천만 달
러(한화 약 4,759억 2,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145) Statista, eHealth-Russia (https://www.statista.com/outlook/312/149/ehealth/russia#)
146) In-app-Purc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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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 달러)

[그림 84] 러시아 eHealth 시장규모
출처: Statista

◦ eHealth 서비스 이용자 중 당뇨병 환자의 이용률이 가장 높으며, 1인당 평균지출액을
의미하는 ARPU147)는 심장마비 환자가 가장 높음
<표 62> 러시아 eHealth 사용자 수 및 ARPU 변동추이
(단위 : 천 명, 달러)
2014

사용자
수

ARPU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당뇨병

110

142

176

213

246

275

292

고혈압

39

67

113

180

262

356

470

심장마비

49

70

94

123

152

175

195

당뇨병

45.433

44.752

47.816

51.988

58.166

67.158

81.314

고혈압

80.029

57.459

47.056

42.962

43.894

48.697

55.228

863.847

827.01

832.734

836.351

843.415

837.75

829.65

심장마비

147) Average Revenue per User, 가입자 1명 당 특정 기간 동안 지불한 평균 금액을 산정한 수치로 주로
통신 서비스 사업의 수익 지표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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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

[그림 85] 러시아 eHealth 사용자 수
출처: Statista

◦ 현재 러시아에서는 IT와 의료기술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혁신센터가 조성되어 다
양한 연구 및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ICT 등 수입의존율이 높은 산업분야의 선진기술 도입 및 집적화를
목적으로 스콜코보 혁신센터를 설립함
- ‘러시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스콜코보 혁신센터는 입주기업에게 세금감
면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스타트업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유도함
- 2017년 발표된 ‘2025 러시아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 of Russia 2025)에
따르면, 러시아의 IT 및 4차 산업혁명은 스콜코보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됨
◦ ‘IT’와 ‘바이오 및 의료’ 클러스터의 융합을 목표로 하는 스콜코보 혁신센터는 IT,
에너지효율, 원자력, 바이오메드(바이오 및 의료), 우주항공 등 총 5개의 클러스
터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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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 간의 협업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2년에는 IT와 바이오메드
클러스터간의 합작을 통해 '모바일진단기기 스콜코보148)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ICT기술과 바이오 및 의료기술의 공동연구를 촉진하였음
- 해당 콘테스트를 통해 자동진단기능과 바이오센서를 갖춘 모바일 원격 모니터
링 솔루션을 발표한 팀이 1위를 차지함
- 그 밖에도 기존의 의료 모바일기기의 생산가를 낮추고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
새로운 디지털헬스케어 개념 발표 등의 논의가 이루어짐

출처: http://sk.ru/news/

[그림 86] 2012 Skolkovo M.D' 콘테스트 진행모습

◦ 다국적기업 및 외국 정부기관과의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짐
- 헬스케어, 생활가전 등의 네덜란드계 다국적기업인 필립스(Philips)는 2017년
스콜코보 혁신센터 내에 자체적인 의료기술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인공지능 및
컴퓨터와 연결된 건강진단기기 등을 개발 중
- 한국은 2010년부터 협력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까지 디지털 병원 설립을 구상
하고 있음
◦ 또한 현재, 모스크바 국제의료클러스터(Moscow International Medical Cluster)
내에 한국의료기관의 진출을 위한 협력이 추진 중에 있음
- 세르게이 소뱌닌(Sergey Sobyanin) 모스크바 시장에 따르면 많은 외국계 의
료기관들이 스콜코보 혁신센터의 입주를 희망하기 때문에 ICT와 의료가 접
목된 eHealth케어 분야가 급격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였음
148) Mobile Diagnostic Device Skolkovo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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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헬스케어 적용분야 및 사례
가.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헬스케어
◦ WHO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3년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자기록망으로 통합하여 공
유 및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전자건강기록시스템(EHRs)을 도입하고 있음. 러
시아에서 전자건강기록시스템(EHRs)은 1차 의료기관(클리닉, 헬스케어센터), 2차
의료기관(병원, 응급센터), 의료시설의 범주에 속하는 기타 시설(특수 시설, 1
⋅2차 의료시설의 위탁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음
◦ 러시아 과학기술협회의 이반 오셀레데트(Ivan Oseledets) 선임연구원은 아직까지
러시아 보건시장에서 빅데이터 활용도는 낮은 상황임을 지적
- 일부 러시아 내 의료업계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나,
러시아 전반을 살펴보면 러시아 보건업계는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하는 단계까지 와있지 않음
- 병원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우수한 기기라고 하더라도 인터넷 연결, 환자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의 기능이 부재
◦ 러시아 병원은 의료전자기록화, 연구정보시스템, 시각정보 보관시스템, 소통시스템
등 IT와 연계한 의료부문의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예산 및 고급 인력의 부
족 등으로 인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

나. 모바일 헬스케어
◦ 호주의 Alive Technologies社와 모스크바 대학이 협력하여 개발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무선으로 소비자들의 건강관리 및 질병 진단 등이 가능함
◦ GPS 시스템과 모바일기기를 통해 소비가 운동 시 원격으로 관리자가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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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Alive Hearth and Activity Monitor
출처: www.alivetec.com

◦ 한국의 통신 기업인 KT 또한 모바일 건강진단 솔루션을 통해 러시아에 진출
하기 위하여 2017년 9월에 부산대학교병원과 공동으로 러시아 극동개발청과
MOU를 체결하였음
◦ 주요 내용은 KT의 모바일 건강진단 솔루션을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의 의료환
경 개선을 추진하는 것임

다. 원격의료
◦ 러시아 원격의료 서비스 수준은 세계 6위 수준으로 전체 시장의 약 3% 차지하고
있음. 러시아 원격의료서비스 시장규모는 산출되기 어려운 상황이나 시장 잠재력은
1억~3억 달러(한화 약 1,070억~3,21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 원격의료 서비스는 러시아 정부의 정책적 측면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는 부문으로
러시아 내 IT환경의 개선,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원격의료
시장의 성장이 기대
◦ 2020년까지 연간 2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4억 달러(한화 약 4,280억 원)까
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149)
- 2020년까지 러시아에서 원격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는 700만
149) Doctor 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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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표 63> 러시아 원격의료 시장성 분석
구분

질병감시

진료기록 관리

외래환자 관리

약물관리

자가진단

기술력

최상

하

중

중

중

시장성

상

상

중

중

상

출처: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 미국의 IT 서비스기업 IBM은 러시아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환자에게 평준화된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는 솔루션을 개발
- 해당 솔루션은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접근이 가능함
- 사례관리, 인지분석, 파일공유, EMR 통합, 위치서비스, 채팅기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기능을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

라. 인공지능
◦ 러시아 인터넷개발연구소(ИРИ)가 디지털의학 미래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개발
을 위한 프로젝트 제3의 의견(Третье мнение)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음
- 의사의 진단 및 처방 시 인공지능이 데이터에 기반을 둔 객관적인 의견을 제공
하고 신속한 결정을 하도록 도움
∙ 그 예로 질병을 가진 환자의 X-ray 또는 MRI 사진을 보고 병명을 제안하기도 함
∙ 유방조영술, 컴퓨터단층촬영 등 의료장비가 파악한 디지털 정보를 이미지화하
여 제공함
◦ 이미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인근지역의 시립병원 2곳에서 발병 초기의 질병을 확인
하는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있음
- 진료가 끝난 환자에 대해 담당의가 아닌 다른 의료진의 추가 의견이 데이터로
축적
-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료진의 추가 피드백이 축적될수록 인공지능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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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 자가진단시스템은 장착한 웨어러블 기기가 환자상태의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된
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축척된 빅데이터에 근거해 발병가능성 또는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함
- 미리 등록된 정보에 의해 시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또는 증상 및 생
활습관, 통증 등을 입력하여 예상되는 질병과 찾아가야 하는 병원 정보 등을 전
달하기도 함
◦ 모바일 자가진단 프로그램 ‘SMSMame’은 미국보건부와 CTIA Wireless Foundation
등이 개발한 자가진단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로 러시아에서는 2012년 ‘SMSMame’로
출시됨
- 임산부 및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임신⋅건강⋅출산 등 관련 정보를 문자메
시지로 제공하여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
- 2014년 751명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약 72%의 사용자들이
메시지 내용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서비스는 신생아 사망률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에 러시아 보건당국은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가진단 시스템을 확대하는
데 관심을 보임

[그림 88] SMSmame의 메시지를 받으면 관련정보를 찾고 후속조치를 취하는가?
출처: www.mobi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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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병력이나 신체정보를 입력하면 데이터가 병원으로 전송되어 원격으로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관심을 끌고 있음
- 특히 평소와 다른 맥박수 등 신체변화를 감지해 응급상황을 병원이나 의사에
게 전달하는 서비스가 이미 운영 중에 있음
◦ 통합의료정보 및 분석시스템(IMIAS)은 공공보건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
료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디지털 시스템을 통칭하는 것으
로서 2011년 정보기술부와 보건부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2014년 4월 제정한 법
(2015년 5월 21일, № 22-PP로 개정됨)의 일부로 계획됨
- 병원 예약, 환자정보 및 진료기록 관리, 처방 등을 시스템화 하여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하도록 함
◦ IMIAS 시스템은 2014년에 모스크바시의 설계 하에 개발된 디지털 시스템으로 슬로
베니아 소재의 헬스케어 전문 IT기업인 MARAND社를 포함한 30여 개의 IT기업
이 시스템 개발에 참여함
- 의료와 관련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 모스크바에 소재한 병원에서 제공하
는 의료 서비스의 양적 수치를 분석하여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걸리
는 시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 IMIAS의 E-records 시스템은 환자와 관련된 의료기록, 진단 등의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하여 의료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2015년 이래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
110만 개 이상의 의료 관련 기록이 기록되었음
◦ 의료에 IT기술을 접목하여 의사와 환자의 상호 편리성을 높인 선도적인 사례로
꼽힘
- 환자의 입장에서는 시스템을 통해 가까운 진료소를 찾고 온라인 예약을 진행하
며, 진단서 또는 처방전 등을 온라인으로 취득 가능함
- 시스템은 환자가 주로 찾는 진료소와 선택한 의사, 평균대기 시간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록함
- 의사는 행정작업에 필요한 과다한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
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정부의 의료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도시 및 국가의 의료기록을 보다 신뢰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감시 및 관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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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기존의 서비스의 확장 및 신규서비스의 창출이 계획되어 있음
-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이 전자의료기록에 빠르게 접근하여 환자의 만성질환,
알레르기, 기타 건강문제에 대한 정보를 습득가능하게 함
- 계획적인 입원 환자에 대한 관리 및 비상지원시스템 통합 등이 내용이 포함됨
◦ 러시아의 알마조프 리서치 센터(Almazov Research Center)는 ITMO대학의
eScience 리서치 연구소와 협력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구급차 통제 시스템을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함
- 해당 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자가 적시에 병원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
로함
- 병원별 수요, 일일 인구 이동량, 의료시설의 업무량 등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
구급차의 이동시간을 단축하며 예상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함
- 2015년 시작된 구급차 통제 시스템 개발은 현재 초기단계에 있음

[그림 89] 빅데이터를 활용한 구급차 통제 시스템 시뮬레이션 이미지
출처: https://youtu.be/uEnlYsj2puo

◦ 러시아 정부 및 국영기업은 낙후한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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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를 운영하고 있음
- 러시아는 영토가 넓고 도심과 농촌지역의 의료 인프라 격차가 커 지역보건소나
기타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작은 마을이 다수
- 의료용 열차는 인프라가 전무한 농촌지역을 순회하며 기본적인 의료혜택도 받
지 못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행됨
- 도시지역에서 의료진과 장비를 운송하여 농촌지역을 순회하며, 미리 공지하는
일정표를 보고 환자들이 진료를 예약함
- 1970년대 말 시작되어 세인트루카스(Saint Lukas), 러시안레일웨이즈(Russian
railways), 매트베이 무드로프(Matvei Mudrov) 등 현재 5개의 의료열차가 운
행되고 있음
◦ 복잡하거나 위중한 환자를 치료하기에는 어려운 수준
- 심장모니터링, 초음파 및 X-ray 촬영, 소변 및 혈액 분석 등 1차적인 진단을
주로 담당함
- 기술적 한계가 있어 위급한 환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악화를 방지하고 환자를
큰 병원으로 추천하는 것에 그치며 이마저도 정보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아
한계가 있음
◦ 응급상황에 실효성 있는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어
러시아 정부는 e-healthcar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의 열악한 의료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도
입하고 해외기업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노력
◦ 한국기업의 경우 KT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러시아 극동개발청과의
MOU에 이어, 2017년 12월 주러 한국대사관이 개최한 제1차 보건의료협력 포럼
에서 러시안 레일웨이즈와 디지털헬스케어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음
- 러시아의 철도운송회사인 러시안 레일웨이즈는 총 1만 8,200개의 병상을 수용
하는 102개의 병원과 총 86만 2,000명의 환자를 수용하는 71개의 클리닉을 보
유하고 있으며, 주요 역사 내 병원 및 열차 안에 KT의 디지털헬스케어 솔루션
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계획 중임
- KT의 모바일건강진단 기기는 소량의 혈액과 소변으로 심혈관 질환(협심증,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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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경색)⋅호흡기질환⋅당뇨⋅전립선암 등의 중증질환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음
- 특히 기기에 자체 인터넷, 블루투스, 데이터 전송 등 ICT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환자 진단 기록을 모바일 진료기록지(Mobile EMR)에 바로 저장이 가능함

4) 주요기업정보
기업명

구분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사이트

PMT Online

러시아 현지기업

Nordavind-Dubna LLC

러시아 현지기업

CardioDom

러시아 현지기업

원격의료서비스

www.kardiodom.ru

Elta

러시아 현지기업

건강 모니터링 의료기기

www.eltaltd.ru

DOC+

러시아 현지기업

진료예약 소프트웨어

https://docplus.ru

BPLab Petr Telegin

글로벌기업

ResMed

글로벌기업

St.Jude Medical

글로벌기업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www.sjmglobal.com

Medtronic

글로벌기업

모바일 혈당측정기

www.medtronic.com

AKSIMED

글로벌기업

의료정보 전산화 소프트웨어

www.aksimed.ru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한
진단기기

혈압모니터링 기기 및
소프트웨어
수면호흡장애
원격의료시스템

http://pmtonline.ru
http://nordavind.ru

www.bplab.com
www.res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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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T Online
기업명

PMT Online

사이트

http://pmtonline.ru/
- 2008년에 설립된 러시아 회사로 원격 모니터링 및 장기 요양환자 추적 서비스

기업 개요

등을 제공함
-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전문가들을 위한 24시간 원격모니터링 센터를 두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연결을 통해 전문의의 진단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음

디지털헬스케어

- 고혈압 진단 및 치료, 심장부정맥 및 심전도 진단 및 치료, ICD(체내삽입자동세동

제품 및 서비스

제거기) 환자 원격 모니터링, INR(혈액응고검사기)제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혈압 및 심전도를 모니터하기 위한 기기를 제공하고, 해당 기기는 측정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 방식

스마트폰을 통해 모니터링센터로 전송함
- 체내에 삽입된 자동세동제거기가 데이터를 모니터링 센터로 전송하고, PMT는 환
자의 상태를 파악함
- 환자의 상태에 이상이 있다고 보고되면, 전문의의 상담 서비스가 진행됨

제품 이미지

▲ Cardiost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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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davind-Dubna
기업명

Nordavind-Dubna LLC

사이트

http://nordavind.ru/
- 2011년 설립된 기업으로 nordavind 그룹의 자회사

기업 개요

- 건강상태 진단기기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으며, 해당 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함께 개발함
- 러시아와 유럽 전역, 남미 시장에서 제품 판매하고 있음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

서비스
제공 방식

- ‘Cardio complex ECG Dongle’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해서 개인이 가정 및 직장에서 심박수 및 십장압박정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함
- 기기가 심박수를 측정하고 연결된 모바일의 애플리케이션에 수치가 업데이트됨
- 애플리케이션에 업데이트된 데이터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지정된 심장전문
의에게 전송됨

제품 이미지

▲ Cardio complex ECG Do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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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dioDom
기업명

CardioDom

사이트

www.kardiodom.ru
-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러시아 기업

기업 개요

- CardioDom의 기기 및 솔루션은 의료기관과 가정에서 모두 사용되는 제품임
- 심장 전문의가 환자를 검사 및 진단하는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클리닉에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임
- ‘Holter ECG monitoring’은 휴대용 건강 측정기기로 고혈압, 심실비대증, 심부전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

및 심근병증, 내분비질환 등의 질병을 다룸
- 인공심장박동 조절기 ‘Pacemaker programming’은 자동 진단 및 치료 기능이
탑재된 솔루션으로 환자의 심장박동을 모니터링함
- 기기를 통해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가 스스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가정 또는
병원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음

서비스
제공 방식

- 기기에 포함된 솔루션이 환자의 건강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해주며, 전문의가 기기의
분석을 검토함
- 인공심장에 무리한 자극이 가해지는 경우 기능을 조절하여 자극을 낮추며 이외에도
기기의 전원 및 전극상태 등을 확인함

제품 이미지

▲ Holter ECG monitoring

▲ Pacemaker Prog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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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Lab Petr Telegin
기업명

BPLab Petr Telegin

사이트

www.bplab.com
- 1994년 설립된 독일의 의료 진단장비 및 소프트웨어 생산 기업으로 러시아 지사를
두고 있음

기업 개요

- 1997년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기기를 개발하였으며, 2010년에는 24시간 혈압
모니터링용 소프트웨어 ‘Vasotens24’를 출시함
- 매년 국제 전시회인 컨밴션 Medica, Arab Health, ESC Congress, ESH
Congress, Artery, DEGAG에 참가함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

- 혈압수 모니터링 제품인 ‘BP lab’과 ‘BPlap Compact2’를 보유하고 있음
- ‘Vasotens24’는 자사의 기기인 ‘BP lab’과 함께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로, 동맥경
화 및 혈역학에 수치를 측정 및 분석함
- ‘BP lab’은 혈압을 측정하고 데이터는 ‘Vasotens24’에 전송 및 저장됨

서비스
제공 방식

- ‘Vasotens24'를 통해 24시간 이내 분석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됨
- ‘BPLab Vasotens’는 대동맥 혈압 변수 7개, 동맥경화 변수 6개, 혈압 기본 변수
6개를 합하여 총 19개의 변수를 동시에 측정 가능함

제품 이미지

▲ BPLab Vasotens(BP lab + Vasoten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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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ta
기업명

Elta

사이트

www.eltaltd.ru
- 러시아의 건강 모니터링 의료기기 생산기업으로 1993년 설립
- 모스크바 지방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모스크바 시의 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에 기기

기업 개요

를 납품함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제품 등록과정을
거치고 정식으로 판매하고 있음
- 혈당을 측정하고 모니터 할 수 있는 혈당측정기인 ‘Satellite’를 생산 및 판매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

있음
- 본래 IT가 결합되지 않은 펜 형태의 혈당측정기를 제공하다가, 연구를 통해서 결과
값을 자세하게 측정해주는 기기를 개발함
- 기기에 피를 떨어트리면 모세혈관 내 포도당 함량이 측정되어 기기표면에 나옴

서비스
제공 방식

- 병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정에서 개인이 스스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으며, 한
방울의 피로 7초 이내에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음
- 기기는 혈당수치를 빠르게 분석하여 위험정도를 보여줌

제품 이미지

▲ Satellite 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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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cina
기업명

DOC+

사이트

https://docplus.ru
- 2015년에 설립된 DOC+는 러시아의 디지털헬스케어 벤처기업으로 러시아의 최대
포털사이트인 얀덱스(Yandex)와 Baring Vostok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확

기업 개요

대 중에 있음
- DOC+의 2016년 매출은 7억 루블로 집계되었으며, 자사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
이션은 약 7만 건 이상 설치되었음
- DOC+의 주요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병원이나 의사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

를 예약하는 서비스임
- 현재 환자와 의사의 화상채팅을 통해 원격으로 진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러시아 정부의 원격의료 법안이 승인됨에 따라 기본적인 진단을 넘어선 모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환자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진료를 예약하면, 가장 가까운 거리의 의사를

서비스
제공 방식

연결해주는 시스템임
- DOC+을 통해 받는 진료 서비스는 디지털화되어있어 환자가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음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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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Med
기업명

ResMed

사이트

www.resmed.com
- 레스메드(Resmed)는 1989년 설립된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생산
기업으로, 2014년(홈페이지최신기준) 16억 달러의 매출을 보이며 약 100개국

기업 개요

이상에 진출
- 수면호흡장애(Sleep Disordered Breathing, SDB)중 하나인 폐쇄성수면무호흡증
(Obstructive Sleep Apnea, OSA)을 치료하는 기기를 전문으로 생산함
- 2014년 자택용 수면검사기기, 환자관리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맞춤형 데이터를

디지털헬스케어

제공하는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환자 스스로 자신의 수면데이터를 관리 가능한 애

제품 및 서비스

플리케이션 등이 종합적으로 구성된 수면호흡장애 치료용 원격의료시스템인 에어
솔루션(AirSolution)을 발표함
- 해당기기를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환자의 애플리케이션에 정보가 업데이트 될 뿐만

서비스
제공 방식

아니라, 레스메드의 수면연구소로 데이터가 공유되어 가정에서도 수면장애호흡 검
사를 진행 할 수 있음
- 수면연구소는 클라우드 기술에 기반을 두고 원격으로 환자의 상태 및 장치설정을
모니터링하고 변경 가능함

제품 이미지

▲ The AirSense™ 10 series

▲ The AirCurve™ 10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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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Jude Medical
기업명

St.Jude Medical

사이트

www.sjmglobal.com
- 미국에 기반한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로 1976년에 선진화된 기계식 심장 판막을

기업 개요

개발함(2017년 1월 글로벌기업 애보트(Abbot)에 합병됨)
- 현재는 질병과 관련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로 심혈관 질환(심장마
비, 심장관련 수술)및 혈관, 신경과 관련된 기기를 생산하고 있음
- 자사의 심장박동기 멀린홈트랜스미터는 체내에 삽입하는 심장조율기 본체와 외부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

송신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송신기가 심장조율기에서 보내는 데이터를 읽고 멀
린단넷의 클라우드 서버(Merlin.net Patient Care Network)로 데이터를 전송함
- 또 다른 기기인 PCN8.0은 심장이식장치를 착용한 환자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전송함
- 의사는 클라우드 서버에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위험범

서비스
제공 방식

주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의사에게 메시지가 전송됨
- 체내에 삽입하는 심장박동 기기의 경우 보안방식을 강화하여 총 2단계의 인증을
거치도록 설정하여 해킹 등을 통해 체내에 의료기기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
함

제품 이미지

▲ 멀린홈트랜스미터

▲ PCN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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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tronic
기업명

Medtronic

사이트

www.medtronic.com
- 의료 장비 및 기기를 판매하는 다국적기업으로 1949년 미국에 본사를 두고 설립되
었으며, 현재는 아일랜드로 본사를 이전함

기업 개요

- 2014년 의료장비를 생산기업인 코비디엔(Covidien)을, 2016년 이탈리아의 혈액
투석치료 솔루션 회사인 벨코(Bellco)를 인수하면서 사업분야를 확장함
- 주요 사업 분야는 크게 심장리듬질환, 척추질환, 심장혈관질환, 뇌신경질환, 써지컬
(Surgerical) 테크놀러지스, 당뇨질환 등으로 분류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

- 메드트로닉은 2016년 1월 소프트웨어 회사인 IBM과 협력하여 당뇨병 환자의 혈
당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함
- 당사의 모바일 혈당측정기인 ‘가디언 커넥트 모바일’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혈당
체크를 가능하게 함

서비스
제공 방식

- 지속적으로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측정하면, 해당 정보를 IBM의 왓슨이 실시간으
로 모니터링 및 분석하는 형태임
- 해당 솔루션은 환자의 혈당 수치의 변화추이를 모니터링하여 최대 3시간 전에 저혈
당증을 예측하여 예방가능함

제품 이미지

▲ GUARDIAN CONNECT

▲ GUARDIAN CONNECT APPLICATION

254 ❚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지원 사업

□ AKSIMED
기업명

AKSIMED

사이트

www.aksimed.ru
- 의료와 관련된 IT기업으로 의료정보 전산화, 기록, 관리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기업 개요

개발함
- 러시아의 주립 건강 시설 및 개인 클리닉, 보건 당국 등에 의료 관련 IT 서비스를
제공함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

- AKSIMED의 AKSi 시리즈는 의료정보를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AKSi 키오스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복합된 자동화 기기로 병원의 예약
시스템을 효율화할 수 있는 기기임
- AKSi 시리즈를 통해 환자의 정보, 진단 관련 기록 등을 전산화할 수 있음

서비스
제공 방식

- AKSi 키오스크는 병원의 예약 및 진료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환자가 직접
원하는 시간에 예약할 수 있으며, 기존에 설치된 의료기기의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음

제품 이미지

▲ AKSi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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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러시아 정책현황
1) 보건의료부문 정책현황
가. 러시아정부 보건의료정책
◦ 러시아 헌법 제4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무상으로 국가의 의료시설에서 의료혜택
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에 모든 국민은 의무의
료보험(OMS)에 가입되며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음
- 러시아 국영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무료로 진료를 해야하나 법령에
의해 일부 지자체 의료기관이 진료비용을 유료로 전환
- 국영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민영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민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자체적인 민영보험을 소유하
고 있어야 하며 이는 곧 환자의 경제력과 연관됨
◦ 2015년 1월부터 러시아의 모든 의료센터 비용은 필수의료보험기금을 통해 지출
되어야 한다는 신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의무적 건강보험기금은 강화되었음
◦ 러시아 정부가 석유, 가스 등 지하자원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의
료분야의 낙후시설의 현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러시아 연방보건의료 개발프
로그램｣150)을 진행하고 있음
- 심혈관질환, 암 등 주요 질환 퇴치 및 보건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러시아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2013~2015년, 2016~2020
년까지의 두 단계로 계획되어 있음
- 의료 인프라와 서비스 개선, 보건의료인력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함
◦ 11개의 하위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의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음
- 하위프로그램은 전체의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보건의료 대상 및 적용범위에 따라 세분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됨

150)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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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러시아 연방 보건의료 하위 프로그램 세부내용

1

질병예방, 건강한 생활방식 형성, 1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 개발,

2

구급차, 의무후송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응급전문의료와 첨단의료분야 서비스 개선

3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법의 개발 및 시행

4

모자보건 보호

5

의료재활 및 요양치료(아동포함)의 개발

6

완화치료(아동포함)의 개발

7

보건의료시스템 전문인력 채용

8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국제관계 발전

9

건강보호분야에서의 감독 및 통제기능 전문화

10

특정범위 시민의 의료 및 위생관리

11

프로그램 실행 관리

출처: 러시아 보건부

<표 65> 프로그램을 통한 2020년 보건의료 달성 목표치
구분

2020년 목표치

천 명당 사망자의 수

11.4명

천 명당 영유아사망률

6.4명

십만 명당 사망하는 산모의 수

15.5명

십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

10명

십만 명당 종양 등 체내 신생물(neoplasms)로 인한 사망자의 수

190명

십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

11.2명

연간 1인당 알코올제품 소비량

10리터

성인인구 사이에서의 담배 소비량

25%

아동 및 청소년 인구 사이에서의 담배 소비량

15%

십만 명당 결핵발생 건수

35건

만 명당 의사 수

44.8

의사와 간호사의 비율

1 : 3

출생 시 기대수명

74.3세

출처: 러시아 보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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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세출예산금액151)
(단위 : 천 루블)
러시아연방의 구성기관의
통합예산수단153)

구분

연방예산기금152)

2013

413,096,449.8

855,100,000

1,059,200,000

2014

357,154,180.6

1,278,914,456

1,240,116,074.5

2015

260,503,600.8

1,336,464,817.5

1,452,032,467.1

2016

262,867,673.8

1,396,605,734.3

1,521,253,067.1

2017

263,304,352.2

1,4594,529,92.4

1,684,669,055.1

2018

286,879,826.8

1,525,128,377

1,857,824,179.3

2019

299,241,851.9

1,586,133,512.1

2,042,263,268.1

2020

308,137,227.3

1,641,648,185

2,232,881,670.8

합계

의무의료보험 연방기금154)

26,620,873,019.5

출처: 러시아 보건부

◦ 특히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첨단의료분야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구체적
으로 명시함
- 러시아 연방법 N323-Ф-3(2017.12.29.개정) ｢러시아 연방 국민의 건강을 보
호하기 위한 기본사항｣155)156) 내 제34조에는 첨단의료지원을 포함한 전문
의료지원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 그 중 1~3항, 7.1항, 8항에서는 첨단의료에 대한 적용범위, 기한, 수행방식 등
을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하기 표와 같음

151)
152)
153)
154)
155)

http://www.gosprog.ru/gosprog-001-2/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оценке 2451185163,2 тыс. рублей)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оценке 11079448074,3 тыс. рублей)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оценке 13090239782 тыс. рублей)
2011년 11월 21일 연방법 N323-Ф3(2017.12.29.개정) “러시아 연방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사항”
156) http://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12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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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러시아 연방법 N323-Ф3 제34조 내용

의료 전문가가 제공하는 특수의료지원에는 질병, 예방(임신, 출산, 출산기간 포함), 진단 및

1항

치료, 특수방법 및 정교한 의료기술의 사용, 의료재활 등이 포함됨

2항

첨단의료 서비스는 지정된 병원에서 제공됨
특수의료의 일부인 첨단의료는 의학 및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업적을 토대로 개발된 세포기술,
로봇장비, 정보기술 및 유전공학기술을 포함하여 입증된 효과를 지닌 자원집약적 치료뿐만
아니라 새로운 복잡하고 고유한 치료방법의 적용을 포함(2013년 11월 25일 N317-Ф3의

3항

연방법 개정판)
정부에 의해 수립된 첨단의료 지원유형 작성절차에는 첨단의료지원유형이 의무의료보험의
7.1항

기본 프로그램에 포함된 기한이 포함됨(제7.1항은 2016년 3월 7일 N286-Ф3 연방법에 의해
도입)

8항

첨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정부기관이 정한 방식으로 보건분야의
통합국가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수행함(2017년 7월 29일 개정된 연방법 N242-Ф3 제8조)

◦ 러시아 연방법 제212-Ф3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 제1장 6조에서는 블라디보스
토크 자유항 내 기업 활동에 이행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해당 구역 내에서는 러시아 연방의 법률로 금지되지 않은 기업 활동을 수행
할 수 있으며, 거주자가 결정할 권리가 없는 유형의 기업 활동은 블라디보스토
크 자유항의 감독위원회에 의해 결정됨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감독위원회는 기업의 활동유형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기업 활동에 대한 국가지원의 특정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거주자 선정기준은 러시아 연방정부에 의해 결정됨
◦ 러시아 연방법 제212-Ф3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 제4장에서는 블라디보스토
크 자유항에서의 기업 활동과 국가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구역에서의 의료 활동은 본 조항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2011년 11월 21일 연방법(323-ФЗ)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함
- 러시아 연방정부는 해외에서 의료교육을 받은 특정인의 거주를 승인할 권리를
지니며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내 의료 활동은 구역 내 헬스케어 및 의료 활동을
신청한 의료면허 보유 거주자에 의해 수행됨
◦ 해당 법안은 제20항과 제22항을 제외하고 공식 공표일(2015년 7월 13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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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발효
- 제20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제22항은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
◦ 2018년 1월 러시아 극동발전을 위한 러시아 연방내각157)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
크 내 한국 의료기관의 진입을 위해 한국-러시아 정부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자유항법의 개정안(2015년 7월)에 ｢국제의
료인프라 설립을 위한 국가적 지원방안｣을 포함시켰으며, 현재 국회 계류중임
- 블라디보스토크의 자유항 내에 국제적인 의료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숙련된
해외 의료전문가를 유치하고 이를 통한 의료 서비스의 개선 및 품질 향상을 목적
으로 함
- 외국 의료진이 러시아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 의료면허를 받거나
또는 외국에서 발급된 의료면허에 대한 정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데 제한이 있어 해외 의료기관 진출 시 어려움이 있었음
- 해외 의료기관의 진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에는 해외 의료기관의 설립
절차 및 해외의료기관의 조건을 명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 OECD 회원국 내
에서 5년 이상 의료 활동을 수행한 기관에 한하여 입주 가능하며, 자격을 획득
하면 러시아 연방법에 의한 의료기관과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였음

나. 정부예산
◦ 러시아 정부는 2018년 16조 5,140억 루블(한화 약 311조 7,843억 원)의 예산을
확정하였음.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부분(28.5%)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회지출로
주로 연금으로 지출될 예정임
- 전체 예산의 16.8%(약 2조 8,000억 루블, 한화 약 53조 1,440억 원)는 국방비
로 지출될 예정이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비용지출이 14.5%(루블) 차지
◦ 전체 예산의 2.56%에 해당하는 4,100억 2,100만 루블(한화 약 7조 7,412억 원)
이 의료 및 보건부문에 책정됨
- 이는 전년도 보건부문의 예산이 전체의 2.2%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0.36% 증
가한 수치
157)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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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2018년 러시아 정부의 예산지출 계획158)
순위

지출부문

금액

비중

1

사회지출

4.7조 루블

28.5%

2

국방

2.8조 루블

16.8%

3

국가경제발전

2.4조 루블

14.5%

4

국가안보

2.1조 루블

12.8%

5

공무원 임금

1.3조 루블

7.9%

6

지역예산

8,353억 루블

5%

7

공공부채관리

8,243억 루블

5%

8

교육

6,632억 루블

4%

9

건강관리

4,603억 루블

2.8%

10

주택 및 공공서비스

1,258억 루블

0.8%

11

문화

937억 루블

0.6%

12

환경보호

888억 루블

0.5%

13

미디어

827억 루블

0.5%

14

체육 및 스포츠

592억 루블

0.4%

출처: 러시아 현지매체(NEWSMENT.RU)

◦ 2018년 보건부문 예산의 세부지출계획은 бюджет россии на 2018 참조159)

다. 보험제도
◦ 러시아는 의무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러시아 국민들에게 균등한 의료 및 의약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160)
- 보편적인 적용방식을 채택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 가입 피보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
158) http://newsment.ru/context/byudzhet-rossii-na-2018-god-v-tsifrah-chto-zhdet-rossiyu-vbudushhem-godu/
159) https://www.minfin.ru/common/upload/library/2017/12/main/FZ362-FZ_ot_051217.pdf
160) 러시아 연방 국민의 건강권보호를 위한 기본법(Fundamentals of the Russian Federation legislation on
citizen’s health protection)에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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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피보험자는 별도의 본인 부담 없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입원의
경우 약제비는 기본 급여에 포함되나 외래진료의 경우 본인이 별도로 약제비
를 부담해야 함
∙ 치과진료, 시력측정 등의 안과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는 무료이나 보험으로 충
당되지 않는 의료보장구, 보철 등은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함
- 공공의료기관은 정부의 예산이나 기금만으로 의료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러시아 의료시장에서는 금전거래가 일상화되어 있으며, 전체 진료비
지출액의 상당부분은 환자가 부담하는 상황
◦ 2013년 러시아연방정부령에 따라 ｢러시아 국민을 위한 국가무상의료지원 보
장프로그램｣이 승인됨
- 해당 프로그램에는 1차 의료지원, 의사진료 이전 단계의 의료지원, 1차 의사진료,
응급의료 및 전문의료지원, 고기술 의료지원을 포함한 전문의료지원, 완화의료
서비스 등의 내용이 포함
- 하기와 같은 유형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함
<표 69> 무상 의료지원 유형

긴급 의료지원

응급 의료지원

계획 의료지원

돌발상황에 발생한 위중한 건강상태 및 질병 또는 돌발적인 상황은 아니나
만성질환의 급작스러운 악화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 대한 지원
긴급 의료지원과 동일한 상황에 발생하였으나 환자의 생명에 치명적적인 피해가
없는 환자에 대한 지원
긴급, 응급 외의 의료지원으로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의 질병 또는
건강검진 등을 진행하는 환자에 대한 지원

◦ 또한 임의보험이라는 민영보험 체재를 운영하고 있음. 임의보험의 경우 의무의료
보험에서 제공되지 않는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충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무
의료보험에 의해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범위 이상의 추가적인 의료 및 기타서비스를
제공하여 피보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기본적인 의료 및 진단서비스 이외에도 치과진료, 응급서비스, CPR, 수술, 물리
치료, 마사지 등 추가적인 의료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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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료보험 고객의 90%는 직장고용을 통한 가입자이며 개인의 가입률은 15%
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 개인가입자가 부담하는 월 보험료는 약 400~500달러(한화 약 43만~53만 원)
수준으로 러시아 일반소득으로는 가입이 불가능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모스크바 지역의 가입
률은 포화상태에 달함
∙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기타 대도시를 위주로 확산되는 추세
◦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의료보험 회사에서만 민간의료보험을 취급
- 의무의료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민간보험기업도 임의의료보험 취급이 가능
함

2) ICT부문 정책현황
◦ 러시아의 ICT 부문 정책은 통신부에서 관할하고 있음. 러시아 통신부는 정보통
신기술 및 통신⋅미디어에 관련된 정책 및 규제를 개발 및 집행하는 정부 기관으
로, 다음과 같은 분야를 다룸
- 정보통신기술(IT) 영역
- 통신영역 및 우편 통신
- 대중매체 및 미디어(인터넷, 방송, TV 등)
- 인쇄 및 출판
- 개인 데이터 영역
◦ 러시아 통신부 산하기관에는 연방통신국161), 연방언론⋅대중매체관리국162), 연
방통신⋅정보기술⋅대중매체관리국163)이 있음
- 연방통신국은 통신네트워크, 우편, 방송통신 등 분야에서 공공서비스를 관리하고 집행
- 연방언론⋅대중매체관리국에서는 언론미디어 및 매스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의
공공서비스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함

161) The Federal Communications Agency
162) The Federal Agency for Press and Mass Communications
163) The Federal Service for Supervision in the Sphere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Mass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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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통신⋅정보기술⋅대중매체관리국에서는 정보기술 및 통신, 미디어, 개인정보
분야를 관리하고 집행함

가. 정책현황
◦ 러시아 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of Russia)에 따르면 러시아의 정보
통신기술산업은 러시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임
◦ 러시아 정부는 천연자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정보통신
기술산업으로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러시아 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of Russia)는 ｢2014-2020년까지의
정보통신기술 산업발전전략과 2025년의 미래정보기술전략｣을 시행 중임
◦ 해당 전략은 IT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IT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 확대, 인적자원
개발, 수출확대 등의 IT의 모든 분야를 다룸
- 통신부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하기와 같은 목표를 이루고자 함
∙ IT 제품의 수출을 110억 달러(한화 약 11조 7,238억 원)까지 확대
∙ IT 부문의 노동생산성 강화
∙ 2020년까지 일자리 70개 확대
∙ IT 산업의 GDP를 2012년 2,700억 루블(한화 약 5조 706억 원)에서 2020년
6,200억 루블(한화 약 11조 6,436억 원)까지 확대
◦ 해당 전략의 정보통신기술산업에 포함되는 활동 및 기업은 다음과 같음
- 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서비스 제공(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시스템 구현
및 테스트, 정보문제에 대한 자문)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융합 개발
- 원격 제어 및 정보 제공
◦ ｢2014-2020년까지의 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 전략과 2025 미래 정보통신 전
략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전략｣은 정부의 IT산업 개발목표와 이를 위한 방향성
을 담고 있음
- 해당 전략에서는 국가기관의 주요 역할은 2020년까지 IT 산업 환경을 개선하
기 위해 IT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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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정부의 과제로서 IT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 국제적
협력 확대, 연구 활동 확대, 국민의 IT 활용능력 제고 등이 제시됨
- 또한 IT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의 투자 확대, 세재 혜택 등을 포함하고 있
음
- 통신부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러시아의 IT산업 규모를 51% 성장한 514억
1,000만 루블(한화 약 9,654억 7,98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
<표 70> 2014-2020년 정보통신기술 산업발전전략에 따른 IT지표 로드맵
2012년
(백만 루블)

2015년 목표치
(백만 루블)

2018년
목표치
(백만 루블)

2020년
목표치
(백만 루블)

2012년 대비
2020년 성장률

IT산업규모

270

320

370

410

51

IT서비스통합시장

120

140

153

160

33

IT서비스 판매규모

150

170

190

210

40

목표

출처: 러시아 통신부(Минкомсвязь России)

◦ 러시아 통신부는 LTE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LTE-450 표준을 논의함
- 해당 법은 러시아 최초의 LTE 서비스인 LTE-450 네트워크 사용을 위한 주파
수 할당, 적용 계획, 등록 등을 다루고 있음
- 러시아 통신사인 Tele2社는 LTE-450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모
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
∙ 러시아 외곽의 트베르스카야 지역 및 노브고로드 지역에서 LTE-450 서비스
가 최초로 시행됨
◦ 정부는 LTE 서비스를 통해 러시아의 IT 산업이 발전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 불균
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 니콜라이 니키포로프(Nikolai Nikiforov) 러시아 통신부장관에 따르면 LTE-450
표준을 통해 향후 스마트폰 및 태블릿이 러시아 전역에 대중화될 것
◦ LTE-450 네트워크를 통해 450MHz 대역폭 수준으로, 반경 20km까지 영역까지
LTE 사용이 가능함
- 이를 통해 러시아의 외곽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지며 주요

제4장 국외 디지털헬스케어 현황

❚ 265

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러시아 통신부에 따르면 러시아 내 LTE 기지국 수는 2016년 기준 10만 개에 달
함
- 2018년까지 최소 50%의 의료기관이 전자적인 형태로 의료기록을 전환하고 관
리하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20년까지 80%로 확대할 계획

3) 디지털헬스케어부문 정책현황
◦ 정보기술도입에 기반한 의료조직 프로세스 개선(eHealth) 프로젝트164)
- 러시아정부가 보건의료업의 정보화를 위해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 의료조직의
업무를 최적화하고 환자 및 의사에게 전자서비스를 도입하여 의료효과를 향상
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함
- 온라인 예약 등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품질 향상,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등
을 내용으로 하는 해당 프로젝트의 시행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로 되어있음
- △전자기록관리, △진료 대기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통합의료서비스포
털 내 환자의 my health 페이지에서의 전자서비스 구현(전자의료 기록으로의
접근을 포함) 등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 1차 의료기관은 안전한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에 연결된 의료정보시스템을 도입
하여 전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1차 의료기관 중 최소 95%가 의료정보시스템에
연결된 장비를 갖추어야 함
- 또한 환자가 진료대기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 95%의 의료기관이 해당
시스템에 연결되어야 하며, 최소 55% 이상의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기술
을 이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통합의료서비스포털의 이용자는 2019년 2,400만 명, 2025년 4,8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해당 포털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에는 △진료예약, △전자의료기록에서 제공
164) Приоритетный проект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процессов организаци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на основе внедрения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Электронно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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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의료정보, △의료서비스 및 비용에 대한 정보, △의무의료보험에 대한 정보,
△의료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 △건강검진예약 등이 있음
◦ 원격의료서비스(Telemedicine) : ‘건강보건분야 내 정보기술사용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165)이 2017년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2018년부터 온라인 상 원격 컨설팅
이 가능해져 환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개별적 면담이 가능해졌음
- 이와 동시에 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환자의 병력을 전자정보화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러시아 내 개인정보보호법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해당 법안은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IT 기술 및 모니터링, 문서
전자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종이형태’의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형태’의 처방전이 추가되었으며 ‘상세하게
쓰여진다(Write Out)’의 문구는 ‘처방전이 발행된다(Issue prescriptions for)’로
대체됨
- 환자 또는 그 법적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환자는 전자문서발행 등을 포함해
원격의료행위를 받을 권리가 있음
- 의료전문가는 원격진료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전자식별 및 인증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전자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음
◦ 또한 ‘건강보건분야 내 정보기술사용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 제3조에 따라 ‘러시
아 연방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사항’ 연방법 제36.2조를 신설하여
원격진료기술의 사용과 함께 제공되는 의료지원의 특징에 대해 명시하도록 하
였음166)
- 신설되는 내용에는 원격의료서비스는 의료진 간 또는 의료진과 환자 및 법적
대리인 간의 원격상호작용, 환자의 신분확인 및 인증, 의료진과 환자 간 상담내용
기록, 원격모니터링, 원격진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또한 사용자 인식을 위해서는 통일화된 식별 및 인증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사
용되는 정보 시스템 간의 정보교환은 단일시스템을 이용해 의료기관 간 상호작

165)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во
просам применения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 сфере охраны здоровья
166) Статья 36.2. Особен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оказываемой с применением телемедиц
инских технологий((введена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от 29.07.2017 N 242-Ф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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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원격의료기술의 사용에 대한 의료지원은 의료절차와 기준에 의거하여 러시
아 보건부가 정한 방식으로 제공될 것임
◦ 원격의료 기술을 사용하는 의료종사자의 환자 또는 그의 법적 대리인과의 상담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행됨
- 예방, 수집, 환자의 병력 및 불만사항에 대한 데이터 분석, 의료 및 진단조치의
효과 평가,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학적 모니터링
- 검진과 상담을 위한 예약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
◦ 환자의 건강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은 검사와 상담을 포함한 풀타임 예약 이후 진행 가능
- 원격 모니터링은 목적에 맞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기록된 환자의 데이터를 기반
으로 수행되거나, 러시아 통합건강정보시스템 또는 주(州)의 의료정보시스템 또
는 연방법 제91조 5항에 명시된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 원격의료진료 시 개인정보 및 의료비밀 준수에 있어 러시아 연방법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표 71> 원격의료 서비스 법안의 주요 계획
(단위 : 백만 명, %)
2017

2018

2019

2020

2025

6

14

24

30

48

30

40

100

100

100

의료 기록을 전자화로 변환한 1차의료기관 비중

30

50

75

80

99

모니터링 시스템이 적용된 1차의료기관 비중

50

75

85

95

99

-

10

15

20

25

My Health 가입자 수
전자의료기록이 의무화된 의료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수

의료기관 대기시간 단축, 의료기관 예약시스템
출처: 러시아 연방 정부(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 법안은 발효되었으나 현지에서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러시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2035 National Technological
Initiative(NTI)｣를 수립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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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총 9개 기술분야168)로 분류했는데 그 중에
는 스마트의료를 의미하는 HealthNet이 포함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해 인공지능, 등록저장, 양자기술, 자동시스템, 무선, 바이오 등의
기술이 최우선적으로 추진
-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목적으로 공익펀드형태로 설립된 러시아 혁신기술증
진펀드는 기술개발과 관련한 창업지원을 핵심으로 진행하고 있음
- 러시아 연방정부에 의해 설립된 Russian Venture Company는 국가의 혁신기술
시스템 구축과 확대를 위한 주요 기관으로, 러시아의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프로그램, National Technology Initiative(NTI)의 실행을 위한 프로젝트 오피스로
지정169)
◦ HealthNet은 크게 6개 부문으로 시장을 세분화하였는데 △예방의학 △스포츠와
건강 △의학유전학 △의학정보기술 △건강한 장수 △생물의학으로 분류됨
- 그 중 ’의학정보기술‘ 시장은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치료하기 위한 장비와
서비스의 설계와 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격의료를 포함한 데이터 기반의 정보
수집, 분석, 제언 등이 이에 해당
◦ 해당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2035년까지 스마트의료(HealthNet) 시장 내 운영되는 러시아 연방의 5개 기업
이 세계 Top-70 기업에 포함
- 2035년까지 스마트의료(HealthNet) 시장 내 제품 및 서비스의 70%를 자국
산 제품 및 서비스로 활용

167) 2015년 러시아 정부는 향후 세계 경제구조를 결정지을 새 기술 산업에서 러시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 형성을 목적으로 해당 장기간 패키지 프로그램을 승인한 바 있음
168) 무인항공(AeroNet), 인간-기계 의사소통(NeuroNet), 스마트 그리드 및 IoT(EnergyNet), 무인운송
(AutoNet), 스마트 해양(MariNet), 스마트 의료(HealthNet), 차세대 보안(SafeNet), 스마트 식품제조
(FoodNet), 개인 재정시스템(FinNet)
169) www.rvc.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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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5년까지 스마트의료(HealthNet) 제품 소비 측면에서 1인당 시장규모가 세
계 20대 국가에 포함
◦ 러시아 정부는 HealthNet 시장의 발전을 위해 3단계의 로드맵을 설정하여 추진
하고 있음
<표 72> HealthNet 시장발전을 위한 로드맵
구분

기간

세부내용

- healthnet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창출하여 러시아 기업이
신흥 시장에서 선두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기술 개발 및 솔루션을
제공
1단계

2017
~2019년

- 신생기업을 포함한 기술기업을 위한 새로운 지원 도구
- healthnet 영역에서 작업을 단순화하고 신생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및 법적 워크의 개선
- healthnet 시장 내 신기술 출현과 첨단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접근법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 구현
- 중소기업의 창조와 발전을 지원하는 인프라 시장
- 1단계에서 확인된 신기술과 접근법의 출현과 관련한 규제체계 업데이트

2단계

2020
~2025년

- 교육의 개념 변화 실현
- healthnet 기업이 국제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국제협력 등의 지원
- 1단계에서 우선순위가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기적
시장 프로젝트 구현

3단계

2026
~2035년

- 기업발전을 통한 기술 솔루션의 확대 및 1단계와 2단계에서 실행된 전체 프로젝
트의 완전한 출범

출처: 러시아 정부(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 러시아 보건부는 2016년 12월부터 의료 IT산업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했으며 현재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보험 시스템 구축 방향을 구상 중에 있음
◦ 러시아 보건부는 원격의료서비스 시행을 위해서는 연간 약 1,200만 달러(한화 약
13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원격의료서비스가 본격적인 시행으로 의료비용의 절감 및 병원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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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즈베키스탄
7.1 보건의료산업환경
1) 보건의료현황 ․ 보건산업 기본 통계
◦ 2017년 우즈베키스탄의 인구는 약 3,212만 명으로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규모를
보유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인구는 192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1991년 대비 2017년 55.9%로 큰 폭 증가함

(단위 : 천 명)

[그림 90] 1991년과 2017년 우즈베키스탄의 인구 피라미드
출처: 우즈베키스탄 통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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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의 출산율은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
나, 2010년 이래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2016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출산율은 2.46명으로 한국의 출산율(1.17명)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임
(단위 : 천 명)

[그림 91] 우즈베키스탄 출산율
출처: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 우즈베키스탄 조출생률 및 조사망률 감소
- 우즈베키스탄의 조사망률은 1991년 6.2명에서 2001년 5.3명, 2016년에는 4.9
명으로 감소하는 추세
<표 73> 우즈베키스탄의 출생아 및 사망자 수
(단위 : 명)
1991

년도
구분

2001

2016

수(천 명)

천명 당

수(천 명)

천명 당

수(천 명)

천명 당

출생아 수

723.4

34.5

513.0

20.4

726.2

22.8

사망자 수

130.3

6.2

132.5

5.3

154.8

4.9

출처: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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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의 영유아 사망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2016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영유아 사망률은 14.1명으로 총 10,100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인구 천 명당 5세 이하 유아의 사망률은 14.1명, 1세 이하 영아
의 사망률은 10.7명으로 집계됨

[그림 92] 우즈베키스탄 영유아170) 사망률171) 추이
출처: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 우즈베키스탄 통계청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기대 수명은 상승하는 추세로
2016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기대 수명은 73.8세로 나타남
- 영유아 사망률, 모자 사망률을 비롯한 전반적인 우즈베키스탄 내 사망률의 감소
는 우즈베키스탄 기대 수명 증가에 영향을 끼침
-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의 기대 수명이 약 4년 이상 높은 수치를 보임

170) 5세 이하의 유아
171) 신생아 1,000명 당 5세 이하 인구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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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우즈베키스탄 평균기대수명
출처: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2) 질병 및 보건 이슈
◦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전염성 질병이 가장 많이 발병하
며, 농촌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우즈베키스탄에 발병하는 질병은 대부분이 전염성 질병(결핵, 바이러스성 간염,
HIV 등)임
-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의료 인프라가 발달하지 않아, 전염성 질병에 대한 대처
가 미흡한 상황임
◦ 전염성 질병 다음으로는 심장질환, 내분비 질환(당뇨병), 종양, 풍토병과 같은 비
전염성 질병이 많이 발병함
◦ 우즈베키스탄 통계청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사망원인은 순환계 질환으로
전체의 약 60.5%로 집계
- 순환계 질환에는 혈관 질환 및 심장 질환이 포함됨
◦ 2위는 종양, 3위는 사고, 식중독,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각각 9.2%와 6.2%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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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그림 94] 우즈베키스탄 주요 사망원인
출처: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 WHO의 공식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우즈베키스탄의 순환계 질병으로 인한
표준화 사망률172)은 인구 10만 명 당 666명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에 비해 높
은 수준을 보임
<표 74> 순환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비교
국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지표

순환계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모든 연령대, 인구 100,000명 당)
순환계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모든 연령대, 인구 100,000명 당)
순환계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모든 연령대, 인구 100,000명 당)

출처: WHO

172) SDR; Standard Death Rate

년도

사망자 수

2011

613

2014

666

2015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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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의료 자원현황
◦ 우즈베키스탄의 병원 시설은 감소하는 반면, 외래환자173)를 위한 의료 기관의 수
는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음
- 2016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외래 환자를 위한 의료 기관의 수 6,542개로
2000년 대비 1.3배 증가함

[그림 95] 우즈베키스탄 치료 및 예방 시설 변화 추이
출처 :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 지역별 의료 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인 타슈켄트에 가장 많은 수의 의료
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안디잔 지역(Andijan Region)은 가장 많은 수의 병원이
위치해 있음
- 2016년 기준 타슈켄트의 외래 환자를 위한 의료 시설과 병원의 수는 각각 914
개, 315개로 집계
- 안디잔 지역(Andijan Region)의 경우 외래 환자를 위한 의료 시설의 수는 높은
편은 아니나,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병원(136개)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남
173) 외래 환자 : 입원 환자 외에 초진이나 통원 치료를 하러 오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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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우즈베키스탄의 지역별 치료 및 예방시설현황(2016년)
출처 :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러시아로부터 독립 이후 보건의료 시스템을 개선 및 효율
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병상 수를 축소시킴
- 1995년 대비 2016년 우즈베키스탄의 병상 수는 34.5% 감소한 13만 2천 개로
집계됨
<표 75> 우즈베키스탄 병상 수 현황
(단위 : 개)

병상 수(만 명당)
병상 수(천 개)
출처: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1995

2000

2005

2010

2016

79

55.9

54.1

47.9

41.1

177.5

138.6

142.4

139.6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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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의사 수는 84,100명으로 1995년 대비 증가하였으
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감소하는 추세
<표 76> 우즈베키스탄 의료산업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1995

의사(천 명당)
의료 보조인(천 명당)
의사 수(천 명)
의료 보조인 수(천 명)

2000

2005

2010

2016

3.33

3.28

2.9

2.75

2.62

10.89

10.42

10.3

10.64

10.63

76.2

81.5

76.5

79.9

84.1

249.6

259.7

271.0

310.2

341.3

출처: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7.2 디지털헬스케어 ICT 환경
1) 시장현황
◦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우즈베키스탄의
ICT 시장이 2016-2021년 동안 연평균 1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세부 분야별로는 기기 12.1%, 서비스 22.1%, 소프트웨어 19.6%로 성장할 것
으로 예측함
◦ 2017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정보통신기술 개발 프로그램에 투자된 금액은 약 2억
6,000만 달러(한화 약 2,767억 9,600만 원)임

2) 인터넷
◦ 우즈베키스탄 통계청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인터넷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0년
대비 2016년 약 8.8배 성장한 9,484억 숨(한화 약 2,375억 2,399만 원174))으
로 집계
- 2016년 기준 인터넷 가입자 수는 962만 7천 명으로 추산
◦ 국가 차원에서 시행된 정보⋅통신기술 분야 개발 및 재건 프로그램으로 우즈베키
174) 우즈베키스탄 공식 환율 USD1 = UZS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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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의 무선 통신 시장이 성장하였으며, 이는 모바일 폰 사용자 및 인터넷 사용자
수의 확대로 이어짐
(단위 : 십억 숨, 천 명)

[그림 97] 우즈베키스탄 인터넷 서비스 규모와 가입자 수
출처: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3) 이동통신 보급현황
◦ 우즈베키스탄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모바일 폰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228억 명으로 추산
- 2016년 기준 인구 백 명당 65.3대의 이통통신(Mobile Communication)을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리서치 회사인 BMI리서치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이동통신 시장은 현지
통신사인 Beeline社와 Ucell社가 전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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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빅데이터
◦ 올림존 우마로프(Olimjon Umarov) 정보통신기술 개발부 차관에 따르면 아직까지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기관들의 데이터가 정보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각 기관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합 및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 2018년 1월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기술 개발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부문
에 디지털 시스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서울시와 정보통신개발부가 참여한 회의에서 전자정부 구축 및 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공공 사회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오픈 데이터
개발, 빅데이터 가공 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됨

5) 사물인터넷(IoT)
◦ 현지 이동통신인 UZMOBILE은 현재 5G 서비스를 개발 및 테스트하는 단계에 있음.
UZMOBILE社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2G, 3G, 4G 서비스가 상용화되어 있으며,
5G 서비스 시행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 접근성을 높여 향후 사물과 사물을 잇는
IoT 기술로 확대될 것임을 언급함

6) 우즈베키스탄 IT산업수준
◦ 우즈베키스탄은 정부차원에서 농업 및 공공 사회 분야 등에서 IoT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6%로 현재 농업에
IoT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상공회의소와 UNDP는 우즈베키스탄 800개의 농가에 IoT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농가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함
- 2017년 11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독일의 지멘스社와의 협력을 통해 IoT 기술
을 도입할 예정으로 나타남
◦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IDI 순위가 가장 큰 폭으로 변화한 국가

280 ❚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지원 사업

- 우즈베키스탄의 IDI 순위는 2016년 103위에서 2017년 95위로 상승하였으며,
IDI 지수는 4.48에서 4.90으로 0.42 포인트 증가함
◦ 우즈베키스탄은 CIS 국가 중에서도 IDI 지수가 하위에 해당하는 국가임
- CIS 10개국의 IDI 지수 순위를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은 9위에 해당함
<표 77> 우즈베키스탄 IDI 지수 및 순위
국가

2017년 순위

2017년 IDI

2016년 순위

2016년 IDI

우즈베키스탄

95

4.90

103

4.48

러시아

45

7.07

43

6.91

카자흐스탄

52

6.79

51

6.72

2

8.85

1

8.80

한국

출처: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우즈베키스탄은 인터넷 사용자, 고정 광대역 사용자, 모바일 광대역 사용자 등의
IT 지표에서 2016년 기준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를 보임
<표 78> 우즈베키스탄의 IT 지표
(단위 : %)
인터넷 사용자 비중

고정 광대역 사용자
(인구 백 명당)

모바일 광대역 사용자
(인구 백 명당)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42.8

46.8

6.0

9.1

44.0

55.9

출처: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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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디지털헬스케어 시장동향
1) 디지털헬스케어 시장현황
◦ 우즈베키스탄은 eHealth에 대한 다양한 국가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eHealth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 및 전략은 지난 2009년 채택되었으며, 건강정보
시스템(2013년), 원격의료(2011년)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음
<표 79> 우즈베키스탄 eHealth 국가정책 및 전략 현황
국가정책 및 전략

우즈베키스탄

글로벌 평균

채택연도

국가 보편적인 건강보험정책 및 전략

YES

75%

1996

국가 eHealth 정책 및 전략

YES

58%

2009

국가 건강정보시스템(HIS) 정책 및 전략

YES

66%

2013

국가 원격의료 정책 및 전략

YES

22%

2011

우즈베키스탄

글로벌 평균

자금조달원

공적자금

YES

77%

50-57%

민간 또는 상업자금

YES

40%

<25%

기부/비공개 기금

YES

63%

25/50%

공공-민간 파트너십

YES

42%

<25%

우즈베키스탄

글로벌 평균

채택연도

-

28%

N/A

YES

48%

-

우즈베키스탄

글로벌 평균

비율

학생 - ehealth 부문에서의 사전 트레이닝

YES

74%

>75%

전문인력  ehealth 부문에서의 현업 교육

YES

77%

<25%

ehealth를 위한 자금조달

ehealth 내 다국어

다국어에 대한 정책이나 전략
다국어로 된 정부 인터넷 사이트
eHealth 역량 구축

출처: WHO

◦ 우즈베키스탄은 의료 목적의 데이터 전송 및 공유,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법적으로 다루고 있음
- 국내외 의료전문가 간 건강정보시스템 내 데이터 공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건강
정보시스템 내 개인의 직접적인 접근과 수정요청을 허용하는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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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0> 우즈베키스탄 국가정책 및 전략 내 eHealth 범위
정책 또는 입법의 목적

우즈베키스탄

글로벌 평균

텔레헬스(Telehealth)와 같은 의료서비스의 의료관할권, 책임 또는
배상을 정의

NO

31%

데이터의 품질, 전송기준 또는 객관적인 임상 기준에 기반해 환자의
안전과 치료의 품질을 다룸

YES

46%

종이 또는 디지털 등인지에 관계없이 식별가능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

YES

78%

전자건강기록(EHR)에서 전자형식으로 보관된 개인의 건강 관련 데이터
내 정보를 보호

NO

54%

동일한 국가 내에서는 EHR을 사용하여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전문가 간의 디지털 데이터 공유 관리

YES

34%

EHR의 사용으로 인해 다른 국가 보건 서비스에서 의료전문가 간 디지털
데이터 공유 관리

YES

22%

연구기관 간의 개인 및 건강 데이터 공유를 관리

NO

39%

EHR 내 개인의 건강 관련 데이터에 대한 개인적 전자 접근 허용

YES

29%

EHR 내 개인의 건강 관련 데이터가 부정확한 것으로 알려질 경우 이에
대한 수정요청을 허용

YES

32%

EHR 내 개인의 건강 관련 데이터에 대한 삭제 요청 가능

NO

18%

개인은 자신의 EHR에서 어떤 건강 관련 데이터를 자신이 선택한
전문가와 공유할 수 있는지 지정 가능

NO

28%

시민등록 및 중요한 통계 관리

YES

76%

국가 인식 관리 시스템 관리

YES

65%

출처: WHO

◦ 우즈베키스탄의 원격의료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공식적인 절차와 정책이 없이 사용
되고 있거나, 테스트하는 단계에 있음
<표 81> 우즈베키스탄 원격의료 프로그램 현황
원격의료 프로그램 개요

건강시스템 등급

프로그램 타입

원격 방사선 의료(teleradiology)

Local

Informal

원격 피부과(teledermatology)

Local

Informal

National

Established

⧧

⧧

Intermediate

Pilot

원격 병리학(telepathology)
원격 정신과(telesychiatry)
원격 환자 모니터링(Remote patient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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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level: 여러 다른 지역 내 보건 기관
- Regional level: 동일한 지리적 지역 내 보건 기관
- National level: 위탁병원, 연구소 및 보건기관(주로 공공기관이나 민영기관)
- Intermediate level: 지방 또는 지역시설: 국립 및 사립 병원, 보건소
- Local or peripheral level: 보건진료소, 기본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는 보건센터
- Informal: 공식적인 절차와 정책이 없는 건강목적을 위한 ICT 사용
- Pilot: 프로그램 테스트 및 평가
- Established: 최소 2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예정인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
- ⧧ :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음을 나타냄
◦ 우즈베키스탄은 2013년부터 보건 부문에서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정책
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민간기업에서의 보건 부문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법안은 부재한 상황
<표 82> 우즈베키스탄 보건 부문 빅데이터 정책 및 전략 현황
정책 및 전략 - 목적

보건 부분에서의 빅데이터 사용을 관리
민간기업의 빅데이터 사용을 관리

우즈베키스탄

글로벌 평균

채택연도

YES

17

2013

-

8

N/A

출처: WHO

2) 시장규모
◦ 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할 수 없으나 타 국가에
비해 발전 수준이 미미함
◦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헬스케어 분야의 정보화가 본격적
으로 시행된 시기는 2009년임
- 우즈베키스탄은 2004년에 보건 분야의 정보통합시스템 개발을 계획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2009년에 승인됨
-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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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
기 시작함
◦ 우즈베키스탄은 정부차원에서 헬스케어 분야의 발전을 위해 IT 기술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장 규모는 미미한 편임
- WHO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 세계의 약 58%가 전자 의료 결제 시스템이 가능
한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이러한 전자 의료 결제 시스템이 없는 상황임

3)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의 핵심기술
◦ 우즈베키스탄은 2013년부터 정부차원에서 보건 부문에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아직 민간 부문에서의 활용을 위한 정책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러시아에서 2013년에 도입된 전자건강기록 시스템(EHRs)175)이 우즈베키스
탄에서는 2년 뒤인 2015년에 도입됨
◦ 우즈베키스탄 의사협회에 따르면 모바일 헬스케어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모바일 장치를 통해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디지털헬스케어의 모바일 장치는 모바일 폰 뿐 만 아니라 PDA, 무선 통신기 등을
의미함
- 모바일 헬스케어의 서비스에는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됨

4) 디지털헬스케어 적용분야 및 사례
가. 빅데이터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내의 외곽 지역에 전자 병원 프로그램을 시행함.
전자 병원은 환자들의 건강 상태, 거주지, 연령, 건강 진단 결과 등을 전산화하여
기록
- 단일화된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정보가 보건부 및 타 의료기관에도 기록되
며, 각 지역의 전자 병원을 통해 통합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함

175) 전자건강기록 시스템(EHRs) : 의료 관련 정보를 전자기록망을 통해 저장 및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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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라(Bukhara), 호레즘(Khorezm), 나망간(Namangan) 지역 등에 지역별 보건
서비스 개선 및 의료 시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 병원 프로
그램이 진행됨

나. 모바일
◦ 우즈베키스탄의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의 경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모바일을 통해 의료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은 일부 기관을 통해 한정적
으로 진행됨
◦ 우즈베키스탄의 통신사인 Ucell은 ‘Mobile health'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Mobile health'는 비전염성 질병 및 건강 관련 정보를 매일 SMS를 통해 제공함
- 우즈베키스탄 보건부로부터 승인받은 정보를 제공하며 우즈베키스탄어와 러시
아어 두 가지로 이용이 가능함
- 메시지 1개 수신 당 378.9 숨(한화 약 95.27원)

다. 원격의료(Telemedicine)
◦ 우즈베키스탄의 원격의료는 환자를 진단하는 수준의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를 제공
하고 있음.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절차나 프로그램이 부재하는 상황임
- 환자 원격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현재 테스트 및 평가 단계
◦ 한국의 대표적인 진출사례로는 분당서울대병원의 ‘대한민국 재외국민 디지털헬스
케어 센터’가 있으며, . 2016년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원격으로 의료상담이
가능한 ‘디지털헬스케어 센터’를 개소, 원격의료를 위해 고화질 화상 장비를 구축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음

라. 기타
◦ 우즈베키스탄은 타슈켄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여 정
부차원에서 외곽 지역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차, 자동차 등과 같은 이동 수단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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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샤프캇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omonovich Mirziyoyev) 대통령의 보건
관련 정책에 따라 ‘Health train’이 진행됨
- ‘Health train’은 열차를 통해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외곽 지역에 의료 서비스
및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나보이(Navoi), 사마르칸트(Samarkand), 부하라(Bukhara), 호레즘(Khorezm)
등에 약 만 7천 명의 시민이 건강 진단을 받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차량을 통한 이동식 병원을 운영함
- 이동식 병원은 접근성이 낮고 의료 기술이 부족한 지방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
- 이동식 병원은 타슈켄트의 병원과 연결되어 있음
◦ 이동식 약국
- 이동식 약국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도시 외곽지역 거주자들에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임
-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큰 약국 체인점인 DORI-DARMON은 자동차를 기반으로
이동식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년 9월까지 40개의 약국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임을 밝힘
- 연초에 약 470억 숨(한화 약 118억 2,409만 원)의 의약품이 이동식 약국을 통
해 배달되었음

[그림 98] 이동식 병원(Health Train)과 이동식 약국(DORI-DARMON)
출처: (좌)우즈베키스탄 보건부/(우)http://podrobno.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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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기업정보
□ BTL Corporate
기업명

BTL Corporate

사이트

http://btl-medical.gl.uz
- 1993년에 설립된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심장, 폐, 물리 치료 및 미용 분야를 전문으

기업 개요

로 다룸
-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회사로 2009
년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처음 설립됨
- 심전도 진단기(ECG)는 심전도 및 폐활량을 측정하는 기기로 당사의 소프트웨어를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

사용할 경우 정보 기록 및 컴퓨터와 연동이 가능함
- 자극 테스트(Stress Test) 기기 또한 소프트웨어와 결합된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기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정보를 쉽게 확인 및 분석할 수 있음
- ECG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형태로 기기를 통해 측정한 심전도 정보
는 저장이 가능하며 다른 컴퓨터 및 의료 기관과 공유가 가능하여 응급실 등의

서비스
제공 방식

소통이 많은 시설에서도 사용이 가능함
- 자극 테스트 기기를 통해 입력된 환자의 정보는 기기의 시스템을 통해 계산 및
분석되어 의사에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며, 환자의 데이터에 따라 자동적으로
적절한 테스트를 진행함

제품 이미지

▲ Computer ECG System

▲ Stress t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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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 Healthcare
기업명

GE Healthcare

사이트

- https://www.facebook.com/geuzbekistan(우즈베키스탄 공식 페이스북)
- GE Healthcare는 독일에 기반한 글로벌 의료기기 전문 업체로 ‘Diatech S.A.’라는

기업 개요

의료기기 유통업체에 의해 전문적으로 수입 및 유통되고 있음
- Diatech S.A.는 2008년에 우즈베키스탄에 설립되었으며, 당사의 홈페이지에 따르
면 우즈베키스탄 진단 의료 기기 시장의 49%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

서비스
제공 방식

- Senographe Essential은 유방조영 기기로 유방암 검사 및 진단이 가능한 기기임
- 유방 조영 결과를 고품질의 이미지 및 영상으로 제공하며 인터넷과 연결되어 환자
의 정보를 빠르게 처리함
- 해당 기기를 통해 유방을 촬영하면 모바일을 통해서도 스크리닝이 가능함
- 기기의 응용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 진단 및 분석에 있어서 전문화가
가능함

제품 이미지

Senographe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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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ell
기업명

Ucell

사이트

https://ucell.uz/
- 우즈베키스탄의 통신사인 Ucell은 우즈베키스탄 회사인 COSCOM에 의해 1996

기업 개요

년에 설립됨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모바일 등록자 수 기준에 따르면2011년 Ucell 사용자는
800만을 넘어섬

디지털헬스케어

- Ucell은 이동통신 사용자들에게 ‘모바일 헬스’라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제품 및 서비스

- 해당 서비스는 SMS를 통해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서비스
제공 방식

제품 이미지

- 모바일 헬스라는 SMS를 신청하게 되면 매일 우즈베키스탄보건부에서 승인된 비전
염성 정보 및 건강 관련 정보를 문자로 받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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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우즈베키스탄 정책현황
1) 보건의료부문 정책현황
◦ 새로운 정부가 수립176)됨에 따라 2017년 8월 2일에 ｢국가발전전략 2017-2021｣177)
이 승인되었으며, 해당 전략은 5가지의 주요 영역으로 분류됨
- 공공 행정 및 시민 사회의 발전
- 사법 제도의 개혁
- 경제 발전 및 자유화
- 사회 복지 서비스의 개발
- 안보 및 종교적 관용, 인종간 조화, 국제적 이미지 향상 등
◦ 이중 사회영역의 일부로 ｢보건복지발전전략 2017-2021｣은 ｢국가발전전략 20172021｣ 이 추진되고 있음
- ｢보건복지발전전략 2017-2021｣에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발전을 위한 지원정
책(2017-2021)｣을 포함하여 해외 의료 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세금 면제,
보건 발전을 위한 예산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발전을 위한 지원정책(2017-2021)｣
- 우즈베키스탄의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
- 우즈베키스탄의 의료 센터 및 클리닉 센터를 중심으로 질병 예방을 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임
- 해당 정책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전문 의료 서비스 발전을 위해 약 3,735억 숨
(한화 약 492억 6,294만 원)과 현대적인 의료 장비를 설치하는데 9700만 달러
(한화 약 1,038억 8,700만 원) 이상이 할당 됨
- 지난 5년간 이러한 정책을 통해 80,000건 이상의 하이테크 수술을 포함해서
150,000건 이상의 수술이 센터에서 이루어졌으며, 80개 이상의 새로운 치료법이
도입됨
-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현대적인 의료 시스템 발전을 위해 의료법 개선, 고급
인력 양상, 현대적 치료법의 도입, 정부의 지원 강화 등을 목표로 함
- 2018년 1월 1일까지 전문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176) 2016년 12월 샤프캇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omonovich Mirziyoyev) 당선
177) 우즈베키스탄 정부 포털(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 Ҳукумат портал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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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단일화된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9년 1월 1일까지 모든 전문 센터, 지방(도시) 의료 협회에 원격으로 진료를
예약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을 구축할 예정임
- 2022년까지 치과 및 피부과를 제외한 보건부 산하의 의료기관의 경우, 현대적
의료 기술 및 의료 조직을 갖추기 위한 목적의 의료 장비, 부품, 예비 부품 및
소모품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음
- 2022년 1월 1일까지 공공 의료 기관 및 현지 전문가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데
참여한 외국 과학자, 의사 등의 전문가는 소득세가 면제됨

2) 정부예산
◦ 2018년도 우즈베키스탄의 전체 예산은 약 62조 1,700억 숨(한화 약 8조 1,961억
976만 원)으로 추산
◦ 2017년 12월 29일 우즈베키스탄의 2018년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예측
및 정부의 예산안의 한도가 승인됨178)
- 2018년도 우즈베키스탄의 예산은 최초로 GDP 대비 0.02% 높은 수치로 산정됨
◦ 전체 예산에서 사회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는 약 34조 6,640억 숨
(한화 약 4조 5,698억 8,820만 원)으로 추산
- 사회 부문에는 ｢교육｣, ｢문화 및 스포츠｣, ｢과학｣, ｢보건｣, ｢사회복지｣ 등이 포함됨
◦ 앨리셔 샤드마노프(Alisher Shadmanov)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장관에 따르면
2018년 우즈베키스탄의 보건부 예산은 전년 대비 약 34.6% 증가한 9조 5,620억
숨(한화 약 1조 2,600억 637만 원179))임
◦ 2018년도 전체 예산 중 ‘의료기관의 의약 및 의료 장비 구축’에 약 9,154억 숨(약
1억 1,290만 달러 이상)이 할당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한 금액임
- 290여 개에 달하는 ‘의료 시설의 건축 및 재건축, 수리’ 등에는 8,036억 숨(한화
약 1,058억 9,220만 원)이 사용될 예정임
- 임산부와 신생아의 선천성 및 유전성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
하기 위해 약 860억 숨이 배정됨
178)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 Адлия вазирлиги ҳузуридаги Ҳуқуқий ахборот билан таъминлаш
маркази
179) 2017년 1월 3일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환율 1 USD = 8120.07 UZS

292 ❚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지원 사업

◦ 2017년 우즈베키스탄의 보건부 예산은 7조 1,000억 숨(한화 9,355억 8,307만 원)
으로 전체 예산 중 5,526억 숨(한화 약 728억 1,735만 원)이 181개의 의료기관
의 건축, 재건축, 수리 등에 사용됨

3) 보험제도
◦ 우즈베키스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 전 국민에 대한 무료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나, 독립 이후인 1992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무료
의료 서비스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 우즈베키스탄 헌법에 따르면 ‘모든 우즈베키스탄인은 숙련된 의료 서비스를 받은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실제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일반 서민의
경우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음
◦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의 ｢2017년 민간보건발전을 위한 정책｣에 따르면 의무 의료
보험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해당 정책을 통해 민영 의료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함
- 민간 의료에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민간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난 6년 간 우즈베키스탄은 의료기관의 수가 두 배로 늘어났으며, 다양한 민간
의료 부문(물리, 신경학, 치의학 등)에서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나, 민간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함
◦ 의료 보험 제도를 도입할 목적으로 의료 보험의 개념에 대한 초안이 개발되고 있음
- 해당 프로젝트에서 건강 보험 분야의 의료 보험 체계, 의무 적용,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권리 보장, 고품질 의료 서비스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의료 보험의 법적 틀, 규제, 보험료 등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음

4) CT부문 정책현황
◦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기술개발부(MDITC, Ministry of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Communications)가 ICT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음. 주로 국가
통신 인프라 현대화, 정보통신기술 도입,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 방송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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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 등을 담당함
◦ 2015년 2월 기존의 방송⋅정보⋅통신기술위원회(CCITT)를 대체하여 신설
◦ 2020년까지 우즈베키스탄의 통신 인프라를 개발하고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 정보통신시스템 종합 프로그램(2013~2020년)
을 제정하였음
◦ 프로그램은 크게 ｢통신 기술, 네트워크 인프라 개발｣과 ｢전자정부 구축｣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음
- ｢통신 기술, 네트워크 인프라 개발｣은 고정 모바일 광대역 확대와 통신 네트워크
현대와 및 확장 등을 목표로 함
- ｢전자정부 구축｣은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법규 채택, 기관 간 협력을 위한 데이터
교환 표준 채택,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함
- 해당 프로그램에서 전자정부 구축은 우선순위 과제로 언급되어 있음
◦ 전자정부 프로젝트(2018-2021)
-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프로젝트는 국가 정보통신 종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르조울그르백혁신센터(Mirzo Ulugbek Innovation Center)를 중심으로 IT
관련 생산 및 수출 확대 등을 포함함

5) 디지털헬스케어부문 정책현황
◦ 우즈베키스탄 보건부는 2009년 보건 의료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국가통합건강정보
시스템(NISZ)의 개념을 정의하고 추진하고 있음
- 국가통합건강정보 시스템은 보건 산업에 ICT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
고 있으며, 전자의료기록시스템, 통합 의료 플랫폼 등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전체 프로젝트는 3단계로 분류됨
- 1단계 : 통신 및 기술 인프라 구축
- 2단계 : 전자 건강 관리 시스템 통합 플랫폼 구축, 외부의 의료 전문 응용 시스템
개발 및 구현
- 3단계 : 시스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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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건강정보시스템을 통해 과거의 보건 시스템에서 변화하고, 의료 서비스를 개선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새로운 의료 서비스(원격의료 등)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
는 국가의 보건 증진에 기여하며, 자원을 최적화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함

[그림 99] 전략에 따른 보건 시스템의 개선 방향
출처: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 2012년부터 시행된 Health-3 프로젝트(2012-2018)는 우즈베키스탄 보건 시스
템 개선 및 인프라 확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 주도로 시행됨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월드 뱅크(World bank)로부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
금을 조달 받았으며, 프로젝트의 전체 금액은 약 1억 100만 달러(한화 약
1,073억 1,250만 원)로 집계
◦ 주요 목표는 ①보건 서비스 접근성 향상 ② 공공 보건 서비스 강화임
◦ 보건부에서는 Health-3 프로젝트와 관련된 ‘Health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HMIS)’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해당 보고서에는 프로젝트의 일환
으로 ICT 기술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제4장 국외 디지털헬스케어 현황

❚ 295

- 보건 분야 개발을 위해 건강관리정보시스템(HMIS)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음
- 건강관리정보시스템(HMIS)은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모든 정보(의료 기관, 전
염성 질병, 헌혈 정보 등)가 데이터로 기록되며, 이러한 정보가 정부의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는 형태임

[그림 100] 우즈베키스탄 HMIS
출처: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 우즈베키스탄은 원격의료에 대한 법안은 확인되지 않음.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원격의료는 한국 병원과의 MOU를 통해 도입되는 단계에 있음
- 2017년 한국의 인하대 병원은 타슈켄트 인하대의 MOU를 통해 보건 부문 정보
통신기술 발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의 원격의료 발전방향 등이
논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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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즈베키스탄 의료 관련 입찰정보180)
◦ ｢UZMEDEXPORT｣181)
-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산하의 대외 경제 기업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공공 의료기
관을 위한 의료 장비 및 의약품을 구매함
- 공공 의료기관의 의료 장비 및 의약품 관련 입찰 정보를 확인 가능
◦ 입찰 관련 정보
- 입찰은 ①국제 경제 입찰(공개 입찰) ②제한된 국제 입찰(제한 입찰) ③국내
경쟁 입찰(NCB) ④쇼핑(Shopping) ⑤직접 계약(Direct Contract Signing)으로
분류됨
- 정부 간 계약, 의료 목적의 중앙 집중식 조달, 1,000만 달러 이상의 구매의 경우
국제 경쟁 입찰을 통해 이루어짐
◦ 입찰 시 주의 사항
- 입찰자와 관련된 모든 변경안은 서류 마감일 이전에만 가능하며, 서면으로만
가능함
- 서류 접수 후 “Uzmedexport”로부터 입찰 참가 신청 및 신청일에 대한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입찰자의 신분을 얻을 수 있음
- 입찰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제출 마감일 이후에 신청서와 서류는
접수되지 않음
◦ 서류 접수 후 의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입찰 조건을 결정하는 조건 및 기준
- 입찰 참가 마감을 위한 기타 서류 제출
- 개찰일시 및 장소
- 연락처
◦ 입찰 참여 기업
- 조항에 명시된 양식에 따른 참가 신청
- 공증된 서류 사본 및 해당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면허증
- CIP-타슈켄트 기준 미화로 표시된 서면 준비물, 입찰 지시서에 따른 동봉된 서류
- 금융 상태(은행 조회) 혹은 필요한 재정적 수치
- 입찰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 증권
180) http://www.uzmedexport.uz
181) http://www.uzmedexport.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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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카자흐스탄
8.1 보건의료현황
◦ 2017년 카자흐스탄의 총인구수는 1,855만 6,698명으로182) 세계 64위 규모
임.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카자흐스탄의
인구성장률은 1.04%임
◦ 2017년 카자흐스탄의 출생률은 18.1명이며, 동년 한국의 출생률이 8.3명임을 비
교했을 때 카자흐스탄의 출생률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카자흐스탄의 여성은 평균 2.25명의 아이를 출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17년 카자흐스탄의 사망률은 8.1명임183). 카자흐스탄의 아동사망률184)은 지속
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5년 영유아 사망률은 9.3%, 어린이사망률은
12.1%로 2014년 이후 큰 변동 없음
- 영아 사망률은 신생아 1,000명 당 19.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남아 사망률이
22.3명으로 여아(17.2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카자흐스탄 영아 사망률은 세계 82위로 한국(3.0명, 215위), 러시아(6.8명,
163위), 우즈베키스탄(18.0명, 90위)보다 영아 사망률이 높음
<표 83> 카자흐스탄 아동사망률
(단위 : %)
2011

2012

2013

2014

2015

영유아 사망률

14.9

13.5

11.3

9.7

9.3

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

18.0

16.2

14.0

12.1

12.1

출처: stat.gov.kz (가장 최신 자료임)

182) CIA World Fact Book
183) CIA World Fact Book, 인구 1,000명당 기준
184) 영유아(Infant) 사망률과 5세 이하의 어린이(Children under 5years old) 사망률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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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의 모성사망률은 12명임185). 카자흐스탄의 모성사망률은 2011년 이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5년 소폭 상승함
<표 84> 카자흐스탄의 모성사망률 변화추이186)
(단위 : %)
2001

2006

2011

2012

2013

2014

2015

카자흐스탄 전체

48.6

45.6

17.4

13.5

13.1

11.7

12.5

아크몰라州(Akmola)

39.2

35.3

32.3

8.2

25.4

16.9

25.9

악퇴베州(Aktyubinsk region)

42.5

43.6

17

0

21.3

5.1

10.0

알마티州(Almaty region)

38.8

29.4

19

7.9

5.1

7.2

9.8

아티라우州(Atyrau region)

35.7

84.9

12.8

6.4

25.3

6.1

30.6

88

59.7

0

0

7.9

15.4

7.7

잠빌州(Zhambyl region)

48.5

65.2

26.2

18.7

14.8

14.5

3.8

카라간다州(Karaganda region)

31.2

38.8

12.4

16.2

4.1

16.1

28.6

코스타나이州(Kostanay region)

9.4

25.9

15.7

0

15.3

7.9

0.0

키질로르다州(Kyzylorda region)

84.5 107.6

15.7

15

10.6

5

46.8

망기스타우州(Mangistau region)

59.7

16.9

30.9

5.9

11

21.2

5.2

57

52

19.4

20.6

10.2

16.4

11.4

파블로다르州(Pavlodar region)

56.6

18.2

7.8

15.5

15.4

15.5

15.6

북카자흐스탄州(North-Kazakhstan region)

53.4

49.8

12.1

12.2

12.5

0

0.0

동카자흐스탄州(East-Kazakhstan region)

72.9

23.8

22.4

13.2

8.9

4.3

13.4

아스타나市(Astana city)

20.6

37.2

20.9

4.7

17.7

12.3

7.7

알마티市(Almaty city)

27.6

34.6

11

13

10.2

2.4

2.4

서카자흐스탄州(West-Kazakhstan region)

남카자흐스탄州(South-Kazakhstan region)

출처: stat.gov.kz (가장 최신 자료임)

185) 2015년 기준
186) 모성 사망률(임산부사망률)은 임신기간 및 부위에 관계없이 임신 또는 관련 증상이 악화됨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여성이 사망하는 경우로, 출생 10만에 대비한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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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출생자의 기대수명은 70.45세로 2011년
68.98세 대비 증가하였음.
<표 85> `2011~2013년 카자흐스탄 출생자의 기대수명
(단위 : 세)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연도

기대수명

2011

68.98

2012

69.61

2013

70.45

2011

64.16

2012

64.84

2013

65.75

2011

73.81

2012

74.33

2013

75.06

출처: Ministry of National Econom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Committee on Statistics

◦ 카자흐스탄은 보건부문에 전체 GDP의 4.4%를 지출하고 있음. 2014년 카자흐스탄의
전체 GDP는 2,214억 달러(한화 약 236조 7,430억 원)로 그중 97억 4,160만 달
러(한화 약 10조 4,167억 원)가 보건부문에 지출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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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주요 질병 및 보건 이슈
◦ 2016년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질병은 호흡기 질환(439만 6,200건)으
로 전체의 43.5%를 차지하고 있음. 비뇨생식기 질환 75만 3,600건(7.5%), 소
화기 질환 75만 2,200건(7.4%),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48만 6,900건(4.8%)
이 뒤를 이음

[그림 101] 2016년 카자흐스탄 주요 발생 질병

◦ 2016년 0세에서 14세 아동의 이환율은 100명 당 94.9명
- 아동의 이환율은 지난 2009년 최고치에 달한 이후 2014년까지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2015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2016년에는 전년 대비 약 8.8% 증가하였음
◦ HIV/AIDS의 성인 발병률은 2016년 기준 0.2%임187). 총 2,900(2,100~3,900)건
의 신규 감염이 발생했으며, HIV/AIDS로 인한 사망은 1,000건 미만으로 나타남. 신
규 감염은 2010년 이후 39% 증가했으며, 에이즈로 인한 사망은 32% 증가하였음
- 26,000명(22,000~30,000)의 HIV/AIDS환자 중 31%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187) http://www.unaids.org/en/regionscountries/countries/kazakh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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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retroviral therapy)를 받고 있음
- 모자 감염으로 인한 유아 감염자는 100명 미만인 것으로 추정됨
◦ 혈액순환계 질환이 카자흐스탄 인구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힘. 2016년 협심증과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카자흐스탄인의 사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혈관의 혈압 및 혈류 조절기능이 떨어져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병으로 카자흐스탄의 주요 사망원인 1위와 2위로 꼽힘
◦ 폐와 간에 관련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부담역시 증가하고 있음
- 2005년도 주요 사망원인 4위를 차지했던 만성 폐색성 폐질환(COPD)은 2016
년 3위를, 7위에 해당하던 폐암은 5위로 나타남
<표 86> 2016년 카자흐스탄 주요 사망원인
10대 사망원인

10대 조기사망 원인

1

협심증

협심증

2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

3

만성 폐색성 폐질환(COPD)

자해

4

자해

교통사고

5

폐암

하기도감염

6

하기도감염

선천성 결손

7

교통사고

만성 폐색성 폐질환(COPD)

8

B형 간염성 간경변

신생아 조산

9

알츠하이머

폭력

10

알코올성 간경변

B형 간염성 간경변

출처: healthdata.org/kazakh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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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의 공식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 카자흐스탄의 순환계 질병으로 인한 표
준화 사망률188)은 인구 10만 명당 281명으로임
<표 87> 순환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비교
국가

지표

순환계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러시아

(모든 연령대, 인구 100,000명 당)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순환계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모든 연령대, 인구 100,000명 당)
순환계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모든 연령대, 인구 100,000명 당)

년도

사망자 수

2011

613

2014

666

2015

281

출처: WHO

8.3 보건산업 인프라
◦ 2016년 카자흐스탄 전역의 병원은 총 877개로 집계되어 2011년 이후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음
◦ 유즈노카자흐스탄(South Kazakhstan)州 내 병원이 총 124개(14.1%)로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가장 많은 병원을 보유
-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인 알마티(Almaty) 지역 내 병원은 79개(9.0%), 북부에
위치한 현 수도인 아스타나(Astana) 지역에는 총 32개(3.6%)의 병원이 존재
- 반면 솔튀스틱카자흐스탄(North Kazakhstan)州 내 병원은 총 26개(3.0%)에
불과
<표 88> 2003~2016년 카자흐스탄 병원 수 변동추이
(단위 : 개)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병원 수

1009

990

995

911

901

877

출처: Ministry of National Econom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Committee on Statistics
188) SDR; Standard Dea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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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병원의 약 60% 이상이 건축된 지 30년 이상이 지난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노후화율이 높으며, 전체 병원의 약 1/3이 최소한의 의료장비 및 기구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전체 의료기관의 약 80%가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치과 등 일부 진료부문에
서만 민간의 비중이 높은 편
◦ 카자흐스탄 전역의 병상 수는 총 10만 79개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한 지역 역시 유즈노카자흐스탄(South Kazakhstan)州로
총 1만 2,701개(12.7%)의 병상을 보유
- 알마티(Almaty)와 아스타나(Astana) 지역 내 병상 수는 각각 1만 1,011개
(11.0%)와 6,777개(6.8%)
- 총 2,772개(2.8%)의 병상을 보유한 망기슈타(Mangistauskaya)州는 카자흐스
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2016년 카자흐스탄에는 총 74,611명의 전문의가 활동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약간의 증감을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표 89> 2003~2016년 카자흐스탄 전문의 수 변동추이
(단위 : 명)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문의 수

5,4613

54,758

55,509

57,514

59,375

58,945

60,656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문의 수

63,855

62,239

64,432

66,038

68,864

69,722

74,611

출처: Ministry of National Econom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Committee on Statistics

◦ 알마티(Almaty) 지역 내 전체의 약 21.9%에 달하는 16,332명의 의사가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즈노카자흐스탄(South Kazakhstan)州와 아스타나(Astana) 지역 내 의사 수
는 각각 9,315명(12.5%)명과 7,780명(10.4%)으로 뒤를 이음
- 카자흐스탄에서 의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아티라우(Atyrauskaya)로 총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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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2.3%)에 불과
◦ 카자흐스탄의 의료종사자는 총 17만 819명으로 전년 대비 약 4.2% 증가하였으며
지난 2003년 대비 약 48.5% 증가함
- 지역별로는 유즈노카자흐스탄(South Kazakhstan)州와 알마티(Almaty) 지역이
각각 25,433명(14.9%)과 20,160명(11.8%)으로 가장 많은 의료종사자를 보유
- 의료종사자의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아티라우(Atyrauskaya)로 5,211명
(3.1%)에 불과함
◦ 인구 1만 명당 활동 중인 의사 수는 41.6명, 의료종사자는 95.3명으로 집계
(단위 : 1만 명 당)

[그림 102] 카자흐스탄 전문의 및 의료종사자 비율 변동 추이
출처: Ministry of National Econom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Committee on Statistics

8.4 디지털헬스케어 ICT 환경
1) 인터넷
◦ 2016년 카자흐스탄의 인터넷 사용률은 76.8%로 중앙아시아(65.1%)와 전 세계 평
균(45.9%)보다 높은 수준임
◦ 컴퓨터를 보유한 가정은 약 76.2%로 집계되었으며 가계별 인터넷 접근성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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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로 높은 수치를 기록
- 6~74세 인구 중 컴퓨터를 사용하는 인구의 비중은 76.2%로 전년 대비 약
2.7% 증가
∙ 6~15세의 인구 중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중은 65.3%, 16~74세는 78.7%로
집계됨
<표 90> 카자흐스탄 연령별 인터넷 사용비중
(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51.3

62.6

63.2

64.1

74.2

76.2

- 6~15세 인구 중 컴퓨터 사용비중

71.0

40.1

50.0

52.8

60.5

65.3

- 16~74세 인구 중 컴퓨터 사용비중

47.4

67.1

65.9

66.5

77.2

78.7

6~74세 인구 중 컴퓨터 사용비중

출처: ITU

◦ 2016년 가계별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요 목적은 소셜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조사됨
- ITU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의 66.6%가 “소셜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
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3.5%가 “정보를 게시하거나 인스
턴트 메신저189)를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
- “영화, 사진, 음악 다운로드 및 비디오 시청, 음악 감상, 게임을 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중 역시 60.4%로 높은 수준을 보임
- 이 외에도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34.7%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또는 “이메일을 주고받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2015년 이전 인터넷 사용의 주목적은 “영화, 사진, 음악 다운로드 및 비디오
시청, 음악 감상, 게임을 하기 위해”, 또는 “이메일을 주고받기 위해”, “커뮤니
케이션을 위해” 등이었으나, 2015년 이후 소셜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 인터넷
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짐

189) Instant messaging, 인터넷상으로 서로 즉시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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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연도별 인터넷 이용의 주목적
(단위 : %)
연도

이용목적

2016

2014

2012

2010

비율

소셜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

66.6

정보를 게시하거나 인스턴트 메신저를 사용하기 위해

63.5

영화, 사진, 음악 다운로드 및 비디오시청, 음악감상, 게임을 하기 위해

60.4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34.7

이메일을 주고받기 위해

34.7

영화, 사진, 음악을 다운로드하거나 TV/비디오 시청, 라디오/음악청취를 위해

56.7

이메일을 주고받기 위해

52.2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38.4

정보를 게시하거나 인스턴트 메신저를 사용하기 위해

28.4

인터넷/Volp 네트워크를 통한 전화 이용

26.7

이메일을 주고받기 위해

59.8

영화, 사진, 음악을 다운로드하거나 TV/비디오 시청, 라디오/음악청취를 위해

46.2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36.1

정보를 게시하거나 인스턴트 메신저를 사용하기 위해

33.2

온라인 신문/잡지/전자책을 읽거나 다운로드 하기 위해

28.5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39.2

온라인 서비스나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37.5

직업, 교육, 기술 향상을 위해

11.5

공공 및 정부기관에 연락하기 위해

9.9

제품이나 서비스를 매매하기 위해

1.9

출처: ITU

◦ 인터넷 사용자 당 인터넷 대역폭은 87.2kbit/s로 중앙아시아 국가 평균(59.0kbit/s)을
훨씬 웃돎
- 카자흐스탄의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접근성은 중앙아시아 지역 내 선두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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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통신 보급현황
◦ 카자흐스탄의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는 발전되어 있는 편임. 2011년 3G가 처음
으로 카자흐스탄에 도입된 이후 2015년까지 1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모든
지역에서 3G를 사용할 수 있게 됨
- 2016년 카자흐스탄의 3G 서비스 범위는 전체 인구의 86.8%에 달함
◦ 2012년에 시작된 LTE 네트워크는 2014년까지 인구 5만 명 이상 지역에서 서비
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7년 말까지 국내 모든 지역
에 LTE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2016년 카자흐스탄 LTE 보급률은 81%,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0만 명을 넘어
선 것으로 집계
- 2016년 LTE 및 WiMAX의 서비스 범위는 전체 인구의 69.0% 수준으로 향상됨
◦ 또한 휴대용 모바일네트워크(MNP; mobile network portability)가 새롭게 도입
되었음
◦ 통신서비스의 비용 역시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카자흐스탄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수준은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임
◦ 최근 지방지역의 통신네트워크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구형 아날로그 교환기
(PBXs)는 무선가입자망(WLL)으로 교체됨
- 50명 이상의 거주자가 있는 지역은 최대 3.1mbit/s의 유선전화 서비스 및 인터넷
광대역에 접근이 가능하게 됨
◦ 2016년 이동통신 보급률은 150.8%로 세계 평균(101.5%)과 중앙아시아 국가 평
균(141.2%)을 웃도는 수준임. 동년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539만 5,000명
으로 2013년 3,036만 4,90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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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 명)

[그림 103] 카자흐스탄 이동통신 가입자 수
출처: World Bank

3) 카자흐스탄 IT 산업수준
◦ 카자흐스탄 정부는 ICT 부문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013년
국가 주도의 프로그램인 Informational Kazakhstan 2020을 승인하였음
- 해당 프로그램은 ICT 개발 및 공공행정에 대한 접근성 향상, ICT 인프라 가용
성 및 접근성 향상, 개인, 민간기업, 공공기업을 위한 ICT 교육 제공, 국가 인터
넷 콘텐츠 미디어 개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2013년 세계은행은 중앙아시아 IT 현황 보고서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정보 접근성
과 IT 발전 정도가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 가장 앞선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음
- 더불어 전자정부 구현 부문에 있어서도 카자흐스탄이 개발도상국 중 2위에 오른
것을 강조하며 역내 IT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힘
- 카자흐스탄 전자정부 개발지수190)에서 총 193개국 중 33위를 차지
◦ 2017년 카자흐스탄의 ICT 발전지수(IDI)는 6.79로 176개국 중 52위임. ICT 발전
지수는 전년(6.72)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년도 51위에서 한 단계 하락하였음
190) United Nations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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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발전지수는 접근성, 이용도, 활용능력 부문의 11개 지표로 분류하여 인프라
보급뿐만 아니라 통신현황, 인터넷 이용자 등의 활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보통신 부문의 발전 가능성을 측정하고 있음

8.5 디지털헬스케어 시장동향
1) 디지털헬스케어 시장현황
가. 정책
◦ 카자흐스탄은 eHealth에 대한 다양한 국가정책 및 전략을 보유하고 있음. eHealth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 및 전략은 지난 2013년 채택되었으며, 건강정보시스템 역
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원격의료에 대한 정책은 따로 없는 상황임
<표 92> 카자흐스탄 eHealth 국가정책 및 전략 현황
국가정책 및 전략

카자흐스탄

글로벌 평균

채택연도

국가 보편적인 건강보험정책 및 전략

YES

75

2013

국가 eHealth 정책 및 전략

YES

58

2013

국가 건강정보시스템(HIS) 정책 및 전략

YES

66

2013

국가 원격의료 정책 및 전략

NO

22

N/A

카자흐스탄

글로벌 평균

자금조달원

공적자금

YES

77

>75%

민간 또는 상업자금

NO

40

0

기부/비공개 기금

YES

63

<25%

공공-민간 파트너십

YES

42

<25%

카자흐스탄

글로벌 평균

채택연도

다국어에 대한 정책이나 전략

YES

28

1995

다국어로 된 정부 인터넷 사이트

YES

48

-

카자흐스탄

글로벌 평균

비율

학생 - ehealth 부문에서의 사전 트레이닝

YES

74

>75%

전문인력  ehealth 부문에서의 현업 교육

YES

77

50-75%

ehealth를 위한 자금조달

ehealth 내 다국어

eHealth 역량 구축

출처: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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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은 의료 목적의 데이터 전송 및 공유,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법적으로 다루고 있음
- 국내외 연구기관 및 의료 전문가 간의 정보공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정책을 통해
국가에서 관리함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개인이 건강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데이터를 공유할 전문가를 지정하는 권한은 허용하지 않음
<표 93> 카자흐스탄 국가정책 및 전략 내 eHealth 범위
정책 또는 입법의 목적

카자흐스탄

글로벌 평균

YES

31%

YES

46%

YES

78%

YES

54%

YES

34%

YES

22%

연구기관 간의 개인 및 건강 데이터 공유를 관리

YES

39%

EHR 내 개인의 건강 관련 데이터에 대한 개인적 전자 접근 허용

YES

29%

-

32%

-

18%

NO

28%

시민등록 및 중요한 통계 관리

YES

76%

국가 인식 관리 시스템 관리

YES

65%

텔레헬스(Telehealth)와 같은 의료서비스의 의료관할권, 책임 또는 배상을
정의
데이터의 품질, 전송기준 또는 객관적인 임상 기준에 기반해 환자의 안전과
치료의 품질을 다룸
종이 또는 디지털 등인지에 관계없이 식별가능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
전자건강기록(EHR)에서 전자형식으로 보관된 개인의 건강 관련 데이터 내
정보를 보호
동일한 국가 내에서는 EHR을 사용하여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전문가 간의 디지털 데이터 공유 관리
EHR의 사용으로 인해 다른 국가 보건 서비스에서 의료전문가 간 디지털
데이터 공유 관리

EHR 내 개인의 건강 관련 데이터가 부정확한 것으로 알려질 경우 이에 대한
수정요청을 허용
EHR 내 개인의 건강 관련 데이터에 대한 삭제 요청 가능
개인은 자신의 EHR에서 어떤 건강 관련 데이터를 자신이 선택한 전문가와
공유할 수 있는지 지정 가능

출처: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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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은 2003년부터 EHR시스템의 사용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까지 1차 의료
기관의 사용률은 낮은편이나, 2차, 3차 의료기관의 경우 75%이상의 기관이 EHR을
사용하고 있음
<표 94> 카자흐스탄 전자건강기록 시스템 현황
전자건강기록 개요

카자흐스탄

채택연도

국가 전자건강기록 시스템

YES

2003

국가 EHR 시스템의 사용을 관리하는 법안

NO

-

EHR 사용

EHR 보유 시설 비율

1차 의료기관(예: 진료소 및 보건소)

YES

25-50%

2차 의료기관(예: 병원, 응급실)

YES

>75%

3차 의료기관(예: 전문 치료기관, 1, 2차 의료기관의 의뢰)

YES

>75%

카자흐스탄

글로벌 평균

실험실 정보 시스템

N/A

35%

병리학 정보 시스템

N/A

18%

약학 정보 시스템

N/A

33%

PACS

N/A

26%

예방접종 자동알람시스템

N/A

10%

카자흐스탄

글로벌 평균

전자 의료 청구 시스템

YES

58%

정보시스템 공급망 관리

-

58%

YES

69%

EHR을 보유한 건강시설

기타 전자 시스템

ICT기반의 보조기능

건강정보시스템을 위한 인적자원
출처: WHO

◦ 카자흐스탄의 원격의료 프로그램은 다양한 부문에서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로 향후
에도 이러한 원격의료 프로그램의 활용 및 개발은 지속될 예정임
- 정신과(telesychiatry)를 제외한 방사선 의료, 피부과, 병리학, 환자 모니터링
등의 부문에서 원격의료 프로그램이 2년 이상 진행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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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5> 카자흐스탄 원격의료 프로그램 현황
원격의료 프로그램 개요

원격 방사선 의료(teleradiology)
원격 피부과(teledermatology)
원격 병리학(telepathology)
원격 정신과(telesychiatry)
원격 환자 모니터링(Remote patient monitoring)

건강시스템 등급

프로그램 타입

National

Established

Intermediate

Established

National

Established

⧧

⧧

National

Established

출처: WHO

- International level: 여러 다른 지역 내 보건 기관
- Regional level: 동일한 지리적 지역 내 보건 기관
- National level: 위탁병원, 연구소 및 보건기관(주로 공공기관이나 민영기관)
- Intermediate level: 지방 또는 지역시설: 국립 및 사립 병원, 보건소
- Local or peripheral level: 보건진료소, 기본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는 보건센터
- Informal: 공식적인 절차와 정책이 없는 건강목적을 위한 ICT 사용
- Pilot: 프로그램 테스트 및 평가
- Established: 최소 2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예정인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

나. 시장규모
◦ 카자흐스탄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의 규모가 집계되지 않고
있음. 우선적으로 의료기관 내 컴퓨터 사용률이 낮고 전자화되어있지 않고 전반적
으로 ICT기술과 의료분야의 융합서비스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임.
- 알렉세이 최(Alexei Tsoi) 카자흐스탄 보건부 차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
컴퓨터를 사용해 업무를 하는 의료기관은 4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카자흐스탄은 의료 서비스와 인프라의 불균형 정도가 큰 편으로, 특히 코스타나이
(Kostanai) 내 의료기관의 10%만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쉬기스카자흐스
탄(Shyghys Kazakhstan)과 잠빌(Zhambyl)은 7%로 가장 낮은 사용률을 보임
◦ 이 외에도 양질의 의료 및 IT인력이 부족하고, 경력을 보유한 의료종사자의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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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모바일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 숙련도가 낮아 헬스케어 분야에서 모바일 및
전자기기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름
◦ 다만 원격의료(Telehealth, Telemedicine)는 빠르게 발달하는 추세
- 큰 국토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카자흐스탄은 ㎞당 2.5명의 낮은 인구밀도를
지니고 있어 지속적으로 원격의료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카자흐스탄 최초의 원격의료 프로젝트는 2014년 농촌의 1차 의료수준을 높이
고 의료서비스 및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되었음

2) 디지털헬스케어 적용분야 및 사례
가.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헬스케어
◦ 헬스케어에 관한 종합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카테고리로 나누어 제공됨
◦ Vitalem
- 전반적인 건강의식 향상을 목표로 피트니스 정보, 건강상식, 생활습관 등의
정보를 맞춤화하여 제공함
◦ Symptomaster
- 주요 증상 및 진행속도, 질병 이력 등을 입력하면 미리 구축되어있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질병을 진단해줌
- 진단 후에는 개인이 즉시 취해야 하는 간단한 처치법과 관련성이 높은 의료기관
정보가 추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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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상태 및 증상을 입력 하면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 도출됨
[그림 104] Symptomaster 제공 서비스 예시
출처: symptomaster.com

◦ Zdrav.kz
- ‘질병의 모든 것’을 콘셉트로 질병정보를 제공하는 백과사전
- 신체부위별로 나누어 질병 목록 및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질병을 진단함
- 필요한 경우 문의를 통해 해당 질병 진단 및 치료에 유능한 해외 전문의에게 원격
의료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음
◦ Doctor.kz
- 의사의 경력, 진단비, 근무처 및 시간 등 카자흐스탄 내 의료인력 통합정보 및
예약서비스를 제공함
- 경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의사의 등급이 매겨지며, 환자들은 등급과 비용을
고려하여 의사를 쉽게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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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및 증상 입력 하면 진료받을 수 있는 해당 질병 전문의들이 검색됨
[그림 105] Doctor.kz 제공 서비스 예시
출처: doctorz.kz

나. 모바일 헬스케어
◦ 카자흐스탄은 타 국가에 비하여 영유아 사망률이 높은편으로 영유아를 위한 의료
간호 및 관리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에 국가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대표적인
예로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유니세프(UNICEF)와 함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
발 중임
- 모자의 의료간호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건강, 교육 및
사회보장시스템의 융합 및 고품질의 가정방문서비스(Home-Visiting Services)
제공이 계획되어 있음
◦ 모바일을 이용한 진단 프로그램 역시 추진중임. 소량의 혈액 또는 소변으로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모바일 솔루션이 시범적으로 제공됨
- 한국의 KT와 부산대학병원이 알파라비국립대학(Al-Farabi National University)
등 카자흐스탄 4개 단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함
- 모바일 솔루션을 통해 측정된 건강정보는 알파라비국립대학으로 전달되어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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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격의료
◦ 카자흐스탄은 넓은 영토와 불균형한 자원 배분으로 인하여 농촌 기본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2004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역적 의료 불균형 해소의 일환으로 원격의료 프로
그램을 도입함
- 비정부기구인 APM(Kazakhstan Academy of Preventive Medicine)이 카자흐
스탄 보건부와의 계약 하에 프로젝트를 수행함
◦ 농촌 의료 개선 목적
- 원거리의 병원에서 진료서비스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확립함
- 14개의 주에 위치한 128개의 마을에 의료장비가 보급되었으며 농촌지역의 의
료 인력에 대해서는 원격의료 개념 및 기기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짐
◦ 원격 화상회의 및 진료가 의료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 2016년 동안 15개의 지역
병원과 어린이병원, 14개의 공공클리닉에서 약 28,060회의 원격 진료 및 화상
회의를 개최함
- 주요 진료 항목은 심장학(16.7%), 호흡기내과(13%), 신경학(9.7%)이며 주로
카라간다(KaraGanda),

유즈노카자흐스탄(South

Kazakhstan),

아크몰라

(Akmola) 주에서 사용이 빈번함
- 방사선사진, 심전도 및 초음파 검사 등의 주제로 화상회의가 진행되었음

라. 인공지능
◦ Medintel은 미국, 폴란드, 카자흐스탄의 의사 및 IT 전문가가 협업하여 만든 자가
진단프로그램으로 의료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질병 감별 및 환자진단의 질적
가능성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실제 의사들이 진단했던 환자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정확도가 높고, 개방형 플랫폼
으로 이용자들의 지식 및 경험 공유 및 축적을 통해 인공지능 시스템이 향상됨
◦ 카자흐스탄 의사들은 해당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를 빠르게
보여주어 카자흐스탄 의료의 질적인 향상을 이끈 것으로 평가됨
- 스마트헬스케어 종합서비스에 포함되어 제공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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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이 전문 방사선사나 의사 없이 디지털화된 방사선 이미지를 해석하는
기술이 카자흐스탄에서 사용되고 있음. 현재까지는 주로 x-Ray, CT, MRI등의
영상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종양학 분야에서 IBM의 ‘왓슨(Watson)’을 도입하여 서비스 예
정으로 알려져 있음. IBM과 카자흐스탄 보건부가 2017년 말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를 위한 로드맵 작성 중에 있는 상황임
◦ 카자흐스탄 정부가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취지 중의 하나는 인공지능을 통해 카자흐
스탄의 의사들이 국제적인 수준의 치료법을 배우고 융합하도록 함에 있음

3) 주요기업정보
◦ HTMC(национальная телемедицинская сеть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는 카자흐스탄
의 전국 원격의료 네트워크를 의미함
- 카자흐스탄 보건부에 따르면 2017년 카자흐스탄 전국 원격의료 네트워크
에 포함된 기관은 총 204개임
- 보건부, 대학, 클리닉, 아동 전문 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카자흐스탄의 16개의 지역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표 96> HTMC 참여기관 지역별 분포 수
지역명(州)

알마티市
아스타나市

개수

13
9

지역명(州)

개수

서카자흐스탄

11

카라간다

14

알마티

15

코스타나이

17

아크몰라

19

키질로르다

10

악퇴베

10

망기스타우

8

9

파블로다르

14

아티라우
동카자흐스탄

12

북카자흐스탄

14

잠빌

11

남카자흐스탄

18

출처: 카자흐스탄 보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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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지역인 알마티市의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원격의료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음
<표 97> 알마티市의 HTMC 참여기관
구분

보건기관

기관명

1

KSU "Health Care Management in Almaty“
(Управлен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г. Алматы)

almatyzdrav.kz/
2

JSC "National Scientific Center of Surgery" them. A.N. Syzganova
(Национальный научный центр хирургии им. А.Н.Сызганова)

www.nnch.kz/ru/
3

Scientific Center for Pediatrics and Children's Surgery
(Научный центр педиатрии и детской хирургии)

www.pediatria.kz/
4

NATIONAL RESEARCH CENTER Phthisiopneumology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проблем туберкулез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www.nncf.kz/
5

Scientific Center of Urology named after Academician B.U. Dzharbusynov
(Научный центр урологии имени академика Б.У. Джарбусынова)

www.urology.kz/ru/

병원

6

Scientific and Research Institute of Dermatology and Venereology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кожно-венер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www.kaznikvi.kz/
7

National Medical Research Center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акушерства гинекологии и перинатологии)

patient.ncagp.ru/

8

Scientific-research Institute of Cardiology and Internal Diseases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кардиологии и внутренних
болезней)

www.ncvb.kz/

9

Kazakhstan Institute of Oncology and Radiology
(Казахский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онкологии и
радиологии)

old.onco.kz/ru/
10

Kazakh order 'Sign of Honor'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 of Eye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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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Branch of Astana city
(Казахский орден «Знак Почета»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глазных болезней)

eyeinstastana.kz/

보건부

11

National Center for Expertise of medicines, medical devices and medical
equipment of the Ministry of health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экспертизы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изделий
медицинского назначения и медицинской техники)

dari.kz/category/mainpage
12

Kazakh Medical University of Continuing Education
(Казахский медици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непреры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kazmuno.kz/en
교육기관
13

Kazakh National Medical University
(Казах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Асфендиарова)

kaznmu.kz/rus/
출처: 카자흐스탄 보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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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fa Healthcare
기업명

사이트

Agfa Healthcare
global.agfahealthcare.com/cis/
global.agfahealthcare.com/
- 아그파-게바트(Agfa-Gevaert)그룹의 회원사로, 병원 및 의료센터 등에 진단 이미징
및 IT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

기업 개요

- 전 세계 10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음
- 2007년부터 카자흐스탄 보건부와 제휴협약을 맺고 있음
- 2007년과 2013년 카자흐스탄의 공립병원에 의료기기를 제공하는 경쟁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을 수주함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

- 영상의학과, 순환기내과, 핵의학과 및 의료전문봉사 등 전방위의 의료영역에서
필요한 기기 및 솔루션을 제공함
- 아그파헬스케어의 ‘CR30-Xm’은 유방조영술 및 X-ray 촬영기기로, 아날로그 형태의

서비스
제공 방식

의료이미지를 읽고 분석하여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시킴
- 변환된 디지털 이미지는 환자별로 구분해 자동으로 컴퓨터에 전송 및 공유됨
- 이 외에도 환자 모니터링, 종이 문서의 전자화, 환자 정보 관리 및 공유 등 병원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함

제품 이미지

CR30-X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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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icsson Nikola Tesla
기업명

Ericsson Nikola Tesla

사이트

https://www.ericsson.hr
- 크로아티아의 통신장비 제조업체로 통신 서비스 외에도 시스템 통합, IT 솔루션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음

기업 개요

- 2016년에 Ericsson Nikola Tesla社는 카자흐스탄 보건⋅사회 개발부와 건강 정보
시스템 및 상호 운용 플랫폼 계약을 체결함
- 알렉세이 최(Alexey Tsoy) 카자흐스탄 보건부 차관은 해당 계약이 카자흐스탄
e-health의 발전에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임을 언급함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

- 건강 정보 시스템 및 상호 운용 플랫폼을 통해 국가 수준에서의 전자 건강 기록
(Electronic Health Record)이 가능해지며, 의료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여 1차 의
료 서비스의 개선이 가능해짐
- 국가 수준에서 네트워크화된 의료 정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의 전자화된

서비스
제공 방식

의료 관련 정보가 통합되어 저장 및 관리됨
- 통합되어 기록된 정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환자들은
어느 의료기관을 가더라도 연속성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사이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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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카자흐스탄 정책현황
1) 보건의료부문 정책현황
가. 카자흐스탄정부 보건의료정책
◦ 카자흐스탄 보건복지부 2017~2021 전략계획191)을 발표하였음. 카자흐스탄
이 전략의 일환으로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공중보건서비스의 형성 및 개발, 질병 예방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추가 시행,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기 위한 부문 간 상호작용 개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모든 의료서비스를 통합하여 전문의료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현재 카자흐스탄 국민의 건강상태와 전염병 외 질환의 증가세를 고려하여 제공
되는 의료기술의 복잡성에 따라 지역별 의료조직을 위한 개발표준을 기반으로
의료조직의 통합 모델을 구현할 예정

나. 정부예산(Расходы)
◦ 2018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9조 2,178억 5,333만 4,000억 텡게(한화 약 30조
4,189억 1,598만 원)의 예산을 책정192)193)하였음.
◦ 카자흐스탄은 정부예산지출의 우선순위로 △중소기업지원 △경제의 디지털화
△교통 인프라 및 농업부문 발전 △산업화와 개발의 가속화 등 부문으로 결정
◦ 2018년 보건의료 부문에 책정된 정부예산은 1조 165억 8,220만 7,000 텡게(한
화 약 3조 3,852억 1,873만 원)로 책정194)195)

191)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план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а 2017 2021 годы
192) https://online.zakon.kz/Document/?doc_id=39637474#pos=0;0
193) ПОЯСНИТЕЛЬНАЯ ЗАПИСКА к проекту Закон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м
бюджете на 2018 - 2020 годы»
194) http://www.pavlodar.com/zakon/?dok=06216&uro=110002
195) Приложение 2.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й бюджет на 2018 го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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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 ｢혁신적인 의료기술 및 치료법의 사용에 대한 의학적 지원 제공｣에 47억
4,466만 2천 텡게(한화 약 157억 9,972만 원)가 배정됨
- 이 비용은 혁신적인 의료기술 및 해외치료를 통한 의료지원제공에 관한 것으로
공중보건 분야의 혁신적인 활동과 혁신적인 현장조성의 개발은 국내 6개의 과
학센터(JSC “National Scientific Center for Surgery” 등)를 기반으로 수행됨
- 2018년 예산은 보건의료 분야의 경쟁력 있는 하이테크 제품의 창출, 의료서비스
품질향상 및 시스템의 역동적인 발전을 위해 지출될 예정
◦ ｢정보 시스템 및 국가기관의 정보 및 기술 지원기능 유지보수｣에는 13억 2,089만
3천 텡게(한화 약 43억 9,857만 원)이 배정됨
- 해당 비용은 현지 의료시스템의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및 기술 서비스의 유지
보수 등에 사용될 예정
<표 98> 카자흐스탄 보건부의 예산 프로그램

예산프로그램 - 2

- 052 통합 국민건강시스템 내 주민에게 의료지원 제공
- 066 의무사회건강보험 및 그 지원의 틀에서 의료지원 제공
- 020 보건의료시스템 개혁

예산프로그램 - 3

- 061 사회건강보험: 접근성, 품질, 경제효율성 및 재정적 보호 강화
- 064 사회보험기금 JSC의 승인자본금 증액
- 053 통합국민건강시스템(National Health System) 및 인프라 개발에 의해

예산프로그램 - 4

자금이 지원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 거주자에 의료지원 제공
- 069 위생 및 전염성 질병 분야의 과학적 연구적용
- 067 무상의료 범위의 보장
- 070 위생 및 전염성 질병 분야에서의 조치 이행
- 003 기술 및 전문단체의 전문가 교육, 고등교육 및 학생을 위한 사회적 지원
제공
- 005 공공보건기관 직원의 고급교육 및 재교육

예산프로그램 - 7

- 006 고등 대학원 교육 전문가 양성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원 제공
- 007 교육시설의 건축 및 재건축
- 013 공중보건 분야의 과학적 연구 적용
- 024 Nazarbayev 대학교에 대한 기부금
- 059 질병진단 및 치료를 위한 첨단 기술의 역량구축 및 도입

출처: 카자흐스탄 보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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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제도
◦ 카자흐스탄, 2018년부터 의무적 사회건강보험 시스템 도입할 예정임
◦ 해당 시스템에 따라 카자흐스탄 내 모든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며 병원의 지출
비용은 의료보험펀드(Health insurance fund)에서 부담
- 의무적으로 무료 진료가 보장되는 의료행위196)와 사회건강보험에 포함되는 의료
행위는 무료 진료가 가능하며, 의료보험펀드에 의약품 납품자로 등록된 카자흐
내 모든 약국에서 제공하는 의약품의 종류가 개선 및 확대될 예정
- 또한 국민의 의료보험 펀드 납입 보험금 및 의료기관에서 받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매월 제공되며, 의료기관의 의무 위반 또는 서비스의 품질 불량 시
의료보험 펀드에서 보험 가입자의 권리와 이익보호 등을 보장함
◦ 2018년 1월부로 카자흐스탄 내 의무적 사회건강보험197)이 도입되어 국가⋅고용주
⋅가입자가 보험료를 분담
- 고용주는 고용인을 위해 2017년 보험료의 2%, 2018년 3%, 2019년 4%, 2020
년 5%를 부담
- 고용인은 2019년부터 보험료의 1%, 2020년 2%를 부담
◦ 해당 시스템의 도입으로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국립 또는 민간 의료기관을 비교
및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됨
- 이에 따라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 간 경쟁으로 의료인 및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임

2) ICT부문 정책현황
가. 관할기관
◦ 정보통신위원회(Communication, Informatization and Information Committee)가 정
보통신 주무부처의 역할을 전담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정보통신 분야의 규제 및 통제, 법제 시행 등이 포함됨
∙ 교통통신부 산하로 이전되기 전까지는 정보통신부 소속되어 있던 기관
◦ 아스타나(Astanan) 및 알마티(Almaty) 등 각 지역에 행정부를 두고 있음
196) Guaranteed compulsory free medical care
197) Compulsory social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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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 2010~2014 카자흐스탄 산업혁신개발계획198)을 통해 정보통신발전 계획을 수립
하였음
- △양질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공정책
마련,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 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궁극적인 목표 실현을 위해 교통통신부는 카자흐스탄의 정보통신산업 및 서비스
현황, 발전 동향 등을 분석함
- 전자통신 서비스와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을 마련
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공공 전자통신 서비스를 개인 및 기관에 제공
◦ ‘정보통신기술개발계획’에슨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진하였음
- 3G, 4G, LTE, IPTV와 인터넷 TV, 전자상거래 등 ICT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립된 해당 계획의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음
∙ 방송통신 기술개발과 관련 기준 수립을 위한 법 제정 및 투명성 제고
∙ 공공 및 행정기관-민간기관 간 정보교환 통합 수립
∙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확립
∙ 국가 정보 미디어 및 시스템 구축의 사업관리와 규정수립
∙ 대내외 시장 확보를 위한 전자상거래 영역 확대
∙ 전자관리시스템(Electronic Management System) 구축
◦ 2012년 5월 카자흐스탄 교통통신부(MTC)는 LTE 보급 계획에 대한 세부 일정
을 발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3년 국영 통신사 Kazakh Telecom의 LTE 서비스 상용화
- 2014년 카자흐스탄 주요 도시에 LTE 네트워크 보급
- 2015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LTE 네트워크 보급
- 2018년 LTE 커버리지 전국 달성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2년 4월 유럽부흥개발은행199)
을 통해 2억 달러(한화 약 2,131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
198) Industrial-innovativ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2010~2014)
199)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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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월 정보통신위원회는 해당 정책에 대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의 100가지 구체적 실행방안을 게시
◦ 2017년 11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스탄 2050 국가전략 수행을 위한 세
부전략인 2025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해당 전략 내 7대 개혁 과제는 하기와 같음
- 인적자본개발
- 기술 현대화 및 디지털화
- 투자 및 사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지방 불균형 해소 및 도시화 개발
- 법에 의한 지배와 부패와의 전쟁
- 대중 의식의 현대화
-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
◦ 카자흐스탄의 신정책 노선으로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함
- ‘디지털 카자흐스탄’ 프로그램을 통해 IT 등 지식경제기반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도시 건
설,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최첨단 ICT 기술로의 접근을 목표로 함

3) 디지털헬스케어부문 정책현황
◦ ｢2013-2020 카자흐스탄 보건⋅사회 발전전략｣은 ‘헬스케어 시스템의 효율
성 향상’에 대한 내용으로 카자흐스탄의 ‘e-health의 발전 콘셉트 2013-2020
년’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2013-2020 e-health 발전 콘셉트’는 보건 부문의 정보화 및 시스템에 대한
내용으로 2020년까지 전 국민에게 ‘Electronic Health Passport’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자 최종 목표임
- 전반적으로는 헬스케어시스템의 근대화, 의료 서비스의 품질 및 접근성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013-2020 e-health 발전 콘셉트’에 따라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2015년 e-health
표준안의 초안을 작성함
- e-health 표준안은 전자 처방, 진단, 진료, 예방, 백신 등의 주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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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2020 e-health 발전 콘셉트｣의 실행을 위한 로드맵(2014-2020)
- 로드맵은 크게 ①제도화 및 잠재적 성장 ②보건 관련 조직으로 하여금 제3의
기업이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e-health 시장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 ③카자흐
스탄의 e-health의 표준 및 기초 개발 등의 활동으로 분류됨
- 각각의 활동들은 이에 대한 세부 활동으로 나뉘며 이에 대한 도입 시기, 집행
기관이 언급되어 있음
◦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보건 분야의 정보 및 정보보안의 조직 및 관리를 목표로
산하에 ‘eHealthcare 개발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화 정책’ ‘정보기술경영’
‘정보보안관리’ 의 3가지 부서로 구분됨
◦ 카자흐스탄 보건복지부 2017~2021 전략계획200)201) 내 제3장 ‘인프라의 추가개
발보장’에서는 현대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보건시설의 발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
고 있음
◦ 다양한 수준의 보건서비스 간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고 정보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의료 분야에서의 신속한 분석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2050전략에
따라 의료 시스템 정보화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및 기술조건을 확립할 계획
◦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해당 전략을 통해 국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전자건강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각 의료
기관은 단일 정보네트워크로 연결되며 국민들에게 전자의료카드가 지급될 것으로
보임
- 전략적 개발목표, 국제적 디자인 표준의 적용, 의료기관 및 시설의 건설 및 설치,
의료서비스 수준 보장에 기반한 통합 건강 인프라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장기적
으로 판단할 것임을 해당 전략 내 명시하고 있음
◦ 공공-민관 협력을 통해 현대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건강시설을 개발하고 전자
건강시스템을 구현할 예정
- 지역별 특성 및 수준, 특정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의 요구에 따라 지역별

200) http://kooz.mz.gov.kz/ru/pages/strategicheskiy-plan-ministerstva-zdravoohraneniya-respubliki-kazahstan
-na-2017-2021-gody-0
201)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план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а 2017 2021 год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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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장기 건강 인프라 개발계획이 승인됨
◦ 2050년까지 선진국 30위에 포함되기 위한 카자흐스탄의 발전전략202)에 역
시 디지털헬스케어산업 발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해당 전략에서는 보건 분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우선 영역으로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선정하였으며, 따라서 유년시절부터 노년에 이르는 라이프사이클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대규모 공공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
◦ 스마트의료 서비스, 원격의료, 전자의료를 도입할 계획으로, 이동의료, 항공의료,
원격의료, 이동 약국 네트워크, 재난의료 등 모든 보건 분야에서 필요한 인프라와
설비, 기술적 조건을 창출할 예정
◦ 또한 국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취합한 전자건강시스템이 도입되어 2020년
까지 각 의료기관은 단일 정보네트워크로 연결되며 국민들에게 전자의료카드가
지급할 계획

202)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Казахстана до 2050 года и Концепция по вхождению Казахстана в
число 30-ти самых развитых государств мир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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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결
◦ 최근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헬스케어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 및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ASEAN 국가 중 베트남은 최근 들어 경제가 발전하고 있고, ICT 인프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 디지털헬스케어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임. 과거 자체적으로 건강정보 의료정보시스템을 구
축을 추진하던 경험 등이 있지만, 관련 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음.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도입 요구도가 높은 국가 중의 하나임. 베트남의
경우 당초 구축할려고 계획하였던 건강정보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 또는 경험이 많은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베트남의 의료정보시스템 분야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베트남 정부는 데이터 수집 단계의 디바이스 표준 체계를 FHIR HL7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술적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함. 이와 더불어
베트남은 취약한 의료공급망을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위성병원 설립, 원격의료 확
대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해당 부분의 진출 기회 역시
많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마지막으로 개인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어, 관련 된 헬스케어 앱 등의 사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헬스케어 앱, 관련 의료기기 등의 진출 가능성 역시 높은 국가임
◦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섬으로 구성된 지리적 특성과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국민의료보험 계획 및 보건소 전산화 및 건강검진 체계 구축을 위한 원격의료,
의료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편성되
어 있음, 특히 국민의료보험 추진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임. 따라서 향후 이러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정보
플랫폼 및 모바일 연동이 가능한 검진용 기기의 구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또
한 의료인력이 부족한 섬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격의료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격의료 플랫폼 및 관련 장비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캄보디아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비해서는 관련 인프라 및 재정 투자계획이 열악
한 상황임. 그러나 국가 ICT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국가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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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계획에
따라 병원 전산 및 운영관리 소프트웨어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외에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말라리아 등 감염병 질환 발병률이 높은 상황으로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진단기기 등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현장진단기기와 연동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역시 향후 성장가
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캄보디아는 과거 전쟁으로 인하여
의족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국가 중의 하나임. 저렴하면서 빠른 공급이 가능한
3D프린트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호주는 아시아 국가중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의 하
나임. 호주 정부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혁신, 의료시스템 개혁을 통해 모든 호주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디지털보건국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
고 있음. 디지털보건국은 2016년 1월 설립되었으며, 7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수
행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마이헬스 레코드, 보안메시징,
의약품 안전성, 병리 및 진단 영상 판독 등이 있음. 향후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의료 관
련 분야임. 호주는 넓은 영토에 비하여 인구가 적어 의료공급망이 제대로 갖춰지
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비율이 높은 편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 중에 있음. 또한 증가하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개인
건강관리 헬스케어 앱과 가정용 디지털헬스케어 기기 요구가 확대 될 것으로 예
상됨. 이미 호주 정부는 천식, 심장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고혈압, 당뇨 등 다양
한 질환에 대한 시범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음. 향후 관련 사업을 확대 계획 중
으로 관련 기기의 진출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호주정부는 보안 및 상호운용성 부
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호주에 진출을 원하는 기업은 호주정부에
서 요구하는 표준 체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됨
◦ 러시아는 2018년 연방법 개정을 통해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
히 광활한 영토 및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많이 존재하
고 있어 지역병원과 대도시의 거점병원을 연결하는 원격진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최근 순환계 질환인 협심증, 뇌혈관질환, 심근경색이 주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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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순환계 질환은 주로 고혈압 등의 합병증으로 많
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합병증 발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러시아 정부는 원격모니
터링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향후 원격진료 및 원격모니터링 장
비, 가정용 디지털헬스케어 기기 등의 시장 확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 또한
지역병원에 부족한 전문의 인력을 감안하여, 진단방사선과, 병리과 등의 원격진
단 등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특히 러시아 정부는
최근들어 AI를 이용한 진단지원 시스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러한 분야에서 러시아 시장을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음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대표적인 CIS국가임. 이들 국가는 대체적으로 러시
아에 비해서 경제수준이 떨어지고, ICT 인프라가 크게 발달하지 못한 상황임. 또
한 아직까지 의료기관의 의료정보화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EMR
및 PACS 등 병원정보시스템 관련 된 시장의 확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국가주도로 EMR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EMR
사업의 경우 국가 클라우드 DB를 통한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DB 접근권
한 부여를 외국 기업이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EMR이 구축되고 나면
자연스레 PACS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차원의 추진계획은 없는 상황임. EMR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때 국내기업은 PACS 분야에 대한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카자흐스탄은 방문진료가 활성화 되어 있는 국가임. 전통적인 사회
주의 의료체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방문진료시 활용할 수 있는 플랫
폼이 부족하여 수기로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EMR과 연동 될 수
있는 방문진료 플랫폼 및 가정용 디지털헬스케어 기기의 시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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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 최근 보건의료 분야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 및 이로 인한 의료비 급
증, 기존 의사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의 의료 패러다임 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기술적 변화 등 다양한 변화의 흐름 속에 있음. 이러한 변화는 의료서비스
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ICT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의료서비스 환
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
은 자국의 보건의료 분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도입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주로 선진국은 의료비 급등 문제 해결, 치매 등 노
인성질환의 효과적․효율적 관리, 장애인 등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집
단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헬스케어를 도입하고 있으
며, 개발도상국들은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 국민 대상 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 및 처치를 위한 현장진단기기 및 진
단 시스템, 주요 만성질환(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관리를 위한 원격모니터링 등
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원격모니터링,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벽지 주민을 위한 원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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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장애인․노인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인구 집단에 대한 디지털헬스케어 서
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최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진단지원시스템 등에 기업과 의료기관들이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음. 부록의 한
국기업 현황에도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특히 데
이터 수집 분야에 많은 국내 기업들이 있음. 앞으로 변화할 미래 의료는 기존에
비하여 보다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자 개인에
게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거나 정밀의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되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데이터 수집을 위한 디지털헬스
케어 기기는 그 대상 및 종류가 더욱 다양해 질 것으로 예측되어짐. 그러나 현재
는 인․허가를 위한 규제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아 기술 개발 후, 제품 출시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구
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제품 인․허가 획득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
면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새로운 의료서비스가 도입되거나 제품을 채택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
하는 것이 해당 제품의 레퍼런스임. 따라서 실제 디지털헬스케어를 적용함으로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 및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서비스 디자인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임상연구 및 실증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통
해 해당 제품의 유효성, 유용성, 경제성, 안전성 등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성이 있
음. 특히 코호트 연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근거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제도 및 규제 개선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가 제도화 된다면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산업 역
시 R&D 등 제품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어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전반적으
로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면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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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활성화
◦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는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그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관련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해외 진출 전망
이 밝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다각도
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의료와 IT가 융합된 신산업인 디지털헬스케어는
국가 신성장동력 중의 하나로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아
직까지는 그러한 지원체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 형태의 기업
들이 대부분임. 이들 기업 형태에 적합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과거에 비해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출기업 발굴, 정보 및 자문제공, 수출 금
융, 무역 외교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수출지원 전 분야를 강화하고 있음. 특히
신흥시장 개척을 염두에 둔 정책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한 무역사절단을 확대하고, 신흥국에 특화된 무역금융 역시 확대하는
추세임. 독일은 중소기업이 강한 국가로 유명한 국가임. 독일 중소기업의 대부분
은 대외지향성이 높은 기업들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도 창업지원, 기술개발 지원, 기업 컨설팅, 금융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견고하게
운영되고 있음. 특히 2006년부터 추진 된 중소기업 이니셔티브는 중소기업 해외
진출 강화를 위해 해외 전시회 프로그램 활용, 해외 네트워크 강화, 대외무역법
개선, 수출 금융 개선 등을 비롯하여 정부 차원의 경제외교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특히 독일은 금융지원 체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 수출을 위한 자금 지
원 뿐만 아니라 수반되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증지원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
음. 핀란드의 경우 선별에 의한 집중적인 맞춤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해 R&D 및 혁신과 관련된 자금을 지원하면서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 및
6년 미만의 기업들을 위주로 지원하고, 기업의 성장상태에 따라 지원체계를 차별
화하는 맞춤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통합 중소
기업 지원체계를 출범하여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기관이 공동
으로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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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주요 외국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의 중소기업 정책은 크게 해외 무역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홍보 강화를 위한 지원 및 금융지원 체계 강화가 한
축이고, 통합 지원체계를 갖춤으로써 R&D부터 수출까지 여러기관이 공동으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임. 이러한 점은 국내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지원체
계 중 불만사항인 지원체계의 분절화, 복잡성 등을 고려하고, 부족한 해외네트워
크로 인한 해외진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한다면 국내 제도 개선 및 전략 수립에
좋은 방향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의 비활성화로 인하여 국내 기업들은 기술개발
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음. 그러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수출기업은 수출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킨다기보다는, 이미 우월한 경쟁적 위치를 확보했기 때문에 수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함.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R&D 지원전략 수립 및 수요발굴을 지원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와 동시에 한정된 자원하에서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차별화 경쟁우위 확보 프레임워크

[차별화 R&D]
요소기술 개발

[지속가능 현지화]
+

현지 기반

의료 ICT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적정의료 기술

수요발굴

[다양한 진출모델 설계]

[제도개선]

+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 해외진출 강화를 위한
진출 모형 설계 필요
범부처 협력체계 구성
민간협력형, G2G형 등

및 지원체계 마련

é
[문제 해결]
현안 해결·대응

+

[서비스 중심]
지속가능 가치창출

+

[국제표준 기반]
국제표준·호환성

+

[부가가치 창출]
지능형 사후관리 체계 구축

2.1 디지털헬스케어 R&D 차별화 전략
◦ 사전조사 및 현지 수요기반 제품․기술 보유 기업 발굴을 통해 프레임워크에 해당
하는 서비스 및 제품 공급 요소 도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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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화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 기반의 선제적 R&D 확대를 통해 국
내 기업의 기술향상을 꾀하고, R&D 요소기술의 지속적 확보추진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다수 확보함이 중요하며, 최근 다양해지는 시장환경을 고려하여 확
장성이 높은 모듈형 시스템 기술 개발 역시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TIPS203), 창업맞춤형지원사업(중소기업청)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개발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스타트업 발굴을 통한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도모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가동할 필요성
이 있음

2.2 디지털헬스케어 수요발굴
◦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기업과 의료기관을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요국의 서비스 수요기반 니즈를 파악하여 기술(제품) 및 서비스(플
랫폼) 연계를 통한 동반 진출 추진이 필요함. 최근 자국의 보건의료서비스 문제점
(의료비 증가, 만성질환 증가 등 다양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의료서비스
에 디지털헬스케어를 접목하거나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할려는 움직임
이 증가하고 있기에 제품의 단독진출 보다는 제품과 서비스 연계하여 진출 추진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수요국 보건부 및 사회보장청 등 현지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수출로드쇼 및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홍보를 강화하
고, 수요국 현지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연관 사업 공동수행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외교부, 한국무역협회, KOTRA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해외 주재관/주재
원 관계자와의 1대1 상담회를 통해 사전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고, 현지 주재관/주
재원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서 수요가 있는 의료장비 및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중
소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매칭을 통해 개별 기업들의 제품 수출 도모함으로써, 해
외 디지털헬스케어 구매단과 국내 기업의 매칭을 통한 신규시장 개척할 필요성이
있음
203)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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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국의 인력 및 자료공급을 이끌어내어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제성·효율성 사전
평가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확인하고 차별화된 경쟁우위 요소 확보를 위한 사전
품목 검토를 위한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F/S)를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
수출 교두보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2.3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모형 설계 및 적용
◦ 디지털헬스케어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진출
모형을 설계해야 될 것임. 크게 민간협력형, G2G형, 민․관파트너쉽형, 원조연계형
및 국제기구 조달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민간협력형은 진출 대상국이 공공의료 중심이 아닌 민간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가
클 경우에 추진할 수 있는 방법임. 전통적으로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민간이 주도
하는 미국 또는 최근 공공의료가 축소되고, 민간 의료서비스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는 러시아 및 CIS 지역 국가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미국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요구도가 있음. 특히 미국의 경우 보험사와 연계한
진출 전략이 중요할 것임. 이는 미국의 보험체계가 민간보험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험 적용을 받아야지만 의료기관에서도 환자에게 처방을 할 수 있기 때
문임. 미국은 높은 인건비로 인하여 디지털헬스케어를 이용하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임으로 재활치료, 원격진료 등에 대해서 높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진출 전에 미국의 인․허가 및 보안인증을 취득하고
진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또는 관련 보험사와 협력을 통해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G2G형은 진출 대상국의 의료서비스가 공공위주로 운영되는 국가에 적합한 모형
임. 대부분의 국가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이를 더욱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다수의 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
들은 최근 들어 건강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확충에 예산을 적극 투입하고 있음. 이러한 기회에 정부가 주관하는 협력사
업 또는 사절단 등을 통해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해당국 보건부 관계자 등에게
제품 홍보를 통해 해당국의 의료시스템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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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헬스케어 기기 수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까지 정부정
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정부 관계자의 영향력이 강한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임. 따라서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 모색시에는 현지 정부의 정책 변경,
압력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G2G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민․관 파트너쉽형은 해당 국가의 정책 방향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국가들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영국, 프랑스, 독
일 등 유럽 국가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시
스템 도입 및 장비 구매에 관하여는 지방 정부 또는 개별 의료기관(또는 트러스
트)에 일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중점추진방향,
정부계획 등을 확인하여 진출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아직까지 개발도상국들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장비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에는 공적개발원조
와 연계하여 해당국에 진출을 시도하는 모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KOICA는 TIPS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을 수원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기회는 실제로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기회를 바탕으로 타 국가 진출에도 도움을 받는 경우
들이 다수 있음. 또한 국제원조 현장에서 사용 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기구 및
다국적 NGO의 협력 파트너로 선정되는 전략을 취할 수 도 있음. 이러한 연계 프
로그램을 잘 활용한다면, 단순한 기부가 아닌, 실제 진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
문에 수원국에 적합한 적정기술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본 형태를 추진할 필
요성이 있음
◦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조달형은 국제기구, 세계 각국의 공적개발원조 관련 기관,
개발 NGO 등에서 공고하는 국제조달공고를 통해 진출 전략임. 국제기구 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수적인데, 이는 투명하고 엄선된 공급자를 선택하
기 위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임. UN의 경우 공식적으로 벤더등록 입차
서류의 제출 낙찰공모까지 평균적으로 신규업체가 계약을 수주하는데 있어 약 18
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그러나 수주에 성공하였을 때는
장기간 물량공급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입기반과 이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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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력적인 진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UN의 2012년 조달규모는 약 153억불
(물품 68억불, 서비스 85억불)정도 규모이며, 이는 2011년 142억불에서 약
7.7% 증가한 수치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국제기구 중에서는
UNDP와 UNICEF가 각각 20.6%, 15.9%를 차지하고 있음. 주로 국제개발 및 원
조 관련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이며, 이중에는 보건의료와 관련 된 물품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WHO의 2012년 기준으로 689.5백만달러로 규모의 조
달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보건의료 관련 조달 시장 규모도 상당히 큰 편
임. 현재 국제기구 조달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인도,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순위임. 인도와 같이 선진국의 위치는 아니지만, 국제기
구에 많은 납품을 하고 있는 국가도 있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는 2012년 기준으로 5천2백만불 정도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규모의
0.34%로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
◦ 국제기구 조달 제도는 일반적으로 정부 조달제도와 유사함. 공급자(Vendor) 등록
을 한 다음에 안내사항에 따라 관련 요구서류를 국제기구에 제출함.
www.ungm.org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15개 정도의 국제기구가 명단을 공유하게
됨에 따라 매 기관마다 등록을 할 필요는 없음. 이후 웹사이트에 공시 된 입찰정
보를 전자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음. 코트라에서는 이러한 조달시장 참여를 위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기업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면, 국제기구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음

2.4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지원 제도 개선
◦ 효율적인 수출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
음. 예를 들어, 주요 기관 간 공동의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전주기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임. 핀란드의 경우 Team Finland 이니셔티브에 따라 운
영하고 있는 Lets Grow 프로그램은 해외진출 지원을 담당하는 Finpro, 기술개발
지원에 전문성을 가진 Tekes, 그리고 금융지원 기관인 Finvera가 공동으로 운영
하는 사업으로서 성장성과 기술경쟁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 개 기관이
함께 심사하여 공동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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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해외진출 지원을 담당하는 KOTRA,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그
리고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수출입은행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여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같은 기관이 협업체계를 형성하
여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더불어 수출기업의 외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수출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적
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됨. 경험적 사실
자료에 따르면,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 증대보다 새로운 수출기업의 참여가 국가
전체 수출 확대에 기여함. 따라서 선별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준비, 현지조
사, 사후지원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기업에 도
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국내 기업에 대한 DB 구축 등을 통해 동일 국가를
대상으로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묶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할 수 있음
◦ 진출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정보제공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신흥시장은
구매자 식별 및 시장전략 수립, 현지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음. 특히 신흥시장의 경우 언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정부 수집에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음. 정보제공 창구를 일원화하
여 적시에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신흥시장에 특화 된 금용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미국과 독일은 신흥시장
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신흥시장의 경우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
을 수 있기 때문에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계약, 지적재산권, 특허 등의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언어문제, 현지 법률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계약 등 진출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이 있음. 법률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
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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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후관리 체계 구축
◦향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후관리 플랫폼 등 의료수출의 새로운 차별화 추진이
필요함
- 의료관련 H/W 및 S/W 제품 진출의 경우 사후관리의 부실 및 불만족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
이 매우 어려움. 이를 위해서 원격관리 센터 구축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할 필요
성이 있음
- SAAS형태의 원격관리 솔루션을 통한 사후관리 분야 문제해소 및 차별화 요소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106] 사후관리 플랫폼 예시 화면

부 록

❶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현황
❷ 주요 기술별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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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현황204)

1. Data 활용
◦ 디지레이205)는 PACS Software(제품명 : FireCR)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디
지레이의 PACS는 높은 image processing기술과 빠른 처리속도를 통해서, 최적화
된 x-ray image 획득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설치가 편리하며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함. 또한 사용자 중
심의 User Interface가 뛰어나며, 이미지를 최적화하기 위한 밝기, 자르기, 회전
등의 시행하고 3DISC Imaging을 이용하여 고품질 및 효율적 기술 제공이 가능
한 제품임
- 2012년부터는 칠레, 방글라데시 및 태국 등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하였음
◦ 소프트넷206)은 PHR서비스(제품명 : inPHR)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의료기관에
서 제공되는 개인 진료정보와 개인이 직접 입력한 건강기록을 연계하여 통합 관
리함으로서 평생 건강 기록을 관리 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
하고 있음
- inPHR은 진료기록과 환자가 직접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건강예방증진 서비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 자가 관리 등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교,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진료정보 교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204)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현황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관련 협회 등에 등록되어 있거나, 국내․외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조사하였음
205) http://digiray.co.kr
206) http://www.softnet.co.kr

346 ❚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지원 사업

[그림] inPHR 서비스 제공 내용

◦ 유인케어는 스마트 관절동작 분석 기능을 활용한 원격재활 서비스 시스템을 서비스
하는 기업임. 3D 동작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인체의 25개 관절의 각 운동
동작 등을 실시간 측정⋅분석하여 환자 맞춤형 재활운동 서비스르 제공함
- 유인케어의 제품을 통해 사용자가 집에서도 편안하고 정확한 재활 운동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의료진은 WEB 기반의 원격 모니터링 및 스케줄을 조정
할 수도 있음. 특히 의료진이 3D기반의 카메라를 활용하여, 신체 각 관절 움직
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피드백 가능함
- 개인만이 아닌, 지역사회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설에서 원격재활 시스템
을 통해 노인 맞춤형 스마트 운동방법 Total Solution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그림] 유인케어 원격재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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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브로스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모바일 기반의 병원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임. 비브로스에서 개발한 ‘똑딱’을 통해 환자들은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진료
접수를 할 수 있음. 또한 환자들의 병원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실제 병원을 이용한
후 후기를 남길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 제공을 통해 환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취
득하고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예약기능 외에도 시술 또는 진료 시에 궁금했던 점과 앓고 있는 질병에 관한
건강 정보 등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음
◦ 아이엠랩은 HeartSense라는 제품을 통해, 기존의 마네킹을 대상으로 한 심폐
소생술교육 대신 심폐소생술 피드백 기능이 없는 마네킹에 센서를 부착하여 교육
행위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과 평가를 전용 앱을 통하여 가능하게 하는 smart
CPR trainning HealthCare solution을 제공하는 기업임
- HeartSense는 설치 조작이 쉽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
실시간 Interactive를 통해 교육의 흥미를 끌어주며 실감나는 CPR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임
◦ 에스엠비아는 합입형 마이크로 니들을 개발하여 상용화하였음, 함입형 마이크로
니들은 당뇨병 치료제, 두통약, 피임약 등 주사하기 힘든 약물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체내에 주입할 수 있는 제품으로 피부 보습효과가 있는 천연물질인
‘히알루론산’을 마이크로 니들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는 제품임. 체인식으로 히알
루론산을 엮어 체내 수분에 접촉해도 녹아내리지 않고, 팽창하지 않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약물 주입이 가능함
◦ 바이오스퀘어는 IoT를 기반으로 현장 진단 제품(제품명 : Quantum PACK)을 개발
하여 출시한 기업임. Quantum PACK는 효소 면역 측정법에 기반한 면역 체외
진단 방식인 CLIA(Chemi Luminescence Immuno Assay)의 기술을 보완함으로써
필요한 만큼의 신호지속과 photo bleaching 저항성으로 re-reading 등 기술
혁신을 이뤄냈으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할 수 있음.
최근에는 스마트폰(카메라,LED,통신모듈 등) 연동에 기반 하여 소형 휴대용 현
장 진단 분석기를 개발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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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ta 수집
◦ WELT는 벨트를 통해 사용자의 허리둘레를 측정하고, 사이즈의 변화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기록함으로써 사용자 스스로 식습관 등 라이
프 스타일을 바꾸거나 유지하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웨어러
블 제품임
- 제품에는 built-in 되어있는 계보기가 있어 사용자가 하루 동안 얼마만큼 걸었
는지 알 수 있게 해주며 허리사이즈의 변동 시 즉각적으로 벨트에 알려주는 기능
보유하고 있음

[그림] 웰트 제품 및 기능

◦ 솔미테크는 중이염, 귀지 등 귓속 상태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과 원터치 버튼으로
간편한 이미지 캡처가 용이하며 저장된 영상을 e-mail 및 sns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연동형 귀 내시경 제품(제품명 : Refit Cam)과 매일 자신의
맥박과 스트레스 등을 간편하게 체크 해 줌으로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REFIT CARD 제품을 출시한 기업임.
- REFIT CARD는 어플리케이션 실행 후 소지한 REFIT CARD 스마트 폰에 갖다
대어 자동으로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측정 기록을 SNS로
전송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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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REFIT CARD⋅Refit Cam 제품 및 기능

◦ 스마트 사운드는 SKEEPER라는 제품을 통해, 청진-분석-진단-처방-문진
의 싸이클로 사용자의 심장 건강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제
품을 출시한 기업임.
- 초음파 전류 장치 등 인체에 유해한 입력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인체의 소리
신호를 MIC의 집음 원리 수집, 특화된 음성처리 기술과 무선 전송방식으로 처리
함으로써 보다 선명하게 청진이 가능한 제품임

[그림] SKEEPER 제품

◦ 힐세리온은 모바일과 의료기기를 접목시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진료와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Mobile hand-held Portable 초음파 기기(제품명 :So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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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발한 기업임
- Sonon은 의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나, 재난 현장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handled-type형 초음파 기기를 이용하여 진단을 가능케 하고 모바일 혹은 pc
등과 연계하여 영상을 송신하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제품임
◦ 엠트리케어는 모바일, 테블릿, pc등을 통해, 하나의 계정으로 모든 가족의 체온을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제품(제품명 : Thermocare)을 개발하였음
- 1초 이내 체온 측정이 가능하며 자동 절전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블루투스 연동
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의 측정된 체온 등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Thermocare 제품

◦ 에스코넥은 병원이 아닌 집, 학교 등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소변검사를 통해 관련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소변분석 제품(제품명 : yodoc-m)
을 출시하였음
- 검사 캡슐을 분석기에 넣음으로서 빠른 시간 안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관련
자료를 평생 관리 할 수 있는 기능 보유하고 있음
◦ 길재 소프트는 VR기술을 활용한 초음파를 개발하였음. VR을 활용한 초음파를 통
해 촬영한 태아의 모습을 클라우드 서버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태아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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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T FETUS 제품

◦ 일루코는 IDS-1100제품을 통해, 피부암 등 피부질환 검사를 할 수 있는 handledtype형 제품을 개발하였음. 이 제품은 조작이 쉽고, 휴대가 간편하며, 피부질환
검진 및 진단이 빠르고 정확함. 또한 디지털 이미지 촬영이 가능하여, 촬영된 사진은
스마트폰을 통해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음

[그림] IDS-1100 제품

◦ 직토워크는 사용자가 걷는 동안 스윙의 속도, 각도, 회전량 등을 분석함으로써
잘못된 걸음걸이를 인지하여 사용자가 올바른 걸음걸이를 가질 수 있도록 자세
교정을 유도하는 제품임
- 사용자가 정확한 걸음수와 소모한 칼로리량, 걸음걸이 등을 제시해주며, 올바른
걸음걸이 습관을 위한 방법을 제시해주는 웨어러블 기기임업
◦ ALEX는 귀에 거는 형식의 wearable device로서 착용자의 자세가 바르지 못할
경우 사용자 맞춤형 코칭에 따라 자세를 바로 잡기위한 신호를 냄으로서 바른 목
자세를 습관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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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rable device와 연동 되는 앱을 통하여 실시간 자세 측정이 가능하며 자신
에게 맞는 자세 설정을 직접 할 수 있고 자세 변화추이를 알 수 있는 통계 자료
제공이 가능함

[그림] ALEX 제품 및 사용법

◦ 휴이노는 커브 없는 스마트 혈압시계 제품을 출시하였음. 손목시계 형태의 wearable
device 로서 만성 심장질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심전도를 측정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건강 정보를 분석함
- 실시간으로 심전도와 관련한 생체 건강 신호(혈압, 산소포화도 등)를 측정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높임과 동시에 지속적인 건강 정보의 축적을 통해, 습관에 대한
코칭 및 처방을 통해 환자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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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비는 사용자의 혈액 한 방울로 혈당, 콜레스트롤, 심장질환과 같은 질병을
초단위로 진단하며 일회용 스트립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모바일 혈액 진단기기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였음
- 측정한 데이터 등을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 모바일기기로 전송해 줌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혈당 및 콜레스트롤 수치를 확인 할 수 있고 주기적인 건강검진
일정 등을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그림] 비비비 제품

[그림] 비비비 제품 사용 방법 및 어플리케이션

◦ 인핏앤컴퍼니는 복부지방 측정기(제품명 : Bello, Erectile Dysfunction)을 출시
하였음. Bello, Erectile Dysfunction는 당뇨, 고혈압, 협심증 등을 유발하는 복부
지방에 대하여, 근적외선을 이용하여 3초 안에 측정해 주는 hand-held 형태의 제
품임
- 지방율 측정 이외에 권장하는 칼로리 소모량과 등을 측정해주며, 세계 최초로
penil의 혈량을 측정함으로서 'Erectile Dysfunction' 측정이 가능함으로써 의료
기기의 역할도 가능함

354 ❚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지원 사업

◦ 쓰리디 메디비젼는 수술 부위 및 집도 과정을 3D입체 영상으로 구현하여 실시간
플레이와 녹화를 통해 다른 의사, 수련의, 간호사 등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상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외과 미세현미경 수술용 3D의료영상기기 및 동영
상 인터페이스 개발하였음. 기존의 폐쇄적이고 비효율적인 교육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으로 향후 새로운 의료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DESIGN 36.5는 귀 내시경 제품을 출시한 기업임. 이 제품은 무선 검진이 가능한
기기로서 사용과 휴대가 편할 뿐 아니라 스마트폰과의 연동으로 실시간으로 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임

[그림] 귀 내시경 제품 및 사용방법

◦ 에스씨랩은 기존의 무게 추를 사용하는 운동기구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간단한 버튼의 조작만으로 하중조절이 가능한 디지털 근력강화 기구임
- 사용자의 기구 운동량, 칼로리 및 지방 변화율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사용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자가 점검이 가능하고, 주치의 또는 헬스 트레
이너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실시간 칼로리 및 지방 변화율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터치스크린을 통해 조
작함으로서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지루함을 극복하게 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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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스는 재활이 필요한 사용자에게 가정에서도 재활운동 전문가의 코칭을 통해
신체 재활의 효율성과 활동성을 극대화 시켜주는 The home exercise platform을
출시하였음
- 의료진은 ICT를 기반으로, 사용자(환자)에게 1:1 맞춤형 재활운동을 처방하여
사용자(환자)의 스마트 기기로 전송하고, 사용자(환자)는 처방영상을 바탕으로
재활운동을 수행함. 즉, 운동 동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처방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음
- 영상 뿐 아니라 PDF파일로도 처방내역을 인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자는
언제 어디서나 동작 수행이 가능함
◦ 이오플로우는 가스발생 없이 전자식 제어인 전기삼투방식기반의 기술을 사용한
일회용 wearable pump 패치형태의 약물 주입기인 Electroosmotic Pump(EOP)를
출시하였음
- 터치형태의 smart control을 통해 EOP의 지속적이고 일정량의 인슐린 투입
을 제어 및 조절하며 휴대가 편하고 정확한 시간에 약물 투여가 가능하며, 30
gauge의 스테인리스 바늘을 사용함으로서 폐색증 발생 위험을 최소화시키며, 센
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폐색증 감지 기능이 있음

[그림] Electroosmotic Pump(EOP) 제품 및 사용법

◦ 데이코어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30일 동안 매일 다른 1:1 코칭 맞
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운동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게시하
여 언제 어디서나 적합한 운동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제품명 : 운동코치
짐데이)을 개발하였음

356 ❚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지원 사업

- 섭취 칼로리 및 식단기록 등의 관리를 해주고 블루투스 연동 스마트 체중계로
신체변화를 자동 기록해주는 기능도 보유하고 있음
- 차별화된 모바일 트레이닝 솔루션으로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 1:1 PT형식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해주고 다각도의 바디 컨설팅을 제시해줌으로써
사용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임
◦ 올리브 유니온은 블루투스를 통한 스마트폰과의 연결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주파수를 손쉽게 조절하고 잘 들리지 않는 소리를 확대해 들을 수 있는 스마트
보청기 제품을 출시하였음.
-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청력 테스트 및 청각 관련 정보 데이터화하여 사용자
청력 상태를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개인 맞춤별 소리환경 시스템 설정이 가능한
제품임

[그림] 올리브 유니온 제품

◦ 룬랩은 생리대나 탐폰 대신 사용하는 생리용품으로서 체내에 삽입하여 생리혈을
받아뒀다가 버릴 수 있게 만든 제품(제품명 : 스마트 생리컵)을 출시하였음
-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적 제품이며 기존의 생리컵에 IoT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생리혈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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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룬랩 생리컵 제품 및 사용법

3. Data 분석
◦ 마크로젠은 염기서열 분서 염기서열 분석(NGS) 및 개인유전체분석(PGS) 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업임
- 여러 유전자를 한 번에 검사함으로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정확도를 높이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폐암, 난소암, 유방암 등 4가지 암 종에 대한 400개
가량 유전자를 동시에 진단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알츠하이머병, 혈관성치매, 파킨슨병 등 주요 퇴행성 뇌질환과 안질환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 발생 위험도와 생활
가이드라인을 알려주는 노인 특화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인 ‘마이지놈 스토리
시니어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메디포스트는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기업임. 중간엽 줄기
세포는 성체 줄기세포 중 가장 어리고 줄기세포의 특징이 잘 유지된 제대혈 줄기
세포는 재생력이 뛰어난 성향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한 난치성 질환 치료제 및
화장품의 주재료로 사용 가능함
- 카티스템이라는 제대혈 유래성분 의약품은 퇴행성 또는 반복적 외상으로 인한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 연골결손을 돕는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음
- NGF37-제대혈 Ample은 첨단 바이오 기술력이 집약된 독자적 인체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배양액으로 줄기세포 배양액 속 37개의 피부 성장인자로 인해 뛰어난
재생력을 지닌 기능성 화장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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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bonson HD camera system을 출시하였음. HD camera system 선명한 고화질의
Capture 이미지와 pc를 통하지 않고 환자 기록과 사진 촬영 및 의사의 소견 기입
등을 본체에 저장할 수 있는 기술로서, 현재는 위 내시경에 적용되고 있음
- 고화질의 전자 위 내시경 시스템으로서 pc없이 전자관리 소프트웨어가 내장 되어
있고, 환자기록과 사진 촬영이 가능함
◦ 셀바스 AI는 인공지능 기업으로, 딥러닝 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연구 및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임. 현재 필기인식, 영상인식, 음성인식 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기술
을 보유하고 있음
- 의료녹취 솔루션 ‘셀비 메디보이스(Selvy MediVoice)’와 질병 예측 솔루션 ‘셀
비 체크업(Selvy Checkup)’을 주요 제품임. ‘셀비 메디보이스’는 기계 학습 기
반의 음성인식 엔진을 탑재한 의료 녹취 솔루션으로 영상의학과, 병리학과 등
병원 진료과목 별 의료진의 발화 데이터와 의학용어를 수집해 학습한 제품임.
기존에는 각종 자료를 판독한 후 의사의 소견을 녹음하면 기록사가 음원을 듣고
일일이 기록, 입력해왔으나, 셀비 메디보이스를 활용하게 되면서, 의사의 판독
소견을 실시간으로 자동 전산화해 업무 처리를 3배 빠르게 할 수 있고, 의료진
의 의무 기록 작성과 업무 과부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음

[그림] 셀비 메디보이스

- 질병 예측 솔루션 ‘셀비 체크업’은 개인의 건강검진기록을 입력하면 폐암, 간암
등 주요 6대암과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 주요 성인병의 2~3년 이내 발병 확률
을 예측해주는 서비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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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셀비 체크업

◦ 디메디는 medical film digitizer로서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X-ray film을 디지
털 방식으로 변환시켜주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관리를 쉽게 하는 기능을
가진 DMD D-2000 제품을 출시하였음
- 이 제품을 통하여 원격 판독을 위한 영상 전송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영상 확대
및 반전 명암 조절 등 다양한 viewer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임

[그림] DMD D-2000 제품

◦ 퓨전 테크놀로지는 Mimics Innovation Suite 기술을 통해, Medical CT & MRI 영상
을 활용하여, 원하는 인체 3D 형상을 얻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였음
- 3D printer를 이용하여 인체의 조직 3D모델을 제작하도록 입력 데이터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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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가상의 3D 모델을 실제 3차원 모델로 형상화 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기술을 이용하여 인체 내 다양한 데이터 측정이 가능하며, 동시에 DB를 구축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가상의 수술 시뮬레이션을 적용
할 수 있는 기술 보유하고 있음
◦ 아이엠 헬스케어는 스마트 체지방 측정기, 스마트 밸런스 등을 통해 측정이 된
체지방 및 개인 관련 건강 데이터를 스마트 폰과 연동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품을 출시하였음. 또한 뇌파 측정기 또는 키 측정기 등의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와도 연동함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건강 관련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축적 된 DB를 토대로 맞춤형 건강 플랫폼을 완성 하도록 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헬스 커넥트는 환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효과적 건강관리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문진, 자가 건강관리, 모바일 코칭 및 관리자 운영 web제공 등을 하는 전반적
인 헬스케어 기능을 제공하는 헬스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음
- 같은 그룹 내 어플리케이션 운영으로 소속 구성원간의 활동량을 어플리케이션
을 통해 제시하여 상호간 적극적 건강관리 활동을 자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
며, web 사이트와의 연계를 통해 앱 관리 및 건강관리 자료통계를 산출하는 기
능을 제공함
◦ Huray는 혈압 등 건강정보, 식사량, 운동 습관 등 라이프로그 등 전반적인 건강관
리와 전문가를 통한 개인 맞춤형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
한 개인 유전자형 진단키트와 연동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유전자별 인포그
래픽 자동 생성 및 개인유전자 분석을 통해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종합하여 제
공하는 토탈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IRM는 환자 개인 정보와 의료 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모바일 기기에 저장
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쉽게 구성해 주는 어플리
케이션 기반의 mobile health communicator 제품(제품명 : m-Teresa)를 출시
하였음
- 환자의 의료기록 및 의무기록 양식, 메디컬 이미지, 오디오 및 비디오 영상 등을
취합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함으로서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과 기록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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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며 이를 통하여, 모바일을 기반으로 적정의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림] m-Teresa 제품

◦ 루닛은 AI기술을 이용하여 의료 영상에서 나타나는 폐 질환(폐암, 결핵, 폐렴 등)을
발견하여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도록 도와주는 제품을 출시
하였음
- 질병 위험 수준 이외에도 병변의 위치를 자세하게 표시해줌으로 진단을 빠르게
돕고 정확도가 매우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폐 관련 질환에 관한 의료
정보 해석과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연결을 통해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 대한 진단 상태를 환자 본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아이메디신은 뇌파와 연계된 심박, 호흡 등 생체신호의 다양한 데이터를 구축 하는
뇌파 표준 DB 기반 뇌파 분석 플랫폼 제품(제품명 : iSyncBrain)을 개발하였음.
한국인의 표준 뇌파 측정정보를 관리하고 개인 진료 기록의 연동을 통한 DB를 구축
하여 지속적 환자 관리 기능 보유하고 있음
-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iSyncBrain에 저장된 개인의 자료를 바탕으로 스
스로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환자를 지원하고 있음
◦ 라인웍스는 대용량의 의료명세서를 분석하여 질병발생 분포 및 의료수요 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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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료 서비스 분야의 핵심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화하였음. 현재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의료기관들과 협업하여
데이터 개발 및 생산 중임

[그림] 라인웍스 분석 서비스 화면

◦ Medizen 휴먼케어
- 질병예측 유전체 분석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개인별 유전체 검사를 통해
질병의 위험도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DNA분석을 통해 유
전적 위험성을 파악하고 생활습관 및 환경요소를 고려한 건강관리 방향을 제시
해주는 헬스케어 시스템
- 자체 개발한 개인별 유전자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질병위험도를 분석하고 다양한
인종의 유전자 분석에 적용 가능한 기술임
- 유전자 분석결과를 활용한 의료진의 자문을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 솔루션 제공
가능의 헬스케어 시스템 기술임
◦ 메디애니는 최초의 모바일 메디컬 애니메이션 솔루션 개발 업체임
- 성형 및 미용 수술시 의료관련 지식 등을 쉽고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로서 환자 및 보호자가 알아야 할 수술 전과 수술 후 주
의사항 등에 대하여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쉽게 전달해주는 기능 보유
- 누락된 설명에 대한 의료분쟁 예방 및 문의전화의 감소로 업무 효율성을 증가시켜
주며 환자 개인 맞춤형 성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증가 시켜

부록

❚ 363

주는 기능 보유하고 있음
- 수술과 관련한 일련의 사항을 자동 발송해주는 시스템 및 환자 관련 기록을 DB에
자동 보관해주는 기술 보유
◦ 나노 소프는 Bfit라는 모바일 앱 체중계 개발 업체로서 무선 음파통신 방식으로
스마트 체중계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복잡한 통신 설정 없이 발생된 소리만으로
정보를 기록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기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블루투스 및 wifi 설정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측정
결과와 1:1 맞춤형 다이어트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중임
- 혈압을 측정함으로서 운동 및 식습관 관리가 가능하고 그래프 화 된 본인의 혈압
기록을 토대로 건강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능 또한 보유하고 있음

[그림] Bfit 제품 및 앱 화면

◦ 스몰머신즈는 Cardiac POCT platform을 보유하고 있은 업체임. MEMS 기반의
Bio-sensor와 압타머 기술을 이용하여 환자 혈액으로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표
적 단백질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심근경색을 조기에 진단 할 수 있는 장비임
- 마이크로 유체 칩 및 고해상도 휴대용 판독기기가 결합 된 디지털 항원 진단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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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인공 지능 인식 알고리즘 및 초 해상도의 알고리즘 보유하고 있음
- 헬스케어와 바이오산업을 접목한 기술로서 간단한 조작을 통해 질병 유무를 알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현장진단이 가능함
◦ PDXen는 BT-IT 융합기술 질병 예측 시스템으로 기계학습 기반 알고리즘을 이용
해 질병의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암환자의 재발 원인인 혈중암세포 및 미세잔류암세포의 생물학적 특성 규명을
위한 분석 기법 개발하였으며, 분석 결과 및 임상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폐암,
대장암, 치매 등 질병 여부와 질환의 진행 정도를 예측 하게 하는 기술을 보유하
고 있음
- 세포특성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시간 세포 추적 시스템 개발과
미세잔류암세포 분리 및 배양기 개발하였음

[그림] PDXen 제품

◦ 파로스 아이비티는 IT&B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인공지능 기술
을 기반한 신약개발 프로세스 구축하였음
- 빅 데이터 분석 기반 단백질 구조 관련 연구기술과 고효율 가상탐색 기술 및
Drug repositioning 관련 기술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판매
및 사용 되고 있는 약물과 화합물 등의 정보를 집약한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인
chemiverse 기술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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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I기반 신약 개발 프로세스

◦ NOUL은 한 방울의 피로 말라리아 감염여부와 균 종류 및 질환 단계까지 10분
안에 확인 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한 업체임
- 아프리카 국가 등 혈액을 냉장보관하기 어렵고 현미경등 진단장비의 확보가 어
려운 곳에 '랩온어칩' 기술을 바탕으로 칩 위에 혈액을 놓고 콘솔 기기에 넣음으
로서 AI가 자동 분석 하게 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바이오 오케스트라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대한 조기 스크리닝과 치료제 개발을
통해 치매에 대한 Total Solution 제공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임. 타액으
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을 검출하고 이를 조
절해주는 단일 miRNA를 개발하여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 진료
방향 제시가 가능함
- 치료제 BC-001에 의해 원인인 아밀로이드베타가 제거되며 잔여의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되기 전 뇌혈관장벽을 통과하여 뇌세포에 작용해야 함
◦ FEMTO BIOMED는 피를 뽑지 않고도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유리지방산
진단을 통해 당뇨, 고지혈증, 불임, 비만 등의 다양한 현대적 질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Wearables/Medical-Devices와 Healthcare Application의 완벽한 연동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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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샘플 정렬 및 측정부터 섬세한 컨트롤까지 자유자재로 가능하며 장시간의
반복 실험까지 자동으로 가능함
- ‘자유계면 접촉각 측정법’으로 접촉선 부근의 계면/광학 왜곡이 없고 세계 최초
로 접촉각과 표면 장력을 동시에 측정하며 언제 어디서 누가 사용해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함

4. Data 예측
◦ 네오팩트는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 제품을 개발한 업체로서, 환가 직접 글러브를 착
용 후 재활 훈련을 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로서, 글러브 착용 시 라파엘 재활 솔루
션을 연결해주도록 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음
- 내재된 밴딩센서는 중앙 시스템과 연결되어 환자의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데
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센서가 인식한 움직임 등의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블루투
스를 통해 라파엘 스마트 재활 솔루션에 전송되는 기능 보유함

[그림]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 제품

◦ 뷰노는 VUNOMED라는 제품을 개발한 업체로 딥러닝 기반 의료데이터 분석 솔루
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음. 자체 개발한 vunonet 서버를 통해 의료 관련 다양한
문제와 정보 등을 병원 및 의료진으로부터 전송 받고 이를 분석 해주는 기능임
- medical data에 대한 consulting 뿐 아니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 발생되는 의료
문제 상황에 대한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동기화 시켜주는 기능이 있어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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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편리함을 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의료 기록뿐 아니라 medical video, ECG/Brain signal data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 정보들을 분석하는 기능이 있어 궁극의 솔루션을 제공해주며 분석을 통해
폐질환 혹은 심 정지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기술임
◦ JM 스마트는 스마트 밴드(제품명 : 슬립닥)을 개발한 업체임. 슬립닥은 smart
wearable device로서 운동량, 조도량 조절 방법 등으로 수면에 필요한 호르몬
생성과 행동 요령 등을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자체적으로 수면 패턴 자료를 분석해 줌으로서 사용자에게 수면 이상증세에 따른
수면 향상 방법을 매일 진단하여주는 기능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어플리
케이션을 통하여 기기와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하고 pc와의 데이터 공유 기능을
제공 하는 등 자신의 건강 생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기능 제공하고 있음
◦ 이드웨어는 임베디드형 음성인식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초소형의 엔진
과 저전력 칩을 사용한 S/W를 개발하여 음성인식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노년층에 특화된 음성인식 및 장애인 음성인식과 임베디드 음성인식 등을 하는 다
양한 인터페이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청각 장애인을 위한 wearable device를 통해 주변의 소리를 대신 인지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하여 사용자가 파악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 음성인식 및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사운드 마인드'기능을 통해 치매노인
예방 활용에도 가능한 디지털헬스케어 역할이 가능함
- 스마트 홈의 기기제어, 자동차 내비게이션 및 멀티미디어 컨트롤, wearable
device 등 다양한 음성인식 인터페이스 기능에 적용 가능함

[그림] 이드웨어 음성인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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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큐릭스는 진스웰 BCT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조기 유방암 환자 중 암
조직의 FFPE에서 추출한 유전물질 분석을 통해 암 관련 9종 유전자들의 발현량
을 분석하고 10년 내 타 장기로의 전이 확률 및 생존율 등을 제공하는 유방암 예
후 예측 검사 기술임
- 조기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진스웰 BCT kit를 이용하여 암조직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향후 환자의 치료 방법에 대한 조언 및 예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임
- 초기 분석 단계인 암 조직 샘플(FFPE)로 부터 RNA를 추출 하는 완전 자동화
솔루션을 갖춘 시스템이며 일련의 과정을 거쳐 고유의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을
하고 예후를 예측하는데 적용하는 기술임
◦ 에이아이 트릭스는 인공지능 기반 중환자실 환자 관리 솔루션 개발한 업체로 시
시각각 변하는 중환자실 환자들의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상태를 관리하고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하였음.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급성
질환 감염, 심정지 위험 등 예측이 가능함
◦ EXOSYSTEM는 Exo-Rehab을 보유한 업체임. 재활 게임을 통해 환자의 재활운
동을 유도하고 관절의 움직임이나 속도 등을 측정하여 환자 정보를 축적한 뒤
이를 분석하는 기술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wearable device로서 분석된 환자 정보를 토대로 개인 맞춤형 재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그림] Exo-Rehab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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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로는 3D 프리팅 전자의수를 개발한 업체임.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완제한 전자의수를 출시하였음. 기존가격의 1/10인 저비용으로 다섯 손
가락 15개의 관절과 5가지의 잡기 기능이 있고, 양손이 없이도 쉽게 충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절단된 팔의 미약한 신경을 감지하기 위한 근전도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뇌에서
근육으로 전달되는 신체 신호를 감지하며 5개의 손가락 마다 독립적으로 구동
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악력을 재현하였음
- 석고 작업 없이 오직 3D 스캐닝, 모델링, 프린팅 과정만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용
자별 착용 테스트를 통하여 개인 맞춤별 제작이 가능한 전자의수 기술을 보유하
고 있음

[그림] 3D 프린팅 전자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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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주요 기술별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현황

1. Wearable/Device 기술
<표> 주요 Wearable디바이스 보유 기업 현황

순서

분류
업체명
진료형태별

기술형태별

보유기술/제품

비고

1

시로나
덴탈시스템즈

치과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inEos X5 구강스캐너

-

2

WELT

건강증진

PHD
(Personal Health
Device)

Smart belt 'Welt'

-

HD camera system

-

3

Rebonson

내과

PHD
(Personal Health
Device)

4

스마트 사운드

내과

PHD
(Personal Health
Device)

SKEEPER

-

5

힐세리온

진단의학과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sonon(소논)

-

Thermocare

-

6

엠트리케어

내과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7

에스코넥

진단의학과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yodoc-m

-

8

디지레이

진단의학과

PHD
(Personal Health
Device)

PACS Software

-

9

디메디

진단의학과

PHD
(Personal Health
Device)

DMD D-2000

-

10

길재소프트

산부인과

PHD
(Personal Health
Device)

VR FETUS

-

부록

순서

업체명

11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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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술/제품

비고

PHD
(Personal Health
Device)

IDS-1100

-

재활의학과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

-

유신씨엔씨

기타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원격의료 시스템 기술

-

14

직토

건강증진

PHD
(Personal Health
Device)

직토워크

-

15

ALEX

건강증진

PHD
(Personal Health
Device)

거북목 방지 ALEX

민간부문 투자

16

JM 스마트

건강증진

PHD
(Personal Health
Device)

스마트 밴드(슬립닥)

민간부문 투자

17

휴이노

건강증진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커브 없는 스마트
혈압시계

TIPS지원
프로그램

18

비비비

임상병리과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모바일 체외진단기

-

19

㈜인핏앤컴퍼니

내과

PHD
(Personal Health
Device)

복부지방 측정기 Bello

TIPS지원
프로그램

20

토모큐브

임상병리과

빅데이터
분석

홀로그래피 현미경

TIPS지원
프로그램

21

나노소프트

건강증진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Bfit 모바일
앱 체중계

K-healthcare
start-up
멤버십1기

22

주식회사
DESIGN36.5

건강증진

PHD
(Personal Health
Device)

경성 귀 내시경

K-healthcare
start-up
멤버십1기

진료형태별

기술형태별

일루코

피부과

12

네오팩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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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업체명

23

분류
보유기술/제품

비고

PHD
(Personal Health
Device)

smart exercise
equipment

K-healthcare
start-up
멤버십1기

재활의학과

PHD
(Personal Health
Device)

족부 자동 스트레칭기

K-healthcare
start-up
멤버십1기

프라센

건강증진

빅데이터
분석

수면안대

TIPS지원
프로그램

26

연시스템즈

기타

PHD
(Personal Health
Device)

입체영상촬영장치

TIPS지원
프로그램

27

엠프로스

건강증진

PHD
(Personal Health
Device)

BP24-손목형 혈압계

TIPS지원
프로그램

28

이오플로우

내과

PHD
(Personal Health
Device)

Electroosmotic
Pump(EOP)

TIPS지원
프로그램

29

오비츠코리아

안과

PHD
(Personal Health
Device)

휴대용 검안기

TIPS지원
프로그램

30

뉴로핏

신경과

빅데이터
분석

뇌 팬텀

TIPS지원
프로그램

31

MSLINE ENG.

진단의학과

기타

방사선 차폐 장치

TIPS지원
프로그램

32

필더세임

재활의학과

PHD
(Personal Health
Device)

장갑형 센서

TIPS지원
프로그램

33

레지에나

피부과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홈 케어용 IoT디바이스

TIPS지원
프로그램

34

EXOSYSTEMS

재활의학과

PHD
(Personal Health
Device)

Exo-Rehab

TIPS지원
프로그램

35

룬랩

임상병리과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스마트 생리컵

TIPS지원
프로그램

진료형태별

기술형태별

에스씨랩

건강증진

24

JE(제이랩스)

25

부록

순서

업체명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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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술/제품

비고

PHD
(Personal Health
Device)

3D 프린팅 전자의수

TIPS지원
프로그램

안과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LUX

TIPS지원
프로그램

임상병리과

PHD
(Personal Health
Device)

현장 당뇨 체외 진단기

TIPS지원
프로그램

보유기술/제품

비고

진료형태별

기술형태별

만드로

재활의학과

37

에덴룩스

38

딕스젠

2. Healthcare Application 기술
<표> 주요 Healthcare Application디바이스 보유 기업 현황

순서

분류

업체명
진료형태별

기술형태별

1

솔미테크

건강증진

PHA
(Personal Health
Application

REFIT CARD

-

2

아이엠헬스케어

건강증진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IoT 헬스케어

-

모바일 소아과

-

3

모바일닥터

소아과

PHA
(Personal Health
Applicatio

4

헬스커넥트

건강증진

PHA
(Personal Health
Applicatio

헬스온 어플리케이션

-

5

루닛

내과

빅데이터
분석

결핵인공진단

TIPS지원
프로그램

6

소프트넷

건강증진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PHR서비스

민간부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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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업체명

7

분류
보유기술/제품

비고

PHA
(Personal Health
Applicatio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

기타

PHA
(Personal Health
Applicatio

병원약국
검색어플

-

이드웨어

재활의학과

PHD
(Personal Health
Device)

임베디드형 음성인식
솔루션

-

10

비브로스

기타

PHA
병원 찾기 어플리 케이션
(Personal Health
'똑딱'
Applicatio

11

디오코

치과

PHA
(Personal Health
Applicatio

Smart Ceph

K-healthcare
start-up
멤버십1기

12

다노

건강증진

PHA
(Personal Health
Applicatio

MYDANO

TIPS지원
프로그램

13

데이코어

건강증진

PHA
(Personal Health
Applicatio

운동코치 짐데이

TIPS지원
프로그램

14

올리브유니온

재활의학과

PHA
(Personal Health
Applicatio

Smart hearing aid

TIPS지원
프로그램

15

NOUL

임상병리과

빅데이터
분석

말라리아 진단키트

TIPS지원
프로그램

16

마이리얼플랜

건강증진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맞춤보험플랜

TIPS지원
프로그램

17

프라미솝

기타

PHA
(Personal Health
Applicatio

히어아이엠

_

18

심플러

소아과

PHA
(Personal Health
Applicatio

Baby Time

TIPS지원
프로그램

진료형태별

기술형태별

NOOM

건강증진

8

굿닥

9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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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oT Healthcare Platform 기술
<표> 주요 IoT Healthcare Platform 디바이스 보유 기업 현황
분류
순서

업체명

보유기술/제품

비고

1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MYCADY

-

기타

빅데이터
분석

셀바스 AI기술

-

세븐일렉

건강증진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SE웰니스 서비스
IoT기반 Healthcare
Platform

-

4

Huray

건강증진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휴레이 포지티브 기술

-

5

IRM

기타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M-Teresa

-

6

뷰노

기타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VUNOMED

TIPS지원
프로그램

7

아이메디신

건강증진

빅데이터
분석

iSyncBrain

TIPS지원
프로그램

8

Linewalks

기타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시스템

TIPS지원
프로그램

9

라이프시멘틱스

건강증진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PHR IoT기반
Healthcare Platform
사업

-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E2E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

진료형태별

기술형태별

헬스맥스

건강증진

2

셀바스 AI

3

10

E2E헬스

건강증진

11

유인케어
(前디게이트)

재활의학과

PHP
스마트 관절동작분석 및
(Personal Health
원격재활 시스템
Plat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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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업체명

12

분류
보유기술/제품

비고

모바일 메디컬
애니메이션 솔루션

-

진료형태별

기술형태별

메디애니

성형외과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13

아리아케어
코리아

건강증진

PHP
(Personal Health IT 기반 시니어 헬스케어
Platform)

14

아이센랩

내과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

TIPS지원
프로그램

15

쓰리디메디비젼

외과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

TIPS지원
프로그램

16

에이아이트릭스

내과

빅데이터
분석

-

TIPS지원
프로그램

17

카이아이컴퍼니

치과

빅데이터
분석

-

TIPS지원
프로그램

18

움직스

재활의학과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The home exercise
platform

K-healthcare
start-up
멤버십1기

애니메이션
처방전-Hichart

TIPS지원
프로그램

-

19

헬스웨이브

기타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20

스몰머신즈

임상병리과

빅데이터
분석

Cardiac POCT
platform

TIPS지원
프로그램

21

아이엠랩

기타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HeartSense

TIPS지원
프로그램

22

실리콘사피엔스

진단의학과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CT-FFR Simulation

TIPS지원
프로그램

23

ichthys
Genomics

기타

빅데이터
분석

카렙(Caleb)

TIPS지원
프로그램

24

이큐브솔루션즈

기타

빅데이터
분석

Machine learning
technology

TIPS지원
프로그램

25

레퓨젠

안과

기타

리피바디

TIPS지원
프로그램

부록

순서

업체명

26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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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술/제품

비고

빅데이터
분석

CDISC

TIPS지원
프로그램

기타

빅데이터
분석

IT&B IoT기반
Healthcare Platform
기술

TIPS지원
프로그램

메디벤처스

건강증진

빅데이터
분석

메디노트

_

MTEG

기타

진료형태별

기술형태별

클루피

기타

27

파로스아이비티

28

29

PHP
수술동영상 데이터 변환
(Personal Health
서비스
Platform)

TIPS지원
프로그램

Quantum PACK

TIPS지원
프로그램

30

바이오스퀘어

진단의학과

PHD
(Personal Health
Device)

31

닥터스 팹

임상병리과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Drop Care

TIPS지원
프로그램

32

FEMTO
BIOMED

임상병리과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Smart Drop

TIPS지원
프로그램

보유기술/제품

비고

4. Bio Medical 기술
<표> 주요 Bio Medical 디바이스 보유 기업 현황

순서

업체명

1

분류
진료형태별

기술형태별

마크로젠

임상병리과

기타

염기서열 분석(NGS)

-

2

메디포스트

임상병리과

기타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

-

3

유디피아

임상병리과

기타

결핵 분자진단
시약(MTB)기술

-

4

퓨전테크놀로지

진단의학과

기타

Mimics Innovation
Suite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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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업체명

5

분류
보유기술/제품

비고

기타

질병예측 유전체 분석
기술

-

임상병리과

기타

진스웰 BCT

-

오스힐

외과

기타

복합형 초음파 의료기술

TIPS지원
프로그램

8

cellex

임상병리과

기타

Exo-mCherry,
Exo-Luciferase 생산
시스템

K-healthcare
start-up
멥버십2기

9

유앤아이
와이어스

임상병리과

기타

생체 흡수성 금속 약물
전달 시스템

K-healthcare
start-up
멥버십2기

10

GPCR

임상병리과

기타

G-Protein-Coupled
Receptor

TIPS지원
프로그램

11

스페클립스

피부과

기타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분광법

TIPS지원
프로그램

12

휴벳바이오

임상병리과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바이러스 검출 IoT기반
Healthcare Platform

TIPS지원
프로그램

13

IMGT

임상병리과

기타

초음파 조영제 복합체

TIPS지원
프로그램

14

T&R Biofab

외과

빅데이터
분석

3D Bio medical 프린팅

TIPS지원
프로그램

15

엘베이스

임상병리과

기타

-

TIPS지원
프로그램

16

오름테라퓨틱

임상병리과

기타

Cell-penetrating
antibodies platform

TIPS지원
프로그램

17

BIOWAY

임상병리과

기타

Bio medical웨이 당뇨
치료제

TIPS지원
프로그램

18

이노본

외과

기타

Bio medical 세라믹
기반 인공뼈 프레본

TIPS지원
프로그램

19

엠디뮨

임상병리과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인공엑소좀 기반
약물전달기술

TIPS지원
프로그램

20

뉴라클
사이언스

임상병리과

기타

NGDF 중화항체

TIPS지원
프로그램

진료형태별

기술형태별

Medizen
휴먼케어

임상병리과

6

젠큐릭스

7

부록

순서

업체명

21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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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술/제품

비고

기타

_

TIPS지원
프로그램

임상병리과

PHP
(Personal Health
Platform)

BT-IT 융합기술 질병
예측 시스템

TIPS지원
프로그램

에스엔비아

피부과

기타

함입형
마이크로 니들

TIPS지원
프로그램

24

NeuroVenti

임상병리과

기타

-

TIPS지원
프로그램

25

큐로셀

내과

기타

항암세포
치료제(CAR-T)

TIPS지원
프로그램

26

바이오
오케스트라

임상병리과

빅데이터
분석

ES-BASED
STRATEGIES

TIPS지원
프로그램

27

메디코젬

외과

기타

생체 접착제 EG-Q

TIPS지원
프로그램

28

엑셀세라퓨틱스

임상병리과

기타

무혈청 화학조성
배양배지

TIPS지원
프로그램

29

알지노믹스

임상병리과

기타

RNA 치환 효소

TIPS지원
프로그램

30

에스앤
바이오사이언스

임상병리과

기타

Double Core-Shell
Micelle Technology

TIPS지원
프로그램

31

PHI
BioMed

임상병리과

기타

PHI-EGF

TIPS지원
프로그램

진료형태별

기술형태별

SPARK
Biopharma

내과

22

PDXen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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