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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영양통계

2016년 「국민영양통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개한 국민건강영영조사 제7기 1차년도
(2016년) 원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을 분석하
여, 국민영양통계 홈페이지(www.khidi.or.kr/nutristat)를 통해 제공하였다.

표 1. 국민영양통계 추진 현황
○ (‘08~‘15) 2008년~2013년 국민영양통계집 발간 및 제공
○ (‘16) 국민영양통계 온라인시스템 구축 및 진흥원 통계 포털 연계
○ (‘16) 2014년 국민영양통계 생산 및 제공
○ (‘17) 2015년 국민영양통계 생산 및 제공
○ (‘17) 국민영양통계 시계열 자료 제공을 위한 시스템 보완
○ (‘18) 2016년 국민영양통계 생산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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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민영양통계 통계표 현황
구분

통계표

식품

영양소

음식

식품군별 섭취량

영양소별 섭취량

식품별 섭취량

식품군별 영양소 섭취량

다빈도음식

다소비식품

영양소별 주요 급원식품

영양소별 주요 급원음식

다빈도식품

영양소별 섭취량 분포

2016년 「국민영양통계」에서는 지역별(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성별, 연령층별, 성
별/연령별로 식품, 영양소, 음식의 섭취량 및 섭취량 분포에 대한 총 410개의 통계표가 작성되었
고 각 대상군별 자료의 수는 표 3과 같다.

표 3. 2016년 국민영양통계 자료의 수

구분
지역

전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대도시

3,298

1~2세

98

99

197

중소도시

2,630

3~5세

165

166

331

읍∙면지역

1,112

6~11세

294

272

566

남자

3,063

12~18세

266

250

516

여자

3,977

19~29세

264

359

623

30~49세

786

1,191

1,977

50~64세

557

839

1,396

≥65세

633

801

1,434

3,063

3,977

7,040

성별

전체

7,040

연령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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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민영양통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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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 건강트렌드 분석 및 전망

1) 지역별 건강영양통계 분석
① 필요성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와 산업 및 서비스 시장의 세분화로 인해 국민의 식생활 및 영양 정책
도 보다 자세한 지역별 통계자료에 근거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
한 이유로 지역별 건강영양통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강조되고 있어 「지역과 건강영양통계
(2018년호)」를 발간하였다.

② 자료 및 분석내용
「2016년 지역과 건강영양통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제7기 1차년도(2016) 국민건
강영양조사 원시 데이터(HN16_24RC.sas7bdat, HN16_ALL.sas7bdat; 2018년 1월 9일 다
운로드)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본 지역별 통계는 17개 시도별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 국민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식생활 및 건강
행태, 비만 및 만성질환 유병율과 관련된 시도별 상세 통계표와 함께 통계지도를 수록하였
고 분석항목은 아래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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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도별 건강영양 통계지도의 예

③ 추진내용
「지역과 건강영양통계(2018년호)」는 브리프 형식으로 별도 제작하였고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생산 계획을 홍보하였다.

④ 기대효과
「지역과 건강영양통계(2018년호)」 발간은 시·도에서 건강영양통계의 지표별 결과의 원인
이 지리적 환경요인, 지역별 인프라의 격차, 정책 자원 투입 등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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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지역과 건강영양통계(2018년호)」분석항목
조사 구분

조사 항목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 영양섭취부족자분율1) 및 에너지과잉섭취분율2), 건강식생활실천율3)
1)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미만인 분율, 만1세이상

2)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실태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분율 :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125% 이상이면서 지방 섭취량이
지방에너지적정비율의 상한선을 초과한 분율

3)

건강식생활실천율: 지방, 나트륨, 과일 및 채소, 영양표시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분율

- 지방 : 지방섭취가 지방에너지적정비율(만6세 이상 15-30%)6) 내 해당
- 나트륨 : 1일 섭취량이 2,000㎎ 미만
- 과일 및 채소 : 과일류와 채소류 섭취량 합계가 500g 이상
- 영양표시 :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를 읽는지 여부에 ‘①예’로 응답
아침 결식율, 외식율, 저녁동반식사비율, 영양표시활용율, 영양교육 수혜율,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1)

식생활

1)

행태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 : 가구원 중 식품구매를 주로 담당하는 1명에게 최근 1년간의 가구
식생활 형편을 물었을 때 ‘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로 응답한 분율

흡연율, 월간음주율1), 고위험음주율2), 걷기실천율3)
건강

1)

월간음주율: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분율

2)

고위험음주율: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행태

음주하는 분율
3)

걷기실천율: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분율

비만, 당뇨병, 고혈압, 대사증후군1)
1)

대사증후군: 아래 기준 중에서 3가지 이상 충족
- 허리둘레: 남성의 경우 90cm, 여성의 경우 80cm 이상

만성질환
유병율

- 공복 시 혈액 내 중성지방: 150mg/dL 이상
- 공복 시 혈액 내 고밀도 콜레스테롤: 남성 40mg/dL, 여성 50mg/dL 미만
- 혈압: 130/85mmHg 이상
- 공복 시 혈당: 100mg/dL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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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riet_지역과 건강영양통계(2018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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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경제적 취약요인에 따른 영양통계
① 필요성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라이프케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삶의 질 문제(고령
화, 질병 등), 라이프 스타일(1인 가구 증가, 혼밥 증가 등) 등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의 건강
과 관련된 기반통계 생산․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에 해당하는 취약요인과 함께 식생활 자료를 확보하고 이들 요
인이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② 자료 및 분석내용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로부터 19-64세 성인(19-29세, 30-49세, 50-64세 그룹)
을 대상으로 1인 가구 VS 다인가구, 배우자 동거 여부, 자가 소유 여부, 경제활동 특성(정규
직 VS 비정규직, 야간 등 변형근로 여부, 52시간 이상 근무 여부)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아침식사 결식율, 음식섭취가짓수, 영양부족 및 에너지/지방 과잉 섭취 비율, 식품안정
성, 식품군섭취량 등을 분석하였다.
표 5. 분석항목
조사 구분

조사 항목
식품군섭취량, 영양섭취부족자분율1) 및 에너지과잉섭취분율2), 음식가짓수3)
1)

식품 및
영양소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미만인 분율, 만1세이상

2)

섭취 실태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분율 :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125% 이상이면서 지방
섭취량이 지방에너지적정비율의 상한선을 초과한 분율

3)

섭취음식가짓수: 하룻 동안 섭취한 음식 코드의 수

아침식사 결식율,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1), 과일채소부족2)
1)

식생활행태

식품안정성 : 최근 1년간의 가구 식생활 형편을 물었을 때 ‘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로 응답한 비율

1)

과일채소부족: 채소 및 과일 섭취량 1일 500g 미만 대상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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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분석결과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근거 사회·경제적 취약요인이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결과는 표 6-13와 같으며, 이는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
였다(그림 4).

표 6. 연령군별 세대유형에 따른 아침식사 결식율 비교
19-29세

30-49세

50-64세

다인가구

1인가구

다인가구

1인가구

다인가구

1인가구

51.1

58.2

28.2

37.7

15.2

22.6

아침식사
결식율(%)

표 7. 20대의 성별, 세대유형에 따른 식생활 특성
남자 19-29세

여자 19-29세

다인가구

1인가구

다인가구

1인가구

아침식사 결식율(%)

52.4

60.6

49.7

54.3

과일섭취량(g/day)

99.4

45.4

127.4

82.5

음료섭취량(g/day)

344.9

549.9

279.7

240.0

주류섭취량(g/day)

124.9

257.4

110.5

170.7

표 8. 우리나라 20대의 성별 세대유형에 따른 영양섭취부족과 에너지/지방과잉 섭취자비율
남자 19-29세

여자 19-29세

다인가구

1인가구

다인가구

1인가구

영양섭취부족자비율(%)

7.5

14.0

20.5

37.9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비율(%)

19.6

25.6

11.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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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의 배우자 유무, 동거 여부에 따른 식생활 특성

식품불안정(%)

남자 30-64세
배우자없음/
배우자동거
비동거
8.9
1.9

여자 30-64세
배우자없음/
배우자동거
비동거
7.4
2.3

음식섭취가짓수(n)

14.8

17.4

14.9

16.4

영양섭취부족자비율(%)

4.8

2.2

12.3

10.0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비율(%)

16.0

15.9

11.6

6.7

표 10.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의 자가소유 여부에 따른 식생활 특성
남자 30-64세

여자 30-64세

전월세 등

자가소유

전월세 등

자가소유

식품불안정(%)

5.0

2.3

6.6

1.3

음식섭취가짓수(n)

16.0

17.4

14.9

16.8

영양섭취부족자비율(%)

3.7

2.1

11.7

9.6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비율(%)

18.5

14.6

9.9

6.2

표 11.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의 고용형태에 따른 식생활 특성
남자 30-64세

여자 30-64세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식품불안정

0.8

4.8

0.7

4.4

영양섭취부족자비율(%)

1.2

3.1

10.0

12.8

표 12.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의 근로형태에 따른 식생활 특성
남자 30-64세

여자 30-64세

주간업무

야간 등 변형근로

주간업무

야간 등 변형근로

음식섭취 가짓수

16.7

17.0

15.8

16.3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비율(%)

14.8

16.3

7.5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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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의 주 52시간 근무 여부에 따른 식생활 특성
남자 30-64세

여자 30-64세

52시간 미만

52시간 이상

52시간 미만

52시간 이상

아침식사 결식율(%)

25.8

31.8

20.2

20.4

과일채소섭취부족자비율(%)

50.7

58.2

56.6

59.7

○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근거한 우리나라 20대 청년의 아침식사 결식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고, 특히 1인가구에서 더 높았으며, 20대 1인가구 청년의 경우
과일 섭취량은 적고, 음료와 주류섭취량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1인가구 여
성의 경우 영양섭취부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 에너지/지방 과잉섭
취자비율이 매우 높았다.
○ 우리나라 30-64세 성인의 경우 배우자 동거 여부와 자가소유 여부가 식품불안정, 음식섭
취 가짓수, 영양섭취부족, 에너지/지방 과잉섭취 등 식생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보였는데,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와 자가소유 시 식생활의 양과 질
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30-64세 성인의 경제활동 특성에 따른 식생활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성인에서 보다 식품불안정과 영양섭취부족 비율이 높았고, 52시간 이상 근로
노동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동자 보다 아침식사 결식율과 과일채소섭취부족 비율이 높
았으며, 야간업무 등 변형근로 노동자의 경우 주간업무 노동자에 비해 음식섭취 가짓수는
적었으나 에너지/지방과잉섭취 비율은 높아 고열량고지방 식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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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포그래픽

제1장 국민영양통계 생산 및 지원

❚ 13

3. 맞춤형 국민영양통계 컨설팅

1) 필요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매년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 식생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식품 및 영양소의 섭취량, 식품 섭취
분포, 개별 식품에 대한 섭취 특성 등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제공해 왔다.
그런데 민간 기업에서 가공식품 등 신제품 개발 시 식품섭취량 통계 자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국민영양통계 자료는 이용자의 이해도에 따라 자료 활용의
수준이 매우 달라 이에 대한 문의와 상담이 빈번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경제연구원 등 식생활 및 영양정책을 수립하는 부처와 공공
기관에서도 정책개발 및 평가를 위한 맞춤 영양통계 컨설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런 요구에 기반하여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영양통계 제공체계를 구성하
고, 맞춤형 국민영양통계 정보를 생산·보급함으로써, 기업 등의 제품개발 관련 어려움을 해
결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국민영양통계의 활용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라이프케어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
반통계(국민영양통계), 건강 관련 통계(의료 등) 생산과 지원을 위해 맞춤형 영양통계 컨설
팅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개발과 평가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민간에 맞춤
형 영양통계를 생산․제공함으로써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진흥원 보유 영양통계 생산 인력의 전문성 및 인프라를 홍보하고, 진흥원의 공
공데이터인 국민영양통계의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라이프케어산업 육성을 활성화 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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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맞춤형 국민영양통계 컨설팅 범위

정책개발

제품개발

･정책연구 근거 자료
산출
･정책효과 분석

･식품 원재료 및

학술연구
･국민건강영양조사

영양성분 함량 정보

원자료를 활용한

활용 섭취량 등 평가

복합표본설계 연관성

･제품 원료 물질,

기타
･국민 식생활 관련 보도
근거 자료 생산 등

분석

기능성 성분 등 노출량
평가

2) 추진과정
① 수요부처 간담회
○ 일시: 2018년 7월 13일 11시
○ 장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소재식품과
○ 간담회 내용: 국민영양통계 컨설팅 수요처 및 홍보에 대한 의견 수렴

② 컨설팅 기업 설명회 등 교육 지원
○ 지원기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보건인력개발원
○ 교육대상: 정부 및 민간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담당자
○ 교육내용: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승인 신청 시 국민영양통계 활용 안내 등 신제품 및 서비
스 개발을 위한 전문가 교육

② 「맞춤형 국민영양통계 컨설팅」운영지침 마련
○ 운영지침 구성: 컨설팅 항목, 신청 절차, 자료제공 방법 등 맞춤형 국민영양통계 제공을
위한 매뉴얼 작성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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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 방향
민간 요구에 따라 맞춤형 통계를 생산․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양통계생산 인력에 대한 전문성
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역량교육이 필요하며, 「맞춤형 국민영양통계 컨설팅」 홍보 및
활성화를 통해 통계생산 전문기관으로써 진흥원의 사회가치와 공공성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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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라이프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과제 도출 연구
_헬스케어 비즈니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1. 배경 및 필요성

글로벌 시장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도입이 활발한 가운데 기존 헬스케어 영역에서 다루
지 못하던 일상(라이프)의 영역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
의 급속한 도입으로 인하여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일상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한 헬스케어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편의성을 추가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건강관리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
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개인의 건강관리에 요구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병원·보건소 위주로 이루어지던 헬
스케어의 영역이 일상의 범위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런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새로운
미래 산업 분야로써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의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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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전략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특히 국내 시장 기반으로 새롭게 설정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정의 및 범주에 따라 산업 육
성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정책 및 전략과제 제언을 통해 국내 건강관리서비
스를 지원해야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우선적으로 헬스케어 비즈니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관리서
비스의 정의 및 범주를 제안하고, 라이프케어산업의 일부로써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의 활성
화를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라이프케어산업 육성 정책 및
지원 사업 개발을 위한 기반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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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관리서비스의 정의 및 범주
건강관리서비스는 오랫동안 그 정의와 범주가 논쟁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비스 시
장에서 통용되는 범위가 있는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활성
화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의료 등의 서비스와 차이점을 구체화하고,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민간 시장 및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개념 정의 및 범주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일 것이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가 새로운 산업 분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법/제도 수립 등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며, 이 역시 산업의 명확한 정의
및 범주 정리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한 인구집단과 질병이 있는 인구집단 모두를 포괄하여 건강을 통
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학계에서는 자가 질병예방 행위와 의료적 치료행위의 중간영역으로 질병예방이나 일상생
활에서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기상~취
침까지)에서 ‘라이프로그’ 등 ‘준의료’ 기록들을 수집하는 것을 포함 ‘스스로 진단 및 관리를
하는 행위의 일체’에 대한 것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의 정의와 범위는 아직까지 연구마다 다르지만 사람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식생활, 신체활동, 정서적 활동 등 생활영역에서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5. 건강관리서비스의 특성
대상

범위
식생활, 신체활동,

건강

정서적 활동 등
생활영역

지향가치

실현수단

‧생애주기에 맞는

‧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과

삶의 질 제고

관련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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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동향 및 전망

1) 글로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시장 및 기술 동향
① 웨어러블 기기
○ (시장 동향) 웨어러블 기기와 관련한 시장 동향은 지난 십년여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견인하였으나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이후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하여 신체에 착용할 수 있는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가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Fitbit, Garmin, Jawbone 등이 손목에 착용하는 웨어러
블 기기가 인기를 얻으면서 삼성전자, Apple 등에서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하였고 중국
Xiaomi에서 저가의 미밴드를 출시하면서 시장이 확장되었으나, Fitbit사의 뉴욕증시
상장 이후 시장의 투자가 많이 늘어났지만 사용자들의 낮은 유지율과 후속 센서가 새
롭게 등장하지 못하면서 최근 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있어 새로운 센서의 개발로 측정하
는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소프트웨어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품이 개발되면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5. 다양한 손목형 웨어러블 기기

○ (기술 동향) 새로운 센서의 개발 및 보급으로 웨어러블 기기에서 수집되는 일상 데이터
의 종류가 확장되고 있는데, 칼로리, 걸음걸이, 심박수, 심전도, 수면, 체지방 등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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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데이터인 라이프로그*를 측정/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로 손목형 웨어러
블 기기가 대부분이지만 그 외 신체부위에 착용하는 기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림 6.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가치
출처) IQVIA, Growing Value of Digital Healthcare, 2017. 11.

표 16. 라이프로그(Lifelog)의 개념

라이프로그는 넓은 의미로 개인의 일상 생활에 대한 기록을 의미. 헬스케어 분야로 한정 하더
라도 기존에 활용되던 Patient Generated Health Data(PGHD)에 비하여 일상의 영역에서
모이는 헬스케어 관련 데이터로 그 범위가 확장된 개념. 최근 미국 식약처(FDA)에서 제안하
는 Real-World Data(RWD)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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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Wearables Device의 시장현황
출처) IDC Worldwide Quarterly Wearables Device Tracker, 2017,6.

② 빅데이터
○ (시장동향) 전세계 헬스케어 분야 빅데이터 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성장하
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정부 주도의 빅데이터 관련 법안인 HITECH Act, Affordable Care Act의 영향으
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42%의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전세계 시장
의 약 6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유전체 데이터와 라이프로그
의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빅데이터 분석으로 인한 Real World Evidence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장소도 병원 내에서 바깥으로 확장되면
서 데이터의 통합과 공유, 분석 및 활용에 대한 폭이 확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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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보건의료 빅데이터 해외시장 규모 (단위: 억달러)
구분

연평균성장률

2013

2018

2023

데이터 저장-통합

27.3

146.4

346.2

21.27

데이터 해석-분석

1.6

6.9

34.4

37.55

시각화

23

92.4

248

19.62

소계

51.9

245.7

628.6

78.44

건강관리

525

1,147

1,824

9.38

빅데이터

예측의료

4.4

6.7

10.5

9.47

기반 서비스

유전자

17

2.8

42

8.41

소계

546.4

1,156.5

1,876.5

27.26

빅데이터

(%)

출처) BRIC,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리시스템 최신동향, 2017.

그림 8. 헬스케어 데이터 수집/통합/활용의 흐름
출처) LG경제연구원, 헬스케어는 IT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까? 2018.7.

○ (기술동향) 빅데이터 관련 기술에서는 빅데이터의 생성뿐만 아니라 연결 및 공유기술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고, 최근 사물인터넷 기술이 의료 사물인터넷(Internet of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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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gs, IoMT) 기술로 특화되어 발전하는 중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OHDSI(Observational

Health

Data

Sciences

and

Informatics),

PCORI(Patient-Centered Outcomes Research Institute)는 각각 의료데이터 공통
데이터 모델(Common Data Model)을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의료 빅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9. 데이터 산업의 잠재 성장 가능성
출처) IBM Health and Social Programs Summit, 2014

③ 인공지능 기술
○ (시장 동향)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산업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
으며 글로벌 IT회사의 경우 의료용 인공지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
공지능 시장 규모는 ’17년 24.2억 달러에서 ’25년 597.5억 달러로 약 25배 성장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런 IT 기업들의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야로의 진출이 늘어나
고 있으며, 기존 헬스케어 시장에서 빅플레이어인 제약사 및 보험사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 협력을 늘려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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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 규모
출처) Statista, 2018

○ (기술 동향) IT 업체들에 의한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야의 투자가 가속화 되면서 관련
기술의 빠른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IBM은 ’15년 4월 헬스케어 인공지능 관
련 사업부인 Watson Health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고 미국 내 유수 의료기관과의 협
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 의료 영상 데이터 업체, 데이터 분석업체 등을 인수하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구글의 경우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자회사
Deepmind를 중심으로 헬스케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JAMA에 실제 의사
수준의 당뇨병성 망막질환의 진단 기술을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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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라이프케어산업 관련 정책 동향
① 빅데이터 관련 정책
○ (미국)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은 정밀의료 이니셔티브에서
헬스케어 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대한 국가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고 All of Us 리서
치 프로그램과 블루버튼 이니셔티브를 확대함과 동시에 Sync for Science(S4S) 프로
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 (유럽) 유럽 연합의 경우 유럽 인구 중 3억명 가량의 의료정보 OHDSI(Observational
Health Data Sciences and Informatics)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구축 공동데이터모델
로써 ‘에덴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빅데이터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일본) 일본은 의료분야 연구 개발을 위한 차세대 의료기반법을 공표하였고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을 위한 3대 패러다임 전환(데이터 창조, 테이터 통합, 안전하고 열려있는
이용)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플랫폼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다.

②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정책
○ (미국) 백악관 중심의 범정부차원에서 BRAIN Initative 정책을 수립하여 인간의 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에 투자하고 있다.
○ (일본) 총무성 차원에서 인공지능 관련 연구회를 출범시켜 인공지능 관련 기술 전망
및 국가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간 1.7억 달러 규모의 국가 투자를 진
행하고 있다.
○ (유럽) EU차원에서 Human Brain Project를 추진하여 인간 뇌연구 프로젝트에 약
10억 유로를 투입하여 인공지능 관련 기술 발전을 대비하고 있다.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인터넷 플러스’ AI 3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AI 원천기
술의 차세대 성장 동력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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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정책
○ (미국) 미국의 최근 정부 주도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으로 대표적인 사업은 메디케어 인
구집단 대상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의 수가화 정책으로 당뇨병 유병율이 높은 미국의
의료비 절감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하겠다.
○ (일본) 일본은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유도 및 대사증후군 예방 프로그램
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특별건강검진 및 건강관리권고안을 통해 기업이 건강관리에
비용을 투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중국) 중국은 아직 원격진료 서비스 등 모바일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
한 규제가 없어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 시장이 중국의 부족한
오프라인 의료 인프라를 대체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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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미국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사례

○ 오바마케어의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메디케어(65세 이상 대상 의료보험) 인구집단
의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수가화 법안 통과(’16)
○ 오바마 케어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재정을 건전화 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의 청구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15개월 이상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한 메디케어 인구 집단의 메디케어 재정 지출 절감
비용이 약 $2,650으로 계산되는데, 이에 따라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기
업에 대하여 1인당 2년 최대 $630의 수가를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오프라인뿐
만 아니라 모바일/온라인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수가화에 대하여도 언급하여 관련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줌
○ CDC의 공식 인증을 획득한 주체에 한하여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의 수가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지불하는데, 2년간 최대 $630의 수가를 지급하며 첫 1년간 최대 $450, 이후
1년간 최대 $180을 지불하며, 사용한 기간과 체중감량 폭에 따라 수가 지급 기준을 나누
어 집행하고 있음
○ 업체는 CDC로부터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공식인증을 취득하고 매년 갱신에 성공해야
수가를 받을 수 있으며, CDC 내의 DPRP에서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인증을
부여하고 갱신하는 역할 담당함
○ 공식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 단체 및 기업에서 제공하는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에 대하
여 커리큘럼에 대한 리뷰, 실제 사용자가 활용한 기간 및 체중 감량 기록을 기반으로 검토
를 시행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2년 가량 데이터를 모아 1년의 검토를 거쳐 최초 공식인증
을 취득하게 되며 매년 갱신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됨
○ 민간 의료 시장이 주를 이루는 미국에서 정부 주도의 예방 수가 도입은 민간 시장에도
예방 수가 지급에 대한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예방 서비스를 통한 실제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를 입증하고 이를 위한 예방 수가 책정이라는 측면에서 비용효과적인
예방 정책 수립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모바일/온라인 프로
그램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최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의료비 절감의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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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MDPP 당뇨병 프로그램의 수가체계
출처 CMS, Medicare Diabetes Prevention Program
Overview of Proposed Rule in CY 2017 Medicare Physician Fee Schedule, 2016

3)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현황
①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주요 이슈
○ (건강관리 서비스의 산업화 미비) 국내 헬스케어 시장에서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주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관계로 시장의 확장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
재 우리나라는 정부 기관이 주체가 되어 공공보건정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서
비스가 대부분이며, 공공서비스 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용역으로 제조하여 납품
하는 형태로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험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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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부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을 시도하고 있지만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 상 해석
이슈로 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 (민간 시장 부재) 이렇게 국내 헬스케어 시장이 정부 주도의 보험체계 하에 형성되어
있다 보니 관련 민간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우며, 시장 내에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비용
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가 있어도 질적 경쟁력이 확보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 어렵다.
○ (신의료기술의 규제 이슈)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새로운 기술이 의료현장에서 활
용되기까지 규제와 수가화의 이슈가 발생하게 되며, 신의료 기술은 건강관리서비스 산
업이 발전할 수 있는 핵심 영역이지만 식약처 인증, 신의료 기술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경쟁력의 시기 적절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련 기준을 만족하여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공
단으로부터 수가를 책정 받지 못하면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기획) 건강관리서비스 분야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대부
분 의료 공급자의 입장에서 기획되어 소비자의 니즈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고, 관련 서비스 중 상당수는 국가과제를 통해 만들어진 산출물이므로 소비자의 수요
에 맞게 제품이 발전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민간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의 질을 담보한 민간 제품들이 개발되고, 이들이 국가 보건 정책
에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②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정부 과제 현황
○ (빅데이터 및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과제) 최근 라이프케어 산업 분야와 연계될 수 있
는 빅데이터 및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국가 단위 정책 사업이 다수 진행 중이며 이를
연계한 라이프케어 산업 육성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 과제의
경우 병원 간의 빅데이터 연동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플랫폼 개발 사업이 대부분이
므로 라이프케어산업의 주 무대인 일상에서의 데이터를 더욱 확장하여 모집하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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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의 정부 과제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과제의 경
우 질환별 건강관리에 필요한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구축하는 형태의 과제가 많았으나
실제 시장에서 살아남은 서비스가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민간 서비스를 실증하고 공공
보건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시범 사업과 적용성 평가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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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빅데이터 및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정부과제 현황
사업명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플랫폼
진료정보교류
기반구축 및 활성화

시행부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시행년도
20162017
20162017

내용
국내외 보건의료기관의 보유 데이터 연계 플랫폼 구현
환자가 적합한 자원을 갖춘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
- 국제표준기술을 적용하여 HIS 주요기능을 서비스형

정밀의료

과학기술정

병원정보시스템

보통신부,

사업

보건복지부

소프트웨어로 개발하고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
2017

- (의료데이터 분석서비스) 공통데이터모델(CDM)과 HIS간
호환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의료데이터 분석환경 및 병원간
데이터 교류체계 구축

모바일 헬스케어

- 다양한 신개념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학기술

지원 플랫폼 구축

정보통신부

2016

사업
과학기술

헬스케어 시범사업

정보통신부

2016

보건복지부

2015

기술개발

표준모델 개발 적용
시범사업

과학기술

2014-

정보통신부

2015

다중오믹스 데이터 분석·진단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개발
- 다중오믹스 데이터 분석·진단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의 임상적

의료기관 EMR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기반의료정보교류 표준모델
개발 및 활성화, 성공사례 창출
최소자각 기반 생체신고 측정기술, 생체정보 모니터링 및 분석기술,

산업통상

플랫폼 구축사업

자원부

스마트케어

산업통상

2010-

서비스사업

자원부

2013

법무부

2005-

시범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성능 검증

웰니스 휴먼케어

교정시설 원격의료

ICT 기술과 건강검진 결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건소 기반

- 암질환에 특이적인 대용량 전장유전체, 엑솜, 전사체를 포함하는

질환 유전자

의료정보교류

* 사업화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지원
* 전담시설 및 인적 인프라 구축

보건소 모바일

분석플랫폼

지원 생태계 구축 및 확장

2013

PWR(Personal Wellness Record: 개인생활건강 정보기록) 기반
기술, 생활건강 서비스 시스템
경기, 충북,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당뇨·고혈압·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서비스를 제공
외부병원 전문의사가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정시설내
수용자(환자)를 직접 진료하거나 처방

출처 :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통합방안, 동향과 이슈 46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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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규제
○ (의료행위의 범주) 국내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의료기기법 상의 ‘의료기기’가 포괄적으
로 정의되어 있어 라이프케어산업 분야의 서비스 가능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은 아직
모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프케어산업의 한 분야인 생활습관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의 경우 “질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군에 속하다보니 의료기
기로서 식약처의 승인 여부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어려우며, 의료법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 의료 행위를 정의하다보니 건강관리서비스 주체는 비의료인으로
만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표 20.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상 의료행위(의료기기/의료기술)의 범주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기술의 시행
(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
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 (정부 주도의 서비스 제공) 라이프케어산업과 관련한 분야에 대하여 기존 정부 주도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다보니 이런 공공서비스가 관련 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보건사업의 형태로 건강관리서비스
가 제공되다 보니 민간 시장에서 소비자가 형성되지 않고 일부 요구가 있는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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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더라도 라이프케어산업이 성장하는 기반이 되기에는 부족하며 국가의 보건정책을 위
한 공공서비스와 구분되어 시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민간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전망 및 기대
①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의 전망
○ (라이프로그의 확장) 새로운 센서의 출시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형태
의 라이프로그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웨어러블 기기
에 새로운 센서를 탑재한 제품이 출시되고 이를 활용하는 인구가 점차 확대되면 더욱
다양한 형태의 라이프로그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음성인식 및 텍스
트 분석 기술의 발전은 기존에 분석이 어려웠던 음성이나 텍스트 기반 라이프로그를
분석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이런 라이프로그의 종류와 양이 많아질수록 보다 더 정확
한 질병 예측과 맞춤형 케어가 가능해질 것이므로 관련 산업은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
로 전망할 수 있다.
○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확대) 유전체 정보 기반의 정밀의료 시장의 성장은 개인
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하게 하고 있으며, 기존의 건강관리서비
스가 질환별, 대상군별 접근이었다면 앞으로는 개인별 맞춤형 관리가 일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전체 정보, 임상 정보 및 라이프로그를 통합 분석하여 개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질병의 치료 및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국가적인 의료비 절감과 보건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보험 및 제약 분야로 영역 확장) 헬스케어 영역에서 비용지불자(Payer) 역할을 담당
하던 보험사 및 제약사가 라이프케어산업의 수요자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과
함께 글로벌 보험사 및 제약사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스타트업 기업의 인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기존에 전화나 대면 위주로 진행하던 건강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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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접목하여 확장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
고, 제약사의 경우 일상생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자사 의약품의 Real World
Evidence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산업영역이 확장될 가능성
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의 기대효과
○ (질병 예방의 전략적인 축)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육성은 앞으로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초 고령사회의 만성질환 관리 비용을 줄여 국가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민간시장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어 관련 기술 및 가치가 향상되
면 국가 보건 정책에 활용도가 높아지고, 공공서비스에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효과적인 질병 예방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 (고부가 가치 산업 경쟁력 확보)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기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맞
춤형 개인 건강서비스 등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과 투자를 받고 있는 분야이며, 이와
관련한 기술의 수준을 높인다면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관리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은 신기술에 기반한 산업으로
산업육성 과정에서 기술 개발 인력이 필요할 뿐 만 아니라 산업이 활성화 되면 서비스
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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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이프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과제

1)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방향
① 전략 방향
○ (산업 육성에 초점) 본 장에서 제안하는 전략과제들은 헬스케어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
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구성하고자 하였
다.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의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
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는 정부의 보건 사업과 접목하여 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일상성 강조)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개인의 일상의 삶과 관련이 있는 분야로
전략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건강군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지속 가능한 건강 생
활습관을 형성하여 장기적인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련 자기효능감 확보를 위한 방향으
로, 위험군이나 질병군의 경우도 질환의 예방이나 관리 측면에서 영양 및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 개선 및 라이프로그 측정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가 가능한 방향으로 전략 과
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 (기존 과제와 연속성)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기존 보건 사업
의 연속성을 기반으로 전략 과제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중복성을 배제하되 기존 산출
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하였고, 일상에 개입하고 최신 디지
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접목하여 기존 과제의 한
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략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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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역별 전략 방향
○ (연령별) 1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군을 포괄
○ (위험도별) 질병이 발병하기 전단계인 건강군에서부터 위험인자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위험군, 실제 질병을 진단 받은 이후의 질병군까지 위험도별 전 영역을 포괄
○ (장소별) 집(홈), 생활터(직장, 학교 등), 지역사회 전 영역을 포괄
○ 상기 3가지 분야의 접점을 기반으로 7가지 전략 과제 제안

그림 12. 생활터 및 건강위험도별 추진 사업의 예

표 21. 라이프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전략과제

사업명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산후 체중 관리

신규

당뇨병 예방사업
고도화

고도화

ICT 기반 홈케어

신규

홈케어를 위한 모바일 홈케어 플랫폼 구축

건강한 다이어트

신규

젊은 층에게 근거 기반의 건강한 다이어트 유도

건강친화 기업 인증

신규

건강친화 기업 인증제도 운영으로 임직원 건강관리
서비스 보급 촉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고도화

고도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의 심화 서비스 영역
확장 및 연계 사업

통합 만성질환 관리
사업 고도화

고도화

통합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케어 코디네이터 서비스
고도화

산후 집에서 체중을 감량하는 서비스 제공
한국형 당뇨병 예방 사업의 모바일 플랫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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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프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전략과제
① 한국인 당뇨병 예방 사업 고도화
○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중 ’16년 당뇨병으로 이환될 위험도가 높은
공복혈당장애의 유병율은 25.3%로 약 871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매우 높은 유병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당뇨병은 체중을 감량하고 활동량을 늘리는 생활습관 개선으로 유의
미하게 예방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임상연구 사업으로 진
행 중인 ‘한국인 당뇨병 예방 연구사업’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첫 범국가적인 당뇨병
예방 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며 당뇨병 유병율을 줄이기 위해 전 국민 대상 후속 사업으
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림 13. 연령별, 성별에 따른 당뇨병 유병율(2016년)
출처 :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18, 대한당뇨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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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기존 연구가 오프라인 교육을 기반으로 의료기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대
상자가 당뇨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접근성 및 확장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전체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약 8 ~ 18회 가량 대학병원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직장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예방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해외 사례) 미국의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의 경우 온라인/모바일 프로그램을 통한 확
장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CDC)에서 당뇨병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인 라이프스타일 코치, CDC 인증
커리큘럼, 지지그룹 등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사용자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인증(Full Recognition)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오
프라인과 더불어 모바일/온라인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을 대상으로도 공식 인증을 제공
하여 프로그램의 지리적 접근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고자 시도하고 있고, 특히 ’18년 4
월부터는 공복혈당장애가 있는 메디케어(Medicare) 인구집단(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수가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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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CDC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출처 : CDC 홈페이지

그림 15. 국가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의 워킹 그룹
출처 : CD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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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오프라인 기반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바일
플랫폼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확장할 필요가 있고, 당뇨병 예방이 필요한 인구집단은
30~65세의 성인으로서 직장인 및 자영업자가 상당수를 차지하다보니 낮 시간에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우므로 생활터(직장, 학교 등)에서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런 프로그
램이 잘 보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연구 산출물이 민간 시장에서 서비스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인 당뇨병 예방 사업의 후속 연구로서 모
바일 플랫폼 기반 당뇨병 예방 고도화 사업이 필요하며, 오프라인 기반으로 한국형
당뇨병 예방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그림 16. 한국인 당뇨병 예방 사업의 개요

○ (추진단계)
- 1단계 : 모바일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제작
· 기존 한국인 당뇨병 예방 연구의 산출물을 기반으로 모바일 플랫폼에서 제공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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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당뇨병 예방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을 기준으
로 민간 시장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당뇨병 예방 솔루션을 제작할 수 있도록 유도
- 2단계 : 모바일 당뇨병 예방 플랫폼 구축
·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축하여 서비스 모델 실증에
활용하며, 향후 유사 서비스가 민간에서 추가적으로 개발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기반 구축 예시 및 표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제품 구축
- 3단계 : 모바일 당뇨병 예방 실증 사업
· 공복혈당장애가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제공 후 임상
적 효과성 측정하고, 실증 사업의 결과를 기반으로 당뇨병 예방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비용효과성 분석 실행

그림 17. 한국형 당뇨병 예방 사업의 추진 단계

- 4단계 : 모바일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인증제
·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 업체별 인증제를 운영할 경우 서비스의 질 관리
및 수가 지급 근거로 활용 가능하며,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인증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평가 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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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국민 건강증진 및 장기적인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모바일 플랫폼 도입으로 당뇨병 예방 프로
그램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보급할 경우 국민 건강증진의 범위를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뇨병 예방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경우 국민
의료비 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고도화
○ (배경 및 필요성) 미래창조과학부 공공 ICT 웰니스 케어 선도 적용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은 ICT 기술과 검진 결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건소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자 수행중인 사업으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한
정적이고 컨텐츠의 부족 등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그림 18. 2016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운영 절차(안)
출처 : 2016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보건소 참여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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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의 질적 효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
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은 참여자의 확대, 도구 및 장비 등의 개선, 운영 인력의
확충 등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 개선해야할 부분이 지적되었다.
○ (추진방향)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기
능을 모바일 플랫폼으로 효과적으로 이양하면서 양질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허브로서의 해당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서비스를 도입해서 컨텐츠를 확보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서비스
를 제공하기 보다는 민간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재정립할 필요 있으며,
일부 민간에서 경쟁력이 높은 자원의 경우 도입의 효과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림 19.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주체 간 서비스 전달 경로

○ (추진체계)
- 1단계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고도화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플랫폼 기능 및 UX 고도화를
실시하고, 민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연동 및 데이터 연계 플랫폼으로 고도화
- 2단계 : 민간 서비스 연동 가이드라인 제작
· 민간 서비스가 플랫폼에 잘 연동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데이터 연계 가이드라인을 제작
하고, 플랫폼의 API 및 데이터 수집 필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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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민간 서비스 연계 모바일 보건소 실증 사업
· 민간 서비스 업체 중 일부를 선정하여 모바일 보건소 플랫폼과 연동한 실증 사업을 진행
하고, 기존 서비스 대비 임상적 효과성 및 사용성 검토
- 4단계 : 민간 서비스 연계 비용 지불 가이드라인 제작
· 민간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서비스 이용 기간 및 체중 감량, 수치 개선
등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 지불 가이드라인 제작

표 22.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고도화 단계
단계

1단계
보건소 모바일

제목

헬스케어 플랫폼
고도화

내용

2단계

민간 서비스 연동
가이드라인 제작

민간 서비스 연계
모바일 보건소 실증
사업

4단계

민간 서비스 연계 비용
지불 가이드라인 제작

· 플랫폼 기능 확장

· 서비스 연동 가이드라인

· 서비스 선정

· 실증 사업 평가

· 민간 서비스 연계

· 데이터 연동 가이드라인

· 대상자 모집

· 비용 지불 가이드라인

준비

결과물

3단계

고도화 플랫폼

· 실증 사업 수행
서비스 연동

실증 사업의 사용성

가이드라인

및 임상 결과

제작

비용 지불 가이드라인

○ (기대효과) 보건소 모바일 플랫폼의 기능이 강화될 경우 기존에 근무 등으로 보건소에
내방하지 못하는 사용자들에게도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보건소 모바일 플
랫폼에 민간 서비스를 연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존 보건소 인력의 공급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활성화를 통한 시장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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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합 만성질환 관리 수가 사업 고도화
○ (배경 및 필요성)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출범하고, ‘18 ~’19년
에 걸쳐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통합(안)을 현장 적용하여 인프라 사업으로 전환하는 계
획을 수립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일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기능을 향상하여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림 20. 환자 1인당 관리 수가(안)
출처 : “일차의료 만성 질환관리 추진단” 발족식 발표자료

○ (문제점) 현재 진행 중인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형의 경우 서비스 제공 방식이나 질
측면에서 개선점이 존재하는데,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모델 중 교육상담 및 비대면 관리
차원에서 전화 상담 및 문자서비스를 통한 관리의 불편함이 있고, 일차 의료기관마다
케어코디네이터를 채용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케어코디네이터
를 확보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영양 및 운동 등의 생활습관 관련 전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보니 통합관리의 질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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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일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케어가 제공되어야 하며, 일차 의료기관의 케어플랜 제공 및 만성질환 관리 대상
자 선별 및 모집의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고, 영양, 운동 등의 생활습관 개입과 관련한
맞춤형 접근은 만성질환자의 일상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통합관리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민간 라이프케어 산업의 서비스 모델을 접목
한 형태의 고도화 모델이 제안되어야 하며, 만성질환 생활습관 관리 수가 신설로 민간 라이
프케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만성질환 통합 관리 체계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해외사례) 미국의 경우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CMS)차원에서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수가를 민간 업체 위주로 지급하여 프로그램 보급 확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 Management)의 공
식 인증을 받은 업체만 수가를 받을 수 있고, 공식 인증을 받은 업체는 서비스 제공 기간과
체중감량 결과에 따라 최대 $630의 수가를 받게 되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다.
○ (추진체계)
- 1단계 : 만성질환 통합관리 사업 모델 개편
· 비대면 관리 체계를 민간 모바일 라이프케어 서비스와 접목하는 형태의 만성질화 통합
관리 체계로 확장하고, 각 질환별(고혈압, 당뇨병), 영역별(영양, 운동, 심리) 생활습관 개
선과 관련한 필수 콘텐츠 항목 선정
- 2단계 : 만성질환 비대면 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작
· 각 질환별(고혈압, 당뇨병), 영역별(영양, 운동, 심리) 생활습관 개선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하는 콘텐츠 가이드라인 제작 및 라이프케어 서비스 업체에서 일차의료기관으
로 보내는 데이터 전송 가이드라인 제작
- 3단계 : 수가 책정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 만성질환 통합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일차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새로운 비대면 관리서비스
를 시범 운영 및 기존 비대면 서비스와 참여 사용자의 유지율 및 임상적 효과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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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민간 라이프케어 서비스 대상 수가 책정 및 기준 도입
· 시범사업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비대면 관리를 위한 민간 라이프케어 서비스의 적정 수가
를 책정하고,및 서비스 기간 및 결과를 고려하여 라이프케어 서비스 업체가 해당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설정
○ (기대효과)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면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일차의료기관에 부족한 생
활습관 관리 서비스 기능을 민간 라이프케어 서비스로 보강하여 양질의 만성질환 사전 및
사후관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산후 체중 관리 사업
○ (배경 및 필요성) 여성의 경우 출산 이후 체중 증가 양상을 보이며 산후 체중감량은 산모
의 만성질환 예방과 다음 임신의 부작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13년 국민건
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비만율이 출산 이후인 40대로 넘어갈 때와 폐경기가 오
는 50대로 넘어갈 때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따라서 산후체중관리는 산모의 장차 고
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예방과 함께 다음 임신에 있어서 임신성 당뇨병의 발병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림 21. 연령별 비만율
출처 : 2013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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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출산 이후 체중을 감량하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있어 산후 체중감량
이 쉽지 않고, 산욕기 여성의 경우 자녀가 신생아시기이므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
게 되므로 활동량이 줄어들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 (추진방향) 산욕기 여성은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적인 요인에 노출이 되어
있어 접근성이 강화된 모델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며, 산욕기 여성을 대상으로 집에서 모바
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양 코칭 서비스를 포함한 체중 감량 서비스 제공하는 방법도 효과
적일 수 있겠다.

그림 22. 산후 체중관리 서비스 개요

○ (추진체계)
- 1단계 : 산후 체중감량 서비스 모델 구축
· 산후에 집에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산후 체중 감량 서비스 모델
구축하고 산욕기의 건강관리, 신생아 관리 및 모유수유 관련 콘텐츠를 추가로 제공하여
산후 체중 관리와 함께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
- 2단계 : 모바일 산후 체중 감량 서비스 모델 실증
· 산후 체중 감량의 의지가 있는 산후 3~6개월 여성을 대상으로 영양사를 통한 1:1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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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코칭을 통해 집에서 식이 조절 및 재가 운동(홈트레이닝)을 통한 체중 감량 전략 제시
- 3단계 : 실증 모델에 대한 평가 및 보완
· 서비스 모델 실증 이후 산욕기 여성들의 체중 감량치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평가 수행
및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서비스 모델 개선 및 고도화 방안 도출
○ (기대효과) 산욕기 여성의 체중 감량을 통한 건강관리를 기반으로 여성 비만율 상승폭 감
소 효과 및 다음 임신의 위험율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산후 체중감량을 통해 비만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30대에서 40대로 진입하는 구간의 비만율 감소와 함께 산욕기 여성의 체
중감량을 통한 자기 효능감 증대 및 후속 임신의 임신성 당뇨병 등의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⑤ 건강한 다이어트 사업
○ (배경 및 필요성) 비만은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관상동맥질환 및 대사증후
군의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지속 가능한 체중감량 방법을 통해 비만율을 감소시킬 필요
가 있으나, 국내 다이어트 시장은 매우 크게 형성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만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내 다이어트 시장 규모는 약 7조 6천억원으로 다이어트 식품 및 기타
분야가 3조 2천억으로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3. 국내 다이어트 시장 규모(풀무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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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우리나라 비만율 추이

○ (문제점) 다이어트 시장이 자극적인 마케팅 메시지 및 건강기능식품 소비 위주로 성장하고
있어 근거 기반의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 제시가 보건학적 관점에서 중요하며, 특히 건강하
지 않은 체중감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요요현상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체중
감량 방법을 알릴 필요가 있다.
○ (추진방향) 대한비만학회의 비만 진료 지침 등 근거기반의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홍보하
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 또는 제품을 제공하는 업체에 건강한 다이어트 인증 지원

그림 25. 비만 치료지침 구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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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 1단계 : 근거 기반 건강한 체중감량 가이드라인 제작
· 대한비만학회의 비만 진료지침을 근거로 건강한 체중감량에 필요한 요소를 관련 기업
및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작하여 활용도를 높임
- 2단계 : 건강한 체중감량 프로그램 실증
· 건강한 체중감량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온/오프라인 기반 건강한 체중감량 프로그램 실
증 사업을 운영
- 3단계 : 실증 모델 결과 홍보 및 인증 기준 수립
· 실증 사업의 결과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 전략을 세우고 건강한 체중감량법의 확산
유도 및 실증을 통한 가이드라인 보완
○ (기대효과) 대국민 체중감량 관련 인식 개선을 통해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건강 위험을
해소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체중감량 효과를 기반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의료비 절감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⑥ 건강친화 기업 인증
○ (배경 및 필요성) 만성질환 위험이 높은 성인들은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들이 물리적으로 먼 보건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
도록 직장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시범 연구와 적
용성 평가를 통해 직원의 건강관리가 생산성 향상과 기업이미지 제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근거를 기업 측에 제공해 주어야 하며, 기업과 직장인 모두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과
시간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 연구가 필요하다.
○ (문제점) 바쁜 직장인이 시간을 내어 만성질환 예방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고, 기업이 직원
의 건강관리의 책임을 일부 함께 해야 직장 기반 건강관리서비스가 가능하나, 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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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에 비용을 집행하기에는 아직 직원 건강관리를 통
한 생산성 향상이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
로 소극적 직원복지의 형태로 직장내 건강관리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 (해외사례)
- 미국의 경우 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를 통해 임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을 제공 중이며, ’16년 기준으로 대기업의 77%에서 EAP를 도입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에서는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인간관계 갈
등 해소, 우울, 불안 상담 등의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기업
자체가 보험자 역할을 직접 하는 경우 (Self-insured employer)가 많아 디지털 헬스케어
를 활용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로 의료비를 절감할 경우 바로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되므
로 기업 차원의 건강관리서비스 투자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 일본의 경우는 Specific Health Check-up and Specific Health Guidance (SHCSHG)
를 통해 일본 내 각 현(prefecture)별 보험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의 임직원에게 검진
및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08년에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일정 비율 이상 검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각 현별 보험 조합에서 65세
이상 인구집단에 대한 의료비 분담금을 줄이거나 늘리는 식으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제공하고 있다.
○ (추진방향) 건강친화 기업인증 도입으로 임직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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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건강친화기업 관련 주체별 역할 개요

○ (추진체계)
- 1단계 : 건강친화 기업인증 제도 구성
· 건강친화 기업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업이 갖춰야할 사항에 대하여 임직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 효과를 고려하여 책정하고, ‘임직원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을 신설하여 건강
친화 기업인증에 활용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2단계 : 건강친화 기업인증 실증 사업 진행
·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선정하여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관
리서비스 제공하고, 시범사업의 결과물로서 건강증진 및 건강지표 개선 여부를 측정한 후
건강친화 기업인증 조건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평가
- 3단계 : 인센티브 관련 가이드라인 책정
· 시범사업의 결과를 기반으로 비용 효과성을 검토하여 인센티브 방안 및 제공 기준 설정

○ (기대효과) 초고령 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친화 기업인증을 통해 직장인들에게
효과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향후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인구집단을 넓혀 민간 라이프케어산업의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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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⑦ ICT 기반 홈케어 사업
○ (배경 및 필요성)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케어를 제공하는 홈케어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할 수 있으며, 홈케어 서비스(재가 관리)를 고령자나 거동불편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하
는 것은 의료 접근성 및 치료 순응도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 (문제점) 홈케어 서비스의 경우 시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제공되는 방문의 빈도나 서비스의
질에 한계가 있고,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다보니 자주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
워 방문 기간 사이에 관리 및 데이터 수집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며, 방문일지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홈케어의 내용이 의료진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임상적 개입과의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 (추진방향) 대면으로 진행되는 홈케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관리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ICT 기반의 홈케어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홈케어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홈케어 서비스를 통해 측정되는 재가 임상 데이터 및 홈케어 시 시행되는 교육 내용이 의료
진에게 전달되고 의료진의 임상적 권고 사항이 홈케어 담당자에게 전달되도록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면 홈케어를 진행하는 간호사, 비대면 홈케어를 진행하는 영양사, 홈케
어 전략을 수립하고 임상적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의료진, 홈케어를 받는 환자 또는 보호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홈케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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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모바일 홈케어 플랫폼 개요

○ (추진체계)
- 1단계 : ICT 기반 홈케어 서비스 모델 구축
· 방문 간호사, 영양사, 의료진, 환자/보호자로 구성된 ICT 기반 홈케어서비스 모델을 구축
하고, 방문 간호사를 통한 대면 교육 및 재가 임상 데이터 측정, 영양사를 통한 비대면
영양 관리 및 의료진의 피드백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구축
- 2단계 : ICT 기반 홈케어 서비스 실증 사업 진행
· 재가 관리가 필요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모바일 홈케어 플랫폼 기반으로 홈케어 서
비스 제공 실증 사업을 실시하여 실증 사업의 결과물로서 홈케어 대상자에 대한 임상적
관리 척도 및 사용자/보호자의 만족도 평가
- 3단계 : 실증 사업을 기반으로 서비스 모델 고도화
· 실증 사업의 결과 및 사용자 피드백을 기반으로 모바일 홈케어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실
증 사업의 임상적 결과물을 기반으로 국내 방문보건사업에 해당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배
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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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홈케어 서비스를 ICT 기반으로 확장하여 제공할 경우 임상적 치료 전략이 재
가 관리까지 연속 되어 환자들의 질병 회복 및 관리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며,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사, 영양사, 의료진의 데이터 연동으로 서비스 공급자의 효
율성을 증대하고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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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라이프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성과 확산

1. 정책 세미나 개최

1)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 전략
○ 일시: 2018년 8월 30일 13시
○ 장소: 진흥원 2층 강의실
○ 내용 : "라이프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현황과 과제"
(헬스케어 비즈니스 현장 경험 기반 제언)

2) 보건․영양분야 남북협력의 실제와 과제
○ 일시: 2018년 9월 20일 14시
○ 장소: 포포인츠 쉐라톤 남산 세미나실
○ 참석자: 보건영양분야 남북협력 관련 전문가
○ 내용 : 북한 주민 건강영양실태 및 영양지원 사업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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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정책세미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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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정책세미나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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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데이터 활용 및 연계를 위한 포럼 운영

1) 필요성 및 운영 목적
○ 정부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
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3.7.30)」을 제정하고,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
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그러나 정부의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한국보건산업진흥
원에서는 영양관리서비스 관련 공공기관이 생성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본원이 생산하여
연계·수정·매칭· 변환·추출하여 보유한 데이터를 공공기관/민간/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데이
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공공데이터 수요자 측면에서의 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자 하였다.
○ 또한 공공데이터의 생산 및 관리, 활용 등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정부 및 산·학·연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고자 공공데이터 활용 및 연계를 위한 포럼 운영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공개 데이터 생산 및 활용에 대한 자문과 의견 등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하고자 하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공데이터에 대한 분석방향, 신뢰도 제고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효과적 효율적인 공공데이터가 공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2) 자문위원회 구성
① 구성
○ 국민 건강·영양 관련 데이터를 생산하는 관련 정부 부처
○ 공공데이터의 생산 및 관리, 활용 등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산·학·연 외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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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능 및 역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영양팀에서 공개하는 공공 데이터 공개 범위 및 의견수렴 통로,
모니터링, 홍보 등을 수행하는 자문기구
표 23 공공데이터 자문위원 현황
구분

정부

소속기관

자문위원명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오경원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기능연구팀

오금순 팀장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유선미 과장

(주)농심

장영애 부장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권오란 교수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

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해정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영양팀

산업계

학계

연구계

③ 공개 가능 공공데이터 현황
○ 당류 데이터베이스(2003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출연금 사업 추진)
○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코드와 식품공전 분류 매칭 테이블
○ 특정 목적(연구, 특정 성분 평가)에 의해 분류된 식품분류

④ 운영 계획
○ 연간 2회 개최, 특별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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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문위원회 운영
○ 일시: (1차) 2018년 11월 25일 5시, (2차) 2018년 11월 25일 12시
○ 장소: 포포인츠 쉐라톤 세미나실
○ 내용 : 포럼 운영방안 및 향후 계획 등 논의

제3장 라이프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성과 확산

❚ 65

3. 식생활 관리 및 평가 도구 및 DB 연계 지원

1) 필요성 및 운영 목적
○ 1인 가구 증가, 만성질환자 증가, 고령인구 증가, 체중관리 수요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개인의 식생활관리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ICT 발전에 따라 스스로 식생활 관리 및 평가가 가능한 도구 활용에 대한 요구도 역시
높아짐에 따라 민간에서 식생활평가도구를 연계 개발하여 영양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정확성과 신뢰도가 확보된 도구의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라이프케어산업의 일부로서 영양관리서비스 기반 확충 및 민간 시장의 스마트 영양관리서
비스 확대를 위해 진흥원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
한 도구 탐색 및 개발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 ICT 기술 적용 식생활 평가
도구인 D-HRA, 식사구성오뚝이, 영양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도구의 지원을 통해 스
마트 영양관리서비스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다.

표 24. 식생활 관리 및 평가 도구 보유 현황
도구

개발내용

플랫폼

개발연도

전문가용 식이섭취평가 프로그램

웹

2008

식사구성오뚝이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식생활
자가평가 도구

웹, 모바일

2011

건강위험도평가시스템

식생활에 근거하여 만성질환의
발병 가능성예측 도구

웹, 모바일

2012

영양솔루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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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식생활 관리 및 평가 도구 활용 현황 통계
2018년
외부 방문수

페이지뷰

건강위험도평가시스템 (D-HRA)

13,147

34,997

식사구성오뚝이

3,317

10,695

※ 2018년 외부IP 누계 실적임

2) 지원현황
① 영양관리서비스 및 도구 개발을 위한 지원
○ 민간 기관의 저작권 사용 승인 및 기술 서비스를 통해 도구 개발 및 기술 상용화를 지원함
으로써 개인 식생활 관리 및 평가 프로그램의 민간 활용 확대
표 26. 식생활 관리 및 평가 도구 지원 현황(2018년)
활용처

활용내용

지원사항

동아대학교

스포츠 평가기반의 맞춤형 시니어 피트니스 서비스

D-HRA

건강관리학과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식습관 평가 도구로 활용

오픈소스

고령자 스마트홈 서비스를 위한 영양평가 도구 개발

영양소 DB

서울시 청년 1인 가구의 식생활 관련 건강위험도 평가 도구

D-HRA

동국대일산병원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개발

산출식

② 공공서비스 연계 지원
○ NSS 활용 지원
-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 등 : 전국 252개 보건소 사용자 승인 및 문의 안내
-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및 민간 프로젝트의 영양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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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총 5건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영양솔루션시스템 활용을 승인함으로써 영양관리서
비스 대상자 301명의 영양평가 지원
○ 2018년 전체 활용 신청 244건 중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담당자 117건, 공공과 민간의
사용자 103건의 신청 건을 승인함
표 27. 영양솔루션시스템 사용승인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

수행기관

참여자

[경기도광주시보건소]모바일헬스케어사업

광주시보건소

103

뱃살탈출 영양교실

김해시보건소

4

2018신구영양판정

신구대학교

118

원스톱헬스케어

부산동구보건소

41

비만, 만성질환자 및 대사증후군 관리교실

창원시보건소

35

표 28. 영양솔루션시스템 사용자 승인 건 수
2018년 활용 신청 건
244

승인 건
보건소

민간

117건

1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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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정책세미나Ⅱ 자료집_보건영양분야 남북협력의 실제와 과제
❻ 공공데이터 활용 및 연계 포럼 운영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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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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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맞춤형 국민영양통계 컨설팅」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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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정책세미나_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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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공공데이터 활용 및 연계 포럼 운영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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