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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추진배경 및 목적
1.1 연구 추진배경
◦양국 정부의 新경제정책(신북방정책(한)-신동방정책(러))에 따라 극동지역에 대
한 경제협력 추진
- 보건의료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이 가능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자료의 공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력 가능한
사업 모델 개발 및 추진 필요
◦한-러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 경과에 따른 후속사업 개발 및 추진필요
- 한-러 보건의료 포괄적 협력 MOU체결(‘13.11)
- 러 극동지역 보건의료 협력 강화 및 ICT기반 보건의료기술 협력 MOU체결
(‘16.9)
- 한-러 간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공동 행동 계획안에 서명(‘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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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 디지털헬스케어 활용한 수요 증대
- 러시아는 보건의료 인프라의 지역 간 편차가 심하고, 특히 극동지역은 넓은 면적
대비 적은 인구분포(1명/km2)로 사회 복지 인프라가 열악한 상태로 원활한 의료
서비스 공급이 어려워 ICT를 활용한 의료인프라 개선 필요
- 원격의료 관련법 개정(‘18.1), ’러시아 보건의료발전 프로그램(2018-2025)
채택(’17.12) 등 보건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국가적으로도 정책적 기반 마련

1.2 연구의 목적
◦러시아 극동지역의 병원정보시스템(HIS) 현황조사 및 발전 방안 수립
- 의료 인프라가 열약한 러시아 극동지역에 다양한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활용 가
능한 병원정보시스템(HIS)의 목표 모델을 제안
- 현지 환경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의 중/장기 로
드맵을 설계하고 ICT기반의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여 향
후 극동지역의 보건의료 환경개선에 기여
◦양국의 협력 창구가 되는 러시아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경제협
력 관계를 구축
- 병원정보시스템(HIS) 관련한 한-러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개발하고 보
건의료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위한 민간차원 인적교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
여 우리나라의 HIS가 러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초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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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한-러 보건의료 협력 경과
주요 내용

◦한-러 보건의료 포괄적 협력 MOU체결(‘13.11)
양국 보건부 간
약정 체결을 통한
협력관계구축

- (주요내용) 보건의료 IT기술, 보건의료시스템, 질병예방 및 치료 등 협력
◦러 극동지역 보건의료 협력 강화 및 ICT 기반 보건의료 기술 협력 MOU 체결(‘16.9)
- (주요내용) 극동지역에 한국의료기관 진출을 위한 공동실무그룹 구성 운영, 건강정
보시스템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개발 등 의료 ICT분야 협력
◦2017년 발표된 ’9개다리(9-Bridge)’경제협력 구상의 행동계획을 양국 유관 부처 공
동으로 마련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양국
간 마스터플랜
공동수립 기반
마련

※ 양국 정부는 상호 협력 가능한 분야로 보건의료/환경/교육분야를 추가(‘17.12)
러측은 보건의료분야에서 e-Health 기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협력을 희망함
◦제12차 한-러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18.5) 및 제17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원회(’18.6)에서 보건의료분야 협력관련‘극동지역의 eHealth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
한 실무논의 추진 제안
- 러 보건부에 마스터플랜 수립계획 초안 송부(‘18.11)
◦러시아 극동전권대표 유리 뚜르트네프 방한시 양국 간 행동계획*에 서명(’19.2)

[표 1-2] 9개다리 행동계획* – 보건의료분야 중 디지털헬스케어 협력
목적

∙ 러시아 내
원격의료
프로젝트를
포함한
eHealth시스템
구축

행동계획

∙ 프로젝트사전협의
∙ 극동지역 eHealth
마스터플랜 수립
공동프로젝트 시행
∙ 보건의료 분야
eHealth 시스템 협력
및 의료ICT활용증진

담당기관

∙ (러측) 보건부,
극동개발부
∙ (한측)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달성목표

∙ 극동지역eHealth
마스터플랜 초안
수립
∙ 러시아내 eHealth
시스템 프로젝트
수행

실행년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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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및 조사 범위
1) 러시아와 극동지역의 보건의료 시장 현황
◦러시아의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조사
- 러시아 보건의료 체계, 의료보험제도, 국가보건발전 프로그램 조사
- 러시아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 과정과 의료 정보화 프로젝트, EGISZ기반 디지
털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등 국가 보건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조사
◦러시아 디지털헬스케어 부문별 정책 및 관련 법안 조사
- 원격진료 및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법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의료정보시스템 요구사항 승인에 관한
법, 보건분야 정보통신기술 사용에 관한 법 개정, 전자서명에 관한 법, 개인정
보보호에 관한 법, 원격의료 관련 법안 )
◦러시아 극동지역 보건의료 시장의 이해
- 보건의료 환경 조사
- 극동지역의 주요 보건이슈 및 주요 발병 질환 통계 조사
- 러연방/극동/연해주의 보건지표 비교
- 의료서비스 자원(병원, 전문인력, 제약/의료기기 등) 현황
- ehealth 서비스를 위한 해당지역 IT 인프라 현황(인터넷, 네트워크 현황 등)

2) 러시아 극동지역의 병원정보시스템(HIS) 현황 조사·분석
◦극동지역의 병원정보시스템 현황 조사
- 극동지역 주정부 소속의 중대형 종합병원 중 극동지역 의료기관의 전형성
(Stereotype)을 보이는 병원을 선정하여 해당 병원의 병원정보시스템(HIS)을
조사·분석
◦병원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병원의 업무환경 분석
- 러시아 극동지역의 병원 관련 규모 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
- 러시아 극동지역 의료관련 인프라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의료진, 간호사,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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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인력 현황을 조사하고 의료기기 관련 인프라, PC/하드웨어/네트워크 현황을
조사 및 분석
◦기타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 관련 내·외부 환경 조사 및 분석
- 러시아 국가 의료체계 및 의료정책에 관하여 조사
- 러시아 보건의료 통계자료 분석으로 통해 시장규모 및 성장률을 조사

3) 러시아 극동지역 병원의 병원정보시스템(HIS) 상세분석
◦현지 의료기관의 업무 프로세스 조사 분석
- 러시아 극동지역 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진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설문조사 시행
◦병원정보시스템(HIS) 업무현황 및 구성도 상세 분석
- IT Governance, 응용시스템, 개발환경, 실행환경, 운영환경 등을 조사 및 분석
◦병원정보시스템(HIS) 관련 기타 기능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
- 러시아 극동지역 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병원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시 필요한
기능들을 조사

4) 병원정보시스템(HIS) 개선방안 및 목표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병원정보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선방안 마련
- 국내 병원정보시스템과 극동지역 시스템과의 Gap을 분석하고 인터뷰·설문조사
를 통해 조사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 구현을 위한 필요 솔루션 도출
- 러시아 극동지역 의료정책 분석, 의료시장 현황분석, 의료관련 인프라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 도출
- SWOT 분석을 통해 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 개선 전략방향 설정
◦국내·외 기관이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국제 표준에 적합한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제안
- 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목표 모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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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러시아 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극동지역 HIS 시스템의 단계적 확충을 위한 추진과제 및 세부 과제의 중/장기
Roadmap 설계
- 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추진
Roadmap을 설계

3. 연구조사 방법론 및 추진절차
3.1 연구 조사 방법론
1) 문헌 연구
◦본 연구에 사용된 정보의 출처로는 각종 분석 자료 및 전문가 자료들과 기타 일반
공개 자료들이 참고 활용됨. 또한 러시아 연방 내 각 관청 및 공공기관들의 통계자
료가 활용 됨
◦정보의 출처는 다음과 같음
- 러시아 연방 통계청 자료
- 각 관청 및 공공 관련기관들이 공개한 통계자료 및 연구보고서
- 각종 전문 정보 간행물 및 매스미디어/인터넷에 게재된 정보/ 분석 자료 및 전문
가 자료
- 각 관청 및 공공기관들의 공식 보도자료 및 분석 자료
- 기타 출처

2) 현지 조사
◦본 연구는 문헌 연구 외에도 러시아 극동지역의 보건의료 현황과 현지의료서비스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하여 러시아 지역 전문가, 의사, 간호사, 약사, IT전문
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자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현지를 방문하
여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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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문처는 다음과 같음
- 러시아 극동지역의 연해주보건부
- 극동개발부 및 의료정보시스템 관할 기관
- 국공립종합병원
- 전문병원
- 외래병원
- 민간병원
◦현지 조사는 병원정보시스템 현황을 좀 더 객관적이고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규
모 및 특성 별로 여러 종류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책임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들과의 인터뷰 뿐만아니라 질문지법을 통하여 수집된 내용을 정리하고 객관성을
위해 문헌조사와 병행하여 최대한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음

3.2 연구 추진 절차 및 방법론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및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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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
가. 1단계 : 러-극동지역 보건의료 현황 및 병원업무환경과 IT 현황 분석
◦러-극동지역 병원 업무관련 정책 환경 분석
- 러시아 국가 의료체계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러시아 연방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각종 정책에 대한 자료 수집 및 현황 분석
- 러시아 극동지역 보건의료 관련 각종 정책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러-극동지역 보건의료 관련 경제적 / 사회문화적 환경 분석
- 러시아 극동지역 보건의료 시장 현황 자료 수집 및 주요 특징 분석
- 러시아 극동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현지인들의 인식 등
사회문화적인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러-극동지역 IT 인프라 관련 현황 분석
- 러시아 극동지역의 IT 인프라 현황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러시아 극동지역 통신 및 네트워크 현황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러-극동지역 병원운영 현황 분석을 위한 Stereo-type 대상 선정 및 핵심인력 대상
인터뷰 수행
- 러시아 극동지역 보건의료 체계에 따른 주요 인터뷰 대상 선정
- 국영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병원, 지자체 관할 지역병원, 민영 보건의료를 담당
하는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선정
- 각 영역별 주요 보직자(원장/진료의사) 및 간호사, IT 담당자를 대상으로 Focus
Group 인터뷰 수행
◦러-극동지역 병원 운영과 관련된 환경분석 및 주요 이슈 도출
- 러시아 보건의료체계 상의 주요 병원들 대상 인터뷰 및 수집자료 분석을 바탕으
로 병원 운영상의 주요 이슈 도출

나. 2단계 : 러시아 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현황 분석
◦러-극동지역 병원 업무프로세스 분석
- 러시아 극동지역 병원운영의 특징(보건국 산하 의료정보센터)을 바탕으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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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운영 프로세스를 분석
- 국내 병원업무의 업무 프로세스와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세부업무프로세스에 대
한 전반적인 분석
◦러-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현황 및 주요 이슈 도출
- 러시아 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분석을 위한 Framework 도출
- 병원정보시스템 현황 및 이슈도출을 위해 IT Governance/응용시스템/개발환경/
실행환경/운영환경으로 구분하여 영역별 현황 분석
- 극동지역의 의료체계에 따라 연방병원/주립병원/사립병원으로 구분하여 병원정
보시스템 현황 분석
◦각 영역별 주요 요구사항 분석
- 각 병원의 의료체계별 / IT 시스템 수준별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및 요구사항
정리
- 러시아 극동지역 연방국 의료정보센터의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

2) 목표 시스템 마스터플랜(Master Plan) 수립
가. 3단계 : 목표 시스템 모델 설계
◦러-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의 개선 방향성 도출
- 국내 병원정보시스템(HIS)의 구조 및 현황에 대한 분석
- 러시아 극동지역의 수준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국내 솔루션과의 Gap 분석
- 러시아 극동지역 의료정책 및 의료시장 현황, 의료관련 인프라 분석에 따른 시
사점 종합
- 러시아 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의 개선을 위한 전략방향 도출
◦러-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의 목표 모델 설계
- 러시아 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개선원칙에 따른 목표 모델(Target
Reference Model)설계
- 러시아 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목표 모델(Target Reference Model)에
따른 필요 솔루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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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단계 : 러시아 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러-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 및 세부내용 정의
- 목표 모델(Target Reference Model)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List up
-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과제 정의서 작성
- 과제 정의서별 따른 국내 공급기업 List up 및 소요예산 정의
◦러-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의 우선 순위화
(Prioritization)
- 추진과제들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 기준 선정
- 개별 과제들의 우선순위화(Prioritization)
◦러-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개선을 위한 추진로드맵 작성
- 개별과제들의 우선순위화에 따른 단계적 추진 로드맵 작성
- 단계별/연도별 추진과제 리스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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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러시아 보건의료시장 현황

1. 러시아 보건 의료 시장의 이해
1.1 러시아의 보건의료 체계1)
◦러시아 연방 헌법 제 41조 2항과 제 12-14조의 국민 건강 보호법에 따라 러시아
내 보건의료 체계는 크게 3가지로 분류
- 국영 보건의료
- 지자체 관할 보건의료
- 민영 보건의료
[표 2-1] 러시아 보건의료 체계 분류
구분

소속 기관

국영
보건의료

행정부 산하 연방기관들(federal authorities)과 러시아 연방주체(주, 지방, 시, 공화국,
자치주, 자치구 등) 내 보건 분야 행정당국들, 러시아 의료과학 아카데미, 그 외 여러 국영
보건기관,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 의약품 유통기관, 방역ㆍ위생기관들과 기타 기업, 기
관, 조직들이 속함

지자체 관할
보건의료

국가로부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자체적 운영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들과
해당 지역들에 소유권이 귀속된 의료기관, 제약 및 의약품 유통 기관들이 속함

민영 보건의료

사유권에 기반 하여 운영되고 있는 병의원, 보건기관, 의약품 유통기관들과 사립 형태의
의료 및 제약 활동을 하는 조직들이 속함

1) 출처: 러시아 보건의료서비스시장 현황분석 및 의료관광 활성화 전략연구(KHIDI,‘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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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의료전달체계 및 인프라
- 러시아의 공공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료전달체계를 갖고 있음
∙ 1차 진료시설
(외래진료소) 기초단위인 소지구에서 약 4천여명의 주민 담당
(종합진료소) 10개의 소지구를 담당하며, 진료소부터 이송된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
∙ 2차 및 3차 진료시설 : 지역병원, 보건사회개발부 직영병원 및 종합진료소, 연
방병원 등에 진료소로부터 이송된 환자에게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 특수목적 의료기관 : 각 정부 부처(학술원, 철도성, 외무성, 항공성)에서 설립
및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고급공무원과 당원들의 치료 담당

[그림 2-1] 러시아 보건의료 체계
출처: KHIDI, 러시아 보건의료서비스시장 현황분석 및 의료관광 활성화 전략 연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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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러시아의 보건의료시장
1) 러시아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요 및 특징
◦러시아는 광활한 대륙에 따른 기후와 지리학적인 제약으로 인한 인구 분포 및 경
제·사회적 성장 불균형이 존재함
◦지역에 따라 1인당 임금수준, 실업률, 사회예산 등에서 큰 차이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로 국가 전체의 발전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지표에도 큰 불
균형이 형성되었으며 특히 사회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는 타격은 더욱 심화되었음
◦러시아는 서부 대도시 위주로 이루어진 인구 분포로 인해 지역 별 의료기관의 분
포가 불균형하며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의료 인프라 및 전문 인력
부족화, 의료기관 내 선진 의료기술 부재 등과 같은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 러시아의 전체 평균 인구 밀도는 8.6명/㎢으로 유럽 지역-29명/㎢, 아시아 지역
- 2명/㎢)으로 나타남
* 러시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모스크바로 1sq. Km당 320 명, 가장 낮은 인구밀도
지역은 Evenki Okrug으로 (0.03명/㎢)임2)

[그림 2-2] 러시아의 인구분포 지역
출처 : 러시아 통계청

2)https://geographyofrussia.com/osobennosti-razmeshheniya-naseleniya-ross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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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두 가지로 분류되는 러시아 병원은 현재까지 국공립
병원이 전체병원의 약 90% 이상을 차지
◦의료부문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예산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 집행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공공의료 예산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정부가 수년간 의료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나 주요 질환에의 수술 집행률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여전히 국민건강의 질 개선을 위해
서는 부족한 수준
◦또한 GDP 대비 매우 낮은 보건의료비 지출, 의사수(인구 대비 의사 수 포함) 감
소, 전체적인 병원 수 및 병상수의 감소 등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표
2-2, 표 2-3)
- 지난 2016년 3월에 실시한 보건의료 연방 예산 계획에 대한 국가두마 보건위원
회 결정에서는 2017~2019 년 기간 러시아 연방의 보건의료예산은 2016년 수
준으로 GDP대비 3.9%~4.1% 규모로 책정하였으며 이는 각 각 2017년 3조
4630억 루블, 2018년 3조 7440억 루블, 2019년 3조 8990 루블이었음[그림
2-3]
[표 2-2] 2014-2018년 러연방 의료종사자 수
(단위: 천명, %)
구 분

의사

2014

2015

2016

2017

2018

709.4

673.0

680.9

697.1

691.5

간호사

1,525.1

1,549.7

1,537.9

1,525.2

1,513

간호조무사

1,440.4

1,407.0

1,414.3

1,298.4

1,218.6

의료종사자 계

3,674.8

3,629.8

3,633.1

3,520.7

3,423.1

-

-1.2

0.1

-3.1

-2.8

전년대비 의료인 감소율(%)
출처: 러시아연방 통계청, Busines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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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러시아 전체 병원수 및 병상 현황
구 분

2005

병원총수

2010

2013

2013

2015

2016

9479

6308

5870

5638

5433

5357

-

-33.5

-6.93

-3.95

-3.63

-1.4

93

224

233

246

245

266

-

115

143

166

180

205

1575.4

1339.5

1301.9

1266.8

1222.0

1197.2

병상 수 감소율(%)

-

-14.97

-2.8

-2.7

-3.53

-2.03

비국립병원 병상 수

32.4

21.7

23.2

24.9

24.1

23.5

-

4.1

7.9

11.0

12.8

12.9

110.9

93.8

90.6

86.6

83.4

81.6

전년대비 병원총수 감소율(%)
비국립병원
개인병원
병원전체 병상 수(천개)

개인병원 병상 수
인구1만명당 병상 수
출처 : 러시아 통계청

(단위:10억루블)

[그림 2-3] 연도별 GDP대비 보건예산규모 및 비중
출처: 국가두마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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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산 부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의료산업시장은 의료 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를 포함하여 2018년 기준 1,173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평가되었으
며 2022년까지 30.9%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3)
[표 2-4] 러시아 의료 산업별 시장 규모(2014-2018)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규모

591.1

496.76

517.44

651.57

717.1

의료기기

37.4(6.3)

37.36(7.5)

38.74(7.5)

42.87(6.6)

46(6.4)

의료서비스

343.3(58.1)

300.2(60.4)

314.5(60.8)

399.1(61.3)

443(61.8)

의약품

210.4(35.6)

159.2(32.1)

164.2(31.7)

209.6(32.1)

228.1(31.8)

출처: BMI, National Statistics, BusinesStat 자료 참고 재가공

◦오늘날 러시아의 의료 서비스 시장은 2014-2015년에 관찰 된 감소세를 벗어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간 의료 시장은 2020년까지 매년 평균 5-10 % 증
가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러시아 비즈니스 전문통계기관 BusinesStat에 따르면 2018년 러시아 의료 서비스
시장 매출액은 3조 630억 루블(약 443억달러)에 도달하였으며 2017년에 비해
11.6%성장한 것으로 나타남(표 2-4)4)
◦이러한 러시아 의료 서비스 시장 확대의 주요인은 환자 진료 건수의 증가가 아닌
서비스 가격의 상승에 기인하며 2018년 의료서비스의 평균 진료비 가격이 거의
10 % 증가한 것을 그 이유로 보고 있음
◦러시아의 의료 서비스 시장 매출의 대부분은 2018 년 기준 56.8 %의 의무 의료
보험 부문이며, 그 뒤에는 예산 재원 및 현금 지불 부문이 각각 15.8 %를, 셰도우
섹터*와 자발적인 임의 의료보험은 각각 의료시장비용의 6.7%와 4.9%를 차지
* 그림자 시장의 큰 부분은 뇌물수수, 병가의 불법 발급, 의료기록 위조, 불법 낙태 등 기타 위반이
나 비공식적 의료행위 포함

◦2018 년 러시아의 의무 의료 보험 부문의 비용은 17 % 증가하여 1,740억 루블(약
2조7986억원)에 이름(그림 2-4)

3) 러시아 의료 서비스 시장 동향(2018), kotra
4) businesStat, 2019년 1월 22일발표, https://marketing.rbc.ru/articles/10671/

제2장 러시아 보건의료시장 현황

❚ 17

(단위:10억루블)

[그림 2-4] 2018년 러시아 의료시장 유통구조
출처 : BusinesStat

◦의무적 의료 보험의 이용 증가는 의료 예방 분야의 발전, 공공 부문에서 의무 의료
보험 부문의 특정 유형 서비스의 재분배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개발의 증가를
불러옴
- 2018 년 말, 러시아에 180 개가 넘는 보건분야 PPP 프로젝트가 기록
◦한편, 의료영리 시장은 2018 년에 10.8 % 증가하여 4,860 억 루블에 달했으며 그
성장 요인으로는, 공공 진료소 최적화의 결과로 민간 부문의 전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2018 년 현금 의약품 서비스 가격이 둔화되어 수요가 증가; 국내 의료
관광 발전으로 인한 환자 흐름의 증가; 원격 의료 분야의 합법화로 인한 원격 의료
서비스 사용의 증가 등으로 파악됨
◦최근에는 정부의 보건정책에 따라 러시아 공공병원의 진료나 의료장비, 서비스 수
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나 자국 의료인 및 의료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아 최근 수년간 해외치료를 위한 의료관광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현대화된 시설과 개선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러시아 민간병원은 크게 대형 외국계 종합병원과 다수의 중소 병원으로 구성된 러
시아계 체인 병원으로 구분
◦외국계 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비가 매우 비싸, 회사로부터 보험비를 지원받지 않는
일반인이 이용하는 사례는 매우 드믄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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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규모 상, 러시아 최대 외국계 종합병원인 ‘European Medical Center(미국)’의 경우 평균 진
료비가 약 652 달러(3만8천 루블)에 이름5)

◦2018년 현재 러시아의 전체 의료기관 중 88%의 의료종사자들이 국공립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4년과 대비하여 국공립 의료종사자의
수는 약 10%정도 줄어든 반면, 민간의료 기관의 의료종사자는 약 1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표 2-5)
[표 2-5] 2014-2018년 러 국영/민영의료기관 의료종사자 수
(단위: 천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국영의료기관

3314.1

3251.3

3226.5

3112.3

3012.3

민영의료기관

290.8

306.6

336.9

334.5

332.0

70.0

71.9

69.7

73.9

78.7

3,674.8

3,629.8

3,633.1

3,520.7

3,423.1

기타
총계
출처: BusinesStat

(10억루블, %)

[그림 2-5] 러시아의 유료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의 성장추이
출처 : Ernst & Young, https://express.liberty7.ru/blog/rynok-medicinskih-uslug-rossii

5)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러시아 의료서비스 시장 동향(2018,10.28)

제2장 러시아 보건의료시장 현황

❚ 19

◦Ernst & Young에 따르면, 유상진료서비스의 비중은 2018년 의료서비스 시장의
6.9%로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규모도 2010년 대비 3배 가까이
성장(그림 2-5)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공공의료에 대한 불신과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첨단 의료
장비와 시스템을 갖춘 민간 의료기관들은 외국의료기관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
며 해외 치료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치료비 홍보를 통해 환자들을 유치하고 있
으며 주요 도시 내 교통 요충지에 체인병원*을 설립하여 운영을 확대하고 있음
◦또한, 전문분야에 따라서는 외국에서 연수를 받은 의사들을 영입하고 개인 건강보
험과 민간보험사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사업 분야에서 대형화,
전문화, 체인화 되고 있는 것이 러시아 민간병원 시장의 주요 트렌드임
[표 2-6] 포브스조사 2019년 러시아 민간병원 매출액 상위 Top 20개 병원
순위

병원명

지역

설립
년도

매출액
(억루블)

병원수

1

Medsi

모스크바

1996

177.5

38

2

Mats’ & Ditsa

모스크바

2006

149.4

40

3

EMC

모스크바

1989

145.1

7

4

MIBS

상트 뻬쩨르부르그

2003

67.8

93

5

Ava-Peter & Scandinavia

상트 뻬쩨르부르그

1996

48.6

18

6

Medicina

모스크바

1990

39.2

1

7

MedSwiss

모스크바

2002

38.5

7

8

bud’ zdorov

모스크바

2005

38.3

9

9

NMC

모스크바

2013

37.7

39

10

Novaya bol’nitca

예카테린부르크

1993

29.9

1

11

Semeinaya

모스크바

1998

29.4

22

크라스노다르

2007

25.9

9
17

12

Ekaterinskaya

13

Semeiniy doctor

모스크바

2001

25.3

14

Clinic K+31

모스크바

2011

24.9

3

15

Alpha-center

모스크바

2001

22.4

11

16

SM-Clinic

모스크바

2002

22

21

17

Medi

상트 뻬쩨르부르그

1991

21.3

25

18

Medicine center(XXI vek)

상트 뻬쩨르부르그

1999

18.8

19

19

Sogaz Medicina

상트 뻬쩨르부르그

2010

17

6

20

UGMK-zdorovie

예까쩨린부르그

2009

14.5

8

출처: Forbes-National Business / https://nb.media/biz/11349/ 참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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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병원 대표자의 의사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을 가진 기업이나 개
인 누구라도 민간병원을 설립하거나 소유할 수 있으며 러시아 법에 따라 병원에
진료 가능한 의료면허가 주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진료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연방법의 병원 설립 기준에 맞는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함
◦병원은 병원 설립 시 취득한 라이센스에 따라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해당 과목의
의사면허 소지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게 됨
◦현재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계 의료기관으로는 대표적으로 1989년에 개원한
European Medical Center(EMC)를 비롯하여 1996년에 개원한 American
Medical Center(AMC) 등과 블라디보스톡에 설립된 Falck clinic(덴마크계) 병원
등이 있음
[표 2-7]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계 의료기관
병원명

주요 내용

AVA-Peter Clinic

- 핀란드계 클리닉
- 러시아 연방지역에 체외수정시술 시장 진출 성공

European Medical
Center(EMC)

- 러시아인 소유지만 외국인병원 브랜드, 340병상규모
- 외국인 의사(프랑스·독일·미국·일본 등)

American Medical
Center(AMC)

- Medsi 전체 34개 지점중 18개가 모스크바에 위치, 검진센터, Pediatric clinic,
Primary care out-patient로 구분
- 글로벌 보험사 Bupa(영국), CIGNA, 알리안츠, AETINA, AXA와 협력

호쿠토 영상검진센터

- 2013년 1월 설립(블라디보스톡), 러-일 합작 병원
- VPN 전용회선 이용 일본 호쿠토 병원과 연계검진판독

Falck clinic

- 1906년 설립된 덴마크계 병원으로 2013년부터 블라디보스톡에서 영업 중
- Meridian Capital(카자흐스탄계 투자펀드로 51%의 지분소유), 덴마크 Falck,
GE Healthcare간 파트너쉽을 통해 설립한 사립병원

◦한편, 외국의료인이 러시아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연방법령 No.119
외국의료 및 제약면허를 취득한 자의 러시아 내 의료 및 제약 행위 허가절차에 따라
특수 인증시험을 통과하여 Specialist Certificate를 취득해야 함[표 2-8]
◦외국 의료인의 러시아 현지 내의 합법한 의료행위에 대한 또 다른 방법은 모스크
바에 조성 중인 스콜코보(Skolkovo)혁신센터의 국제의료클러스터에 입주하는 방
법이 있음[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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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외국 의료인 면허 취득에 관한 법률

법률개정

외국의료 및 제약면허를 취득한 자의 러시아 내 의료 및 제약 행위 허가절차에 대한”러시아
연방 법령 №119 (2005.02.01. 개정)
•러시아에서 인정해주는 외국 대학교에서 해당 학위를 수료한 자는 특수 인증시험 (국가
시험_러시아어)을 통과하여 Specialist Certificate를 취득해야 함
•책임기관 : 러시아 연방 보건 및 사회개발 감독국

주요내용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전공분야 경력기술서, 사진, 신청서
•서류검토 후 연방 교육 및 과학 감독국은 시험기관 및 시험일정 지정
•Specialist Certificate효력 및 유효기간 : 러시아 전역 내 효력, 5년 마다갱신
※ 졸업증서는 한국에서 Apostille 확인 후 러시아 연방 교육 및 과학감독국과 연방보건
및 사회개발감독국에서 Nostrification 받아야 함(2개월 이상 소요)

[표 2-9] 스콜코보 혁신센터
스콜코보 혁신센터

위치 /
목표면적

- 모스크바 MKAD에서 2km 서부에 스콜코보 마을에 위치
- 250만 km2 면적까지 개발할 예정

스콜코보 재단

- 사업 실현을 담당하고 혁신센터 운영을 위해 조직된 비영리조직, 초기에 바우만 대학교,
Vneshekonombank 국영 은행 등 6가지 법인 참여로 만들어진 “운영회사”

재단 설립목적

- 러시아 전역의 현대기술 및 응용기술 자원을 동원하여 혁신기술 R&D를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

국가우선
사업분야

- 바이오메드 (Biomed), 우주과학 (Space), 에너지 (Energy), 핵과학 (Nuclear), IT 클러
스터

국제의료클러
스터 입주절차

- 국제의료클러스터 관리는 감독위원회, 운영회사 그리고 고문위원회에서 권한을 갖고
있으며, 감독위원회에서 입주 관련 규정 제정, 집행하고 실제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운영
회사가 개설됨
- 클러스터 고문위원회는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입주 희망하는 개인 사업가 또는 법인
의 의료행위에 허가를 위한 과학·경제적 타당성을 평가

입주업체
자격취득 조건

- 구비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모두 러시아어 번역 및 공증;
- 관리회사는 신청일 기준 45일내 검토하여 전문가 고문회 평가를 통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과 계약 여부 결정. 결정일 기준 10일 내 지원자에게 평가 통과 여부를 통보.
- IMC 계약기간은 10년이며 사업자 또는 법인의 활동 중단이나 IMC 규정 위반, 청산
등의 경우 계약이 폐기되고 “참여자”자격 취소됨
- 계약 후 IMC 참여자는 관리회사 계약 이행 조사에 협조를 하고 관리회사 관계자의 시설
입장을 보장하고, 의료조직 연간 보고서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책임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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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콜코보 혁신센터

- 신청서;
- 정관 (의료 활동 기재);
- 활동기술서; 사업목적, 사업 기대효과, 사업종류, 신청활동 경험 3년 내, 사업의 중요성,
경제·과학적 타당성, 응용성, 의료기술개발, OECD국가에 적용되는 의료규칙과 요구사
입주자
자격구비서류:

항 설명서
- 러시아 또는 OECD국가에서 발행한 의료활동 허가(면허);
- 러시아 또는 OECD국가에서 발행한 IMC내에서 사용 계획된 약제, 의료기기, 의료기술
등에 대한 약제 연구 보고서, 의료제품, 특허, 기타 기술적 등록 서류;
- 교육 및 전문가 자격에 관한 문서, 의료학력 증명서
- OECD 의료법과 관련 규정
- OECD 국가에서 취득한 학력 증명서가 러시아의 증명서와 동등하게 인정

OECD
국가
면허·허가
인정

- 러시아 보건부 약제 수입허가 없이 수입, 제약사 증명서, 약제 등기 등록 절차 없이
OECD 국가 관할 기관 발행 허가 서류를 인정
* 단, 의료 서비스 제공시 OECD발행 허가약제 또는 치료 목적과 방법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 동의를 얻어야 함
- 러시아연방 의무가입의료보험(OMS) 예산 의료의 경우 러시아 의료 허가를 취득해야함
- 교육, 의료, 연구 전문가 유치 및 고용 허가 불필요

외국인

- 외국인인력고용 쿼터제 적용 받지 않음

인력고용
관련규정

- 외국인력 초청 및 취업허가 절차를 관리회사에서 진행함
- 의료사업 참여자와 외국인 피고용인의 고용계약에 한하여 체류허가가 적용되며 IMC
의료사업 외의 활동은 허용되지 않음

고려해야할
문제점
출처 : www.sk.ru

- OECD 국가 규정을 인정하되 의료분쟁에 대한 규정 부재
- IMC는 의료규정, 허가, 면허, 외국인고용 규정은 간편화 되었지만 세제 혜택의 내용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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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 의약품 시장 (러시아 진출 제약사 / 2018년 기준)
가. 시장 개요 및 특성
◦러시아의 의약품 시장은 경제회복세와 함께 2016년 164억 달러에서 2017년 209
억 달러로 27.4% 증가하며 큰 폭으로 확대됨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관들은 러시아 의약품 시장이 2021년까지 285억
달러의 시장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표 2-10] 의약품 및 서비스 시장 규모 전망
(단위: US$ 백만, %)
지표

2015

GDP 비중
제약시장
비중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17

1.28

1.37

1.46

1.53

1.61

1.68

15,923

16,424

20,951

22,817

24,725

26,601

28,502

18.2

18.1

19.3

19.9

21.1

22.3

23.4

(출처: 러시아 국제의약제조기업협회 AIPM)

◦현재 러시아의 제약시장은 전체 시장의 74%를 민간 제약회사가 차지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수입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임
◦최근 정부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약 및 의료기기의 자국 생산을 높이기 위해 주
요 외국 제약회사의 생산 공장 유치에 매우 적극적임
◦의약품 시장은 크게 처방 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특허 의약품 등의 3가지 시장으
로 구분하며 복제약 비중이 매우 높아 2016년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85.5%가 복
제약이 차지.
- Teva, Novartis, Gedeon Richter, Krka 등의 많은 복제약 제약사가 시장에 존재
하고 있으며 Pharmstandard, Veropharm, Pharmsyntez, Binnopharm 등 러시아
복제약 제약사도 활발하게 활동 중
- 러시아의 제약 기술이나 설비, 특허 보호 여건 등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외국 제약사들의 복제약 부문에 대한 대 러시아 투자가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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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 제약산업 육성 정책6)
◦러시아 정부는 'Pharma 2020' 정책을 통해 러시아 제약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2020년까지 혁신 의약품의 50%, 중요 의약품(Vital and Essential Drugs List)
의 90%를 러시아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로 의약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 중임
- 현재 중요 의약품의 러시아 생산 비중은 약 60% 정도임
◦러시아 정부의 의약품 산업 육성 주요 정책
- 정부 입찰 시 러시아산 의약품 우대조치(2016년까지는 러시아에서 포장된 외
국 제품도 러시아산으로 간주됐으나, 2017년부터는 포장뿐 아니라 내용물이 러
시아에서 제조되어야 러시아산으로 인정)
- 의료 관련 산업단지에 제조시설 설치 시 세금 우대
- 정부 입찰 시 러시아산 의약품에 대한 가격 제한조치 면제
- 의약품 승인 전에 러시아 병원에서 테스트 의무화
- 의약품 분야 클러스터 구축에 자금투자(250억 루블)
◦러시아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정책은 모든 제조업 육성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
라는 평가임
- 정부의 강력한 제약산업 육성 정책과 2014년 루블화 급락으로 인한 수입 의약
품 가격 상승 등으로 러시아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와의 공동 협력이나 합작투
자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외국인 투자를 포함 총 1200억 루블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공장 설립도 활발해지고 있음.
-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1년 반 기간) 70개사의 제약공장이 신규로
착공됐거나 완공되어 이미 운영 중에 있음(러시아 보건부 통계)
- 그러나 전체 러시아 제약시장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이러한 글로벌 기업과 러
시아 기업 간 합작회사의 비중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며 합작 생산하는 의약품도
대부분 곧 판매권이 종료되는 약들에 대한 아웃소싱 생산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나 점차 외국 제약사들의 러시아 진출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6)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글로벌화하는 러시아 의약품 시장,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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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의약품 관련 인프라 (러시아 진출 제약사 / 2018년 기준)
Organization Name

Industry

Sub Sector

Angelini Pharma Russia

Pharmaceutical

Branded Pharma

Bayer

Pharmaceutical

Branded Pharma

GlaxoSmithKline Trading

Pharmaceutical

Combination Pharmaceutical

Lundbeck Russia

Pharmaceutical

Branded Pharma

MSD Pharmaceuticals Russia

Pharmaceutical

Combination Pharmaceutical

Novartis Group

Pharmaceutical

Branded Pharma

Novo Nordisk

Pharmaceutical

Branded Pharma

Novo Nordisk Kaluga

Pharmaceutical

Branded Pharma

Pfizer

Pharmaceutical

Branded Pharma

Roche Moscow

Pharmaceutical

Branded Pharma

STADA Russia

Pharmaceutical

Generic Pharma

Valeant

Pharmaceutical

Generic Pharma

Woerwag Pharma

Pharmaceutical

Combination Pharmaceutical

(출처: MERCER, 2018)

다. 러시아 의약품 유통시장
◦대표적인 의약품 유통 시스템인 약국체인은 2016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
성장함.
- Top 10 약국체인은 전체 러시아 약국 중 33%를 차지하며, 2015년에 비해 7%
증가한 수치
- 약국체인 판매점 개수 및 매출액은 2014년 이후로 급격히 상승 중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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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Top 10 약국체인 현황
(단위: 억루블, %, 개)
순위

약국체인

매출액

증감율 (‘16/’15)

비중

판매점 수

1

ACHA

790

79.5

7.8

4,215

2

36.6

479

-10.5

4.7

1,782

3

RIGLA

452

32.6

4.4

1,768

4

Implozia

449

78.9

4.4

2,367

5

Doctor Stoletov

254

20.8

2.5

346

6

Planeta Zdorovia

243

67.4

2.4

1,125

7

Raduga

202

14.9

2.0

1,181

8

Neo Farm

171

97

1.7

315

9

Famakopeyka-Tvoi doctor

169

47.5

1.7

872

10

Farmlend

159

23.7

1.6

715

출처 : Agency DSM Group

[그림 2-6] Top 10 약국체인 판매점 및 매출액 증가율
출처 : Agency DSM Group

◦러시아 의약품 유통사의 경우 Top 10은 모두 현지 유통회사라는 것이 특징
- Top10 유통사가 전체 의약품 유통의 92% 지분을 차지하는 상황
- Protek이 시장지분 21.5%를 차지하며 의약품 유통시장 1위에 위치함
- Top10 유통사는 모두 자신의 소매점 체인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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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사점
◦러시아 제약시장은 최근 수년간의 경기침체에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최근
에는 제약사 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약국도 점차 소수의 대형 체인점
중심으로 시장 구조가 바뀌는 등 시장의 변화가 매우 큰 상황임.
◦러시아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정책으로 의약품 수출만으로는 점차 경쟁력을 확보
하기가 어려우며 러시아 시장 진출 시 러시아 제약사들과의 기술협력, 공동생산,
OEM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부 한국회사의 경우 러시아 제약사를 통해 복제약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추
진하고 있으며, 의약품 생산 노하우와 원료를 러시아 제약사 측에 제공하고, 러
시아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비즈니스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음.
◦특히 러시아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형 의약품의 경우 러시아 디스트리뷰터, 제약사
들이 적극적으로 유통사와의 기술협력, 공동생산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글
로벌 기업들의 선점 등에 대비해 기회를 잘 포착해 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아직은 러시아가 복제약 생산의 아웃소싱 대상 지역에 머물고 있으나, 혁신형 의
약품에 대한 신규 투자가 확대되고 글로벌 제약사들의 대러시아 투자도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기술이전이나 제약설비 수출, 핵심원료 판매 등의 진출방식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함

3) 러시아 의료기기 관련 시장
가. 시장 개요 및 특징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은 중동부유럽(CEE) 지역에서 가장 큰 의료기기 시장으로
2018~2021년까지 연평균 6.45%의 성장이 예상됨(표 2-13).
* 2018년 기준 한화로 약 5조 3천억원 규모

◦의료기기 공급은 대부분 국공립 병원에 공공조달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상대
적으로 민간 부문의 역할은 미미함
◦보건의료 분야에서 제조기반 미비 및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첨단 의료기기의 경우
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의료장비의 해외 수입 의존도 는 80%이상임)하고 있음
- 러시아 병원에서 사용하는 X-ray 기기의 33%, 초음파 기기의 24%, 실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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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 52.7%가 내용연수 10년 이상 초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로 인
해 의료기기 교환과 관련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루블화 기준으로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약하지만 국내생산
도 증가추세
＊ 다만 2015년 루블화 평가절하로 인해 달러화 기준 시장은 축소 후 회복

[표 2-13] 의료기기 시장규모 전망/단위
(십억 루블, %)
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시장규모

236.1

235.8

244.5

270.6

290

310.1

331.2

353.4

증감률

10.32

-0.13

3.69

10.67

6.69

6.48

6.37

6.28

출처: BMI, National Statistics, Fitchsolutions 참고 재가공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은 경제 제재 등의 경제위기로 2015년 34.8%가량 하락 하
였으나 2016년 2.76% 상승하며 점차 회복세를 보임
- BMI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의료기기 시장의 주요 수입제품은 ‘영상 검사
기 Diagnostic Imaging (23.3%)’와 ‘치과기자재 Dental Products(8%)’의 비중
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러시아의 의료기기 시장은 2014~2015년 소폭 하락한 이후 2017년 2,706억
루블로 전년대비 10.67%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
로 전망
◦러시아 정부는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2014년 수입대체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
며 이 후 러시아 내 의료기기 생산은 꾸준히 증가추세
- 의료기기분야를 수입대체화 산업에 포함시켜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하고 외국산
완제품 수입대체를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 또한 의료기기의 경우 2015년 공공조달 접근 제한 외국산 의료기기 목록을 도
입한 이후 대상 품목을 매년 확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2016년 이후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에서 러시아산 제품의 점유율이
18.2%에서 2018년에 22.8%로 증가했음.
- 2018년 4월 현재 러시아에는 약 400여개 기업이 의료기기 생산에 종사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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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의료기기 수입관련 제한 정책
정책 및 규제

주요 내용

의료기기
수입제한조치
337호(2016.5)

-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제조업체에 적용되는 제한사항 명확화
• EAEU 역내 국가 소재 2개사가 입찰했을 경우 그 외 국가의 제조업체는 입찰참가
가 자동으로 취소됨.

부가세면제
의료기기
목록개정

- 러시아 정부는 또한 2017년 1월부터 부가세 면제 대상 의료기기 품목 수를 개정하면
서 과거 면세 대상이었던 CT, 심전계, 초음파 기계, 심박조율기, 레이저 같은 제품의
부가가치세가 상승하게 됐음.
- 단, 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원부자재는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러시아 내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수입품도 영세율 대상임.

의료기기
등록절차변경
결의안제63호

- 개정안은 국가의 의료기기 등록 요건을 EAEU 규정과 일치시키고 의료기기와 체외진
단기기(IVD) 승인 과정을 단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함

출처: 러시아 의료기기 산업,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 자료 재가공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노인 인구 증가에
기인한 체외진단 장비 분야로 시장의 약 23%, 일반수술 및 내시경검사 관련 기기
가 10.6%로 그 뒤를 따르고 있음.
[표 2-15] 러시아 의료기기별 시장 비중 (2018년 기준)
순번

품목

금액(10억 달러)

비중(%)

1

체외진단 장비(IVD)

61.09

23.0

2

일반수술 및 내시경 검사 기기

28.15

10.6

3

소생, 마취, 응급용품

26.03

9.8

3

심혈관, 신경외과 관련 기기

26.03

9.8

5

영상진단 장비

25.50

9.6

6

재활장비

21.51

8.1

7

치과장비

17.00

6.4

8

안과장비

14.61

5.5

9

외상학, 정형외과 장비

12.75

4.8

10

핵의학, 방사선 치료장비

6.11

2.3

11

기능진단 기기

5.31

2.0

12

기타

21.51

8.1

265.6

100

합 계
출처: Medtechstan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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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의 유통구조
◦러시아는 해외의료기기 수입시 수입 면허 등 인가된 회사만이 수입할 수 있음
- 해외제조(판매)사가 직접 현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 참여불가
* 해외제조사/판매사 -> 현지딜러 or 판매법인 자회사 -> 공공조달/수의계약/서비딜러/직판/인
터넷 판매 등 -> 소비자(민·관·개인 유저)

◦대개의 경우 현지 수입상(딜러)이 수입 판매뿐만 아니라 부품 및 소모품 공급, 장
비의 유지보수 및 매뉴얼 사용 교육 등 제품 유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인허가의 경우, 2017년 5월부터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공통 규제
CU(Custums Union)인증제를 도입했으며, 2020년까지는 기존의 러시아 의료기
기 등록 시스템과 EAEU 규제가 모두 유효함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공통 규제 이외의 부분에 대한 인허가는 러시아 보건부
산하의 ROSZDRABNADZOR에 등록된 인증대행 기관을 통하여 의료기기 임상시
험 및 수입 허가 인증서 발급
- CU기술규제 관련제품 인증의 경우, CU(EAC)인증서 또는 적합성 신고서만 발
급되며, GOST-R 인증서류는 유효기간이 제품군별로 달라 유효기간 종료에 따
라 CU(EAC) 인증서류로 교체됨
* 만약 제품이 CU기술규제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인 경우에는 GOST-R 인증제도가 계속 적용됨

[표 2-16] 보건분야 정책시행예산계획
(단위: 10억루블)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327

2,876

3,049

3,181

3,407

3,670

3,928

4,183

연방

413

357

261

269

263

286

299

308

주정부

855

1,279

1,336

1,397

1,459

1,525

1,586

1,642

1,059

1,240

1,452

1,521

1,6845

1,858

2,042

2,233

총예산

의료보험펀드

출처: 러시아연방정부 행정부 결의안 ‘14년No.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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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는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 발전‘ 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81억 8,528만 루블의 예산을 배정
[표 2-17]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 발전 정책
(단위: 백만 루블)
예산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5,176

14,654

16,598

16,329

11,636

11,220

11,291

11,277

제약

n/a

n/a

n/a

5,199

2,243

7,750

7,896

7,888

의료제품

n/a

n/a

n/a

1,750

2,246

3,127

3,129

3,129

종합산업

n/a

n/a

n/a

n/a

n/a

341

266

260

15,176

14,654

16,598

9,380

7,146

총

기타

n/a

n/a

n/a

출처: 러시아 연방 정부 행정부 결의안 ’14년 No.305

◦또한,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은 2018년 정부차원의 국가 보건의료프로그램인
‘Healthcare’를 채택하여 예산투입 확대 예정
◦따라서 러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수요가 높은 진단장비, 일반수술
및 내시경 검사기기 등을 파트너를 통한 현지 조달시장 이나 기업과의 합작 생산
등을 통한 시장 확대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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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의료기기 관련 인프라 (러시아 진출 의료기기 업체/2018년 기준)
Organization Name

Industry

Sub Sector

Beckman Coulter - Life
Sciences

Medical Devices & Equipment

Durable Equipment Medical
Devices

bioMerieux Russia

Medical Devices & Equipment

Combination Medical Devices

Boston Scientific

Medical Devices & Equipment

Combination Medical Devices

Cardinal Health

Medical Devices & Equipment

Consumable & Disposable
Medical Devices

Coopervision Russia

Medical Devices & Equipment

Consumable & Disposable
Medical Devices

Esko

Medical Devices & Equipment

Other Medical Devices

GE Russia Healthcare

Medical Devices & Equipment

Combination Medical Devices

KaVo

Medical Devices & Equipment

Combination Medical Devices

Kerr

Medical Devices & Equipment

Implantable Medical Devices

Linx

Medical Devices & Equipment

Medtronic Russia

Medical Devices & Equipment

Combination Medical Devices

Nobel Biocare

Medical Devices & Equipment

Implantable Medical Devices

Ormco

Medical Devices & Equipment

Pall

Medical Devices & Equipment

Other Medical Devices

PAUL HARTMANN

Medical Devices & Equipment

Consumable & Disposable
Medical Devices

Siemens Healthcare Limited
Liability Company

Medical Devices & Equipment

Straumann

Medical Devices & Equipment

출처: MERCER, 2018

Implantable Medical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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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러시아의 ICT와 의료혁신
가. 러시아의 IT 및 네트워크 현황
◦2018년 러시아 IT 시장 규모
- 2018년 러시아 IT 시장의 외국 기업 매출 규모는 4% 성장한 226억 달러, 러시
아 기업의 매출 규모는 15.5% 성장한 1조 4700억 루블(미화 약 234억달러)
규모임
[표 2-19] 러시아 IT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

280

178

170

218

226

외국기업

규모(단위:억 달러)

매출

전년대비 성장률

-16%

-39%

-3%

17%

4%

러시아기업

규모(단위:조루블)

1.063

1.08

1.137

1.27

1.47

매출

전년대비성장률

1.2%

1.6%

5.3%

2%

15.5%

출처:러시아 소프트웨어 개발자 연합(Russoft)

◦러시아의 2017년 ICT개발 지수는 45위 기록
- ICT지수 순위에서 러시아는 전년도 대비 두 계단 하락한 45위를 기록, 이동통
신 및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 대비 유선전화 및 유선 인터넷 보급률이 크게 뒤처
지는 양상을 보임
◦2018년 러시아 통신시장 규모는7) 전년대비 3.4% 증가한 1조 7천만 루블(미화 약
271억달러)로 최근 5년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임
◦2017년 러시아의 모바일 서비스 시장 규모는 8,930억 루블
◦2018년 러시아 인구 100명당 모바일 셀룰러 가입 회선 수는 157.43을 기록하여
이동통신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듦
◦인구 100명당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 회선수는 86.2이나 4G 이상의 네트워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 & Broadcasting Russia Market Report 러시아 정보통신방송 현황 2019

34 ❚ 러시아 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현황조사 및 발전방안 수립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2023년 러시아 전체 이동통신 연결
가운데 모바일 브로드밴드 연결 비율은 97%에 달할 전망

[그림 2-7] 한-러 간 네트워크 인프라 비교
출처: 러시아 디지털개발 통신부, OECD, 국제전기통신언합(ITU)

나. 정보통신 최신 동향
◦러시아는 현재 5G 네트워크로 설치 예정이며, 2020년까지 5G 상용화를 목표로 함
◦2019년 5월 디지털개발 및 통신매스미디어부의 5G 통신 개발 초안에서 정부가
선정한 모든 5G 주파수 인프라 운영자를 통합, 하나의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공표
◦정부는 해당 방안으로 운영할 경우 2024년까지 54~55억 루블 가량의 예산이 필요
할 것이며 다른 운영방식에 비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함
◦5G 개발을 위해 로스 텔레콤(Rostelecom)과 메가폰(MegaFon)은 합작 회사를 설
립하였으며, 짧은 시일 내에 기술 시험을 시작할 것으로 보임
◦2019년 6월 중국의 화웨이(Huawei)는 러시아 최대 유·무선 통신사 모바일텔레시
스템즈(MTS)와 협력하여 2020년까지 러시아 전역에 5G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계
약을 맺음.
- MTS는 공식 성명서에서 화웨이와 5G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2019~2020년 사이 파일럿 5G 네트워크 설립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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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CT관련 정부 정책
◦2017년 5월, 러시아 정부는 새로운‘2017~2030 러연방 정보사회개발 전략’을 발표
◦러시아 정부는 ICT 등 수입의존율이 높은 산업분야의 선진기술 도입 및 집적화를
목적으로 스콜코보 혁신센터를 설립
◦‘러시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스콜코보 혁신센터는 입주기업에게 세금감면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스타트업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의 참여를 유도함
◦2017년 발표된 ‘2025 러시아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 of Russia 2025)에 따
르면, 러시아의 IT 및 4차 산업혁명은 스콜코보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으로 전망됨

라. ICT와 의료 혁신
◦러시아 인터넷 이니셔티브 개발펀드(IIDF)와 프라이머 캐피털 벤처캐피털 펀드가
1억6000만 루블을 투자한 데이터 매트릭스(Data Matrix)사는 최초로 국제 표준
에 따라 임상연구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8)
- 데이터 매트릭스는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상 연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신제품 개발을 가속화하고 임상 시험 중 오류를 감소
시킬 수 있다고 함
◦러시아 공기업인 로스텔레콤(Rostelekom)과 로스테크(Rostech)는 의료정보 시
스템 개발을 위한 합작법인 Digital Medical Services LLC(Цифромед)를 설립
- 양 공기업의 합작법인은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구현 및 운영을 통해 러시아 의료
분야의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
- 특히 Digital Medical Services LLC는 디지털 의료서비스 이외에도 국가통합보
건정보시스템(EGISZ)의 서브 시스템 중 하나인 의약품의 공공조달에 관한 정
보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개발도 담당하게 됨
◦2019년 12월 24일 국가 공공기업인 Rostec과 러보건부는 러시아에 등록된 통합
구조화 된 의약품 정보를 담은 온라인 의약품 디렉토리를 개발
- 등록된 의약품 데이터를 자동모드로 수집하는 플렛폼은 공공조달시스템 및 제
8) 러시아 의료기기 산업(2019.08.01.)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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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시스템과 통합됨
- 현재 140만개 이상의 고유한 상품정보가 통합구조 안내서인 의약품 디렉토리에
서 확인 가능
◦2021년부터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의료분석을 기반으로 질병진단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
- 이를 통해 유전성 암 및 중증 신경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부터 얻은
조직, 혈액 및 소변 샘플을 연구하여 바이오뱅크의 임상데이터와 비교하고 환자
에게 맞춤 치료를 제공하거나 치료 약물을 개발할 예정임
◦세체노프 의과대학은 Protek 구현센터와 원격진료 합작투자회사를 설립
- 합작 투자의 주요 목표는 원격 의료 기술의 개발과 환자와 의사를 위한 디지털
의료 서비스의 대중화임
- 협력 프레임 워크 내에서 My Health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구현 및 대중화가
구현 될 것임
◦최근에는 지체 장애로 인하여 신체 활용이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 기
술 활용을 통한 신체장애 극복 환자 사례에서와 같이 보건의료분야에서도 VR·AR
(가상 및 증강 현실)을 적용한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음9)
◦또한, 러시아의 3D 프린팅 시장은 외국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7년 기준
최근 현지 기업이 전체 3D 프린팅 시장규모인 7,920만 달러의 30%를 차지하며
지난 8년간 꾸준히 성장해 온 것으로 나타남.
- 3D 프린팅 주요 적용분야는 ‘우주항공, 의료, 제조’ 분야로, 특히 의료분야에서
는 3D프린터로 조직, 장기 등을 제작하여 인간에게 인식하는 기술, 의료 수술
플레닝 및 의료진 수술 시뮬레이션 모형제작, 비침습형 의료기기(보청기, 치아
교정기 등)에 적용되고 있음
◦2019년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의료 디지털화와 관련된 일련의
지침을 승인;
- 병원의 전자문서 형태로 의무기록 관리의 단계적 전환 (※ 의료기관이 준비하고
의료분야 국가정보시스템에 문서가 보호된 경우에만 전환 수행 가능)
- 2020.6.1.일까지 원격진료 상담비용에 대한 지불절차 결정

9) ICT & Broadcasting Russia Market Report 201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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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 및 주정부기관은 해당지역에 위치한 민간의료기관에게 국가보건정보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 제공
- 의료종사자의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제공과 기술자유치 제안
- 러 보건부는 전자형태의 의료사망 증명서(국제질병 및 건강문제 통계분류 코드
포함)에 접근 가능 등
◦이 외에도 푸틴 정부의 디지털 의료 발전의 우선적인 방향을 고려할 때, 원격 의료
분야와 관련된 장비 및 시스템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며, ICT기반의 원격 의료 서비스는 2020년까지 러시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IT와 의료기술이 접목된 분야는 점점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러시아 원격의료 시장은 ’20년 1,721백만불 수준으로 성장 예상
- 의료기기분야에서 러시아 의료정보시스템(medical information systems)의
시장 규모는 100-150억 달러10)로 추정
-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s)의 전세계
시장 규모는 10-50억 달러이며, 이중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0.3억 달러
(약 20억 루블) 정도로 약 3% 이상을 차지 등

◦현재 러시아에서는 IT와 의료기술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혁신센터가 조성되어 다
양한 연구 및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빅데이터 & AI : 러시아는 특정 의료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관리하는 인
공지능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가통합건강정보시스템이나 일반적인 의료정보시스템에 의해 전자
형태로 개발되어 수집 관리되고 집계된 의료데이터의 대부분은 의료인이 아닌 개
발업체의 편의에 의해 만들어져 의료 데이터로서의 기능이 부족 한 경우가 많음
◦러시아 병원은 의료전자기록화, 연구정보시스템, 시각정보 보관시스템, 소통시스
템 등 IT와 연계한 의료부문의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예산 및 고급 인력의 부
족 등으로 인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

10) 출처: 러시아 국제제약회사 연합 AIPM, WHO, KPMG,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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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 보건의료 정책
2.1 러연방 보건의료 발전 과정11)

[그림 2-8] 러시아 보건의료 발전 과정(1990-2013)

◦러시아 보건의료 분야는 1990년대 초반 구소련의 붕괴 및 러시아 연방의 출범에
따른 자국 내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과거 정부의 중앙집권적 보건의료 제도에서
벗어나 시장 지향적 의료제도 및 사회보장 보험방식에 의한 재원조달 등의 정책을
실시하게 됨
◦이후 기존 중앙 집중화되어 있던 운영방식의 분산화, 국가 독점체제의 해제’, 러시
11) 러시아 보건의료서비스시장 현황분석 및 의료관광활성화 전략 연구(2014.12.), KH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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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연방 국민 의료보험법(1993)‘ 도입, 자금조달 경로의 다원화, 의약품ㆍ의료서
비스 부문 내 시장체제 도입 등은 환자와 의료인간의 상호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
져왔음
◦다음 단계의 보건의료분야 개혁을 위한 법적 규제 장치로는‘러시아 연방의 보건의
료 및 의료과학 분야 발전 계획(1997.11.5.) 도입으로 국민의 건강보호 증진과 질
병 및 사망률 감소를 통한 국가 내 사회적 손실 최소화를 목표로 기본 방향을 설정
하고 정책 추진
◦2005 년부터 보건의료 분야 일부에서 개선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배경에는
국가 우선순위 프로그램인 '즈다로비예(Здоровье-건강)'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가
크게 작용
- 이 시기 일차 보건의료 기관들의 의료설비 및 응급 수송수단 등 시설전반에 대
한 개선과 일차 보건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
[표 2-20] 러연방 국가보건발전 정책 주요 목표 및 과제
시행
연도

2006

명칭

국가
보건프로젝트

목표

과제

- 국민건강 향상

- 질병예방제도의 부활

- 의료 접근성 및 질 제고

- 건강한 생활문화 형성

- 1차 보건의료의 발전
- 예방접종 재개

-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
- 1차 보건의료제도 강화

- 첨단의료 보장

- 재활 및 요양 등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높은 질
보장
- 첨단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러시아 연방
2010

의료보험에
대한 연방법
발효

- 향후 의무건강보험제도만으로 국민건강을 보장하도록 자금 지원
- 첨단기술, 외래환자 의약품, 사회적 질병을 제외한 의무의료보험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포함
- 의무건강보험의 중앙화
- 노동 및 비노동인구의 지급액 차이 완화
- 환자의 의료 기관 및 의사 선택권 확대

2011

러시아 연방

- 모든 지방의 동일한 치료 수준과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 충족

건강보호기준

- 의료서비스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기준 채택
- 희귀병 진단 및 치료는 정부예산으로 지불

출처: 러시아 보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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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재정한 국가 보건발전 프로그램(2013-2020)은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기본 발전 방향과 목표 및 해결과제, 자금조달 정책과 그에 대한 수행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및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하위 11개 세부내용*을 포함
[표 2-21] 국가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하위 프로그램 11개 세부내용*

1

질병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의 형성, 일차 보건의료 지원체계의 발전

2

고기술 의료 및 전문 응급의료를 포함한 전문의료 지원 체계의 보완

3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법의 개발과 도입

4

산모 및 영아의 건강보호

5

재활의료 및 요양/휴양치료 부분의 발전

6

완화의료 부문의 발전

7

보건의료 체계의 인력관리

8

건강보건 분야의 국제관계 수립 및 발전

9

건강보건분야 내 검사 및 관리감독 체계 구축

10

특정 카테고리별 국민 대상 의료지원

11

보건발전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출처 : 러시아 보건부

[그림 2-9] 러시아 보건의료 발전 과정(201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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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러연방 국가보건발전 프로그램 시행 주요 목표 및 과제
시행
연도

2012

명칭

목표

과제

국가보건

- 예방 우선 및 1차 의료 발전
- 혁신적진단, 예방, 치료 그리고
맞춤의학 도입
- 첨단기술을 포함한 전문
의료서비스, 응급처치,
의무후송의 효과 향상
- 어린이를 포함한 불치병 환자에
의료서비스 제공
- 유능한 의료진 양성
- 통제, 감독 기능 및 의료서비스
표준화 시스템 개혁, 민관협력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점진적인 반독점제도 도입

- 인구 천 명당 사망자 수 11.4명으로 감소
- 인구 10만 명당 산모 사망자 수 15.5명으로 감소
- 유아 사망률 천 명당 6.4로 감소
- 인구 10만 명당 순환기 계통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 622.4명으로 감소
-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10명으로 감소
- 인구 10만 명당 악성 종양을 포함한 종양으로
인한 사망자 수 190명으로 감소
-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11.2명으로 감소
- 연간 1인당 알코올 소비량 10리터로 감소
- 성인 흡연율 25%로 감소
-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흡연율 15%로 감소
-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건수 35건으로 감소
-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44.8명으로 확대
- 의사:간호사, 1:3으로 조정 및 유지
- 전문의 교육을 받은 각 지역 의사 및 의료진(제약
부문 포함) 평균임금 최대 200% 인상
- 의학교육을 받은 각 지역 간호사, 의료 요원,
제약 부문 포함) 평균임금 최대 100% 인상
- 의학교육을 받은 각 지역 보조간호사 평균임금
최대 100% 인상
- 기대수명 74.3세까지 연장

- 노동 연령 인구의 사망률 감소
- 순환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 신 생물로 인한 사망률 감소.
- 영아 사망률 감소.
- 의료 기관의 인력 부족 제거.
- 모든 시민의 예방 건강검진을
보장
- 의료 기관의 인구에 대한 최적의
접근성을 보장
- 일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기관의 업무 최적화.

- 2025 년까지 출생시 평균 수명이 76세까지
증가;
- 노동 인구의 사망률을 2025 년 10 만 명당 380
명으로 감축;
- 순환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025 년까지
100,000 명당 500 명으로 감소;
- 2025 년 신 생물에서 1 만명 당 185 명으로
사망률 감소;
- 2025 년까지 의료의 질에 만족 한 인구의
비율이 54 %까지 증가.

프로그램
(20132020)

국가보건
2017

프로그램
(20182025)

출처 : 러보건부 보건발전프로그램 발췌 요약정리(KH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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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러시아 의료보험제도
1) 의무 의료보험 제도(OMS)
◦의무 의료보험 제도는 무상 의료지원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
고 사회보장의 일환으로서 국민의 건강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
◦의무 의료보험은 본 정책을 위해 책정된 예산과 물자조달 계획에 기반하여 모든
러시아 국민에 대해 무상 형태의 의료지원과 의약품 지원을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
이 원칙
- (관리기관) 의무의료보험연방기금 (Federal Compulsory Medical Insurance
Fund)과 지역의료보험기금이 재정을 관리하며 보건부는 건강보험 운영과 관련
된 정책적 결정을 담당
- (재원마련) 직장가입자에 대한 월보험료는 사용자측에서 전액 부담(근로자 임
금의 5.1%)하며, 비경제활동인구(연금수령자, 어린이, 장애자 및 실업자)의 보
험료는 지방정부가 부담
- (보험사) 보험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들이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현재 총 43개의 국영 및 민간 보험사가 의무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013 년 10 월 18 일 러시아 정부 지시 제 932 호로 승인된 국가 정책 <2014
년 및 2015과 2016 년도에 대비한 러시아 국민을 위한 국가 무상 의료지원 보장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무상 의료지원을 포함함
- 의사진료 이전 단계(before-doctor)의 1 차 의료지원, 1 차 의사 진료, 1 차 전
문 의료지원(specialized medical care)
- 고기술 의료지원(high-technology medical care)을 포함한 전문 의료지원
(specialized medical care)
- 응급 의료지원
-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완화의료 서비스
- 본 정책은 무상 의료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질병의 목록 또한 구체적으로 규정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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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러시아의 의료보험제도

[그림 2-11] 의무의료보험(OMC)의 조직 및 자금조달체계
출처: 러연방 의무의료보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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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적 의료보험(DMS)
◦사회보험 제도의 일부인 의무적 의료보험(OMS)과는 달리 임의적 의료보험은 ‘의
무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해 개인 또는 법인이 자율적으
로 가입하는 선택적 의료보험으로 금융·상업적 성격을 띤 민영보험의 한 형태
*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의료보험 회사에서만 취급하며, 해당 보험회사는 의무 의료보험
도 취급할 수 있음

- 임의적 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각 의료보험사들이 자사 의료보험 프로그램
이 포함하는 위험요소의 유형, 보험규정, 의료서비스 상품의 가격, 피보험자 인
원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
◦임의적 의료보험은 보험자, 피보험자, 보건의료 기관 간에 계약이 체결됨으로서 이
루어짐
- 통상적으로 임의적 의료보험에 대한 총칙 및 절차적 규정은 보험자가 러시아 연
방 보험법을 기반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수립
◦임의적 의료보험 증권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 외래진료(사전 협의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
- 치과 서비스
- 의사 왕진 서비스
- 응급/구급 의료 서비스
◦(가입현황) 보험료는 의료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설정하며, 95%는 직장고용을
통해 가입
◦(지원범위) 사전 협의된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치과, 의사왕진서비스, 응급의료서
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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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러시아 의료 보험제도
구분

의무 의료보험

적용대상

- 전국민 대상

재원조달

- 고용주 (5.1%)

해당기관

- 공공의료기관 및 특수목적 의료기관
- 응급의료

대표서비스

- 1차 의료 및 사회의료
- 종합진료소에서의 예방 및 진단 처치
- 재활 및 요양

대표 보험사

로스노(시스테마그룹), 인고스트라흐 등

임의 의료보험

- 가입자 대상
- 가입자 지불(평균 월 400∼500불)
* 대부분 직장가입
- 사립병원
- 기본 의료 및 진단 서비스
- 치과 진료
- 응급 의료 서비스
- 수술
- 물리치료
- 소가즈, 레소-가란티야, 알파인슈어런스 등

3) 저축성 생명보험
◦보험자와 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
- (보험사 의무) 보험계약에 따라 의료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의료지원의 규
모, 기간, 질적 수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의료지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보호,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지원에 대한 비용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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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러시아의 국가보건발전프로그램
◦‘17년 12월에 채택된 보건의료 국가발전프로그램은 ’18년에서 ‘25년까지 러시아
에서 시행되는 전반적인 보건의료 분야 정부 추진과제

1) 러연방 국가 보건의료 발전 프로그램(2018-2025)

[그림 2-12] 국가보건발전프로그램
출처: 러시아 보건부

◦주요 추진 과제
-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국민건강 의식배양 및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향상
- 2022년까지 1차 의료기관을 33개 연방주체에 설치, 이후 85개 연방주체로 확
대 예정
-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인재확충
- 러시아 의료기술 홍보를 통한 의료관광과 의료기술 수출 활성화
-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리규제 강화
- 진료기록 디지털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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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주요 내용 (하위 추진프로그램)

[그림 2-14] 국가보건발전프로그램 하위 추진 프로그램 내용
출처 :러시아 보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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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보건 프로젝트(2019-2024)
◦국가 보건 프로젝트(2019-2024)는 러시아 보건부에서 2018 년 5 월 7 일자 204
호 '2024 년까지 러시아의 보건발전을 위한 국가 목표와 전략 과제'에 따라 개발
되었으며 8 개의 연방 프로젝트를 포함

[그림 2-15] 보건분야 8개 연방 프로젝트 예산
출처 : 러시아 보건부 홈페이지

◦시행기간 : 2019.1.1. ~ 2024.12.31.
◦예산규모 : 1조 7258 억 루블(한화 약 29조원)
◦목표 : 보건분야 국가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영아 사망률, 노동 연령 인구의 사
망률, 심혈관 질환 및 종양학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심장 마비 및 뇌졸중으로 인
한 병원 사망률 감소 및 X 선 혈관 내 수술 횟수 증가, 의사 및 간호사가 외래 환자
치료를 제공하는 거의 완전한 직원, 의료 기관의“린 기술”구현, 국민들의 최소한
예방 건강 검진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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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보건의료분야 러 연방 우선 프로젝트
주요 내용

- 연방 프로젝트 "심혈관 질환 퇴치 "
- 연방 프로젝트 "종양 질환 퇴치 " 지원

러시아연방
보건의료분야 8개
우선프로젝트

- 연방 프로젝트 “의료 서비스 수출 개발”
- 연방 프로젝트 "어린이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현대적인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어린이 건강 관리 개발 “
- 연방 프로젝트 "건강 관리 시스템의 의료 기관에 자격을 갖춘 인력 제공“
- 연방 프로젝트 "국립 의료 연구 센터의 네트워크 개발과 혁신적인 의료 기술 구현",
- 연방 프로젝트“통합보건정보시스템(EGISZ)을 기반으로하는 건강 분야의 통합 디지
털 시스템 제작
- 연방 프로젝트“일차 의료 서비스의 제공 시스템 개발”

◦주요성과지표
- 경제연령인구의 사망건수 감소 (인구 10만명당 350명 미만)
- 악성 신생물로 인한 사망률 감소 (10만명당 185명 미만)
- 순환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인구 10만명당 450건 미만)
- 영아사망률 감소 (천명당 4.5명)
- 2024년기준 년 1회 보험적용 건강검진 수검 인구의 70% 목
- 2017년대비‘14년 의료서비스수출(의료관광) 최소 4배증가(10억달러달성) 둥
◦이 자료는 2018 년 12 월 24 일 전략 개발 및 국가 프로젝트 대통령 회의에서 승
인 된 국가 프로젝트을 기반으로 준비

2.4 러시아의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1) 러시아 의료정보화 정책
◦러시아는 국가적으로는 2012년부터 의료정보화가 시작됨
◦정부의 경제 디지털화 프로젝트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가 추진되었으
며 보건의료분야에서도 국가통합보건정보시스템(EGISZ)개발을 추진해 옴
◦러시아는 국가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을 3단계(보건의료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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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단계, EGISZ12)개발단계, EGISZ기반 보건의료시스템 구현단계)로 나누고 이
를 위한 공공 자금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2017년 국가보건발전프로그램을 개정을 통해 하위프로그램인 러시아 전자의료(
eHealth) 프로젝트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통합 서비스포털 사이트를
통해 환자의 병원 진료 예약 및 의사 호출서비스 등 현재는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음

2) 러시아의 의료정보화 프로젝트
가. 러시아 국가통합 보건정보시스템(EGISZ) 구축 프로젝트
◦«국가 통합 보건정보시스템(Един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Систем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EGISZ)의 구축 컨셉»은 러시아연방 보건사회발전부 명령
No.364(2011.4.28)에 따라 승인
◦EGISZ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전자 서비스 및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의료서비스 제공을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의료시스템 프로세스 변경 과제 해결

나. 프로젝트의 목적
◦“정보기술 도입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의 업무프로세스 개선”

다. 프로젝트의 목표
◦정보통신기술 도입
◦의사예약접수 모니터링
◦2018년 의료기관의 50%이상(2020년까지 80%)이 전자 형식으로 의료기록 전환
하여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효율성 향상
12) 국가통합보건정보시스템(Един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Систем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EGISZ)
은 보건 당국과 기관, 그리고 관리 프로세스의 틀에서 시민들에게 효과적인 정보 지원을 제공하고 직접 수신하는 국가
정보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의 개발은 2011년 4월 28일 러시아연방 보건사회개발부(Ministry of Health Social
Development)의 명령에 따라 승인된 건강 분야의 통합 국가 정보 시스템의 개념(Concept of Unified State
Information System)과 시스템의 개별 구성 요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 및 기능 요구 사항에 따라 개발 및 관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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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통합 포털의‘My Health’개인 계정에서 최소 10건 이상의 전자의료서
비스 구현
- 2018년에 최소 1,400만 시민(2020년 3천만 시민) 이용 예정

라. 국가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3단계
◦러시아의 보건의료정보화 기본 단계(2011~2012) :
- 근거리 통신망(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 컴퓨터 장비(서버, PC, 프린터) 공급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 응용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성 요소) 선정 및 공급
- 단일보건의료시스템 연방 서비스 시운전(전자등록, 행정부, 의료기관 의료정보
시스템/연방 IEMK(통합전자의료기록)과 통합)
* EGISZ조성 기초 단계로 연방자금 300억 루블 조성

◦EGISZ 개발 단계(2013~2018)
- 러시아연방 보건의료 시스템 관리 효율성 제고
∙ 비용지출계획 프로세스, 서비스 제공의 양과 질에 대한 국가 보증 준수 관리,
적시의 정보화 관리 솔루션 채택
-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 의료기관(MO)의 의료 활동 과정 정보화, 전문가의 종합적인 치료 및 의사결
정지원, 환자 치료 과정 신속화, 의료기관의 합리적인 서비스 범위 확대
- 국민의 인식 및 참여 제고
∙ 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도입(인터넷, 건강 시스템 포털 등을 통해 예약)을 통
한 효율성 제고
* EGISZ 개발 단계로 지방자금 280억루블, 정부명령(No. 859)에 따른 연방보조금 20억루블
조성

◦EGISZ 기반 보건의료디저털회로(Digital contour of Healthcare*) 구현단계
(2019~2024)
- 프로젝트의 목표는 EGISZ를 기반으로 의료 조직 간의 상호 작용을 위한 메커니
즘을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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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산업의 기능 효율성 제고 및 변형을 모든 수준에서 보장하고 시민들이
보건 분야 전자 서비스 및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보건 자원 사용을 감시 및 분석하고 환자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과제 해결
- 의료기관, 보건당국 간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전자의료 문서 처리 매커니즘
구축, 러시아 주정부 및 지방 의료기관에서 의료정보 시스템 구현
* 2019-2024년 프로젝트 실행에 목표자금 1770억 루블을 지원할 계획이며 동 금액의 60%는
연방 센터에서, 나머지 금액은 지역 예산을 통해 지원예정
(단위:10억루불)

[그림 2-16] 러시아의 의료정보화 공공자금 조달
출처 : 러시아 보건부

[표 2-25] 러시아 전자의료(e-Health) 프로젝트 우선과제

1. 주요 조항
추진명칭

보건의료(건강관리)

프로젝트명

전자의료(e-Health)

프로젝트기간

2016.10.25. ~ 2025.12.31

큐레이터

Golodets O.Y. 러연방부총리

주문

V. Skvortsova 러시아연방 보건부장관

프로젝트
책임자

Natalia Khorova 러시아 연방 보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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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보건부, 러시아연방 통신 및 정보 통신부, 의무 의료보험기금, 러시아연방의
구성기관 최고행정당국, 건강보호 및 정보 기술 분야 러시아 연방 구성의 공공기관

2. 우선 과제의 내용

프로젝트의
목적

정보통신기술 도입, 의사예약접수 모니터링, 2018년 의료 기관의 50 % 이상(2020 년까
지 80 %)전자 형식으로 의료 기록 전환으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효율성향상, 공공 서비스 통합 포털 (EPGU)의 “ My Health” 개인 계정에서 최소 10
건 이상의 전자의료 서비스 구현, 이 서비스는 2018년에 적어도 1,400만 시민 (2020
년 3천만 시민)이용 예정
지표

지표
형태

기본

공공 서비스 통합포털의 환자 개인
계정‘ My Health“이용자 수(백만명)

프로젝트
성과지표
달성계획

기간(년도)
2017 2018 2019 2020 2025

6

14

30

48

의무의료보험 시스템 피보험자에
발급된 전자의무기록카드수의 비율(%)

30

40

100 100 100 100

1차 보건 의료를 제공하고 의료정보
시스템을 구현하며 전자형태 의료문서
로 관리하는 의료 조직의 비중(%)

9

30

50

75

80

99

진료예약 모니터링가능한 1 차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비율(%)

-

50

75

85

95

99

10

15

20

25

20

40

65

85

의료기관 진료대기시간 단축, 의료기관
진료예약 모니터링 비율(%)
러보건부의 요구에 부합하는 원격의료
기술을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러시아 연방 주체 수(개)

프로젝트의
결과

24

7

1. "정보 통신 기술의 적용과 건강 관리 분야의 전자 문서 양식 도입에 대한 러시아 연방
입법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 (이하 연방법)과 관련 하위 법률 규제법이 채택.
2.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의료 단체는 안전한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에 연결되
어 있으며, ‘My Health’ Personal Account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자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의료 정보 시스템을 도입. 지역 정보 시스템 및 건강 관리의 통합 국가
시스템 (EGISZ)의 구성 요소를 포함함.
3. 의무 의료 보험에 가입한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자 의료기록이 제정.
4.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 종사자의 작업장 중 최소 99 %가
컴퓨터 장비, 의료 정보 시스템과 연결된 자동화 된 작업장¹ 및 전자 서명을 갖추게
됨
5. 전자 서명을 사용하여 전자 형식으로 의료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되고
의료 기관에서 의료전자문서가 조직되어 시민들도 의료 기관 내 환자의 국가포털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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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EPGU)의 개인 계정을 통해 자신의 의료문서에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 확보됨
(2018년까지 기본 건강 관리 기관의 50 % 이상)
6. 의료기관의 99 %가 시민들이 의사 진료접수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과 연결됨
7. 의료 종사자를 위한 원격 진료 협의의 다단계 체계가 조직됨²
8. 국가포털서비스(EPGU)의 환자 개인 계정 “나의 건강(My Health)”이 가동되어 시민들
에게 최소한 10 가지 이상의 전자 서비스가 제공³ :
첫 번째 단계 : 의사와의 진료예약, 집으로 의사를 호출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결정에 따름), 전자 의료 카드에서 제공 한 의료 정보, MHI 정책 및 보험 의료 기관
정보, 의료 조직 지정 정보.
두 번째 단계 : 전자 의료 기록, 의료 제공 서비스 및 비용, 디자인 MHI 정책, 계획
건강 검진에 대한 기록 (의료 기관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 서비스를 통해 작업의 개발
등) 의료 기관의 업무의 품질 평가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

프로젝트
결과의 기능
모델에 대한
설명

- 연방법 및 관련 규제법의 채택은 전자 법적으로 중요한 의료 문서 관리, 전자 의료 문서
및 의사 진행 절차, 의사 및 환자의 원격 상호 작용 절차, 정보 상호 작용 참가자 식별
규칙을 승인 할 수 있음.
- 국가통합포탈서비스(EPGU)의 내 환자 (My Patient) 개인 계정 구현은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 러시아 연방 의료 정보
시스템의 환자의 전자 의료 기록을 유지하고 연방 시스템에 정보의 일부를 전송하는
것을 기본으로 수행됨.
- “통합전자의료카드"로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과 의료 문서를 원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장.
- 국가통합포탈서비스(EPGU)의 내 환자 개인계정(My Patient's Personal Account)
서비스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 관리 분야에서의 인지도를
높이며 의료 기관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보장하고 의사 대기 시간을 줄이며 일을
최적화하여 기본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임.
- 의료 문서 작업을 최적화하고 전자 형식의 의료 문서를 얻기 위해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부 서비스를 이전함으로써 기본 의료 조직에 대한 부담을 줄임
- 안전한 데이터 전송 채널이 구축되고 전자 정보가 제공되는 의사와 의료 종사자의
자동화 된 작업장을 포함하는 의료 정보 시스템이 구현되며 의료 기관 간의 합법적으로
중요한 데이터 교환 및 원격 진료 시스템이 구현됨.
- My Patient의 개인 계정 작업은 의료 조직의 의료 정보 시스템 및 (또는) 지역 의료
정보 시스템에서 관련 데이터를 EGISZ 구성 요소로 전송함으로써 보장됨
- 지역 의료 정보 시스템을 시작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의료 관계자의 상호 작용을 위한
조직 프로세스가 최적화 됨

¹. 의료 종사자의 작업장에 컴퓨터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의료 정보 시스템 및 전자 의료 기록 관리 업무를 보장 할 필요성
에 따라 결정
컴퓨터 장비의 케이블 네트워크를 의료 조직에 구축. 스위치, 라우터, 암호 게이트웨이, 서버, 개인용 컴퓨터, 다기능
장치, IPB, 전화 통신 (필요한 경우)의 설치를 의미
². 2020 년까지 EGISZ의 원격 진료 서브 시스템 개발이라는 개념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
³. 시민권 자의 법적 대리인, 시민권자의 동의하에 환자의 개인계정 "나의 건강(My Health)"의 개인 건강 정보를 보여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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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GISZ 기반 Digital contour of Healthcare 프로젝트
가. 본 Digital contour of Healthcare 프로젝트는 러 보건부의 국가 보건 프로
그램(2019-2024)의 8개분야* 우선과제 프로젝트 중 하나임
◦2019년1월1일부터 러시아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통합 디지털헬스
케어시스템(Digital contour of Healthcare) 구축’사업을 추진 중
- 현 각종 MIS를 통합 국가보건정보시스템(ЕГИСЗ)에 연계하는 것이 主 목적
◦연방 프로젝트의 세부사업명칭
- 러시아어 명칭 : Цифровой контур 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 영문명칭 : Digital contour of Healthcare
[표 2-26] Federal Project Passport “Creation of a unified federal contour in healthcare based
on a unified state information system in healthcare”

국립사업명

National Project “Healthcare”

연방사업의 세부명

Digital contour of Healthcare

사업 총괄

Golikova Tatyana A. 러시아 연방 부총리

사업 관리자

Boiko Elena L. 러시아 연방 보건부 차관

러시아 연방 국립
프로그램과 관련성

2011년4월15일자 “Information Society 정보사회(2011-2020)” 러시아연방 명령

사업기간

2019.01.~2024.12.

출처: 러시아 보건부 디지털헬스케어 실행계획(2018)

◦주요 목적 및 KPI
- 2024년까지 국가통합보건정보시스템(EGISZ)기반 의료기관간 협력 매커니즘
을 구축하고, 통합디지털보건시스템을 구성하는 디지털기술 및 플랫폼 솔루션
을 도입하여 보건시스템의 운용 효율성 제고
- 의료기관의 정보화 과정을 관리 및 감독 목적으로 “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Health Organization and Informatization (центральный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
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организации и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발족 (완료)/
홈페이지: https://mednet.ru/
- 2022년까지 모든 의료기관 간의 진료 연계 시스템 도입 및 활용
- 2022년까지 모든 국립병원 의무보험비 자동청구시스템 개발 및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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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까지 최소 82만개의 워크스테이션 구축 (하드웨어 측면: 컴퓨터, 노트
북, 인터넷망 등)
- 2022년까지 모든 국립 2차 및 3차 병원 통합 의료정보시스템 내에 ‘원격의료
상담 플랫폼’에 연결 및 중증 환자에 대한 원격 상담 서비스 제공
- 2023년부터 모든 국립병원이 모든 의약품을 전자처방전 형식으로 발행할 것과
의료진에게 관련 교육 실시
- 매년 50만명의 의료진 대상으로 보안이 강화된 특수 전자서명 발급 및 활용
- 2024년부터 통합 의료포털 상에 ‘My Health’ 기능을 통해 전 국민이 개인 의료
정보 및 진료기록 등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을 것
[표 2-27] [Digital contour of Healthcare]의 정의

「Digital contour of Healthcare」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시스템을 아우르는 총체로 ICT기반의 디지털헬스케어
시스템이 가능한 업무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임
업무범위

정 의

전자인증
수단

① 국가통합보건정보시스템(EGISZ)의 서브시스템들과 러시아연방주체 국가보건정보시스템
들이 설치된 연방 및 지역 데이터처리센터, 연방과 지역 데이터전송 보안네트워크, 정보
보안장비, 컴퓨터 설비, 의사 및 의료진의 자동화된 워크스테이션을 위한 전자인증수단

의료기관
의료정보
시스템

② 정보기술지원,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프로세스 등 임상프로세스 및 행정관리프로세
스 자동화, 환자 전자진료카드 관리, 의사진단지원, 환자 특수검진예약, 환자검진 등을
위한 다양한 부서간 상호 정보교환, 임상권고안에 부합하는 의료서비스 등록을 위한 기본
전자문서 작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 경제적 계획수립, 기관간 정보교환 등을
지원하며, 의료진의 모든 자동화된 워크스테이션과 연계된 의료기관 의료정보시스템

러시아연방
주체
국가정보
시스템

③ 타 의료기관 환자 이송 등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의료기관간 정보교환,
자금집행 효율성평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약품 사용 관리, 다양한 계층별, 지역별 및
기타 카테고리에 따른 다양한 질병의 발병률과 특성을 토대로 의료서비스 예상수요 전망,
사회보건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예방계획 수립, 예상수요 규모 및 수준을 고려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자금집행계획 수립 등 운영솔루션 분석, 모니터링, 수립에 필요한
신빙성 있는 주요정보 제공(통계자료 포함)을 지원하며, 러시아연방주체 모든 의료기관과
연계된 중앙집중식 시스템(서브시스템) 등 러시아 연방 주체 국가정보시스템

국가통합
보건
정보시스템
서브시스템

④ 국가보건정책 시행에 대한 종합분석, 의료기관의 물자 및 기술자원 현황 모니터링, 의료진
인사관리 현황 및 수요 모니터링, 러시아연방주체 보건시설 구축계획 수립, 다양한 계층
별, 질병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금집행 등 자금집행 효율성 모니터링 및 평가, 의약
품 사용 모니터링, 러시아 대국민 공공서비스 및 기능 통합포털의 환자개인계정 '나의
건강' 전자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의료정보시스템들의 호환성(상호
운용성)을 지원하며, 러시아연방주체 국가보건정보시스템 및 의료기관 의료정보시스템
과 연계된 국가통합보건정보시스템(EGISZ) 서브시스템

출처: 러시아 보건부 디지털헬스케어 실행계획(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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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보건정보시스템(EGISZ)을 기반으로 한 단일디지털보건시스템구축’프로
젝트13) 관련 구체적인 내용
※ Digital contour of Healthcare 4대 주요 목표지표
ⅰ) 단일국가서비스 포털 ‘나의 건강’의 환자 개인 계정 서비스를 사용한 국민 참여수를 증가시킴
ⅱ) 러시아 연방법규 국가의료시스템과 연동하여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의료
기관의 비율을 2022년까지 100% 달성
ⅲ) EGISZ와 상호작용하는 의료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 비율을 2022년까지 100% 달성
ⅳ) 단일국가서비스 포털의 ‘나의건강’ 개인계정에 의료 문서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비율을 2024
년까지 100% 달성

◦디지털 렐스케어 시스템 구현 지침

[그림 2-17]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구현 방향
출처: 러시아 보건부 디지털헬스케어 실행계획(2018)

[그림 2-18] 보건의료 디지털 컨투어 프로젝트 주요 지표
(출처: 러시아 보건부 디지털헬스케어 실행계획(2018)
13) 러 보건부 공식사이트 공개자료 – 러시아연방프로젝트
https://www.rosminzdrav.ru/poleznye-resursy/natsproektzdravoohranenie/tsi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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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러시아 연방 정부의 총 투입예산
(단위: 백만 루블)
예산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예산

연방정부예산

14,168

45,190

13,440

14,348

10,000

10,000

107,148

지자체 예산

11,876

39,963

11,214

7,640

5,358

5,309

81,360

기타 예산

12,758

43,218

12.222

8,239

5,831

5,779

88,047

출처: 러시아 보건부 디지털헬스케어 실행계획(2018)

나. EGISZ 최종 목표를 위한 추진과제
◦100% 의료 조직이 의료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고 정보 상호 교류를 제공(법적인
전자문서 처리)
- 전자 의료 카드
- 지역 의무 의료보험 기금 계정 대장 자동화 작업
- 의료 서비스 기관 프로세스 정보화
- 자원관리
- 전자 의료 문서 보관
- EGISZ, 지역 시스템, 기타 산업시스템과의 상호 정보교류
◦85개의 러시아 연방 주체는 보건 분야에서 국가 정보 시스템을 사용
- 통합 전자의료카드
- 지역 질병 분류 등록
- 의료 영상 중앙 보관소
- 환자 흐름 관리 / 의사 전자 일정관리
- 의약품 혜택 제공 관리 / 전자 처방
- 원격의료 시스템
- 응급 서비스 발송
- 질병 프로필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 특별 시스템
◦러시아 연방 시민들의 통합 국가 서비스 포털에 환자 개인 계정 서비스 접근 보장
- 의사 진료 예약
- 의사 왕진 서비스 신청(상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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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의료보험 증서 및 피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 의료 기관에 대한 정보
- 의료서비스 및 그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
- 의무의료보험 증서 작성에 대한 신청서 발급
- 예방 의료 검사, 건강 진단 예약
- 시민의 의료 기관 업무 품질 만족도 평가
- 전자 의료 문서에 접근

[그림 2-19] ‘나의건강’포털
출처: 러시아 보건부 디지털헬스케어 실행계획(2018)

다. 프로젝트 결과 달성을 위한 로드맵
◦2021년
- 러시아 연방 주체의 의료기관에서 800,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 러시아 연방 주체 80%의 의료기관이 의료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EGISZ에 연결
◦2022년
- 85개 러시아 연방 주체의 의료기관 중 80% 이상이 중요한 전자문서처리를 법
적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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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료 및 사회 자산 기관을 포함하여 기관 간 전자 교류
를 시행
◦2023년
- 85개 러시아 연방 주체에서 보건 분야 국가정보시스템 도입을 완료하고 모든
러시아 연방 주체의 의료기관 연결, 중앙화 된 의료정보 시스템 생성을 구현
- 러시아 연방 주체 70% 이상이 전자처방 시스템과 의약품 혜택 관리 자동화를
구현
◦2024년
- 러시아 연방 주체의 보건 분야 EGISZ, 의료기관 의료정보시스템 및 국가정보시
스템에 연결하고 전자서비스에 대해 단일 국가 서비스 포털에 “나의 건강“ 환자
개인 계정에 접속 보장

[그림 2-20] 국가통합의료정보시스템(EGISZ) 구성도
출처: 러시아 보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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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Digital contour of Healthcare 전자정보의 교류 및 활용

[그림 2-21] 전자정보 교류 및 활용
출처: 러시아 보건부 디지털헬스케어 실행계획(2018)

마. 대상 기능 모델

[그림 2-22] EGISZ 대상 기능 모델
출처: 러시아 보건부 디지털헬스케어 실행계획(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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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GISZ 프로젝트 개발 전망
◦중앙화된 서비스 조성
- 디지털 진단장비 통합
- 환자흐름 관리 시스템
- 응급의료 지원 관리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적용 진단 정보 시스템 개발
◦추가 의료정보시스템 모듈로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생성
◦개인의료기기 도움으로 시민의 건강상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의사의 환자 원격 상담 조직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사물인터넷, 의료기관 내 치료, 환자 상태 연속 모니터링 시스템 생성
◦보건에서 ‘린 생산방식’ 프로세스 디지털 모델 구현

[그림 2-23] EGISZ 프로젝트 전망
(출처: 러시아 보건부 디지털헬스케어 실행계획(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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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러시아의 원격의료서비스
가. 추진배경
◦넓은 국토 면적에 인구가 분산되어 있고, 지역별 통신 인프라 및 교통 발달 정도의
편차가 큰 러시아는 ‘평균화된 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가져왔음
◦국가보건발전 프로그램 정책을 실시하면서 1차 의료서비스 개선 및 의료 소외 지
역의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의 문제점들이 제기
◦ICT 기반의 디지털헬스케어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보건정책 실행을 위한 법·제도
적 기반을 구축하게 됨
◦또한 경제상황 악화로 의료비가 상승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
◦원격의료서비스는 보건 분야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러 보건부의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러시아 내 IT환경의 개선,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원격의료시장의 성장을 기대 함

나. 정책관련
◦2016년 5월 30일, 러시아 두마(하원) 정보통신위원장 Leonid Levin 의원, ‘러시아
원격의료법’ 발의하고 ‘원격진료’ 발전 관련 러 보건부에서 아래의 세부 방향을 설정
- 원격진료 관련 법적 기반 마련
- 원격진료 수행을 위한 연방 차원의 단일‘의료 컨설팅 및 진단 시스템’구축
- 러시아 내 각 지역 의사 및 의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교육 진행
- 실제 환자들이 참여하는 원격진료 시스템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 원격진료 기기 개발 및 사용 확대
- 원격진료 관련 국제협력 강화
◦2017년 5월 17일, 러시아 정부는 '원격의료서비스(Telemedicine)' 관련 법안 상정
- 2017년 7월 21일, 러시아 국가두마(러시아 하원)는 ‘원격의료서비스’법안을 만
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2017년 7월 25일 연방회의(상원) 통과에 이어, 7월 30
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승인 서명
- 2018 년 1월 1일부터 발효 된 연방법 242-Ф“건강 관리 분야에서 정보 기술의
사용에 관한 러시아 연방의 특정 입법을 개정14)”에 의해 공식적으로 합법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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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러시아 원격의료 서비스
◦현재 원격의료서비스 허용에 관한 법「의료조직 또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
정(‘17.11.30.공포)」에 따라 원격의료 서비스의 활용범위 및 원격의료법이 허용
하는 의료행위 등이 명시
- 원격으로 환자와 의사간의 초진은 불법이지만 재진 진찰은 적법,
- 의료진(간호사 등) 간의 초진 진찰은 적법 등
- Online 상담을 통해 비처방약품 추천 가능
- 공인인증 전자서명 여부에 따라 원격 전자처방전 발급 가능 등
◦법안 발효에 따라 온라인 상으로 의사들의 원격 컨설팅이 가능해졌고, 의료 서비
스 직원과 환자들의 개별적 면담과 환자 병력 DB화가 가능해짐
◦러시아 원격진료는 개인의료 시스템을 위한 독립적인 시장으로 바뀌기 시작하였
으며 오늘날의 원격의료시장은 의사와 약속을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격으로
전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음
* 원격진료서비스는 상담서비스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서비스와 크게 다르
지 않으며,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어 이를 위한 서비스 변화 및 개혁
이 추진 중에 있음

- 간질환자를 위한 Embrace 전자팔찌, 만성질환자를 위한 Cardiometer-MT 심
전계, 비침습 혈당측정기 등 다양한 모바일 장치가 환자의 건강을 원격으로 모
니터링 가능
◦원격의료서비스 관련 의료설비 및 기기 수요 확대
- 원격의료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장비, 비디오 콘퍼런스 기기 및 소프트웨어,
디지털 의료기기, 환자 및 병력 정보 저장기기, 모바일 의료진단 기기 등의 설비
필요

라. 러시아 연방관구별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원격의료서비스 시행에 대한 러시아 연방관구 수요도 조사에서 중앙연방관구
(27%) 및 프리볼시스키 연방관구(22%) 시베리아 연방(15%)에서 수요가 높은
14) 온라인상 원격컨설팅 허용,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 전자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의료진과 환자간 원격
상담, 진료, 원격모니터링 가능, 의료정보교환을 위한 단일시스템 이용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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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조사됨
◦반면, 극동연방관구 및 북카프카스 연방관구는 각 각 3%로 국민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원격의료서비스의 수요도는 인프라가 잘 갖
춰진 서부 대도시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
◦성별 및 연령별 원격의료서비스의 필요성 조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요구도가 높
게 나타남( 60% > 40%)
◦의사대상 조사에서는 내과(67%)와 소아과(25%) 분야에서 원격진료 수요가 높았
으며 기타 특정 전문분야에서는 소화기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의, 신경과 전문의,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에 요구도가 높음
* 러시아 원격진료서비스 ‘소아 24/7’에 따르면 의사 방문 중 80%까지 병원방문 없이 해결가능.
일반적인 진료와 전임 예약을 대체할 수 없지만 많은 측면에서 의료기관으로의 불필요한 출석을
줄일 수 있으며 의료 소외지에도 의료서비스 개선 효과있음

[그림 2-24] 러시아 연방관구별 원격서비스 수요도
출처 : Sberbank life Insurance, ‘Doctor is nearby’ (2018.4.-2019.3.)

마. 러시아 원격의료시장의 규모 및 전망
◦조사 분석기관에 따르면 세계시장에서 러시아 원격의료 시장의 규모는 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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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계 6위 수준
◦러시아 국영기업인 ROSTEC에 따르면 2017년 초기의 러시아 원격의료 시장 규모
는 약 185억 루블(약 3억달러)로 예상
- 세계 시장에서 원격의료의 연평균 성장률 7-8년간 약 30%, 2025년 이후 시장
성장률은 약 15%의 급속한 성장 예측에 따라 2030년 러시아 원격의료시장 규
모는 3,060억 루블(약 5조 2천억원) 규모로 추정(그림 2-25)
(단위 : 10억 루블)

[그림 2-25] 러시아 원격의료시장 성장 추이
출처 : ROSTEC

바. 러시아 시장의 주요 원격의료 서비스 소개 및 관련동향
① Sberbank의 DocDoc 서비스

◦(배경) 러 정부의‘원격의료서비스’2017.5.25.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
(Sberbank)는 2011년부터 의사 검색 및 예약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던 DocDoc 지
분 79.6% 인수하여 원격의료 시장에 진출
* 나머지 20.4 %는 DocDoc 설립자 Dmitry Petrukhin 및 회사 경영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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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정) 스베르뱅크(Sberbank)는 2018년 초, DocDoc를 기반으로 하는 연방
의료 온라인 플랫폼 출시하고 의사와의 진료예약, 건강 진단, 원격상담, 온라인 의
약품 구매, 보험 정책 등 서비스 제공
◦2018년 3월 Sberbank와 온라인서비스 DocDoc은 ‘Mother and Child‘ 그룹과 업
무 협력하기로 합의
* 자발적 건강보험프로그램을 포함한 원격의료상담서비스 제공, 18개지역의 ’Mother and Child’ 체
인 의료기관을 고객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2018년 3월 «Доктор рядом»는 Sberbank의 보험회사인 Sberbank Life Insurance
社의 원격의료서비스 주요 공급업체가 되었으며 이 병원의 의사들은 DocDoc 플렛
폼을 통해 요청한 환자들에게 진료서비스 제공
◦2019년 10월 DocDoc의 원격의료 플렛폼이 공공서비스 포털인 통합식별 및 인증
시스템과 연결 완료
* 민간기업 최초 공공서비스 포털에 원격의료 플렛폼 연결

◦(現서비스동향) DocDoc은 만보계, 약물 복용 캘린더, 맥박 및 압력센서가 장착된
특수 시계인 “Life Botton”을 개발하여 일반 개업의와 소아과 의사에게 지속적으로
액세스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현하고 있음
◦DocDoc는 최근 원격진료 프로그램에 소아관련 저축성 보험 상품 “Ticket to the
future*” 추가
* Ticket to the future : 연중 무휴(24/7/365)로 치료사 및 소아과 의사의 긴급 온라인 상담뿐만 아
니라 위장병 전문의, 부인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의, 영양사, 심장 전문의, 신경과 의사, 이비인후
과 의사, 안과 의사, 심리학자, 비뇨기과 의사, 외과 의사, 내분비 학자와의 온라인 상담이 포함되
어 있음.

㉮ 온라인 플렛폼 의료컨설팅

◦24/7 – 매일 24시간
◦누적 고객 수 약 500만명
◦월간 온라인 컨설팅 횟수 8000 건
㉯ 원격서비스 요금 :

◦1주일간 무료 체험
◦이후 패키지별로 1개월(499루블), 3개월(1399루블), 6개월(2699루블),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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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9루블)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입 가능
* 패키지 서비스의 포함 범위 :
내과 의사 및 소아과 의사 24/7 구입기간 동안 무제한 이용
전문분야 의사 컨설팅 (패키지에 따라 1~12회 가능)

㉰ 원격진료 운영 방식 :

◦전화, 채팅 또는 비디오 링크를 통해 의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음
◦전화는 평균 15분 동안 지속되며 이 기간 동안 의사는 다음을 수행 할 수 있음
- 검사 및 연구 결과를 평가하고, 질병의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 지 결정
- 원격 의사는 처방 된 치료법을 설명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응급처치 권장 사항
을 제시
② 얀덱스 (DOC+)

◦얀덱스는 2016년 Baring Vostok Capital Partners를 포함하여 2천만 달러 상당의
투자자금을 모금하였으며 2017년, Doc+와 함께 “Yandex Healthcare”응용프로그
램에서 유료 온라인 상담을 시작하여 빠르게 시장 점유 1위를 차지
◦얀덱스는 3년 동안 온라인 의료플랫폼인 Doc+의 투자자로 활동하여 전국의 원격
의료서비스를 개발
- Doc+는 가정에서 의사를 부르고 개인의료 데이터를 저장 및 처리하며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의료 채팅 봇 및 의료기록을 위한 자동 제어 시
스템을 포함한 인공지능기반 IT솔루션을 개발해 왔음
◦최초 프로젝트 수행 목표는 프로젝트 내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익명화 된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목표로 시작했으나 여전히 너
무 작은 빅데이터 배열로 인해 사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
◦러시아에서 원격의료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아닌 것으로 자체 분석하여 모스크
바의 클리닉을 폐쇄하고(2019.7월) 파트너 클리닉과의 협력에 중점
* 이유는 러시아 의료, 국가 의약품이 무료라는 사실로 디지털 솔루션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판단임 (출처 : Tadviser.ru)

◦현재는 디지털헬스케어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 원격의료 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진료는 여전히 한 달에 2만-2.5
만 건의 상담을 제공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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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아과 24/7

◦소아과 면허를 가진 소아과의사로부터 전문적인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원격서비스는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서비스 엑세스는 개인용 컴퓨터나 특수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모바일 장치를 통해 수행
◦의사 목록에는 의사의 전공과목, 소속기관, 경력연수 및 고객 평가가 명시되어 있
으며 의사별로 진료 상담비가 제시되어 있음
* 전문 분야, 경력, 평판에 따라 1회 진료비는 800루블~2000루블

◦진료비를 사전결재 하고나면 의사와 상담 전에 소아의 검진결과를 업로드할 수 있
고 문의내용을 보낼 수 있으며 원격화상으로 진행
◦진료 신청 후 의사와의 연결시간은 3분 이내
◦의사와의 평균 상담시간은 10-15분으로 나타나지만 상담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음, 전문의와의 온라인 상담은 30분이며 상황에 따라 온라인 세션을 연장할 수
있음
◦자체개발 소프트웨어이며 의료정보시스템(MIS) 또는 EMR과 통합할 수 있음
㉮ 원격의료서비스 제공 회사들
[표 2-29] 러시아 원격의료서비스 기업
프로젝트
투자자

투자초기자금
(백만루블)

프로젝트 개시

의사수

Ivan Kartovitckiy

20

2017.10월

50

«Медархив»

Борис Зингерман

자료없음

2016.1월

300

Medesk

Владимир
Ковальский

60

2012년

300

자료없음

2013.8월

140

서비스

«Доктор на
работе»

«Педиатр 24/7»,
«Онлайн Доктор»

Genome Ventures,
«Арес»
(«Ташир инвест»)

«Доктор рядом»

Леонид Меламед

20

2017.1월

30

Qapsula

Дмитрий Шаталин

30

2015.8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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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투자자

서비스

Ondoc

투자초기자금
(백만루블)

프로젝트 개시

의사수

자료없음

2016.3월

113

Александр
Константинов

Telemed Help

Владимир Гераскин

자료없음

2017.5월

1100

«Мобильный
доктор»

Игорь Еремин

12

2016.10월

자료없음

«МегаФон

«МегаФон»,

здоровье»

Ян Кухальский

자료없음

2017.11월

1100

МТС и «Медси»

МТС и «Медси»

자료없음

2017.3월

8

자료없음

2017.4월

자료없음

5

2017.4월

100

자료없음

2018년

7

0.1-0.15

2018년

자료없음

«Яндекс.Здоровь» Яндекс, Григорий Бакунов
Okdoctor

Линар Гарифуллин

Doctor Smart
«Модуль
здоровья» (DocDoc)

Павел
Ройтбер
Сбербанк,
Дмитрий
Петрухин

출처: Vademecum, «Коммерсантъ».

④ 국가 보건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 정책

◦2016년 11월 러시아 정부는 의료정보화가 보건의료분야의 우선 과제 중 하나임
을 발표하고 의료정보화에 대한 목표와 예산을 조정함
- 예산 : 2025년까지 56억 6천만루블 할당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정한 예산이 적게 배정되었다는 의견이 지배
적이며 추가 예산 배정 고려되고 있음)
- 목표 : 러시아의 의료기관 중 최소 99%는 의료 정보 시스템을 구현하고 이를
지역 정보시스템 및 통합 국가 보건정보시스템(EGISZ)와 연동
- 내용 : 일차 보건 의료를 제공하는 조직의 근로자 중 최소 99%는 컴퓨터 장비,
의료 정보 시스템과 연결된 자동화 된 장비 및 전자 서명을 갖추고 있어야함
◦“정보 기술 도입을 통한 의료 조직 개선”프로젝트 : 2016년 11월 8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총리가 승인한 정책으로 2025년 11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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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과제를 수행 할 계획
- 이 계획에 따르면 2025년 러시아 연방의 모든 85개 지역에서 원격진료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미 2018년에 의무적인 건강보험
시스템에 가입 한 러시아 시민 100%에게 전자 의료 카드가 발급되었음
- My Health 개인 계정(2017년 1/4 분기에 공공 서비스 포털에서 시작)에서 제
공되는 전자 의료 서비스 사용자의 수는 2025년에 4천 8백만 명에 도달할 것으
로 기대되고 있음
- 2016년 모스크바시 정부와 인터넷 개발연구소(IRI)간에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개발 협력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7개 주요지침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음
∙ 건강 관리(건강 문제에 관한 주민을 위한 온라인 상담)
∙ 원격진료 시스템의 개발
∙ NMO(의료인보수교육) 시스템에서의 의사 원격 교육
∙ 건강관리 시스템 관리
∙ 의료 데이터 저장 장치의 생성
∙ 보건의료 연구 및 의사 간 데이터 교환
∙ 의약품 및 전자 문서관리의 원격거래
◦또한 2018년 4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의료정보 시스템의 구현을 위하여
20억 루블의 자금을 투자하는 법령 №659-P에 서명
- 이 법령에 따르면, 예산 할당은 러시아의 75개 지역으로 투자될 예정
- 이러한 프로젝트 시행을 통해 의료정보는 전자문서로 의료기관에 저장되며, 국
가시스템과도 통합될 것임.
- 국민은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여러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진료정보교류는 철저히
개인 동의하에 진행될 예정
- 시민들에 대한 의료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은 전자문서 형태의
의료 문서를 유지 및 관리하고 포털을 통한 대 국민 전자서비스를 구현하기 위
하여 통합의료정보시스템(EGISZ)과의 연계에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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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령을 통해 투자 된 예산은 다음 결과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국가정보시스템과의 상호 연계
∙ 전자의무기록 도입
∙ 포털을 활용한 의료기관 예약 시행
∙ 진료정보 교류
∙ 의료비용 청구의 전자화
◦2017년 7월 발표한‘2025 러시아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of Russia 2025)’
에 따르면, 러시아의 IT 및 4차산업(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등)은 스콜코보센터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
- 2017년 스콜코보 혁신센터에는 주요 산업 IT, 에너지 효율, 원자력 기술, 바이
오 및 의료 기술, 우주항공 기술에 대한 총 5개 분야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
였으며, 한국 역시 주요 협력 국가로 2010년부터 e-Health, e-Learing, IT 분
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임
∙ e-Health 분야에서는 2021년까지 디지털 병원의 설립을 추진 중이며, IT 스
타트업 기업의 입주 또한 고려되고 있는 상황임
∙ 스콜코보 혁신센터는 해외 협력과 러시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
적인 발전이 예상되며 ICT기술과 연계된 e-Health 분야가 중점적으로 발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5 러시아 경제의 디지털화를 위한 부문별 정책
1) 국가프로그램 정보화 사회(2011-2020)
◦러시아는 자원수출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각적 경제 구조로의 변화를 추진하며, 그
일환으로 정보 사회, 디지털 경제를 주목
- 그간(2000-2008) 러시아는 고유가를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경제성장률
평균 8%)을 이루었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로 경제 성장률이 –7.8%까지
하락
- 연방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구조 현대화 5대 우선 분야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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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5대 우선분야 : 에너지 효율성, 원자력 기술, 정보통신 기술, 우주기술, 의료․제약 기술

- 2010년 10월, 정보사회에 대한 보안을 확보하고 정보자원에 대한 동등한 액세
스를 보장하면서 디지털 컨텐츠를 개발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국가프로그램「정보사회 2011-2020」을 제정하고 생산,
과학, 교육 및 사회적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회
를 마련코자 함
[표 2-30] 국가프로그램 정보화 사회(2011-2020)
목 적

◦ 주 프로그램의 목적은 정보 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업무를 개선하고 조직
활동 조건을 개선하며 국가의 경제적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
추진 프로그램

추진내용

비고

보편적인 통신 서비스를 포함하여 고품질의 저렴한 통신 서비스와 인터넷
정보 및 통신망에 대한 액세스 제공
- 정보 환경의 개발 및 미디어 환경에 대한 국민의 평등 한 접근 보장

과제

- 정보 사회에서의 위협 예방, 데이터의 이전, 처리 및 저장에 대한 국내
개발에 기반한 정보 보안성 확보, 개인, 기업 및 국가의 이익 보호 보장,
- 정보 및 통신 기술의 사용을 통해 시민(도시) 및 기타 사회적으로 중요한
서비스 (기능 수행)를 제공하는 권한을 포함하여 주(시) 당국의 권한을
전자 방식으로 구현하고 정부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주정부 (시 당국),
시민 및 조직 간의 상호 작용 효율성.

4개의 하위
프로그램

목 적

1. 정보사회와

- 통신 분야의 규제 및 법적 행위의 요구 사항에 따라 보편적인 통신 서비

정보기반의

스를 포함한 고품질의 저렴한 통신 서비스 및 정보 및 통신 인프라에

정보통신

대한 액세스 제공

인프라

예 산
(루 블)

6750억

- 국내 개발에 기반한 글로벌 경쟁력있는 데이터 전송 인프라 구축
- 정보 환경의 개발과 대중 매체 환경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
•창조된 정보 기금 및 재고 물자의 창조와 정비;

2. 정보환경

•건강한 생활 방식, 사회적 책임 행동, 교육 및 전문직 성장에 대한 관심,
국가 사회 정책 발전의 우선 순위를 충족시키는 전통 문화, 도덕 및
가족 가치에 초점을 맞춘 정보 공유의 국가 정보 공간 증가.

91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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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인구에 대한 국가 및 세계의 사건에 관한 관련 정보의 신뢰
성 확보
•미디어 환경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 개발.
•재고 자료의 디지털 형식으로의 이전;
- 국제 정보 공간에서 러시아 연방의 참여 확대.
-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위협 예방
3. 정보사회의
보안

- 통신, 정보 기술 및 대중 통신 분야의 통제 및 감독, 허가 및 등록 활동
보장.

1491억

- 테러리즘, 극단주의 및 폭력 선전의 이데올로기 확산 방지
-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부,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전자 형식으로 수행
4. 정보상태

되는 주정부, 지방자치 단체 및 사회적으로 중요한 서비스 제공(기능 구
현)과 국가 행정 효율성 향상, 주(시립) 기관의 상호 작용을 포함하여

8,245억

주 당국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 이행 보장

◦2011.12.08.에 제정한“러시아 연방 혁신 발전 전략 2020“(Стратегия инновацион
ного развития РФ 2020)을 통해 경제 현대화 정책을 포괄적으로 제시
- 2014년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4차 산업혁명 계획의 실행에 대한 프로
젝트를 언급한 이후 세계기술 아젠다를 형성하기 위해 2015년에‘National
Technological Initiative 2035’(국가 기술 이니셔티브 2035)’를 수립함
- 2035년 국가기술 이니셔티브는 향후 10-15년간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을 일으킬 신산업기술에 대한 러시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장기 종합 국가프
로그램계획이며15) 그 중에 스마트 의료 건강이 전략 로드맵에 포함
* 분야:헬스케어를 위한 IT기기와 플랫폼, 스포츠헬스, 예방약품, 신약제품, 인공장기, 개인 맞춤
의약품, 노화방지제품 등

2) HealthNet 정책
◦개요
- ‘HealthNet’은 러시아 정부가 향후 15-20년 내에 서계 경제구조를 결정한 새로
운 첨단시장에서 러시아 기업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준
15) 장기 국가프로그램 계획에는 EnergyNet, FoodNet, SafeNet, HealthNet, AeroNet, AutoNet, MariNet, FinNet,
NeuroNet 등이 2035년까지의 전략로드맵에 포함됨.
출처: Национальна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ая инициатива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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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 장기종합 프로그램 “국가기술 이니셔티브 2035“(Национальная технологи
ческая инициатива 2035)에 포함된 보건의료 분야의 장기 국가 프로그램
- 'HealthNet’시장은 크게 예방의학(발병 전에 적용)과 첨단기술의학(질병 치료
에 적용)두 개의 블록으로 나뉨
◦책임수행기관 – 러 연방 보건부

[그림 2-26] ‘2035 러시아 국가기술 이니셔티브 HealthNet’
출처 : 러시아 정부포털 (http://government.ru)

◦HealthNet 로드맵'의 목표와 과제
-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HealthNet’프로그램은 러시아인과 세계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켜 주는 생명공학 및 의료 상품과 서비스를 구축·생산·제
공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개방형 생태계를 포함하고 있음
-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NTI)의 'HealthNet' 시장 부문 종합계획('로드맵
NTI“HealthNet”)은 국민의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러시아 기업의 리더십과 경쟁력 확보 등을 지향하는 이니셔티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행정기관, 연구개발기관, 국영기업 및 민간기업, 비영리조
직의 활동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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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Net‘의 목표
•2035년까지 ‘HealthNet’세분 시장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기업 5개를 글로벌
‘HealthNet’시장에서 매출 상위 70개 기업에 진입
•2035년까지 ‘HealthNet’세분 시장의 상품 및 서비스의 70%가 러시아 내에서 완벽
한 생산라인 구축
•2035년까지 러시아가 국민 1인당‘HealthNet’시장 상품 소비량을 세계 상위 20개국
에 진입
▶“HealthNet‘의 부문별 과제
① 글로벌 시장: 러시아 기업의 리더십과 경쟁력 확보
- 글로벌 시장 지향 상품 론칭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부 지원
- 해외 시장 수출 지원
② 로컬 마켓: 러시아 및 관세동맹국 내 첨단기술기업의 성장 보장
- 생명공학기술, 의료기술, 엘리트 스포츠와 대중 스포츠의 육성 및 종목별 선수 양성
을 위한 의료헬스기술, 생체의학, 약학 등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 인력 양성 및 고용
창출을 위한 환경 조성
- 상기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지역 산업 론칭과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내 제도 마련 및 도입
③ 산업 생태계: 헬스케어 분야에 종사하는 다수의 소상공 기업들이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 보장
- 첨단기술기업 고속 발전(발전 가속화)을 위한 연례 프로그램
- 생명공학기술, 의료기술, 엘리트 스포츠와 대중 스포츠의 육성 및 종목별 선수 양성
을 위한 의료헬스기술, 생체의학, 제약산업 분야에서의 기업 활동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 지적재산 및 지적 저작물에 대한 국제 보호 분야에서의 법적 지원
- 상기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세제혜택
- 상기 분야의 비즈니스 이니셔티브에 대한 독립적인 전문가 평가 시스템
- 상기 분야의 대기업과 소기업 간 협업 확대
④ 산업 토대: 인력 양성, 과학 발전, 법제 개선
- 첨단 실험 및 생산 기술 분야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신기술 규제 법제의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개선, 그리고 첨단기술 사업의 발전, 필
수 인센티브 제도(스마트 규제, Smart Regulation) 구축, 기업과 정부기관 간 대화
등을 위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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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thNet 로드맵'의 3단계 구현 방안
[표 2-31] HealthNet 시장발전을 위한 로드맵
구분

기간

세부내용

- ‘HealthNet 시장에서 중소기업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 대규모 첨단기술 개발 및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HealthNet’마련하여 스타트
업 기업을 비롯한 첨단기술기업을 위한 새로운 지원 도구
- ‘HealthNet’부문 스타트업 기업들의 업무 간소화와 발전 촉진을 위한 법제
1단계

2017~
2019년

개선
- ‘HealthNet’부문 교육 개혁 구상안 작성 등과 같이 신규 형성 시장에서 러시
아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마련
-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한‘HealthNet’시장의 신기술 및 새로운 접근 방식
의 출현을 보장해 주는 과학기술적 토대를 형성하기 위해 R&D 활동을 포함
한 각종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
- 1단계에서 도출된 신기술 및 새로운 접근 방식에 따른 법제 개정, 교육개혁

2단계

2020 ~
2025년

구상안 구현
- 'HealthNet’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국제협
력제도 마련
- ‘HealthNet’시장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 1단계에서 우선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을 위한 중기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호혜적 시장 환경조성

3단계

2026 ~
2035년

- 기업들의 성장을 통해 도출된 기술 솔루션을 보급하는 등 장기 프로젝트를
시행
- 1단계와 2단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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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 정보사회 개발 전략(2017-2030)16)
◦「정보사회 2011-2020」발표 이후 정보사회, 디지털 경제 형성 등에 대한 강조
와 국가 안보 강화 등을 목적으로「2017-2030년 러시아 연방 정보화사회 개발
전략」을 새롭게 발표(2017.5.)
- 본 전략에서는 정보사회 발전과 동시에 국가 안보, 정보 침해의 위험에도 대응
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의 중요성 강조
[표 2-32] 러시아 연방 정보사회 개발전략(2017-2030년) 주요 내용
구분

목표

주요내용

러시아 연방 지식 사회 형성을 위한 환경조성
<국민의 정보 접근 권리 보장>
- 지식정보 획득 수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 보장

원칙

- 디지털 방식 이외의 전통적 제품 및 서비스 수령 형태 유지
- 러시아의 전통적 가치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시행 규범 준수
- 국민과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축적·보급시 적법성과 합리적 충분성 보장
- 정보 분야 내 러시아 국민 이익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
1. 지식정보공간 조성
2. ICT 인프라 개발
3. ICT 개발, 활용 및 글로벌

정보사회

경쟁력 제고

개발 5대

- ICT 인프라 개발 목적 및 적용범위
- ICT 인프라 개발을 위한 필요 사항
- ICT 개발 주요 분야 및 목적
- 경쟁력 향상의 핵심 방향
- ICT개발시 필요 사항
- 경제 및 사회 분야 개발의 목적

우선순위
국가전략

- 지식정보공간 조성을 위한 필요 사항

4. 경제 및 사회 분야 개발을
위한 기술 기반 형성

- 사회분야, 국가통치 시스템, 국가 국민의 상호 협력개발을
위한 주요 과제
- 국가와 기업 협력 분야, 경제 신기술 기반 조성 분야에서 ICT
활용을 위한 주요 과제

5. 디지털 경제 분야 국가
이익 보장

- 디지털 경제 분야 국가 이익
- 국가 이익 실현 필요 사항
- 해외 단체와 협력 시 조건 및 원칙

출처 : 러시아 정부포털

1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 & Broadcasting Russia Market Report 러시아 정보통신방송 현황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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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5대 우선순위 국가 전략에서 ICT 인프라 개발은 정보 창출 및 보급의
모든 단계에서 국민, 단체, 행정기관, 지자체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통해 달성 가능
-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해 SW․서비스, 시스템 데이터처리센터,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인프라 개발 필요

4) 기타 정책
◦러시아 2030: 과학기술발전 전망
- 2014년 1월 3일, 러시아 총리는 러시아 교육 및 과학부와 국립연구대학인 고등
경제대학의 ’러시아 2030 : 과학기술발전 전망‘(Russia 2030 : Science and
Technology Foresight)을 승인
- 전망에 근거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략, 목표 프로그램, 중기적 성격의 계획
개발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성하였으며 7가지 과학기술발전의 경쟁력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구 우선분야를 선정함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의약 및 보건, ▲신소재 및 나노기술, ▲환경
관리, ▲교통 및 우주 시스템, ▲에너지 효율 및 에너지절감
◦‘2014-2020년 및 2025년까지 러시아 IT산업 발전전략
- 러시아 IT산업 발전 로드맵으로 IT산업개혁 가속화를 위한 정부 주요과제 선정
목적으로 ’IT산업 발전 로드맵‘ 마련
- 러시아 IT산업 발전 전략의 부속 문서로서 전략적 이니셔티브의 핵심과 주요
목표, 실행 기간, 책임부서 등을 명시
- 로드맵은 2014-2018년까지 IT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과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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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법과 제도
■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법
1)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 149호
◦2006년 7월 새로운 러시아 연방법인 NO. 149-FZ 정보･정보기술･정보보안법
(Federal Law NO. 149-FZ on Information, Informational Technologies and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이 발효됨
◦해당 연방법은 정보, 정보기술, 정보 시스템, 정보통신 네트워크, 접속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2014년 7월까지 세부 사항이 개정되고 추가됨
◦정보 시스템(제 13조)
- 정보 시스템엔 다음이 포함(제 13조 1항):
∙ 국가정보시스템 – 연방법률, 러시아연방 주체들의 법률, 국가기관들의 법규 기
반에서 구축된 연방정보시스템 및 지역정보시스템들
∙ 지방단체 정보시스템 –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결정에 의해 구축된 정보시스템들
∙ 기타 정보시스템들
- 정보시스템의 운영자(오퍼레이터)는 DB 내 정보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기술적
장치들, 즉 하드웨어의 소유자이며 해당 운영자는 이러한 DB를 적법하게 사용
하고, 정보시스템 사용에 관한 계약을 다른 자들과 체결해야 한다. 연방법률들
에 의해 규정된 경우 및 절차에서 정보 시스템 운영자는 개방정보의 형태에서
“인터넷”망에 정보의 게재 가능성을 보장(제 13조 2항).
◦국가기관들, 지방자치단체 기관들, 국가 및 지방 공기업들 혹은 국가 및 지방 단체
들에 의해 사용되는 정보 시스템의 기술적 장치들은 러시아연방 영토 내 위치해야
함
- 러시아 연방 국가기관들 및 지방자치단체들 간 전자문서의 교환사용이 법적 기
반에 의해 구축 및 실행되고 있음.
◦국가정보시스템엔 연방정부와 민간 혹은 연방주체정부와 민간간 PPP 계약체결 혹
은 양허협약(실시협약)체결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약체결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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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의 운영자로 행할 수 있음
◦러시아 소프트웨어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소유지분이 러시아연방, 러시아 연방주
체, 지방자치단체, 러시아 비영리단체, 러시아 시민의 지분율이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조건이며,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 및 기타계약(권리사용)에 따른
지급총액은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연간매출의 30% 미만 조건임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영역에서 법위반에 대한 책임(제 17조)
- 생체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관을 포함한 정보처리 부분에서 관련 요구사항들의
위반에 과실이 있는 자는 러시아연방 법률에 의거 행정적, 민사적 및 형사적 책
임을 짐(제 17조 1항).
- 제한된 접근을 가진 정보의 공개 혹은 그러한 정보의 기타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와 합법적인 이익을 상실한 자는 손실보상, 정신적 피해 배상,
명예, 사회적 평판 배상 보호에 관한 소송을 포함한 권리의 법적 보호수단을 규
정된 절차에서 제기할 수 있음
◦만약 특정한 정보의 유포가 연방법률에 의해 제한되거나 혹은 금지된다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러한 정보 유포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제 17조 3항):
- 변경 및 수정 없이 정보 전달 조건에서 타인에 의해 제공된 정보의 전달 서비스
- 정보 유포의 불법성에 관하여 알지 못했던 조건에서 정보 접근의 보장 및 정보
보관 서비스

2) ‘러시아연방 주체 보건정보시스템, 의료기관 의료정보시스템, 제약회사 정보시
스템 요구사항 승인에 관한 러연방 보건부 명령 제 911n호(2018.12.24.일
제정)
◦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는 다음을 행해야 한다(9항)
1) 러시아연방 내 위치해야 함
2) “국가 및 지방단체 수요보장을 위해 조달 실행 목적으로, 외국 산 소프트웨어
허용 금지 규정에 관한”연방정부 규정 제 1236호, 2015년 11월 16일자에 의해
규정된 요구사항들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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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정보의 바이러스 및 암호 보호 장치, 자유로운 접근,
제거, 변경 및 진입차단, 또한 기타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장치
들을 포함한 정보보호 수단들은 러시아연방 안보국 및(혹은) 연방기술수출통
제국에 의해 인증되어야 함
4) 전자문서의 형태에서 의료문서를 보관해야 하며, 문서 및 메타데이터들의 백업
및 그 복원도 이루어져야 함
5) 정보의 접근 제공 시, 자동화 모드에서 문서 및 메타데이터와의 기타 업무들에
관한 정보의 기록 및 보관, 또한 정보의 게재, 변경, 삭제, 변경사항의 요소들
및 정확한 시간의 등록을 위한 전자일지가 자동실행해야 함
6) 연속적인 24시간 모드에서 기능해야 함(기술적 수리는 제외).
7) 러시아연방 정부 규정 제 555호, 2018년 5월 5일 자에 의해 승인된 보건 영역
에서 통합국가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통합시스템에 관한 규정) 첨부 1에 의
거, 보건 영역에서 통합국가정보시스템 내 정보의 배치를 보장해야 하며, 통합
시스템에 관한 규정 첨부 2에 의거, 보건 영역에서 통합국가정보시스템(이하통합시스템)에 있는 정보의 접근을 보장해야 함
8) 보건 영역에서 연방규범안내정보 등록부에 있는 안내서 및 분류서의 기반에서
보건 정보시스템의 운영자에 의해 작성되는 형식, 질의 및 답변의 처리, 취득,
발송, 작성 등 정보통신을 교환 방법으로 하는 정보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보장
해야 함
9) 자동모드에서 전자서명을 생성하며, 정보통신에 이를 포함시키며, 정보통신에
있는 기관들 및(혹은) 그 담당자들의 전자서명도 이러한 상호관계에 참여시키
며, 정보시스템의 운영자인들은 이를 검사해야 함
10) 의료기관들 및 의료근무자들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 및 현실성을 연방의료기관
들 등기부, 연방의료근무자들의 등기부들과 통합시스템 간 정보상호작용을 통
해 보장해야 함
11) 전자문서 형태로 의료문서 작성 및 이행을 보장해야 함
◦러시아연방 주체들의 행정기관들은 다음을 보장해야 함(10항):
1) 국가정보시스템의 구축, 개발 및 사용, 또한 국가정보시스템의 기술적 및 프로
그램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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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정보시스템 정보를 접수, 저장 및 제공을 보장.
3) 의료기관들의 의료정보시스템의 러시아연방 주체 국가정보시스템으로의 연결
및 접근의 제공을 보장.
4) 러시아연방 주체의 국가정보시스템을 연방통합시스템으로의 연결 및 통합시스
템에 관한 규정 첨부 1에 의해 규정된 구성 및 기간에서 통합시스템 내 정보의
배치를 보장.
5) 모든 행위의 등록, 또한 2011년 11월 21일 자 연방법률 제 91조 1 및 2단락들
에서 명시된 정보시스템 상호작용 시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모든 참가자들의
확인을 보장.
6) 기술적 사용 문제들에 따른 방법론적인 지원을 보장.
◦러시아연방 주체의 국가정보시스템으로 다음 사항을 보장(11항):
1) 러시아연방 주체에서 보건발전 문제에 따른 운영결의 지원
2) 환자유입관리(전자등기소)
3) 응급전문을 포함한 응급 의료지원 관리(위생-항공대피 포함)
4) 통합전자의료카드 실행
5) 보건시스템 지표들(공중보건의 의료 인구 통계 지표 포함)에 관한 정보 등록
6) 개별 질병분류 및 시민들의 분류에 따른 환자들의 전문화된 등기부 실행
7) 약품, 전문치료식품, 의료제품들로 국가사회지원을 취득하는 시민들을 포함하
여 시민들의 개별 분류 보장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저장 및 처리
8) 원격의료기술 적용과 함께 의료지원 제공
9) 예방, 의료 검사, 건강 진단 실행을 포함한 질병 예방의 조직
10) 감염질병 면역 조직
11) 실험연구관리의 중앙시스템 (서브시스템) 실행
12) 진단연구(의료영상)결과의 처리 및 보관의 중앙시스템(서브시스템) 실행
13) 개별 질병분류 및 시민들의 분류에 따른 의료지원 제공절차 자동화 보장
14) 보건 영역에서 전자문서관리 조직, 의료기록 등록
15) 러시아연방 주체 내 보건 영역에서 규범안내정보 실행
16) 정보시스템 운영자 결정에 따른 기타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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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입관리(전자등기소)는 국가정보시스템에 다음을 포함(13항):
1) 정보-통신망 “인터넷” 사용으로 정기 건강검진 및 건강검진, 기록 의사 진찰
및 가정진찰 예약을 위한 시간표 작성,
2) 연방전자등기소와 함께 서비스 예약 분석, 대기목록 관리
3)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주민들의 정보화
4) 위생조건에서 의료위생지원 및 전문의료지원 제공 시 환자들의 유입계획, 병상
수용력 계획 및 등록
5) 시민들에게 무상의료지원 제공에 따른 국가보장프로그램에 의해 규정된 기간
동안 의사 진찰 예약 허용성에 관한 모니터링

3) 「보건분야 정보통신기술 사용에 관한 법」개정 시행(’18.1월)
◦’18년부터 온라인 상 원격 컨설팅이 가능해져 환자들은 온라인을 통한 원격 상
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됨
◦본 개정안의 제3조에 따라 ‘러시아 연방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사항에
관한 연방법’ 제36.2조에 원격의료기술의 사용과 함께 제공되는 의료지원의 특징
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함
- 원격의료서비스는 환자의 신분확인 및 인증 후, 의료진 간 또는 의료진과 환자
(또는 법적 대리인)간의 원격상담, 원격모니터링, 원격진료 등을 포함
- 사용자 인식을 위해서는 통일화된 식별 및 인증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되
는 정보 시스템 간의 정보교환은 단일시스템을 이용해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함

4) 원격의료기술을 이용한 의료 조직 및 의료서비스 제공 절차승인에 관한 러시아
보건부 명령서(2017.11.30., No. 965n)
◦원격의료 관련 규정
- 원격의료 기술 적용에 따른 의료 기관 조직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이
2017년 11월 공포되어 2018년 1월부터 시행
- 의료인과 환자 및 (또는) 그들의 법적 대리인 간의 원격 상호 작용을 위해 원격
의료 기술을 사용하여 의료를 조직하고 제공하는 절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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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원격의료 관련 규정
구분

주요 내용

일반규정

제2조, 원격의료기술의 활용 범위
1) 진단, 예후 등에 대한 검사 및 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여부
2) 의료인 간 협의 수단
제3조. 원격의료를 통한 제공 사항
1) 환자의 과거 기록 및 불만사항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분석, 평가, 이를 통한 환자
건강관리
2) 풀타임 의사 필요여부 결정

원격의료 수행
기관을 위한 규정

제5조. 의료기관은 원격의료를 위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 가능한)공간, 상담장비,
통신시설 등을 제공
제7조. 원격의료 제공시, 참여자 식별⋅인증을 위해 통일된 시스템을 사용
제10조. 원격의료 결과는 ‘통합건강정보시스템’에 등록 요망

원격의료를 활용한
의료의 유형, 조건
및 형태

제12조. 원격의료기술은 ①일차건강관리 ②첨단의료를 포함한 전문의료 제공
③응급의료 ④완화치료 등에 사용
제13조 원격의료지원은 의료조직 외부, 외래병원환자, 입원환자 등 모든 조건에서
제공될 수 있으며 치료조건은 환자의 실제 위치에 따라 결정

의료지원,
실시간상담,

제15조. 원격의료는 실시간의 형태 및 연장형태로 운영

상담시간

환자건강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제51조. 환자 건강상태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은 검사, 상담, 진단결과를 토대로 원격
의료 프로그램 및 절차에 대해 담당 주치의가 결정
제52조. 환자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의 참가자는 환자, 또는 그의 법적 대리인, 응급조
치를 시행할 수 있는 의료종사자, 원격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담당 주치의
제53조. 원격 모니터링은 러시아 국가 보건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됨
제54조. 원격 모니터링 시행 시, 다음의 기능 실행 가능
① 통합건강정보시스템을 포함한 데이터 전송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환자 건강 데이터 원격 검색
② 데이터 전달 기능이 없는 의료기기로부터의 수동 데이터 입력을 포함하는 환자
건강 데이터 수동 입력
③ 환자의 건강을 원격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료제품에 관한 정보 등록 및 통제
④ 환자, 환자의 건강을 원격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가 정보 시스템 운영자,
원격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의료 종사자, 주치의에게 메시지 전송
⑤ 환자의 건강에 관한 자료 전달 및 수령 사실의 문서화 등
제55조. 환자의 의무
① 사용설명서에 따라 의료기기 사용
②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신뢰할 만한 데이터 제공
③ 국가 보건 정보 시스템 사용 규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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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원격진료기술을
이용한 의료정보의
문서화 및 저장

제57조. 의료기록정보 기입 및 원격진료기술의 사용에 관한 정보의 문서화는 강화된
전자서명을 사용
제58조 상담 자료, 상담 결과에 따른 의학적 의견 및 의사 상담 의사록, 환자의 의료
문서에 입력한 데이터, 의사의 상담 및 상담에 대한 오디오 및 비디오 기록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결과 문자 메시지, 음성 정보, 화상 및
전자 형태의 다른 메시지를 저장
제59조 문서는 진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에 전자의료 기록에 입력되어야 함

◦원격의료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원격의료 서비스를 허용
- 의료진간 원격자문
- 의사와 환자/보호자간의 원격상담
- 의료진, 환자, 보호자 실명 확인 및 본인인증
- 의료진간의 원격자문 및 원격상담
-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지속적 관찰 등에 대한 전자의무기록 접근 및 열람
◦원격의료법이 허용하는 의료행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격진료
∙ 질병의 예방과 문진, 진찰, 병력 확인, 치료 효과 평가,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대면 진료의 필요성 여부 결정
-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환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서류 발급
◦전자처방전 발급 - 원격의료법은 전자처방전 발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전자처방
전은 반드시 전문 의료진의 공인 전자서명에 의해서만 발급 가능
- 또한 마약 및 향정신성 성분의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엄격한 확인 절차를 거쳐
야함
- 주치의 또는 해당의료기관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응급대원(paramedic)이나 조
산사의 공인 전자서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함
- 이러한 처방전은 2019년 1월 1일부터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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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원격의료 승인에 관한 러시아 보건부 명령서
출처: 러시아연방 보건부

5)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러연방법 제 152호)
◦개인정보란 직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자연인(개인정보의 주체)와 관련한 모든 정
보를 의미(제 3조 1)
◦개인정보처리 원칙(제 5조):
1. 개인정보처리는 적법하고 공정한 기반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는 구체적이며, 미리 결정되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실행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목적에 일치하지 않는 개인정보처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다른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DB들의 통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4. 그 처리 목적에 일치하는 개인정보들만 처리된다.
5.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양은 신청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과 일치해야
한다.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신청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과의 관계에서 과용되
어선 안된다.
6. 개인정보의 처리 시 개인정보의 정확성, 그 충분성,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
리목적과의 정확한 관련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운영자는 필요한 관
련 조치들을 채택해야 하거나, 혹은 충분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을
확인하고, 삭제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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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의 보관은 관련 연방법률 혹은 관련 보관계약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처리 목적이 필요로 하는 기간보다는 길지 않게 하며, 개
인정보의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실행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는 그 처리
목적 달성에 따라 혹은 그 목적 달성 과정에서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 연방법
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으면 삭제 혹은 제거되어야 한다.

6)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러연방법 제 63호)
◦전자서명은 단순전자서명과 강화전자서명으로 분류되며, 강화전자서명은 강화되
고 검증되지 않은 전자서명(비검증 전자서명)과 강화되고 검증된 전자서명(검증
전자서명)으로 세부 분류(제 5조 1항)
◦단순전자서명은 코드, 비밀번호 혹은 기타 수단을 통해 특정인의 전자서명 사실을
확인하며(제 5조 2항), 비검증 전자서명은 전자서명Key 사용, 정보의 암호설정으
로 취득, 전자문서의 변경사실 확인, 전자서명 장치의 사용을 하며(제 5조 3항),
검증 전자서명은 비검증 전자서명의 특징들을 가지면서, 검증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이 주요 특징(제 5조 4항).
◦검증 전자서명에 의해 서명된 전자 형태의 정보는 자필로 서명된 종이 형태의 문
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 6조 1항)
◦인증센터는 전자서명 확인을 위한 서명인증서를 생성하며, 그 취득을 신청하는 자
에게 이러한 인증서를 발급(제 13조 1항 1)번). 또한 인증센터는 신청자의 범용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유로운 사용을 공공계약에 기반하여 제공 (제 13조 8항).

7) 러시아 보건부 명령 No. 4H‘약물 처방 절차, 처방전 양식, 작성 절차 및 보관
지침’ 주요 내용
◦7조항: 종이로 된 처방전은 정해진 양식 형태로 발급되며, 전자처방전은 국립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관의 MIS 상에 작성 및 발급된다.
◦9조항: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오피오이드수용체 및 길항제 함유된 의약품 및 경
피 치료제 제외)을 처방은 N107/y-Hￏ 양식에 따라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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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항: 처방전 양식 N148-1/y-88 다음과 같은 의약품 처방에 사용된다.
- 러시아 연방의 법률 및 러시아 연방 국제 조약에 따라 통제 조치가 수립되는 마
약 및 향정신성 물질 목록 2번에 해당되는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
- 주요 약리 작용에 따라 신진 대사 활동이 있거나 해부학적 및 치료적 화학 물질
분류와 관련된 약물

◦11조항: 처방전 양식 N148-1/y-04(ë)은 의약품 무료 지급 또는 할인(50%)혜
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 발급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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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항: 입원환자를 위한 별도의 처방전은 작성하지 않는다.
◦28조항: 다음 경우 담당 주치의 및 Clinical Pharmocologist의 투약 승인 후 지급된
다.
- 5개 이상의 의약품 동시 처방 시
- 투약 중인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발견 시
◦36조항: 무료 지급 또는 할인(50%)혜택은 다음 환자의 경우 해당된다.
- hemophilia, cystic fibrosis, pituitary dwarfism, Gaucher disease, malignant
formation of lymphoid, hematopoietic and related tissues, multiple sclerosis,
hemolytic uremic syndrome, juvenile arthritis with systemic onset,
mucopolysaccharidosis type 1,2,3
- persons after organ or tissues transplantation
- citizens suffering life-threatening and chronic progressive rare (orphan)
diseases
◦39조항: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처방되는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은
N107/y-Hￏ 양식과 N148-1/y-04(ë) 양식에 맞춰 이중으로 작성된다.
➜ 병원에서 처방된 모든 처방전은 2부 (약국 제출용, 의료기관 보관용)로 작성되
며, 약국에서 접수된 처방전에 의약품의 판매 가격을 수동으로 명시 후 보관 처
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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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극동지역 보건의료 현황
1.1 극동지역의 일반 현황
◦극동연방관구는 11개 연방주체* [2개 공화국(사하, 부랴트*), 4개 지방(연해, 하
바롭스크, 캄차트카, 자바이칼*), 3개 주(아무르, 마가단, 사할린), 1개 자치주(유
대인자치주), 1개 자치구(추코트카)]로 구성
* 2018.12월, 부랴트 공화국과 자바이칼지방이 시베리아 연방관구에서 극동연방관구로 편입되어
기존 9개 연방 주체에서 11개 연방 주체가 되었으며 행정수도는 하바롭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
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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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러시아 극동연방 관구

◦극동연방지역의 총 인구는 약 819만 명으로 러시아 전체인구(1억4천6백80만 명)
의 5.58%를 차지하며 인구밀도는 (1.18명/㎢ )로 러시아 8개 연방관구 중에서 가
장 낮음
◦극동연방의 면적은 695만 ㎢로 러시아 전체(1,708만㎢)의 40.6%를 차지하며 한
반도의 약 32배 크기
◦2017년 기준 극동연방관구의 지역총생산(GRP)는 3조 9,780억 루블로 1인기준
62만5천 루블(미화 약 1만 달러 수준)임
◦이 지역은 에너지 자원의 보고로 원유 및 천연가스의 부존자원 외에도 철광석, 주
석, 다이아몬드, 텅스텐, 금, 은, 티타늄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비롯하여 수산자원,
산림자원, 수자원, 자연자원 등이 풍부
◦또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대륙의 전략적인 위치에 따라 시베리아철도,
바이칼-아무르철도, 극동 5대항만(블라디보스톡, 보스토치니, 나호트카, 바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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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루비노)등을 통해 화물여객 물류를 담당
◦우리나라와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과 접경하고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아태지역 국
가들과 해상으로 연결되는 지역적 요충지로 북극항로, 북극권 자원 개발 등 새로
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반면, 러시아 극동연방관구는 러시아의 타 지역 대비 사회적 환경이 열악하고 교
통 및 통신 인프라의 미발달, 양질의 일자리 부족, 소득 대비 높은 물가 및 낮은
의료 수준 등으로 전국 최하위권의 열악한 경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
라 인구 유출이 높은 지역임
- 이에 지난 2016년부터 러시아 정부는 '극동러시아 1헥타르'라는 이름으로, 기존
거주민 및 타 지역 러시아인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극동지역 땅 1ha를 무상으로
분배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도 함.
◦전체적인 의료기관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지방지역 소재 의료기관 및 시설물들은
낮은 보급수준을 보임
[표 3-1] 극동연방의 지역별 병원 및 의료인 수(2018기준)
전문
의사수
(명)

간호사수(명)*

354

9,602

15,948

296

176

7,554

13,358

10,527

91

433

5,352

11,980

44

8,556

80

331

4,564

11,334

사하공화국(‘17)

62

9,519

296

-

5,900

13,332

아무르주

40

7,593

165

317

4,366

8,652

사할린주

31

5,570

96

92

2,843

6,471

캄차카주(‘17)

36

3,732

49

-

-

-

유대인자치구(‘17)

16

1,970

43

63

600

1,973

마가단주

19

1,675

45

16

901

2,249

3

652

27

19

375

728

병원수
(개)

병상수
(개)

연해주

87

18,891

313

하바롭스크주

67

11,698

자바이칼지방

49

부랴트공화국(‘16)

지역명

추코트카주

외래임상병
원수(개)

* 전문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영상기사 등을 포함함
출처 : 러 극동지역의 각 지역별 보건통계 사이트 참조

농촌의료조
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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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들의 현대적 의료시설 확보 부족과 의약품 구비 현황 수준이 낮고 의료전
문인들의 낮은 질적 수준과 보건 인력 양성 시스템이 취약함
◦극동지역에서 발병하는 주요 질병은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부상·
중독 및 전염병, 종양학, 결핵,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나타남
◦러시아의 1차 보건의료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과 외상, 중독 등의 치료와
각종 응급상황에 대한 처치, 예방접종, 위생교육, 가정/산모/아동 보호 프로그램 등
을 포괄하고 있으며, 러시아 전 지역 주민 모두가 무상으로 본 유형의 보건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농촌 주민과 도시 주민의 건강 상태에 큰 차이가 있으며 농촌 주민들은
고급 의료서비스 이용 가능성에 대한 지리적, 운송적, 경제적으로 일시적인 제한을
받고 있음
◦평균수명 및 평균연령
- 러시아 극동지역의 인구의 평균수명은 69세(남성63.6, 여성74.4)
* 러시아 국민의 평균수명은 72.1세(남성 66.5, 여성 77.6)이며, 러시아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
은 39.6세로 극동지역은 러 전체보다 낮게 조사됨

[그림 3-2] 동북아국가들과 극동지역 평균수명 비교
출처 : 러시아 보건의료전문지‘VESTNIK“(2017), https://www.vshouz.ru/journal

제3장 러시아 극동지역 보건의료시장 현황

❚ 95

1.2 러시아 극동(연해주)의 주요 보건의료 지표
1) 극동지역의 인구 현황
◦연해주는 극동연방지역 내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면적은 러시아연방의 1%
인 164,700 km2
◦연해주의 인구수는 극동연방구 중 1위(31%)이며, 러시아연방주체 전체인구수의
1.4%를 차지
◦또한 인구밀도가 1 km2당11.6명으로 극동연방구 연방주체들 중 가장 높음
◦최근 6년 동안 연해주의 정주인구는 34,300명(1.8%) 감소하였는데 이는 무엇보
다도 농촌인구가 감소(60.4%)하였기 때문
[표 3-2] 2013~2018년 연해주 인구변동 추이
인구(천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정주인구 총수:

1947.3

1938.5

1933.4

1929.0

1923.1

1913.0

도시인구

1490.6

1487.2

1486.5

1485.8

1483.3

1477.1

농촌인구

456.6

451.3

446.9

443.2

439.9

435.9

출처 : 러시아 극동연방 보건부

2) 러시아 극동지역의 출생률 및 사망률
◦연해주의 인구 자연감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감소율은 2017년 대비 25%,
인구회전율은 0.8% 감소하여 2018년 23.9%를 기록(연간 평균인구 1000명당 출
생자 및 사망자 수).
◦인구회전율의 인구 자연감소 비중은 2017년 대비 1.3배 증가하여 2018년 12.4%
를 기록함
◦사망자수는 출생자수를 28.4% 초과(2017년 21.4% 초과)(그림 3-3)
◦인구재생산 추이를 나타내는 출생사망률은 2017년 대비 6.0% 감소하여 0.78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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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인구 천명당)

[그림 3-3] 연해주 출생률 및 사망률 변동 추이
출처 : 러시아 극동 연방(연해주 보건부 홈페이지)

[표 3-3] 2016~2018년 러연방, 극동연방, 연해주 출생률 비교

구분

인구 1천명당

출생자수(명)

2016

2017

2018

러시아연방

12.9

11.5

10.9

극동연방

13.4

12.1

11.9

연해주

12.2

10.9

10.5

출처 : 러시아 극동 연방(연해주 보건부 홈페이지)

[표 3-4] 2016~2018년 러연방, 극동연방, 연해주 사망률 비교

구분

인구 1천명당

사망자수(명)

2016

2017

2018

러시아연방

12.9

12.4

12.4

극동연방

12.5

12.1

12.0

연해주

13.6

13.2

13.5

출처 : 러시아 극동 연방(연해주 보건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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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 극동지역의 질병에 따른 사망원인
◦연해주 인구의 사망원인별 비중을 살펴보면, 순환계통 질환 47.7%, 신생물
17.6%, 외인 8.6%, 소화계통 질환 6.2%, 신경계통 질환 4.7%, 호흡계통 질환
3.9%, 감염성 질환 2.6%로 조사되었으며 그 밖의 질환은 8.7% (그림 3-4)

[그림 3-4] 2018년 연해주 사망원인별 비중(%)
출처 : 러시아 극동 연방(연해주 보건부 홈페이지)

◦최근 5년 동안 순환계통 질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생
물, 외인, 소화계통 질환이 차지
◦2018년 연해주 인구의 순환계통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41.8명
으로 2017년 대비 3.3% 증가하였다
[표 3-5] 2016~2018년 순환계통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비교
순환계통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인구 10만명당)

구분
2016

2017

2018

러시아연방

614.1

596.4

573.6

극동연방

574.2

536.7

515.4

연해주

647.2

621.5

641.8

출처 : 러시아 극동 연방(연해주 보건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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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인구의 악성 신생물로 인한 사망률은 10만 명당 236.7명으로 구성비를 살
펴보면 후두·기관지·폐 (35.4%), 위(17.6%), 유방(15.2%), 결장(13.0%), 췌장
(11.1%), 직장(9.8%) 등이 주요 사인임
◦최근에는 종양질환 조기발견, 신생물로 인한 사망률 감소, 5년 생존율 증가 등 긍
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연해주 인구의 신생물로 인한 사망률(특히, 악성 신생
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은 편임
[표 3-6] 2016~2018년 신생물로 인한 사망률 비교
신생물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인구 10만명당)

구분
2016

2017

2018

러시아연방

201.6

196.6

196.7

극동연방

200.5

199.2

195.5

연해주

232.5

228.6

236.7

출처 : 러시아 극동 연방(연해주 보건부 홈페이지)

◦이와 같이 종양질환 방치율이 높고, 1차 의료 및 요양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종양질환 예방 및 진단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 미흡
- 낮은 예방검진 실시율
- 특정 연령대 예방검진 1단계에서 적용해야 하는 자궁경부암 액상세포검사(Pap
test), 대변 잠혈(혈액) 면역검사, 전립선 특이항원(Prostate-specific antigen:
PSA) 검사, 유방촬영 등 최신 검사방법 부족
- 디지털 및 최신식 유방촬영기기 부재
- 1차 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의 종양학적 지식 및 경각심 부족
- 1차 종양학진료과(진료실) 의사 부족
- 방사선 전문의, 형태학전문의, 내시경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등 진료과별 전
문의 부족
- 특정연령대 예방검진 2단계인 정밀검진의 낮은 실시율
- 1차 의료기관 내 신생물 생검을 위한 복강경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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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해주 주립종양검진센터 내 종양학 환자를 위한 병상, 종양학과, 통증완화 치
료과, 재활의학과, 집중치료실 및 일반 진료과 부족
- 통증완화 치료과 부재로 인한 종양환자 통증완화치료 미흡 등
[표 3-7] 2016~2018년 러극동지역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

구분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2016

2017

2018

7,5

6,5

5,5

극동연방

14,5

13,4

10,4

연해주

22,3

18,7

19,1

러시아연방

출처 : 러시아 극동 연방(연해주 보건부 홈페이지)

◦2009~2017년 연해주 인구의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3.8명에서
18.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2018년 연해주 인구의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9.1명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표 3-7).
[표 3-8] 2016~2018년 영아사망률
생후 1년미만 영아사망수 (인구 1천명당)
구분
2016

2017

2018

러시아연방

6.0

5.6

5.1

극동연방

6.5

5.7

5.4

연해주

6.6

6.4

4.9

출처 : 러시아 극동 연방(연해주 보건부 홈페이지)

◦영아사망률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복지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써 2017
년 생산아 1천명당 6.4명이었던 영아사망률이 2018년 4.9명으로 감소했으며 이
는 매우 낮은 편에 속함(10‰ 미만).
* 영아 사망의 주요 원인은 출생전후기 산모의 건강상태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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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성인인구 10만명당 질병발생률은 전년 대비 8.8% 증가(2017년
123,897.1명, 2018년 134,828.5명)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질병은 내분비계통 질환(+24.5%), 소화계통 질환
(+17.8%),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14.7%)임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은 감소세(-1.7%)를 보였으며, 정신 및 행동장애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
◦연해주 성인인구의 전체 질병발생률 비중을 살펴보면, 순환계통 질환이 1위
(18.1%)를 기록
[표 3-9] 성인인구(18세이상) 10만명당 질병발생률

질병분류

2017년 대비
2018년
증감율(%)

2016

2017

2018

125134.2

123897.1

134828.5

+8.8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5424.4

5258.1

5170.1

-1.7

신생물

4196.2

4528.6

4910.2

+8.4

833.1

859.7

887.8

+3.3

내분비계통 질환

4887.3

5127.0

6384.0

+24.5

정신 및 행동장애

5360.0

4957.3

4959.1

+0.04

신경계통 질환

4435.6

4460.3

4628.8

+3.8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6842.2

6833.9

7148.9

+4.6

귀 및 유돌의 질환

2289.2

2244.4

2592.3

+15.5

순환계통 질환

21702.0

22002.4

24412.8

+10.9

호흡계통 질환

14650.5

14225.9

16151.1

+13.5

소화계통 질환

8452.5

8441.7

9941.7

+17.8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4724.1

4513.7

4526.6

+0.3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12330.7

12204.3

14003.8

+14.7

비뇨생식계통 질환

13223.7

13014.7

13550.2

+4.1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11231.2

10822.0

11175.2

+3.3

총수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

출처 : 러시아 극동 연방(연해주 보건부 홈페이지)

4) 연해주 의료서비스 및 외래진료규모
◦연해주에는 아동 의료지원 개선 및 아동사망률 감소를 위한 다양한 분야별 치료
및 예방 의료기관이 설립되어 있음
◦연해주에는 의무의료보험 의료기관으로서 연방의료기관 등기부에 등록되어 있는
95개의 주립, 연방, 국립 의료기관과 80개의 개인의료기관이 아동인구에게 의료서
비스를 제공함
◦연해주에는 제1주립소아병원, 제2주립소아병원, 아동상담 클리닉이 있는 주립모
자보건센터, 극동연방대학교 의료센터 산하 연해주 주립소아센터 등 전문적인 첨
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1개의 의료기관이 있음
- 2018년 기준 연해주 내 93개 의료기관이 연해주 인구에게 외래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그 중 32는 독립적인 외래진료기관, 61개는 종합병원에 속한 외
래진료기관 임
* 그 외에도 352개 보건소에서 초기의료서비스를 제공(2017년 357개, 2016년 355개)

- 연해주 외래진료기관의 규모를 나타내는 외래환자 방문건수는 총 36,480건이
며, 이 중 아동인구의 방문횟수는 6,042건, 여성상담 1,033건, 건강검진과 방문
건수는 1,860건, 종합병원의 부서로 운영되는 외래진료소 방문건수는 1,728건,
검진센터 방문건수는 1,336건, 보건센터 방문건수는 139건이었음
- 2018년 외래진료서비스 규모는 감소하여 외래환자 총 방문건수는 2017년
14,933,100 건에서 2018년 14,813,700건으로 0.8% 감소
- 그 중 외래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한 건수는 2017년 14,123,300 건에서
2018년 14,098,000건으로 0.2% 감소하였고, 가정방문 외래진료규모는 2017
년 809,800건에서 2018년 715,700건으로 11.6% 감소함(표 3-10).
[표 3-10] 2016~2018년 연해주 인구에 대한 외래진료서비스 제공규모 (연방의료기관 및 개인의료기관,
산부인과진료소 방문건수 제외)
지표

외래진료기관 방문건수 및 가정방문
외래진료 건수(치과 방문건수 포함)
전체 건수 중:
- 외래진료기관 방문건수
- 가정방문 외래진료건수

단위

2016

2017

2018

천건
주민 1명당
천건
주민 1명당
천건
주민 1명당

15929.6
8.3
15037.8
7.8
891.8
0.462

14933.1
7.8
14123.3
7.3
809.6
0.421

14813.7
7.7
14098
7.4
715.7
0.374

출처 : 러시아 극동 연방(연해주 보건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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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력 현황
- 2018년 기준 3398명의 의사들이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구 1만
명 당 의사보장률은 17.8명
- 지역진료소에의 경우는 소아과, 내과, 일반의학과 전문의가 8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구 1만명당 전문가보장률은 4.3명
- 전문적인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의 인구 1만명당 보장률은 17.8명
- 의료기관의 외래진료과 의사들의 겸직률은 1.39, 지역진료소 전문가들의 겸직
률은 1.15로 나타남
- 의료기관의 준의료전문가들의 보장률은 24.0이며, 겸직률은 1.55이며, 지역진
료소 준의료전문가들의 겸직률은 1.43.
◦2018년 의료기관 외래진료과의 준의료전문가와 의사의 비율은 1:1.35로 조사됨
◦2018년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지역진료
소 의사의 수는 16명 감소하였으며, 출산원 준의료전문가 25명 감소, 응급처치학
과 의사는 2017년 대비 26명 증가함(그림35)

[그림 3-5] 2016~2018년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력 현황(절대수)
출처 : 러시아 극동 연방(연해주 보건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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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극동지역 의료정책17)
1) 극동 지역 의료정보화 추진 전략
◦러시아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통합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사업 범위
내에서 ‘Digital contour of Healthcare’사업 추진 중
[표 3-11] 극동지역 내 ‘My Health’플랫폼 예상 사용자수
(단위:천명)
극동연방 주

2019

2020

2021

19.54

40.74

67.23

3.49

7.5

2022

2023

2024

97.8

141.29

180.71

12.69

18.82

27.65

35.86

1

아무르주

2

유대인자치공화국

3

자바이칼주

49.68

92.37

137.38

181.59

240.02

282.54

4

캄차트카주

32.3

55.59

75.93

91.3

108.49

113.1

5

마가단주

8.9400

16.04

22.99

29.23

37.08

41.78

6

연해주

151.56

265.91

371.46

458.74

562.94

610.64

7

부랴트공화국

50.91

93.3

136.74

178.03

231.66

268.3

8

사하공화국

52.74

96.02

139.72

180.55

233.07

267.68

9

사할린주

47.72

82.42

113.03

136.58

163.28

171.54

10

하바로프스크주

104.23

183.02

255.91

316.38

388.73

422.29

11

추코트카자치구

0.80

1.86

3.34

5.18

7.86

10.48

(출처: 연해주 보건국 홈페이지)

17) 출처: 연해주 보건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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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극동지역 내 통합 디지털헬스케어(ЕГИСЗ)와 기 MIS간의 연계율
(단위:%)
극동연방 주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

아무르주

47

86

92

100

100

100

2

유대인자치구

27

67

100

100

100

100

3

자바이칼주

90

95

100

100

100

100

4

캄차트카주

73

87

100

100

100

100

5

마가단주

71

87

100

100

100

100

6

연해주

30

60

100

100

100

100

7

부랴트공화국

88

94

100

100

100

100

8

사하공화국

67

95

100

100

100

100

9

사할린주

87

100

100

100

100

100

10

하바로프스크주

38

50

69

100

100

100

11

추코트카자치구

25

62

100

100

100

100

(출처: 연해주 보건국 홈페이지)

[표 3-13] 극동지역의 연도별 총 투입예산
(단위: 백만 루블)

1

예산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예산

총 예산

1,017.33

3,434.99

960.59

769.37

539.57

536.57

7,258.08

(출처: 연해주 보건국 홈페이지)

◦연해주 의료정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도의 사업 목표는 개발된 핵심 통합 플랫폼
(Core Integration Platform)에 외래 진료예약 기록 및 중앙 의료정보센터에서의
의무기록 등 반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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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연해주 지역의 MIS 현대화 계획
출처: 연해주 의료정보센터

2) 연해주의 원격의료 현황18)
◦연해주 정부에 따르면, 일부 사립병원 위주로 연해주 내에서는 이미 2011년 이후
원격진료 형태의 의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음.
◦2014년 5월 연해주는 러시아 내 ‘원격진료 시범 지역’으로 지정됐고, 그 이후
2016년 상반기까지 연해주 내 원격진료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음.
◦연해주 내 총 4개 국공립병원을 ‘원격진료 수행 가능’ 기관으로 지정, 타 지역 및
병원 대상 의료 컨설팅 및 자문을 제공
- ① 연해주립 제1병원, ② 2번 블라디보스톡 시립 제2병원, ③ 연해주립 종양센
터, ④ 연해주립 어린이 병원
- 이에 연해주 내 아르쬼, 나호드카, 파르티잔스크, 스파스크, 우수리스크, 아르세
네프 시 등 13개 도시 소재 병원들은 위의 4개 병원으로부터 원격진료 및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음. 이는 의사-환자 간 자문은 물론, 의사-의사 간 컨설팅도
포함되는 개념

18) kotra, 블라디보스톡무역관(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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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최근 2년간 ‘연해주의 주립 어린이 병원’은 ‘소아 폐렴’ 관련 원격진료 형태
의 초기 진단을 768건 수행하는 등 그 수요가 높았음
◦그 외 블라디보스톡시, 우수리스크시를 비롯해 인근 하롤, 빠그라니치니, 미하일롭
스키, 슈코톱스키 중앙 병원에 심전도 센터를 설치해 이를 원격진료에 활용하기도
함

3) 의약품 지원 현황
◦1999.7.17일자 '국가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제178호에 따라 러시
아연방주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특정 그룹의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공급
◦러시아연방 연금기금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연해주 인구 중 국가사회복지서비
스 대상자는 134,865명
- 그 중 2018.1.1기준 의약품 무상지원 대상자는 32,549명임
◦의약품 무상지원 대상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의약품 공급에 관한
정부계약이 593건 체결(총 금액은 411,158,830 루블)
◦2018년 288,827건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이 무상지원 (규모는 494,202,650 루블)
* 2018년 처방전 1건당 평균가격은 1,711.07 루블

◦연해주정부가 2012.12.7일 승인한 '2013~2020년 연해주 보건발전에 관한 정부
령' 제397-pa호에 따라 승인된 연해주 보건발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특정 그룹을
위한 의약품 무상지원에 관한 계약 507건이 체결(규모는 945,687,220 루블)
- 이에 따라 종양, 당뇨병, 결핵, 희귀질환 치료제 및 백신을 구매하여 공급

4) 사회복지프로젝트 '의료열차 Care’
◦연해주 원교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2015년 말
부터 연해주정부는 사회복지프로젝트 '의료열차 Care'를 시행
- 2018년 동 프로젝트의 명칭을 '의료열차 Health'로 변경(2018.9.3일자 연해주정
부 지시 제282호).
◦동 프로젝트의 목적은 주민들의 장애유발요인 및 조기사망의 주요원인이 되는 비
감염성 만성질환을 진단하고, 유전적 요인을 비롯한 건강위협요인을 발견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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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진단을 내려서 주민들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
◦의료열차는 이동식 진단시스템으로서 기후나 지리여건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
는 생명유지장치(life-support systems) 및 필수 의료설비를 갖추고 있음
◦의료열차 의료진은 다양한 진료과 전문가 7명(2015년)~16명(2018년)으로 구성
- 2018년 의료열차 'Health' 의료진은 소아과, 외과, 비뇨기과, 신경과, 안과, 이비
인후과, 내분비과, 치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의사, 초음파촬영 의료기사, 임상진
단 전문의, 임상진단 간호사, 심전도검사 간호사, 소아과 간호사, 정신과 의사
등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사회복지프로젝트 '의료열차 Care'를 시행하는 동안(2015~2018년) 총 81,115명
의 아동들이 검사를 받았으며 그 중 2018년 검사를 받은 아동의 수는 28,244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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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동지역 의료관련 인프라 현황
2.1 인프라 현황
1) 극동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지표
[표 3-14] 러시아 병원 현황
외래
병원 수

1일 평균
방문자수

조산소 수

의사 수

간호사 수

23,378

347

42,228

432

11,263

18,754

22,447

371

42,716

422

11,089

18,194

145

21,210

393

42,942

422

11,125

18,230

2003

142

21,140

394

42,851

413

11,061

18,038

2004

135

19,731

386

42,872

416

10,793

17,671

2005

133

19,288

4,333

44,211

402

10,726

17,428

2006

102

18,717

387

44,261

389

10,611

17,045

2007

98

17,835

394

44,337

382

10,419

16,757

2008

101

18,036

237

42,268

378

10,328

16,525

2009

102

17,841

215

43,053

372

10,416

16,848

2010

99

17,912

219

43,940

367

10,291

16,109

2011

90

20,918

226

45,437

342

10,951

16,980

2012

89

20,916

227

46,100

335

10,731

16,891

2013

91

20,466

235

47,379

335

10,073

16,940

2014

91

19,833

227

47,593

346

10,110

16,988

2015

88

19,681

301

47,515

357

9,654

17,073

2016

88

19,308

294

48,139

358

9,556

16,943

2017

87

18,985

315

49,032

360

9,627

16,801

2018

87

18,891

313

49,247

354

9,602

15,948

연도

병원 수

병상수

2000

158

2001

154

2002

출처: 러시아 극동 통계청 https://primstat.gks.ru/storage/mediabank

◦2018년 기준 극동 지역에 의사는 9,602명으로 부족현상이 극심한 상황
◦러시아 전체 의료인 57.1%의 평균 연령대가 40-60대이며 의료인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의료인들의 임금에 대한 열악한 대우
◦근로계약 체결 시 전일제(Full-time)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최저 임금제도 관련
연방법 제82조에 의해 규정된 최저임금보다 낮게 계약할 수 없음(노동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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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133조에 의거하여 러시아 연방 정부 및 각 주정부는 주기적으로 최저임
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현재 2019년 연해주 지역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
11,280루블로 정하였음
[표 3-15] 행정구역 별 최저 임금표 (19년1월 기준)
Region

Code

MinWage(RUB)

KRW

Moscow

77

18,781

347,824

Moscow Region

50

14,200

262,984

Far East Region

25

11,280

208,906

출처: 러시아 통계청

◦행정구역 별 임금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동급의 국립 의료기관에서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도 기관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의료진 (의사 및 간호
사)의 임금수준이 차별화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지역별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남
[표 3-16] 경제분야 별 월 평균 급여수준 (‘18년9월 기준)
(단위: RUB)
항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농업

12,464

14,129

15,724

17,724

19,721

21,755

25,671

어업

25,940

29,201

32,437

37,062

46,676

54,927

68,032

철강업

45,132

50,401

54,161

58,959

63,695

69,936

74,474

생산업

21,781

24,512

27,045

29,511

31,910

34,592

38,502

건설업

24,503

27,660

30,724

33,736

36,139

39,603

33,678

유행업

14,693

16,631

18,304

19,759

20,626

22,041

23,971

교통·통신

28,609

31,444

34,576

37,011

38,982

41,510

43,967

재무

55,789

58,999

63,333

68,565

10,088

80,289

84,904

부동산

28,239

30,926

33,846

37,559

39,815

43,737

30,208

행정·군사안보

27,756

35,701

40,449

42,659

41,916

43,611

43,500

교육

15,809

18,995

23,458

25,862

26,928

28,088

30,258

보건의료

17,545

20,641

24,439

27,068

28,179

29,742

38,250

서비스

18,200

20,985

24,740

27,876

30,072

32,197

38,200

(출처: 러시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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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의사의 평균 임금은 38,250루블
(약 $616,2017년 환율적용 1$=62.1루블)이며, 러시아 노동법에서‘근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서 의사가 자유 시간에 주 근무지 외 2차 근무지에서 추가로 겸직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사의 평균 급여 수준은 약 $1200 달러 수준으로
파악됨
◦약사의 평균 임금은 21,600루블(약 $348, 2017년 환율적용 1$=62루블)로 러시아 경
제수준에 따른 평균 임금보다 20% 낮음
◦러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러시아 간호사의 평균 임금은 2013년 기준 11,900루블
(약 $400, 2013년 환율적용 1$=30루블)로 러시아 경제수준에 따른 평균임금에 전혀
미치지 못함

2.2 극동의 네트워크 현황19)
◦러시아 보건부는 ‘16년 12월부터 의료 IT산업 관련 조사를 본격화했으며, 원격의
료서비스에 대한 의료보험시스템 구축 방향을 구상 중인 것으로 파악
◦러시아 의료 IT산업 분야에서 이름을 알린 의료 정보시스템 관련 업체는 다음과
같음20)

1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 & Broadcasting Russia Market Report 러시아 정보통신방송 현황 2019
20) 출처: 스콜코보혁신특구재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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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s Group (타타르스탄 공화국)
제품명: Bars.Healthcare MIS (등록일: 17년8월5일 No. РЗН 2017/6098)

(출처: 스콜코보혁신특구재단 자료)

Doc+ (러시아)
제품명: Digital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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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uct MD (러시아)
제품명: MDD Cloud  Mobile Healthcare Service Platform

Medlinesoft (러시아)
제품명: IT-platform for automation of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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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me (러시아)
제품명: Decentralized medical platform for online aapointment sheduling and Electronic Health
Records sharing

Botkin.AI (모스크바 보트킨병원 자체 개발 제품)
제품명: AI Software platform for diagnostics and disease ris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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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C “Socmedika” (러시아)
제품명: Hippocrates system  a support to the doctor’s decision making

JSC “Medsolutions”(러시아)
제품명: Doctor’s Manual, My Health, MI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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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러시아 병원정보시스템(HIS)현황분석

1. 극동지역 의료정보시스템 현황
1.1 주요 현황
1) 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관련 주요 정책 방향
◦정부정책
-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2025년까지 연방 예산뿐만 아니라, 주정
부 예산까지 투입하여 의료정보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장기적인 단계적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이 계획은 전체 병원에서의 의료정보시스템 적용을 시작으로 그 시스템을 고도
화하고 나아가 주 병원 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3단계 플랜으로 구성되어 있음
◦러시아 의료체계
- 가장 큰 특징으로 연방정부, 주 정부 차원에서 무상 의료를 제공하여 이런 병원
들을 방문할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용이 없음
- 국가 차원(푸틴 대통령)에서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의료정보시스템 및 정보교
류 시스템 구축을 바라고 있으나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의료정보시스템에 투자
할 충분한 인력,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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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해주 주립 의료정보센터 역할
◦연해주 의료정보 센터는 해당지역의 의료 통계 서비스 활동을 조정하고 연해주
주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
◦센터는 전 구역에 있는 100개가 넘는 의료기관의 의료정보화를 담당
◦외주 용역 담당자가 정보화 담당 전담부서의 직원으로 있음

[그림 4-1] 연해주 주립 의료정보센터
(Приморский краевой медицински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аналитический центр)

3) 연해주 병원정보시스템(HIS) 현황
◦연해주에서 10개 정도의 서로 다른 병원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밴더가 5~6개임
- 밴더가 시스템을 납품하고 그 제품을 그냥 사용하고 있어서 별도의 IT support
가 없음
- 주요 밴더 중 하나가 BARS이며 러시아 연방 9개 이상 기관에서 도입
- 러시아 정부차원에서는 기업과 협력 통해 러시아를 위한 솔루션을 만들기 원함
- 해외 협력사가 직접 개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밴더와 협력하여
연방정부를 위해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도입 프로세스를 단축시킬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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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 의약품의 추적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
◦기존 HIS는 연방정부 HIS로 교체될 예정임
◦연해주 의료정보화의 문제는 ▲병원내 컴퓨터 등 전산장비 인프라 구축이 더디고
▲의료시스템 담당하는 IT 전문가 부족 ▲인터넷 환경(ICT) 문제 ▲병원에 적합
한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미약 등임

4) 의료정보화 사업 단계적 추진
◦1단계: 연해주내의 병원에 시스템 도입
◦2단계: 100% 의료정보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 간의 정보교류
◦3단계: 연방정부시스템과의 통합

5) 병원정보시스템(HIS) 장기적 계획 및 목표
◦러시아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2025년까지 연방 예산 뿐 아니라, 주정부 예산까지
투입하여 병원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
◦MIS 개발에 대한 주립 의료 정보센터의 의견은 일자리 창출과 MIS 개발을 위한
인프라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신규 병원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 적용하는 것이 목표

6) 진료 활용 전산기기
◦서버 18대, 스토리지 4대, 네크워크(L3, L2) 5대 보유
◦서버 도입시기
- 2014년부터 시작했으며 2016년에 본격적으로 도입

1.2 IT Governance
1) IT 및 보안관련 규정들의 관리체계
◦국제 진료 Code를 사용하며 연해주 의료정보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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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경은 코드체계의 표준화라고 생각하고 있음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보건부 내의 지정 MIS가 있음

2) IT관련 의사결정/투자관리의 주체 및 실행 조직
◦연해주 의료정보센터가 연해주 의료정보화 추진 담당 기관 임
- 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 의료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
기 위해 연방정부예산과 주 자체예산을 활용하고 있음
- 정치적 요소와 현업의 적합성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1.3 응용프로그램 현황(Application Architecture)
1) 시스템 개발 현황
◦OCS와 수납 시스템은 미구축 상태이며, 의사기록은 텍스트로 하고 있음

2) 활용하고 있는 주요 시스템
◦SW는 BARS 시스템을 사용하며 연방에서 8~9개 주에 납품하고 있음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은 국립대 대상이며 러시아 업체는 5~6개로 정부주관으로
진행됨

3) IT시스템 운영
◦현재로는 의무 기록 정도의 시스템이며 처방전을 발행하는 시스템은 없음
◦연결된 수납시스템도 없는 상황임

4) 전자서명 기능
◦전자서명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나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아 사용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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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제현황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정보제공 사이트가 별도로 있어 약 처방 시 해당
사이트 정보를 통해 의약품의 정보 수집이 가능함
◦의약품을 관리하기 위해 바코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정신병약과 마약은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음

1.4 개발환경(Development Environment)
1) SW 개발언어 및 Tool
◦개발환경
- 러시아 주립의료정보센터에서는 정책적으로 MS 제품으로 개발하지 않으며
PHP, JAVA 등 웹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있음

1.5 실행환경(Execution Environment)
1) 표준용어관리
◦러시아도 국제표준코드(ICD10)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에서 의약품
추적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음

2) 데이터 관리
◦현재 러시아의 의료정보시스템은 국제 공통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일부 의사, 약사 등만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직종에서는 관리되고 있지 않음
◦Master data management는 주정부 기관정보, 인력 등을 관리
◦용어체계는 진단명 통계 등, G코드를 사용하고 있음
◦백업주기는 일일 백업으로 2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백업은 주 단위로
이루어짐
- 운영 중인 백업 장비의 일부는 ACRONIS를 사용 중임
◦MS AD(Active Directory)는 모든 서버들이 AD에서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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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BMS
◦Oracle 11, POSTGree, Orange(tools)
[표 4-1] 연해주 의료정보센터 DBMS
구분

내용

용량

12TB

시스템 운영 방식

Active-Standby

접근제어

VIPNET, 러시아 법률(개인정보에 관함)을 지키도록 개발됨

암호화 솔루션

KASPERSKY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담직원은 별도로 없으며 DB는 의료기관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 통합은 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있음
◦향후 3년내 이를 플랫폼에 얹어 통합할 예정임
◦의료데이터 축적이 되어 있지 않으며 연해주 시민의 Index를 만들어 기관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4) 통합서비스(Web Service, EAI, BPM)
◦웹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음

5) IT 시스템의 인프라(HW/OS/NW, Storage등)
◦정보통신 인프라 환경은 인터넷 불안정, 장비부족, IT 인력 부족 상태이며
중앙에서 관리하고 배포하는 형태임
◦활용중인 OS는 Windows Server, Linux(Red Hat, CentOS, Ubuntu 등)이며
Main은 entOS임
◦운영 중인 스토리지 제조사
- DELL-EMC(Model : EMC-300F)
- IBM(Model: V3700)
◦PC OS는 WINDOWS 7, 8 이며 Terminal Station DELL을 사용 중임
◦PC 사양은 i3, 4GB 임

제4장 러시아 병원정보시스템(HIS)현황분석

❚ 121

6) 구축형태 및 서버 현황
◦Web 방식이며 서버 관리는 직접하고 있음

1.6 운영환경(Maintenance Environment)
1) 유지보수 방법
◦병원에 유지 보수 개발인력이 상주하지 않고 원격으로만 지원 가능

2) NW 및 시스템 상황
◦사용 IP 개수는 64개 이며, 16,000개의 VPN망을 가지고 있음
◦네트워크 케이블링은 백본스위치에서 서버간 케이블링(광케이블(1/10G))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회선은 Rostelecom을 사용하고 있음

3) 네트워크 형태
◦운영하고 있는 Clinical device interface는 Web Server임
◦네트워크 백본의 제조사는 CISCO(Model: 2911), RUSSIAN P

4) 정보보호
◦서버 이중화 솔루션은 MS Cluster이며 서버 가상화 솔루션 MS Hyper-V으로
서버 가상화 활용 중임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적용받는 법률이 있으나 정책은 없음
◦병원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모델로 삼고 있는 국제표준이 없음
◦의료정보를 열람/수정/삭제하는 경우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기준은 직무를 기준으로 권한이 차등 부여되고 해당 기능을 수행한 로그는 저장됨
◦의료정보 유출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절차는 존재함
- 재해 및 사이버 사고 발생 시 복구를 위한 절차는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수립

122 ❚ 러시아 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현황조사 및 발전방안 수립

-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보호의 유형에 PC 백신 IPS (FORTINET) 사용
중임

1.7 의료정보센터 병원정보시스템(HIS)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인력 및 인프라 부족
- 통신망이 불안정하여 인터넷 시스템이 원활하게 사용되지 못함
- IT에 익숙한 젊은 인구층의 부족, IT 전문가 부족
◦러시아 의료시스템에 맞는 병원정보시스템 부재
- 러시아 정부 중앙에서 병원정보시스템을 일괄 배포하고 있어 현재 수준에 안주
하는 경향이 있음

2) 개선방안
◦새로운 병원정보시스템에 대한 불편과 저항 극복
- 일정 시간의 적응기를 거쳐 의료진이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
- 경험이 풍부한 직종별 전문가 참여
◦정부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병원정보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지원
- 용어 표준화, 진료 표준화 등에 대한 정부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병원의 원
활한 진료를 지원
- 국가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필수 프로세스와 원칙을 최우선하는 프로그램 개발

3) 요청사항 : 현지 병원에 맞춘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직종별 업무에 맞춘 시스템 필요
◦환자안전 및 직종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한 시스템 필요
◦추가로 응급구조 호출, 응급실 수송을 위한 연동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싶어함
◦약제 시스템은 약물 목록 관리, 처방 시 의사결정시스템 제공, 약 발행 후 검토
과정 등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기반으로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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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현황
2.1 극동연방대학교 병원

[그림 4-2] 극동연방대학교병원(Медицинский Центр ДВФУ)

1) 주요 현황
□ 병원정보시스템(HIS)관련 기관 정보
◦극동연방대학교병원 현황
- 인프라 구축이 비교적 잘 되어 있음
- 예산 편성도 자유로운 편임
- 병원장이 고려인임
◦한국 병원정보시스템에 대한 의견
- 한국 병원정보시스템에 대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
- 예산이 확보되고 파일럿으로 검증이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
- 워킹그룹을 만들어 사용자들의 요청사항 분석을 통해 현지 맞춤 병원정보시스
템을 개발할 의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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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 Governance
◦정보화 전략 : 정보화 담당 전담부서
- 극동연방대학교병원 내에 IT 개발 부서를 보유하고 있음

3) 응용프로그램 (Application Architecture)
◦주요 시스템
- 병원 자체적으로 MIS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 현재 MIS 검토 진행 중이며 러시아 내 MIS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 자료 보유
∙ 모듈별 도입 여부 검토
- 특징
∙ 러 로컬 MIS 중 QMS는 의료기관용으로 만들어서 용이한 측면이 있지만 1C는
의료용 플랫폼이 아닌 범용이라 한계가 많음
∙ 1C 시스템의 장점은 유저의 접근성이 쉬워 교육에 용이하나 QMS는 접근성이
떨어짐
∙ 1C 플랫폼에 프로그램을 사용 중에 있으나 완성품이 아닌 현재 개발 중인 제
품이라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음
◦기존 병원정보시스템의 문제점
- 10개 이상의 MIS 중 초기 SAP를 사용하였지만 고비용으로 인해 현재 1C MIS
로 교체
∙ 1C MIS는 지속적으로 개선 진행 중이나 완성품으로서는 한계가 많음
∙ 다른 시스템과의 통합에 어려움이 있음
∙ 1C의 경우 기본적인 플랫폼만 제공하므로 외래에는 맞지만, 병동이나 진료과
가 많은 경우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4) 개발환경(Development Environment)
◦통합서비스(Web Service, EAI, BPM 등)
- 1C는 기본 플랫폼 제공으로 외래 병원은 가능하나 종합병원 급은 어려움
- 1C는 연방정부의 규제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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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행환경(Execution Environment)
◦DBMS와 DW
- 1C는 여러 기록에 대한 Integration이 안됨

6) 운영환경(Maintenance Environment)
◦가용성관리/보안관리/서비스관리/재해 복구 관리체계
- 1년에 500만 루블(1억) 정도를 유지 보수비로 사용

7) 병원 요청사항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 병원정보시스템 분야 협력을 위해 MOU 체결 의지 보임
∙ 병원 내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고 예산 편성이 자유로운 편임
∙ 그러나, 우리나라 대비 개발, 유지비용 예산의 수준을 비교할 필요성 있음
∙ 워킹 그룹을 만들어 러시아 제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한국 병원정보
시스템에 대한 도입이 가능하다면 같이 협력 방안 모색 원함

2.2 연방병원(모자병원)

[그림 4-3] 연방병원(모자병원)
(Перинатальный Центр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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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현황
◦진료 항목: 임산부 관리
- 외래 총 8천명의 임산부를 관리 하고 있음
∙ 임산부 카드가 있어, 이를 소지하고 있으면 다른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확인,
추적 가능
∙ 고위험산모 관리 등 통계화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등급별 연해주 전
체 위험등급에 따라 병원 체인이 있어 중증도에 따라 회송, 정보 공유 가능

2) 응용프로그램 (Application Architecture)
◦모자병원 병원정보시스템
- 2019년 1월 주립정부에서 개발한 최신 MI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비
율이 높음
∙ EMR과 약제가 통합되어 있으며 검사결과 조회가 가능함
∙ 처방 시스템, 입원 시스템이 존재하며 간호사가 의사 처방을 확인 할 수 있음
∙ 마약과 수혈 등 중요 부분은 아직 구현되지 않아 수기로 작성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종이로 출력하여 줌
∙ 통계 화면을 별도로 만들어 고위험산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메일과 전화로
정보를 받음

[그림 4-4] 위험등급별로 병원 목록을 관리(상위 파라미드는 상급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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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규모, 관리 측면에서도 우수함
- 약품 재고 프로그램이 있으며 대부분 약 2주치의 약을 보유
◦약제 현황
- 임산부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약 200개의 약품을 주 정부에서 지정하고 있어서
의사 임의로 처방 불가능
∙ 전체 200개 약품 목록 중 각 병동 별로 약품 목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한 병동
에서는 약 42개 약품을 사용하고 있음

[그림 4-5] 모자병원: 한 병동에서 사용 중인 약품(42개) 목록(상용량, 용법 조회화면)

∙ Clinical pharmacist, Pharmacist 각 1명이 근무하고 있음
∙ 병동 특징에 따라 사용 가능한 약품 목록을 따로 관리
- 마약, 수혈은 종이로 처방

3) 실행환경(Execution Environment)
◦데이터 관리
- 의료정보 백업데이터는 병원 내 보관함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모델로 삼고 있는 국제 표준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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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형태 및 서버 현황
- 병원정보시스템 서버는 병원 내 서버실에 보관함
∙ 서버와 스토리지는 이중화 되어 있음
◦IT 시스템 인프라(HW/OS/NW, Storage등)
- 기관에서 활용 중인 OS는 Window Server임

4) 운영환경(Maintenance Environment)
◦정보보호
-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적용 받는 법률이 있으나 관련된 정책은
없음
- 의료 정보를 열람/수정/삭제하는 경우,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
하는 기준은 직무를 기준으로 권한이 차등 부여되고 해당 기능을 수행한 로그는
저장됨
-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보호의 유형에는 PC 백신, 방화벽(CISCO, ASA)
등이 있음
◦가용성 관리/보안관리/서비스관리/재해 복구 관리체계
- 병원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자체 해결
∙ CISCO 장비도 자체 유지보수 함

5) 병원정보시스템(HIS)의 문제점
◦서버 속도
- 서버가 매우 느려서 업무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프로그램 사용성
- 사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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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립 외래병원(제6외래병원)

[그림 4-6] 주립 외래병원(제6외래병원)
(ГКБУЗ Владивостокская поликлиника №6)

1) 주요 현황
◦일반현황
- 성인을 담당하는 외래 병원
- 관할 구역의 거주자는 6만명 정도이며 해당 병원 이외 6개 외래센터 존재
- 제6외래병원은 주로 내과, 항암 낮병동, 외상센터 중심으로 운영
◦병원수
- 외래 병원 13곳을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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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구성
[표 4-2] 제6외래 병원 인력 구성
구분

내용

- 2개 병원: 21~50명
의료 인력

- 2개 병원: 51~100명
- 9개 병원: 150~200명
- 1개 병원: 1명

약사

- 1개 병원: 약사 상주하지 않음
- 2개 병원: 1~20명

간호 인력

- 11개 병원: 101명 이상 (약250명)

기술 인력

- 외래병원에는 기술인력이 상주하지 않음

◦환자수
- 모두 외래 환자로 월평균 환자 수는 800~2,000명 정도이고 연간 총환자수는
약 24,000명 정도임
◦정보화 전략
[표 4-3] 제6외래병원 정보화전략
구분

내용

- 1개 병원: ISP 계획 수립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현황

- 12개 병원: 연방차원에서 추진하는 중으로 병원별로 수립
필요성 없음

정보화 전략 갱신주기

- 1개 병원: 2~3년

정보화 전략 수립 주체

- 1개 병원: 자체수립

정보화 담당 전담부서

- 병원 내 담당 직원은 없고 모스크바 시 보건국 산하
의료정보국 총괄임

2) IT Governance
◦IT 관련 의사결정 및 투자 관리의 주체
- 1차 적으로 병원 내부에서 하며 검토 후 개발자와 계약을 맺어 공수를 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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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진행
∙ 개발자와 점검 이후 개발자가 개발 내역 검토 후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등을 협의함

3)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Architecture)
◦병원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
- 주요 기능
∙ 일정표 제공: 진료과별, 날짜별 일정 제공
∙ 환자 예약기능: 주 정부 웹사이트, 콜센터를 통해 예약 가능하며 접속일로부터
2주 이내 예약 가능
예약 전날에 다음날 방문 예정인 환자에 대한 차트를 모아서 진료를 준비하며
콜센터에서 환자에게 알림
∙ 의무기록은 paper로 관리됨
- 병원정보시스템
∙ 질환별 모듈이 개발되어 있고 주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승인 받은 모듈을 사용
함
∙ 초진환자의 기본 정보, 알레르기 정보, 질환 기록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이
있음
∙ MIS는 의사용으로만 제공되고 간호사는 별도의 병원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없
이 Action plan을 제시
∙ 시스템을 이용하여 타진단 검사과에 검사의뢰를 함
∙ 영상 의료정보의 경우 제6외래병원은 엑스레이 필름을 사용하고 있고 타병원
은 PACS를 사용 중임
∙ 환자 확인은 성명, 생년월일, 여권 사본으로 함
∙ 전자서명 기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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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 현황
[표 4-4] 제6외래병원 시스템 개발 현황
구분

내용

처방전달시스템(OCS)

- 개발되지 않아 종이로 처방전 발행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 13개 병원 사용 중임

의료영상교환시스템(PACS)

- 별도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필름을 이용
하고 있음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 개발 안 됨

검사정보시스템

- 정부차원에서 개발 중에 있음

건강검진시스템

- 건강검진 제도 없음

진료의뢰 및 회신시스템

- 개발 안 됨

환자관리 및 수납시스템

- 개발 안 됨

응급환자 원격협진 시스템

- 민간업체들이 개발한 솔루션이 다양하지만 원격의료
연방법 상 명확한 진료절차 및 규정관련 가이드라인이
미약한 상태로 원격진료 및 협진 시스템 등은 잘 활용
하지 못하고 있음

◦활용하고 있는 주요 시스템
- 의료정보화
∙ 2012년에 1차 구축으로 PC등의 인프라를 도입하였으며 2015년부터 MIS 도
입(Noc plus)
∙ 질환별 모듈이 개발되어 있고 주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승인을 받아 사용
∙ 법정 전염병 등 별도의 질병시스템이 존재하나 환자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음
- 시스템 사용
∙ 내과를 제외한 의료진의 90%, 기타 직원들은 100% 활용하고 있음
∙ 해당 구역의 총7개 병원이 중앙서버를 사용하고 있고 콜센터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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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시스템운영 vs. Paper 작성
- 종이 사용
∙ 병원 등록환자, 예약환자, 의료진별 일정표 등을 조회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이
있으나 의무기록은 아직 종이 sheet로 작성
∙ 처방전을 인쇄하여 환자에게 배부하며 lab 결과, 약 처방 등 모두 수기로 입력
∙ 항암 낮병동에서만 약 처방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외래 병원의 처방전은
모두 수기 작성
∙ 진단검사, 영상검사 등의 전산화는 2020년 정도 도입 예정

[그림 4-7] 제6외래병원의 처방전

◦약품 정보 조회
- 연방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이 별도로 존재하여 진료 볼 때는 MIS와 정보제공
홈페이지 2개의 창을 띄워서 약 정보를 확인
∙ 해당 업무는 약사가 관여하지 않고 Clinical Pharmacist라는 의사가 담당
∙ 의약품 안전정보 새소식, 주 등록 의약품 전체 목록 조회 가능함

134 ❚ 러시아 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현황조사 및 발전방안 수립

[그림 4-8] 제6외래병원 약품정보 사이트(https://grls.rosminzdrav.ru/Default.aspx)

◦마약 관리
- 마약, 향정약은 특별히 핑크색 처방전에 작성이 필요하고 구매 정보에 대해 주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음
◦항암제 조제
- 항암제 조제는 간호사가 하고 있음
◦구현되었으면 하는 시스템 기능
- 현재 등록된 PC에서만 가능하므로 태블릿에서 시스템 활용 원함
- 수납, 데이터베이스 관리, CDSS, CDW 추가 구축 원함
- 연방 내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를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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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행환경(Execution Environment)
◦표준용어관리
- 간 상호 운용성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용어’표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간호, 약품, 재료 분야에서는 의료정보시스템에서 용어 마스터가 구축됨
◦데이터 관리
- 의료정보는 일일 백업으로 이루어지며 환자정보를 백업하고 있음
- 백업 데이터 보관
∙ 외부 IDC에서 보관
∙ EMR상 입력되는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의료정보국 서버로 넘어가고 종이로
된 환자 개인 진료기록부(Medical Book)는 의료기관 내 의무기록보관실에 보
관중임
∙ Medical book은 환자가 매번 내원할 시만 빌려가고 진료 후 다시 반납하는 방
식임
∙ 보존기간이 경과된 데이터는 기관 내 보관
의료법 상 진료기록부 보관기간이 75년이며, 그 중 25년은 소속기관 의무
기록보관실에서 보관하는 게 원칙
그 이후 보건국 산하 진료기록부로 전달하게 됨
◦의료기관 네트워크
- 의료기관 간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된 진료 의뢰는 진행되고 있지 않음
- 웹 기반 진료 정보교유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당장은 참여할 의사 없음
◦진료 활용 전산기기
- 데스크탑 PC, 테블릿 PC
∙ EMR 또는 OCS 탑재되어있는 PC 100~300대 보유
◦네트워크 형태
- 네트워크는 전용회선을 사용 중임
◦구축형태 및 서버 현황
- 구축형태는 Web 방식이며 서버 가상화
- 의무기록은 전자형태 Text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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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보관은 외부 IDC를 이용하고 있으며 모스크바 시 보건국 산하 의료정보국
에서 총괄하고 있음
◦DBMS와 DW
- 자료추출 시스템 없음
◦IT시스템의 인프라(HW/OS/NW, Storage 등)
- 인터넷 접속 가능함
- 기록 저장 시 의료기관 내 저장하여 7개 병원이 총 3개의 서버를 사용 중임
◦인프라 보안(망 분리, 원격접속 시스템)
- 보안은 제일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중점 투자 대상임

5) 운영환경(Maintenance Environment)
◦유지보수 방법
- 장애 발생 시 외부 요청하여 모스크바시 보건국 산하 의료정보국에서 지원함
◦진료 정보 제공
- 정보제공 현황
∙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 의료기관과 보건국 간 진료 정보는 제공하고 있음
- 웹 기반의 진료 정보교류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시스템 환경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 교류 구현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
∙ 진료 정보교류에 따른 보호 및 보안 강화
◦정보보호
- 정보보호 유형
∙ 아이디/비밀번호, 방화벽, Secure OS(접근권한, 계정 및 로그 관리를 위한 서
버 솔루션)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의료정보 및 처방조제 정보의
안전 취급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수립되어 있음
- 진료 및 처방조제, 투약 목적 이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전에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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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음
- 정보 보관 장소(의무기록부서, 전산부서 등)의 출입통제 방법은 출입증, 비밀번
호 잠금장치, CCTV등을 활용하고 있음
◦전자처방전 현황
-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을 발급하고 있지 않음
∙ 의료기관 외부 약국으로 전자처방전 발급하는 것에 현지 종사자들은 동의하지
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처방전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하며 약국 내 솔루션
구축이 필요함
민간사업자들이 자체 투자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인증
- 의료정보시스템 및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 필요성
∙ 시스템 품질 기준을 마련
∙ 기존 시스템과 신규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 확보
∙ 결과 데이터의 질적 향상
∙ 시스템 신규 도입 시 투자위험 감소
◦NW 및 시스템 상황
- 서버는 병원에만 존재함
∙ 3대의 서버로 7개 병원에서 사용 중임
- 클라우드 형태의 시스템으로 타병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업데이트 됨
◦가용성관리/보안관리/서비스관리/재해 복구 관리체계
- 시스템 문제 발생 시 처리
∙ 개발부분은 원격으로, 통신은 통신으로, 하드웨어는 정보센터에서 처리함
∙ 의료정보센터, MIS 개발사, 인터넷망(로스텔레콤)에서 오류를 원격 관리함
∙ 오류 이슈 관리 방법은 Log 현황만 있으며 분야별 카테고리 분석은 불가능함
∙ 시스템 오류 발생 시 개발 회사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따라 수행하며 해결
전까지는 수기로 작성하여 시스템이 정상화 되었을 때 시스템에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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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원정보시스템(HIS)의 문제점
◦문제점
- 인프라 부족
∙ PC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도 취약함
- 인력 문제
∙ 내과 의사들의 나이가 많아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 병원의 의료진 채용 및 교육에 어려움이 있음
◦정보화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
- 정보관리 비용 등을 수가에 반영
- 시스템 환경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 기술, 교육 지원
- 필요한 SW 지원
- 관련법과 제도 개선
- 정보화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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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립병원(알룐까병원)

[그림 4-9] 사립병원(알룐까병원)
(Центр Детского Здоровья «Алёнка»)

1) 주요 현황
◦개요
- 2001년에 설립된 병원으로 스웨덴 기반의 소아과 6개를 운영함
- 침상은 15Bed가 있으며 Family center까지 확장하여 2022년 런칭하는 것이 목
표임
- 2개는 모스크바에 위치하고 있으며 6개를 블라디보스토크에 확장할 예정임
- 3일 입원 가능하며 외상, 암센터,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확대예정
- 환자 만족도는 77%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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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알룐까병원 내부

2) IT Governance
◦병원 내 IT 조직
- 병원 내 IT 전문가를 5명 보유하고 있음

3)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Architecture)
◦병원정보시스템
- 영국 베타케어와 함께 개발
∙ 영국 의료 Payment System과 러시아의 시스템이 비슷하여 영국 베타케어와
함께 개발
모스크바 500개 외래 통합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개발된 기본 사양은 현재
사용하고 있음
2017년부터 클라우드 형식으로 개발 시작하였으며 현재 EMR은 100% 자
동화 되어 있음
원격 진료 가능하여 환자의 기록을 외부에서 남길 수 있으며 모든 기록은
한 부분에 통합되어 기록
진단명은 국제 표준을 따라서 기록하게 되어 있고 처방과 치료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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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는 병동에 연동되어 환자에게 제공 가능하며 6개 병원이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함
개발 비용은 매출액의 4% 정도를 투자하여 개발

[그림 4-11] 알룐까병원의 EMR 화면

- 병원 예약 및 진료
∙ 날짜, 시간, 의사, 환자를 선택 가능하여 환자가 예약하는데 편리하게 설계되
어 있음
∙ 예치금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며 외래 예약 스케줄은 본인 환자만 조회되고
기록이 가능함
- AI 기술을 이용한 AI 단독 기능 적용
∙ AI 기술은 진단 보조 틀로 이용되어 1차적 단계의 진단을 수행
AI 기술을 이용하여 X-ray 정상과 비정상 범주 구분하는데 활용
∙ 콜센터에서 채팅을 통해 고객들의 예약을 받아들이는 기능 보유
∙ 약에 대한 위험성이 있을 경우 처방전에 메모를 남기는 것도 가능함
-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전국이 사용할 수 있는 공통의 HIS 개발을 진행 중임
∙ CDSS 자체 개발 예정이나 어려움이 있으며 환자 만족도를 위한 서비스를 제
공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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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변경이 용이하고 환자 기록 조회 가능한 것에 중점 기능을 둠

[그림 4-12] 알룐까병원의 온라인 예약 기능

◦IT 시스템 vs. Paper 작성
- 모든 기록을 출력해서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진료계약서는 먼저 서명을
받고 시스템에 저장함
◦약제 규모
- 1층에 매우 작은 약국을 운영
∙ 2019년 10월 오픈
∙ 구비된 약은 아직 별로 없으나 약초, 시럽제, 냉장약 등 다양한 품목을 구비
◦약사
- 러시아 약국 관리사는 약사와 별도의 자격증이 있음
∙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약국을 운영하고 약을 팔 수 있음
∙ 외래환자에게 약을 파는 곳으로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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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알룐까병원 약국

4) 개발환경(Development Environment)
◦시스템 개발 현황
- 통합 플랫폼 사용
∙ 통합 플랫폼 사용으로 개발에 유연성이 있음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SW의 신규개발 프로세스
- 필요한 것을 개발자들에게 요구하여 개발 진행
- 시스템이 유연하기 때문에 Customizing 용이함
◦사용하는 SW의 개발 언어 및 Tool
- XML 기반 플랫폼에서 개발하여 서버 Level에서 프로그램 사용
- 1C에서는 러시아에서 만든 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함

5) 실행환경(Execution Environment)
◦표준용어관리
- 국제표준 진단명을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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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처방전 현황
- 콜센터 챗봇으로 주변 약국에서 처방 조제
◦시스템의 UI/채널/공통서비스, 리포트
- 모든 기록은 MS-Word로 출력이 가능하며 병원에서 보관
∙ 환자에게도 출력 제공 가능함
◦통합서비스(Web Service, EAI, BPM 등)
- 러시아 전자정보 SW 개발사인 1C가 개발
- 모듈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
- 플랫폼 기반으로 원무와 예약 등의 시스템을 Add on함
- 자체적으로 PHR 앱을 만들어서 데이터와 연계시키고자 노력 중임
◦IT 시스템의 인프라(HW/OS/NW, Storage 등)
- 개발 환경은 XML임

[그림 4-14] 개발환경(XML)

6) 병원정보시스템(HIS)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개선 작업 지연
- 지속적인 개선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러시아 통합시스템 도입 프로젝트 계
획으로 향후 개선 작업이 지연되고 있음
◦비용 이슈
- 자체개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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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연동
- 원무과 시스템과 연동해야 하나 원무과와의 별도의 시스템 사용 중임
- 진단 장비간의 시스템 연동 이슈가 있으며 현재 PACS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음
- 1C company에서 개발한 플랫폼을 사용해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그림 4-15] 1C company에서 개발한 플랫폼

◦개선방향: 1. 환자 서비스 고도화
- 환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환자 서비스 고도화에 초점을 둔 시스템 개선
∙ 온라인으로 외래 일자 변경, 건강정보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 협업할 수 있는 외부 의료기관 탐색 중에 있음
◦개선방향 : 2. 병원의 Digital 화
- 환자의 편의를 위한 온라인 예약, 데이터 제공 서비스 개발 필요
∙ 현재는 외래 변경을 쉽게 하는 것과 환자가 쉽게 결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모든 데이터를 시스템에 담아 HIS에 반영되기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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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내 병원정보시스템과의 Gap 분석
구분

러시아

한국

진료

- 일부 진료과만 MIS(Medical
Information System)사용
- 질환별 개발된 모듈 존재
- CDSS 없음

- OCS/EMR
- CDSS/CP/정보교류
- 의사지시, 의무기록, 용어서식관
리, 검사예약, 정보조회

간호

- 별도의 HIS는 없고 Action plan
을 제시
- 의사 처방 확인 가능

- 환자관리, 간호기록, 환자안내,
환자분류, 지표관리, 간호행정 등

N/A

- 의료관련감염감시, 격리, 직원감
염관리, 미생물, 소독제관리, 지
침, 교육관리

N/A

- 상담관리, 교육관리, 자원봉사관
리, 경제적 관리, 취약환자관리

N/A

- 환자안전보고시스템, 직무 중 혈
액 및 체액 노출보고, 직원안전
보고시스템

환자정보관리

- 초진환자 기본정보 입력가능(환자
정보, 알레르기 정보, 질환기록)

- 환자정보관리(외래, 입원, 응급),
증증진료관리

통합예약

N/A

- 검사예약관리

환자교육

- 환자 일정안내

- 환자교육관리

- 예치금 방식으로 고객 유치

- 예약상담, 결과상담, 고객VOC,
택배발송, 재진해피콜

환자/
예약관리

- 주정부 웹사이트, 콜센터를 통해
예약가능

- 환자 및 예약관리, 진료비관리,
의사일정관리

진료비관리

- MIS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시
스템 사용

- 외래, 응급, 입원, 가정간호, 원무
결산, 미수관리, 확인서출력, 연
말정산

N/A

- 재원심사, 청구생성, 청구관리,
심사관리, 이의신청, 삭감관리,
수가관리, 재원. 퇴원환자관리,
제증명

N/A

- 식사관리, 영양관리, 위생관리,
기초정보관리

과내검사

N/A

- 정보관리, 검사관리, 통계관리

방사선종양

N/A

- 치료관리, 정보관리, 예약관리

N/A

- 접수관리, 결과관리조직관리,
SNOMED관리

- paper로 처방전 출력(처방전에
메모 가능)
- 마약 별도의 처방전에 작성(구매

- 약무정보, 입원조제, 외래조제,
주사조제, 임상, 임상약국
- 원내 formulary에 근거한 CPOE

진료
감염관리
Direct Care
사회사업

안전관리

환자관리

고객관계
관리

고객관리

원무

보험심사청구
Supportive
급식영양

진료지원

병리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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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한국

정보를 주정부에서 관리)
- 연방정부의 국립의약품 기록시스
템을 참고하여 용법/용량 결정
- 약품 재고 관리 프로그램 존재
- 대부분의 병원에 약사가 상주하
지 않음

(computerized
physician
order entry)로 약 처방 발행
- 마약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별
도 관리를 시행 중으로, 국가적으
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운영
중
(https://www.nims.or.kr/bbs/
guide/usr/view.do)
- 의료기관별 자체 또는 외부 전문
database (국외/국내 다양한 업
체) 활용을 통한 약품마스터 및
CDSS 관리
- 약품재고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
약품 입출, 불출 관리
- 의료법에 근거하여 처방 건수 대
비 일정 근무 약사 인력이 필요

영상의학

- 일부는 PACS, 일부는 필름 사용
- AI 기술을 이용하여 X-ray 정상
과 비정상 범주 구분

- PACS 연동
- 예약, 접수, 시행, 판독관리, 영상
자료관리, 통계 등
- 기초정보관리, 환자분석관리, 열
람관리, 통계관리, 사본발급관리

의무기록

- 원격진료 가능하여 외부에서 기
록 남길 수 있음
- 대부분 병원은 진료기록을 Paper
로 작성하여 보관
- 기록은 MS Word로 출력 가능
- 의료법 상 진료기록부는 보관기
간이 75년이며 그 중 25년은 소
속기관 의무기록보관실에서 보관
하고 이후 보건국 산하 진료기록
부로 전달
N/A

- 재활치료, 예약
- 접수, 시행 등
- 처방관리, 치료관리

- 검사결과 MIS에서 조회 가능

- LIS
- 접수관리, 결과관리, 혈액은행관
리, 정도관리, 통계, 환경관리
- 채혈, 접수, 결과입력, 결과보고 등

N/A

- 치과방사선 예약, 접수, 시행, 판독

N/A

- 핵의학 체내 예약, 접수, 시행, 판
독, PACS연동

N/A

- 채혈, 접수, 결과입력, 결과보고 등

- 건강검진 제도 없음

- 예약관리, 시행관리, 판정결과관
리. 마스터관리
- 개인검진, 기업검진

- 건강검진 제도 없음

- 접수, 문진표, 기초코드관리

재활

진단검사

치과방사선
핵의학체내
핵의학체외
건강증진
직원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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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러시아

N/A

- 환자이송시스템(센터, 외래, 병
동, 검사실)
- PDA연동

N/A

- 교육 현황(과정/신청/참석자/이
수/성적) 관리, 프리센터

구매계약

N/A

- 구매요구접수, 계약, 물품연동

급여

N/A

- 급여/상여/소급, 퇴직금 등 관리

N/A

- 개인정보/근무관리, 교육신청, 결
의관리, 예산신청, 구매요구, 물
품청구, 비유동자산, 장비관리/수
리, 기자재도입신청, 추적관리

시설

N/A

- 시설고장수리, 물품재구매처리

예산

-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기로 하고 병
원 내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

- 예산 편성, 합의, 통제, 진행현황
관리

의학연구

N/A

- MSRI, e-IRB

N/A

- 발령, 근태, 정원, 감면, 출근, 교
육수련실 관리

N/A

- 결의, 자금수지, 운용, 마감 및 결
산, 부서경비 관리

- 연방정부에서 의약품 추적관리
시스템 개발 중

- 조제실약품 OCS 발췌 및 약품 입
고/입출/불출 시스템 재고관리

N/A

- 재고자산관리(발주,입고,불출,반
납,약품,수액,청구), 비유동자산
(월,년결산,재물조사,장비활용,
기자재검토조서), 중앙공급(입고,
멸균, 린넨, 가운, 수선실관리),
장비관리, 장비수리 등

N/A

- 통합경영시스템

N/A

- 통합통계
(기획경영통계, 원무통계, 원무환
자관리 등)

N/A

- 갈렙ABC

N/A

- 전산장비이력,대여,제작번호등
록,설치대기관리

진료기초자료

N/A

진료용어/
서식

- 국제표준진단명 사용

- 기초코드관리(마스터, 용어관리
등)

간호용어/
항목

N/A

환자이송

교육

부서행정

인사
일반관리

재무회계
조제실약품
관리

통합물류

PMS
PTS
원가
전산장비관리

기준정보
관리

한국

원무기초자료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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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객채널

러시아

N/A

일반관리
기초자료

N/A

공통기초자료

N/A

홈페이지

N/A

- 홈페이지 연동

인터넷예약

-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예약가능

- 인터넷 예약, 결제

PHR

- 자체 PHR앱을 만들어 데이터 연
계시키려고 노력 중

- PHR, Heart4U, Brain4U

N/A

- 중앙응급의료센터 NEDIS 연동

- 주립모자병원의 경우 임산부 카
드가 있어 다른 병원에서도 추적
가능

- 진료협력센터_협력병원 관리

협력병원

정보교류

- 체인 병원에 중증도에 따라 회송
가능
- 웹 기반의 정보교류는 안되어 있음

- 진료정보교류(온라인, 오프라인)
- 진료정보교류시범사업 운영

심사평가원

N/A

- 심평원 전송

신용카드
van사

N/A

- 신용카드 수납

CDW

N/A

- CDW_연구검색, 부서관리

CRA

N/A

- CRA메인

통계

- 주립모자병원의 경우 고위험산모
확인 가능한 연해주 전체의 통계
화면 관리

- HIS 내 메인별 주요통계(진료, 간
접진료, 원무 등)

N/A

- Clinical indicator
- 실시간진료상황모니터링시스템

N/A

- 그룹웨어

- 시스템 문제 발생 시 개발은 원
격, 통신은 통신, 하드웨어는 정
보센터에서 대처
- 오류관리는 log현황만 있고 분야
별 카테고리 분석 불가능함

- 시스템 문제 발생 시 개발, 하드
웨어, 네트워크, 보안 각 부분별
자체 대처 가능
- 오류관리는 각 분야별 담당자를
통한 카테고리별 Log 분석 및 조
치 가능

- DBMS 접근제어: VIPNET
- DBMS 암호화 솔루션: KASPERSKY

- 서버 접근제어 : REDOWL, 서버
팜 방화벽
- DBMS 접근제어 : ChakraMax
- DBMS 암호화 솔루션 : D’AMO

- 서버와 스토리지는 이중화

- 서버, 스토리지, DBMS, 광파일
이중화 및 DR센터 운영

대외채널

정보

지표모니터링
업무지원
Information
Infrastructure

한국

진료지원
기초자료

중앙응급
의료센터
Service
Channel

❚ 149

그룹웨어

서비스관리

인프라
접근관리

디렉토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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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러시아

N/A

- UC 기능 (메신저, 쪽지 등 커뮤니
케이션 기능)

PACS

- 일부 병원만 사용

- PACS 연동

광파일

N/A

- 광파일 연동

의료장비

- MIS연동 안되어 있음

- 의료장비 연동

원무장비

- MIS연동 안되어 있음

- 원무장비 연동

약제장비

N/A

- 약제장비 연동

N/A

- RFID,바코드 통한 환자확인, 투
약, 약제, 물류 등

N/A

- 전광판 연동

UC관리

장비인터
페이스

한국

RFID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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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극동지역 의료환경 분석에 따른 시사점
1.1 러-극동지역 의료정책 분석에 따른 시사점
◦연방정부, 주 정부 차원에서 무상 의료를 제공하여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용이
없으나, 국가 보건의료 예산에 의존적인 경향을 보임
- 정부 중심의 의료정책 추진 및 집행으로 인한 예산 부족 및 정책리스트 상존
- GDP대비 낮은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한 낙후된 의료 인프라
- 의무 의료보험과는 별도로 민영의료 보험형태가 존재
∙ 보험자, 피보험자, 보건의료기관 간의 계약으로 자체적으로 수립
∙ 주요 서비스로는 외래진료, 치과서비스, 의사왕진서비스, 응급/구급 서비스
◦국가 보건발전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지원 보장에 대한 국가의무와 이를 위한 예산
의 균형을 맞추고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의 형성, 일차 보건의료 지원체계 마련
- 고기술의료 및 전문 응급의료를 포함한 전문의료 지원체계 고도화
-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법의 개발과 도입
- 산모 및 영아의 건강 보호
- 재활의료 및 요양/휴양/아동환자 부분의 발전
- 건강보건 분야의 국제관계 수립 및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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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으로 원격진료, 원격모니터링, 의료정보교환,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 도입, 전자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에 포커스
◦중앙정부의 주도로 ’24년까지 의료정보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단계적인 계획을 추
진 중이므로 이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
-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 차원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전반적인 의료정보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 중
- 통합 디지털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
- ’22년까지 모든 의료기관 간의 진료연계 시스템 도입 계획으로 이에 맞는 의료
정보 공유체계 마련 필요
- ’22년까지 모든 국립병원 의무보험비 자동청구시스템 개발 및 도입 계획을 위한
국가행정시스템과 의료비 청구시스템의 연계 개발 필요
- 원격의료 상담 플랫폼을 통한 원격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마련 필요
- 전국민의 의료정보 및 진료기록 확인을 위한 통합의료정보 공유체계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
◦극동지역 의료정보화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핵심통합플랫폼(Core
Integration Platform)을 바탕으로 외래 진료예약 기록 및 중앙 의료기록에 대한
공유체계를 갖추는 것임
- 연방정부의 정책방향 및 예산 등 추진일정에 맞게 극동지역 추진전략이 수립되
어야 함

1.2 러-극동지역 의료시장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
◦최근 들어 의료서비스 시장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GDP대비 의료비 비중이 유
럽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의료 서비스 시장 매출액은 416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4.9%증가
∙ 의약품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높고, 최근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 의료기기의 경우,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영상검사기와 치과기자재 분
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의료정보시스템의 경우 현재 100-150억 달러 수준이나 ’25년까지“보건의료 발
전” 정책에 따라 26조 6,208억 루블이 투자될 예정으로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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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야임
- 푸틴 정부의 디지털 의료 발전의 목표를 고려할 때, 원격 의료 등 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원격 의료시장 증가를 대비한 시스템적 고려가 필요
◦점점 많은 극동지역의 국민들은 해외 원정진료나 국내 고급 민간 진료서비스를 요
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러시아인의 68%는 유급의료에 의존하고 있고, 그중 49%는 치과진료비, 43%
는 검사 및 진단 비용, 8%는 특정분야 전문 진료비용으로 지출

1.3 러-극동지역 의료관련 인프라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
◦극동지역 병원 및 의사, 간호사수가 부족하여 충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전체 의료인의 평균연령대가 40-60대로 노령화를 보임
- 낮은 급여체계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저하 현상을 보임
∙ 모스크바에 비해서도 낮은 급여 및 근무환경으로 지역내 의료진의 수가 부족함
∙ 심지어 전임의사가 아닌 2차 근무지 선정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품질 저하
가 예상됨
◦병원정보시스템(HIS) 운영을 위한 IT인프라는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나 향후
개선 계획이 있고,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 주요 인터넷 및 통신사들이 원격 의료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 도입 시행 중
∙ Yandex(러시아 최고 인터넷포털)사와 Doc+사가 합작한 New Medicina사 관
련 서비스 제공 중
∙ Doctor Near와 Renaissance보험 합작사, MTS(러시아 최고 통신사)와 AFK
Sistenma 계열사 Medsi Clinc Network 합작사가 서비스 제공 중
◦극동지역 통신 네트워크는 무선통신 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
적으로 유선기반의 인터넷 서비스는 취약한 상황
- 무선통신의 경우 ’06년에 보급률이 100%를 넘었으나, 유선망과 초고속인터넷
보급은 많이 뒤쳐진 수준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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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 현황분석에 따른 시사점
2.1 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Governance 관련 시사점
◦연방차원의 통합 의료정보시스템 도입의 일정 및 구축방법론에 정렬(Align) 된 계
획 수립 필요
- 연방차원의 통합 의료정보시스템과 시스템적인 통합 및 의료정보 공유에 적합
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 필요
∙ 해외 기업들에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기존의 병원정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진출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임
∙ 주요 벤더(BARS 등)에 대한 현황 및 구축 범위 등에 대한 세부 논의 필요
∙ 특히 보안을 이유로 미국 제품인 MS사 제품에 대한 사용을 국가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함
- 기존 러시아 병원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는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 요구됨
∙ 의료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수준이 초기 도입기로 고도화 된 정보시스템
을 도입하여 수기로 진행되는 업무를 자동화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음
∙ 국제 공통 분류기준에 따른 데이터 관리 및 업무 표준화를 수행하여 의사 및
스탭들의 업무 효율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
- 환자의 외래 정보 외에도 의료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연방차원 뿐만 아니라 주정부 차원에서도 예산을 고려한 단계적 구축방안이 고려
되어야 함
- 연해주 지역의 경우도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사용하는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
아 국내기업이 진출할 경우, 초기 많은 투자를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 국가간 협력사업을 바탕으로 지역내 수익성 있는 민간병원으로의 확대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실제 극동연방대학교 병원의 경우 자체 병원 IT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과
의 협업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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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병원의 경우 독자적으로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지만 연방
정부의 지시에 따라 공통의 HIS개발이 진행 중이므로 신규 구축에 대한 리스크
가 존재함
∙ 수익성 있는 사립병원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요구됨
- 연해주지역의 의료장비, 정보통신, IT인력 인프라 현황은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
여 초기 병원정보시스템은 가볍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
∙ 더불어 지속적인 병원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전산인프라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히 필요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의지가 있는 병원과의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러-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의 Reference site 확보 필요
- 극동연방대학교 병원과 같이 국내 병원정보시스템(HIS) 유경험자이면서 프로
젝트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 현지인을 적극 활용하여 시범사업 추진
∙ 다만 IT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의료실무진 및 스탭들
의 니즈에 대한 현황파악이 요구됨
-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에 앞서 네트워크 등 인프라에 대한 개선과 관련법
및 제도개선, 정보화 인력 확보, 기술 및 교육 지원 등을 연방 및 주정부와 협의
하는 것이 필요
∙ 주로 연방 정부 및 주정부가 주도하는 환경에서 그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은 구축 시점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IT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변화관리 계획이 필요
- 의료종사자의 노령화에 따른 IT 활용 가이드라인, 교육 및 홍보 등의 체계적인
변화관리 전략이 요구됨
∙ 체계적인 변화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정보시스템 도입을 연착 시킬 수 있
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적용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 병원의 의료진들(운영자, 사용자)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 및 운영 노하
우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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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은 국제 진료코드 체계라고 생각하고 있어,
진료 분야뿐만 아니라 보안관련 각종 규정들에 대한 국제 코드 체계를 기반으로
한 표준화가 필요함

2.2 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응용프로그램 분야 시사점
◦주요 시스템은 주로 기록을 위한 시스템이며 처방, 수납관련 시스템도 없어서 환
자 예약 및 일정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처방전달, 의료 영상교환, 임상의사 결정
지원, 검사정보, 건강검진, 진료의뢰 및 회신, 환자관리 및 수납, 응급환자 원격협
진 시스템 등의 시스템 도입이 필요
- 신규 병원정보시스템(HIS) 도입 시에는 EMR 등 다른 시스템과 정보공유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을 전제로 한 설계가 필요
∙ 기존의 주정부 MIS에서 구현 가능한 EMR과 약제와의 통합, 처방시스템, 입원
시스템 등의 기능을 분석하여 현지에 적합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
∙ 마약과 수혈 등 아직 연계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연계작업을 고려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
∙ 타진단 검사과의 검사의뢰기능 및 영상정보에 대한 처리 시스템(PACS)이 필요
∙ 법정전염병 등의 별도 질병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도 필요
- 전자서명 등 법적으로 가능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Mobility를 강화할 수 있도록 태블릿에서도 구현 가능한 시스템 필요
∙ 데이터베이스 관리, CDSS, CDW, 수납 같은 추가 기능 요구
∙ 원격 진료 기능이 가능하면 환자의 기록을 외부에서 남길 수 있으며 모든 기록
이 통합 가능하도록 구성 필요
∙ 인공지능(AI) 기술을 반영한 다양한 진단 보조 기능들에 대한 기능 및 챗봇,
처방 메모와 같은 추가기능 개발이 필요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연방병원(모자병원), 주립병원(외래병원) 등 전문병원 등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듈에 대한 시스템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
- 종합병원 수준의 다양한 기능뿐만 아니라 입원이 없는 외래병원들을 위한 시스
템 등 구현을 위해 필요 기능들에 대한 모듈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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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및 일정관리와 처방전달, 환자관리, 진료의뢰 등 진료와 관련된 기본 기
능을 중심으로 우선 구축
∙ 임상의사결정지원 및 진료기록 교환 등 외부와의 Interface가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간의 Seamless한 연계 필요

2.3 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개발환경 관련 시사점
◦1C를 개발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개선사항이 많으므로 국내 개발 플랫폼과
의 협력을 통해 표준화된 플랫폼 개발이 필요
- 향후 병원정보시스템(HIS)과 연계된 서비스들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표준 개발 플랫폼 선정이 필요
∙ 개발의 기간과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개발도구가 필요
- 주정부에서 승인받은 모듈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정부와 협력이 가능한 현
지 SW개발 기업과의 협업이 요구됨
∙ 병원정보시스템(HIS)에 대한 품질기준, 상호운영성 확보, 결과 데이터 검증
등을 고려한 HIS 제품 인증에 적합한 제품 개발 필요
- 정책적으로 MS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PHP, JAVA 등을 고려해야 함
◦기존 1C 플랫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업무 프로세스, 솔루션의 유형, 특징 등
에 대한 파악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 맞춤형 개발 플랫폼 선정이 필요
- 특히 모자병원 의료정보시스템(HIS)에 대한 UI, UX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개
발 플랫폼의 방향설정이 필요
- 사립병원의 경우, 극동지역에 진출한 유럽계 병원들의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
를 참조하여 다른 시스템과의 통합성을 고려한 개발 플랫폼 선정이 필요함
∙ 사립병원의 경우 이미 국제 표준 진단명을 사용하고 병원 내 요구사항 자체해
결 등 HIS 구현에 유연한 개발환경 및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통합 병원정보시
스템(HIS) 플랫폼 구축에 참조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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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실행환경 관련 시사점
◦병원 수준별 병원정보시스템(HIS)의 니즈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 주도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것
이 필요
- 병원별 의료영상정보가 엑스레이필름, PACS 등 병원에 따라 상이하며 의료정
보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음에 따라 병원간의 의료정보 공유 분야체계도 재정비
가 필요함
- 병원간의 통합 DB관리를 위해 지역단위의 CDW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활
용방안 마련도 필요
- 병원정보시스템(HIS)의 서비스 대상자들 의사직 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의료
진 전반으로의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국제 표준 기준의 데이터관리, 정보보호에 대한 정책 등에 대한 표준화 체계에 대
한 법규정 재정비 및 프로세스 재정비 필요
- 의료진들의 "보건의료 용어" 표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스템 용어
와 코드 분류 체계 등의 표준화가 우선화 되어야 함
∙ 일부는 국제표준코드(ICD10), G코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존 사용대상자
에 대한 확대가 요구됨
- Master Data Management는 주로 주정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러시아
주정부와의 데이터관리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요구됨
◦IT시스템의 인프라(HW/SW/NW, Storage 등)은 기본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예
산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이므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
- 의료진이 사용하는 데스크탑 PC 및 테블릿 PC 등 기본 정보화 자산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
-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네트워크 망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장비에 대한 확보가 필요
- 의료진들의 "보건의료 용어" 표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스템 용어
와 코드 분류 체계 등의 표준화가 우선화 되어야 함
- 안정적인 인프라 관리를 위해 각종 Storage의 경우 이중화 구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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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운영환경 관련 시사점
◦병원정보시스템(HIS)에 대한 유지보수가 원격에서만 이루어져 의료진의 목소리
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의료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운영방식에 대한 변경이 필요
- 병원정보시스템(HIS) 및 개인정보처리를 위해 체계적인 데이터관리기준에 대
한 설정 및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
- HIS시스템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예산이 적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
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요
- 의료정보 유출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절차 및 관리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업그레이드 필요
◦네트워크 장비와 속도가 원격의료를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전체 병원정보시스
템(HIS) Architecture에 대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중장기 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 기존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 형태, 백본 제품, 사양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최신의 네트워크 구성 방안 마련 필요
- 병원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시에 대한 Contingency plan 마련이 필요
- 네트워크 오류시 주로 수기로 작성되어 시스템 정상화시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
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
◦의료데이터에 대한 주기적인 Backup 시스템이 필요하며,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중화 구성이 필요함
- 병원정보시스템(HIS) 및 개인정보처리를 위해 체계적인 데이터관리기준에 대
한 설정 및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
- 서버의 이중화 솔루션 및 가상화에 대한 효과적인 구축방법에 대해 예산과 연계
하여 세부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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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개선 방향성
3.1 시사점 종합
[표 5-1] 러-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현황 분석 시사점 종합
부처

러-극동지역
의료정책 분석

러-극동지역
의료시장/인프라
분석

러-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현황분석 결과

시사점

- 정부 중심의 의료정책 추진 및 집행으로 인한 예산 부족 및 정책리스크 상존
- 고기술의료 및 전문 응급의료를 포함한 전문의료 지원체계 고도화
- 건강보건 분야의 국제관계 수립 및 발전에 대한 고려
-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으로 원격진료, 원격모니터링, 의료정보교환, 전자의
무기록 시스템 도입, 전자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에 포커스
- 중앙정부의 주도로 ’24년까지 의료정보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단계적인 계획을 추
진 중이므로 이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
- ’22년까지 모든 의료기관 간의 진료연계 시스템 도입 계획으로 이에 맞는 의료정
보 공유체계 마련 필요
- ’22년까지 모든 국립병원 의무보험비 자동청구시스템 개발 및 도입 계획을 위한
국가행정시스템과 의료비 청구시스템의 연계 개발 필요
- 극동지역 의료정보화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핵심통합플랫폼(Core
Integration Platform)을 바탕으로 외래 진료예약 기록 및 중앙 의료기록에 대한
공유체계를 갖추는 것
- 푸틴 정부의 디지털 의료 발전의 목표를 고려할 때, 원격 의료 등 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원격 의료시장 증가를 대비한 시스템적 고려가 필요
- 점점 많은 극동지역의 국민들은 해외 원정진료나 국내 고급 민간 진료서비스를
요구하는 경향
- 병원 및 노령화된 의사, 간호사수 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HIS 구축이 필요
- 병원정보시스템(HIS) 운영을 위한 IT인프라는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나 향후
개선 계획이 있고,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 극동지역 통신 네트워크는 무선통신 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
적으로 유선기반의 인터넷 서비스는 취약한 상황
- 연방차원의 통합 의료정보시스템 도입의 일정 및 구축방법론에 정렬(Align) 된
계획 수립 필요
- 연방차원의 통합 의료정보시스템과 시스템적인 통합 및 의료정보 공유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 필요
- 기존 러시아 병원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는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 요구됨
- 환자의 외래 정보 외에도 의료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하여 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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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질을 향상시켜야 함
- 연방차원 뿐만 아니라 주정부 차원에서도 예산을 고려한 단계적 구축방안이 고려
되어야 함
- 연해주지역의 의료장비, 정보통신, IT인력 인프라 현황은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초기 병원정보시스템은 가볍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
-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의지가 있는 병원과의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러-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의 Reference site 확보 필요
-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에 앞서 네트워크 등 인프라에 대한 개선과 관련법 및
제도개선, 정보화 인력확보, 기술 및 교육 지원 등을 연방 및 주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
- IT 시스템 구축 및 운영(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체계적인 변화관리 계획이 필요
- 진료 분야 뿐만 아니라 보안관련 각종 규정들에 대한 국제 코드 체계를 기반으로
한 표준화가 필요
- 주로 시스템은 주로 기록을 위한 시스템이며 처방, 수납관련 시스템도 없어서 환자
예약 및 일정관리 시스템 뿐만 아니라 처방전달, 의료 영상교환, 임상의사 결정지
원, 검사정보, 건강검진, 진료의뢰 및 회신, 환자관리 및 수납, 응급환자 원격협진
시스템 등의 시스템 도입이 필요
- 전자서명 등 법적으로 가능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연방병원(모자병원), 주립병원(외래병원) 등 전문병원 등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듈에 대한 시스템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
- 1C를 개발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개선사항이 많으므로 국내 개발 플랫폼과
의 협력을 통해 표준화된 플랫폼 개발이 필요
- 기존 1C 플랫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업무 프로세스, 솔루션의 유형, 특징 등에
대한 파악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 맞춤형 개발 플랫폼 선정이 필요
- 병원 수준별 병원정보시스템(HIS)의 니즈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 주도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
- 국제 표준 기준의 데이터관리, 정보보호에 대한 정책 등에 대한 표준화 체계에
대한 법규정 재정비 및 프로세스 재정비 필요
- IT시스템의 인프라(HW/SW/NW, Storage 등)는 기본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예
산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이므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
- 병원정보시스템(HIS)에 대한 유지보수가 원격에서만 이루어져 의료진의 목소리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의료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유지보수가 이루
어지도록 운영방식에 대한 변경이 필요
- 네트워크 장비와 속도가 원격의료를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전체 병원정보시스
템(HIS) Architecture 에 대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중장기 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 의료데이터에 대한 주기적인 Backup 시스템이 필요하며,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중화 구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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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러-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 개선 방향성

[그림 5-1] 러-극동 지역 HIS 개선 방향성

◦러-극동지역 의료정책 분석에 따른 시사점과 의료시장 및 인프라 분석에 따른 시
사점, 그리고 러-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으로부
터 러-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의 개선전략 방향을 도출
- 러-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발전을 위해서 “최신 IT인프라에 기반한 글
로벌 표준 통합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이라는 비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개선 목표를 설정
∙ 국내 병원정보시스템(HIS)의 러시아 Reference site 확보
∙ 보건의료산업 全분야 한-러시아 협력기반 마련
∙ 러시아 Reference를 활용한 구 CIS(독립국가연합) 지역으로의 확대
-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 방향으로는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통합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
∙ 효과적인 진료지원 체계 구축
∙ 극동지역 HIS에 적합한 표준체계 마련
∙ 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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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향 1: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통합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
- 러-극동지역에 적합한 목표 모델을 바탕으로 병원정보시스템(HIS) 설계 및 시
범사업 추진을 통한 적용 가능성 검토
∙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선정, 소요 예산, 구축 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현지에 적합한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 사업 추진
∙ 러시아 현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HIS 모듈과 개발업체를 검토하고, 이들
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HIS의 러시아 적용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작업을 수행
현실적으로 독자 수행이 가능한 대상 병원을 선정하고, 이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
- 旣 구축된 EMR(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의 고도화 및 극동지역 全병원으로의 확산
∙ 1차 Pilot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개발된 시스템에 대해 각종 문제점 및 오류를
수정하고, 향후 구축범위 및 대상을 극동지역 전체로 확장
∙ 예산과 변화관리 역량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장하되, 궁극적으로 전체적 시
스템 구축 작업이 Soft-landing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화관리 필요
- 최근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의료기기와 연계된 영상 진료시스템(PACS) 구축하
여 의료의 質 향상에 기여
∙ 글로벌 표준 Format인 DICOM 의료기기의 현황 분석 및 주요 기능 분석을 바탕
으로 PACS 시스템의 대상과 용량을 산정
☞ 시범사업 추진의 대상, 예산, 소요기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1단계 Pilot 시스템 구축

◦개선 방향 2: 효과적인 진료지원 체계 구축
- 글로벌 의료의 질(質) 지표 Reference 분석을 통한 러시아에 적합한 質 관리
지표를 정의하고, 이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 진료과별 지표 / 진료지원 지표 / 공통지표 등으로 구분하여 의료의 질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지표 관리(예: 수술, 사망률 등)
∙ Data Warehouse 구축을 통해 質 지표에 대해 빠르고 쉽게 분석이 가능토록
Dashboard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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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 기반의 신속한 진료의사 결정을 위해 CDSS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의료
의 質과 환자 안전을 향상
∙ CDSS를 통해 제공할 서비스 및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CDSS 유형별 필요한 지
식을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스템 구축
∙ 기존의 병원정보시스템(HIS)과 CDSS의 연동을 통해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함
으로써 효과적인 진료 지원을 가능케 함
- 타 병원 및 외부기관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진료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함으로
써 의료의 質을 향상시키고 의료비 절감을 도모
∙ 의료기관간 안전한 진료정보의 공유를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환자식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진료정보의 공유를 위한 항목선정, 표준화 등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프로세스
설계를 바탕으로 공유체계 구축
☞ 의료의 질 지표 관리 및 진료지원을 위한 CDSS 구축, 진료 정보공유을 통해
의료의 질 향상을 추진

◦개선 방향 3: 러-극동지역 HIS에 적합한 표준체계 마련
- 현재 사용중인 표준화 체계를 조사하고 이에 글로벌 표준체계를 반영하여 극동
지역에 적합한 데이터와 용어의 표준을 선정
∙ 현재 사용 중인 로컬 표준화 관련 마스터 데이터 및 참조용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표준화(데이터, 용어)의 개선방향 설정
∙ 데이터, 용어 등의 표준화를 통해 향후 보건의료정보화의 기반을 마련하여 데
이터 관리 및 연계 분석 등에 대한 기반 마련
∙ 글로벌 참조 데이터 및 용어체계 등의 러시아 현지에서의 적용 가능성 고려
- 초기 원내 MIS 구축을 위한 소규모 Private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메
인 센터용 HCI(Hyper Converged Infrastructure) 시스템을 이용한 Private 클
라우드 인프라 구축, 향후 사용자 증가에 따른 증설까지 고려한 IT 표준 인프라
구축
∙ 초기 DB서버, App서버, 이미지서버, 인터넷망, 병원정보망(MIS), 데이터 보안
성을 고려한 IT표준 인프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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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정보의 교환 표준규약인 HL7이나 DICOM 등의 국제 의료정보 표준규격을
기반으로 병원정보시스템(HIS)과 정보를 교환하며, 의료기관간 데이터 상호교
환이 가능토록 설계
∙ 철저한 현장 분석을 통해 러시아 IT 환경에 적합한 IT표준 인프라 설계
☞ 러-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과 IT환경에 적합한 표준체계(데이터, 용어
등)와 IT 표준 인프라에 대한 설계가 필요함

◦개선 방향 4: 극동지역 HIS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 병원의 규모별 목표 모델에 따라 개별 업무 프로세스가 다르므로 병원 규모별
표준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이에 따른 법규정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함
∙ 현지 보건의료체계, 의료정보 관리체계, 보안규정 등을 고려한 병원규모별 업
무 프로세스(청구, 수납 등 수행업무)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
∙ 표준 업무 프로세스와 더불어 표준화 대상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짐
- 국내 병원정보시스템(HIS) 개발업체의 러-극동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모
델 개발하여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의 마중물 역할
∙ 병원정보시스템(HIS) 기업의 러-극동지역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전략 수립 지원
∙ 러-극동지역 진출 희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호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미팅 및
전시회, 로드숍 등 각종 행사 지원
-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 후 변화관리 차원에서의 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시스템 만족도 제고
∙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 각 단계별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교
육 실시
∙ 러시아 내 교육센터 운영 및 온라인 QA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운영자 및 사용
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추진
☞ 병원 규모별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효과적 IT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시스템 구축 후 지속적인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을 통해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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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러-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 목표 모델
1) 모델 구성
◦Service Channel: 환자 및 유관기관 사이의 관계 강화를 지원하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도메인
- 고객채널: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Outbound) 및 수령(Inbound)을
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그룹
- 대외채널: 의료기관과 관련 있는 협력기관/정부부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그룹
◦Direct Care: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도메인
- 진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직접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그룹
- 환자관리: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환자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 그룹
◦Supportive: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병원 운영에 관련된 모든 어플리케이션
도메인
- 고객관계관리: 고객관리차원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
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그룹
- 원무: 병원의 수익과 연관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그룹
- 진료지원: 진료영역에서 발생한 처방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진료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그룹
- 일반관리: 병원의 경영 관리 및 행정 업무 수행과 교육관리 및 연구 수행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그룹
- 기준정보 관리: 각 업무 어플리케이션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코드, 컨
텐츠, 용어 등을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 그룹
◦Information Infrastructure: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인프라
기반 기술 서비스 영역
- 정보, 업무지원, 인프라, 장비 인터페이스 등이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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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모델 (종합병원)

[그림 5-2] 목표모델(종합병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목표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병원 규모 및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목표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종합병원에 요구
되는 업무 성격에 따라 기능별 모델을 정의
- Service Channel에는 환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PHR 서비스를 고객 채널
에 구성함으로써 환자의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대외채널에는
응급의료 연동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종합병원으로써의 역할과 외부기관과의
연계 기능을 강화
- Direct Care의 환자정보관리와 Supportive의 기준정보관리를 통해 환자 진료
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능 강화
- 외래병원과 달리 병원 규모에 따른 환자수를 고려하여 Supportive 영역에 고객
관계관리를 위한 고객관리(후원관리), 분석관리를 통해 병원 경영 지원
- Supportive 영역에 진료지원 부분은 병원 규모, 다양한 진료과와 검사를 고려하
여 분야를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일반관리 부분은 부서행정, 조제실 약품관리,
인사, 전산장비 관리 등에 대한 전담 파트 및 직원을 배치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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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에는 종합병원과 외래병원 모두 공통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각 업무별 통계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한 임상 질 지표 관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통계/
모니터링 업무 강화
- 인프라에는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해 시스템 사용 권한 및 보안관리 기능
을 정의함으로써 환자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에서는 인증
시스템을 통해 그 자격을 검증 및 유지
- 장비인터페이스에서는 RFID를 통해 병원 물품 관리 및 환자 안전을 향상시킴

3) 목표 모델 (외래병원)

[그림 5-3] 목표모델(외래병원)

◦외래병원을 대상으로 한 목표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병원 규모와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중앙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함으로써 공통
관리를 통해 병원관리 측면들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
- 특히, 외래병원의 경우 여러 병원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측면에서 중앙관리 측
면을 강조하고 Cloud HIS 등을 도입했을 때 유연성 있게 변화 및 통합할 수 있
는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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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개선과제
1.1 개선 방향에 따른 주요 개선과제
[표 6-1] 러-극동지역 HIS 개선과제

개선 방향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통합병원정보시스템
(HIS) 구축

개선 과제
o 목표 모델을 고려한 병원정보시스템(HIS) 설계 및 시범사업 추진
o EMR 시스템의 고도화 및 全 병원으로 확산
o 의료기기와 연계된 영상진료 시스템(PACS) 구축

효과적인
진료지원체계 구축

o 의료의 질(質계) 지표관리를 위한 통합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o 효과적인 진료 지원을 위한 CDSS시스템 구축
o 타 병원 및 외부기관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진료정보 공유체계 구축

극동지역 HIS에 적합한
표준 체계 마련

o 지역 의료정보체계의 표준화(데이터, 용어 등) 기반 마련
o 병원정보 및 원격의료를 고려한 IT표준 인프라 설계(클라우드 고려)
o 지역 통합의료정보센터의 IT서비스 지원 체계 개선

극동지역 HIS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o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표준 프로세스 및 법규정 재정비
o 병원정보시스템(HIS) 극동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
o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 후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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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모델을 고려한 병원정보시스템(HIS) 설계 및 시범사업 추진
◦인력 등의 선투입으로 인한 재무계획 및 구체적인 투자전략 수립
- 사업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그리고 프로젝트 대금회수까지의 시간을 고려하고
사업 특성상 인력이 선 투입되는 비중이 높아 프로젝트에 대한 재무계획 수립이
필수적임
◦효과적인 시장진입을 위한 협력 모델 및 로컬 파트너 발굴로 협력 관계 형성
- 각 지역 특성 별로 잠재되어 있는 파트너를 광범위하게 검토
◦사용자들의 요구사항 조사·분석 및 ERP, PACS 등과의 인터페이스 방안 마련
-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을 위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분
석하는 것이 필수적임
- 구축 중에도 사용자들을 참여시켜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
는 것이 필요
◦현지 인프라 분석 및 대안 제시, 국가 법/제도 조사 및 분석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HW,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비용에 포함시켜야 함
-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 의료정보 수집 및 이용 등 HIS와 관련된 규제 및
법제도 현황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요

2) EMR시스템의 고도화 및 全병원으로 확산
◦초기 HIS 구축 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을 제안하고 시범 병원 구축 및
효과분석
- 구축 후 효과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은 HIS를 고도화하기 위해 반드
시 필요
◦필요시 확산 병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Minimal Customized proposal
- 산모병원, 아동병원, 외래병원 등 병원 특성별로 필요한 기능에 따라 맞춤형 시
스템 필요
◦지역별, 병원별 Gap 분석을 통해 프로젝트 범위 확인
- 구축된 HIS를 적용 가능한 병원과 일부를 수정하여 구축할 병원, 수정이 많이
필요한 병원 등을 구분하여 사업 대상을 확인하고 적용 시점 등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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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기기와 연계된 영상진료 시스템(PACS 등) 구축
◦글로벌 표준 포멧인 DICOM 의료 기기 현황 분석
- DICOM 의료기기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HIS와 연동 가능한 장비와 불가능
한 장비를 구분
◦네트워크 및 인프라에 따른 가능 여부 분석
- 네트워크 및 인프라 정도에 따라 HIS와의 연동 방법을 선택 및 대안 검토
◦PACS 구축 현황 및 용량 산정
- PACS를 적용하고 있는 병원과 필름을 사용하고 있는 병원들을 구별하여 조사
하고 연간 검사건수 등을 분석

4) 의료의 질(質) 지표 관리를 위한 통합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글로벌 질 지표 Reference를 통한 러시아에 적합한 질 지표 정의
- 국가의 적절한 질 지표가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국제적인 지표들을 참고하여
국가에 맞는 지표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병원에 적합한 질 지표 선정 및 관리를 위한 TFT(Task Force Team) 구성 및
담당자 선정
- 질 지표를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담팀 또는 전담인원이 필요
◦전산화된 지표 데이터 추출 및 분석을 위한 Data Warehouse(DW) 기반 질 지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시스템 지원
◦효과적인 질 지표 공유 및 평가를 위한 질 지표 Dashboard 구축
- 가시성이 높고 용이한 평가 결과 확인을 통해 병원 질 지표 관리성 향상

5) 효과적인 진료 지원을 위한 CDSS 시스템 구축
◦국가 차원의 공통된 CDSS 시스템 제공으로 안정성이 입증된 시스템 적용 및
중앙에서 자동으로 빠른 업데이트 제공
- 중앙에서 제공된 CDSS 시스템은 지역별 불균형 없이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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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전 및 치료의 질을 위해 필요
◦병원 자체 개발한, 병원 특성화에 맞춘 CDSS 사용으로 시스템 활용성 향상
- 맞춤형 CDSS 적용은 시스템 사용률을 향상시키고 CDSS 룰을 실제 현장에서
검증함으로써 고도화 가능

6) 타 병원 및 외부기관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진료정보 공유체계 구축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든 기관의 표준 체계 적용으로 진료정보 공유 체계
적용
- 모든 기관에 진료정보 공유체계를 위해는 표준에 기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
며 중앙에서 체계화시키는 것이 필요
◦진료정보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적절한 보상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진료정보 공유 체계 확산
- 진료정보 공유를 통해 얻게 되는 중복 검사 방지나 국가 의료비 절감 등을 위해
서 적용 기관에 적절하게 보상

7) 지역 의료정보체계의 표준화(데이터, 용어 등) 기반 마련
◦러시아 지역 동향 파악 : 현재 사용 중인 표준화 체계 조사 (예 : 로칼 용어, 글로벌
참조 용어 유형)
- 보건의료용어표준, 데이터교환표준, 문서표준 등에 대한 현황 분석 필요
◦글로벌 참조 데이터, 용어 체계 (예: ICD-10, SNOMED CT)가 러-극동지역에
적합한지 현황 조사
- 필요한 경우 현지 의료용어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자문을 구하고 러시아에 적용
가능한 글로벌 표준들을 분석
◦러-극동지역 의료현장에 적용 가능한 데이터, 용어 등의 표준 개발과 보급
- 지속적인 표준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문 인력 양성과 관리가
필요
◦러-극동지역 HIS 네트워크 공동 표준화 마스터 구축 및 공동 관리 시스템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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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개발, 평가를 통해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 마
스터 유지

8) 병원정보 및 원격의료를 고려한 IT 표준 인프라 설계(클라우드 고려)
◦러시아 극동지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IT인프라 망 구성
- 병원정보시스템 인프라 표준 설계로 공통 적용 가능한 모델 구축
◦확장성을 고려한 의료정보 인프라 구성 및 안정적인 의료정보 서비스 제공
- 원격 진료, cloud 등을 위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

9) 지역 통합의료정보센터의 IT 서비스 지원 체계 개선
◦IT 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력 기관 및 서비스 검토
- IT 인프라 확충, 유관 사업 연계로 새로운 진출 사업으로 확장

10)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표준 프로세스 및 법규정 재정비
◦병원의 규모별(종합병원, 외래병원, 전문병원, 민간병원 등) 표준 프로세스의
재정의와 이에 따른 제반 법규정의 정비
- 러시아 국가 차원의 병원정보시스템 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규정 검토와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현지 보건의료체계를 고려한 업무 프로세스 재정의(청구, 수납 등 현지 실정에
적합한 프로세스 고려)
- 현지 의료법, 의료보험, 의료지원 등에 대한 체계를 분석하고 상황에 적합한 프
로세스로 효율화시키는 것이 필요
◦국제 표준 등 표준화대상 정보에 대한 식별과 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통합 및
연계관리를 고려한 표준 프로세스 정의
- 데이터와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은 국가 병원정보시스템을 성장 및 확산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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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병원정보시스템(HIS) 극동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
◦러-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진출 모형 개발 및 진출지원 전략 수립 지원
- 시장 진입 위험 완화 효과를 위해 컨소시엄 모델 또는 정부협력 모델을 통해 함
께 진출할 수 있는 전략 수립
◦현지 병원정보시스템(HIS) 기업들과의 전시회, 로드쇼 등 다양한 행사 지원
-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원 서비스를 통해 확고한 협력기반 마련
◦러-극동지역 보건의료복지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워킹 그룹 설치 및 공동
협력과제 발굴 지원
-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12)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 후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각 단계의 이해 관계자에 대한 교육 내용 개요 마련
- IT staff, 교육자, Help desk, 사용자 등 관계자 별로 차별화된 교육 내용 필요
◦교육 방법 / 장소에 대한 각 옵션 별 역할을 정의
- 러시아 국가 내, 한국 교육센터 내, 원격 시스템 등에 따라 교육 방법 결정 및
역할 분담 필요
◦비용, 효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교육센터 운영 모델 선택
- 해외 인력 파견, 상주 등에 대한 비용을 고려
◦러시아에서 운영 및 교육 지원에 대한 협력 가능한 파트너 확보
- 최고의 파트너를 찾아 MOU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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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선과제에 따른 세부 추진 과제

[그림 6-1] 개선과제별 세부과제 도출

1) 목표 모델을 고려한 병원정보시스템(HIS) 설계 및 시범사업 추진
◦HIS 설계 및 구축을 위한 비전과 전략 수립
- 사업대상 지역, 우선순위 병원, 진출 시기, 확장 경로, 투자/수입, 필요 기능 등
에 대한 전략 수립
◦로컬 파트너 발굴 및 외부 전문가 소싱
- 현지 파트너 발굴 및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Reference 병원 구축을 위한 협력
관계 형성
- 전문 기술인력 및 현지 법/제도/의료 용어 전문가를 통한 현지 병원에 적합한
HIS 개발
◦재무구조(예산) 확보
- 사업 시작부터 프로젝트 대금 회수까지의 기간을 고려, 인력 등 선 투입으로 인
한 재무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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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솔루션 개발
- 사용자 요구사항 조사, 현지 병원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HIS 설계 및 개발
- 솔루션 안정화, 인터페이스 업그레이드 등 향후 솔루션 개선을 고려한 유연성
있는 HIS 개발
◦고객지원 서비스 구조 개발
- 현지 사용자 / 운영자 교육, 24시간 연중무휴 고객 지원 서비스 개발

2) EMR시스템의 고도화 및 全병원으로 확산
◦EMR시스템 고도화
- 솔루션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 확보 및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조사/분석
- 주요 솔루션 및 의료기기 인터페이스 연동을 위한 통합된 프로그램으로 확장
- SM 또는 SI로 개발 가능한 범위 확정 및 고도화 개발 수행
◦러시아 전병원으로의 확산
- 준비: 병원 규모 및 개수 등에 대한 여러가지 옵션을 고려하여 투자비용 및 사업
성에 대한 검토로 사업대상 확정
- 제안: Reference 기반으로 표준화된 병원정보시스템 구현을 통해 표준화된 임
상 프로세스와 안정적인 운영 입증
- 구축: 러시아 내의 다른 병원으로 병원정보시스템(HIS) 확산 구축
- 유지: 구축 후 중앙 집중식 관리 아키텍처 등을 통해 임상 데이터 및 시스템 안
정성 유지 보장

3) 의료기기와 연계된 영상진료 시스템(PACS 등) 구축
◦대상 및 장비 연동
- DICOM 생성 기기 파악 및 장비 구분(CT, MR, 초음파, 일반 X-ray)
- 장비 중요도 구분하여 중요 장비에 DICOM Gateway 연동 고려
◦PACS 구축
- DICOM 발생 기기의 용량 산정
- 네트워크 및 인프라, PC(단말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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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의 질(質) 지표 관리를 위한 통합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질 지표 개발: 공통지표 / 진료과별 지표 / 진료지원지표 등으로 구분하여 선정
- 공통 지표: 진료, 응급, 수술, 검사, 수혈, 사망, 항생제, 심폐소생술 등의 지표
- 진료과 지표: 각 진료과별 선정 지표
- 시범 질 지표 선정 및 평가를 통한 질 지표 확대
◦질 지표 관리 시스템 구축
- 질 지표 TFT 운영: 지표 항목 논의 → 선정된 지표 공유 → 선정된 지표 파일럿
평가 → 해당 지표의 전산화 → 전산화 후 주기적으로 지표 모니터링
- 담당자 지정 및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담당자 역량 강화
- DW를 통한 질 지표 분석 시스템 및 Graphic image를 이용한 Dashboard 구축

5) 효과적인 진료 지원을 위한 CDSS 시스템 구축
◦CDSS를 통해 제공할 서비스 및 시나리오 구성
- 약물 치료에 대한 Alert : 약물 용량 확인, 약물-약물 상호 작용, 약물-알레르
기 상호 작용, 금기 사항 (연령, 아동, 임신, 모유 수유 등), 중복 처방 등
- 임상 지침 : 항생제 약물 시스템, 항암 약물 시스템, 수혈
- 간호 : 약물 치료 주의 사항, 약물 용량 계산기
- 검사 : 조영제의 부작용에 대한 경고
◦CDSS type별 필요한 CDSS 지식을 정의
- CDSS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병원 프로세스에서 적용할 기준들을 정의
◦CDSS 시스템과 HIS 또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하여 구현
- CDSS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나타낼 수 있는 메시지, alert 화면, 아이콘 표기
등을 사용
◦CDSS 효과 평가를 통한 CDSS 개선 및 확대
- 임상적 효과 지표 선정 및 결과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CDSS 적용 및 확대

6) 타 병원 및 외부기관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진료정보 공유체계 구축
◦국가 진료정보 전달관련 법/제도/플랫폼 구축
- 의료기관 간 안전한 진료정보 공유를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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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식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료정보 공유체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지역별 시범사업을 통합하고 신규 참여가 가능한 러시아 내 병원에 진료정보 전
달 플랫폼 구축
◦자기주도형 진료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진료정보 플랫폼을 통해 다수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 진료 정보를 검색, 조회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 구현
-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진료정보교류 항목 도출 → 해당 항목 표준화 → 진료정
보교류 서비스와 시나리오 도출 → 러시아에 맞는 진료정보 공유 프로세스 설계
- 중장기적으로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응급환자 과거력 조회 등 다
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 확대 발굴
◦러시아 전 의료기관 확산
- 러시아 국가 진료정보 전달 플랫폼 구축을 기반으로 전 의료기관 확산

7) 지역 의료정보체계의 표준화(데이터, 용어 등) 기반 마련
◦표준화 현황 분석(대상 선정)
- 현재 사용 중인 로칼 표준화 관련 마스터 현황 및 참조 용어 등의 분석
- 국내 표준화 마스터 Proposal에 대한 study 및 follow up 연구 분석
- 러-극동지역의 표준화 정도를 비교 분석하여 개선점을 마련하고 현장에 부재
한 부분을 확충
◦공통 마스터 표준화 수행
- 현장의 의견 수렴 후 체계화된 마스터 구축 및 연구데이터(CDW) 활용 가능하
도록 연계
- 러-극동지역 HIS 통합뿐만 아니라 글로벌 세계표준화 부합하도록 설계 구축
- 공동마스터 전산화 구축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관리

8) 병원정보 및 원격의료를 고려한 IT 표준 인프라 설계(클라우드 고려)
◦원내 MIS용 소규모 Private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 DB서버는 별도 물리 서버로 구성
- App서버, 이미지서버, 기타 서버는 Hyper-V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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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망 /병원정보망(MIS)의 데이터를 분리하여 보안성을 강화
- 데이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메인 센터용 HCI시스템을 이용한 Private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 DMZ Zone / Server Zone / VPN Zone을 서비스 별로 구분하여 망설계
- 인터넷망 /병원정보망의 데이터를 분리하여 보안성을 강화
- VPN망을 이용하여 병원 시스템을 연결 할 수 있도록 설계
- 협업 솔루션 등을 이용한 스마트 기기(영상진료) 활용 및 연동 방안 검토
- 데이터 증가에 따른 백업시스템 증설
- MDM, DRM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솔루션 구성
◦사용자 증가에 따른 HCI시스템 증설 인프라 구축
- 가상화 서버 사용량 모니터링 후 증설 고려
- 각 Zone 별 회선 속도 증속
- 데이터 증가에 따른 백업시스템 증설 고려
◦의료정보 교환 표준 규약에 기반한 데이터 통신
- 의료기기 데이터를 HL7이나 DICOM 등의 국제 의료정보 교환 표준 규격 기반
으로 병원 정보 시스템과 정보를 교환하며, 의료기관간 데이터 상호 호환이 가
능하도록 설계
◦철저한 현장 분석을 통해 러시아 환경에 적합한 IT 인프라의 컨설팅 및 기획 설계
제안

9) 지역 통합의료정보센터의 IT 서비스 지원 체계 개선
◦IT 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력 기관 및 서비스 검토
- IT 인프라 확충, 유관 사업 연계로 새로운 진출 사업으로 확장

10)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표준 프로세스 및 법규정 재정비
◦병원규모별 표준 프로세스 정의
- 종합병원, 전문병원, 외래병원, 민간병원 들의 표준 프로세스 대상 선정
- 개별 병원들의 표준화 대상 병원 선정 및 표준 업무 프로세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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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대상 정보 및 통제를 위한 관리체계 수립
- 표준화 대상 기준정보의 정의 및 유형분류 기준 정리, 표준화 대상 전담관리조
직 및 담당자 R&R설정
- 표준화된 정보의 생성/변경/종료 등 운영 프로세스 재정립 및 변화관리체계 구축
◦표준화 체계 및 표준화된 데이터 통합 및 연계관리 기능 구현
◦표준화 데이터 품질검증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11) 병원정보시스템(HIS) 극동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
◦러-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진출을 위한 Working Group 구성 및
진출전략 개발
- 극동지역 HIS 구축 희망 병원과 국내 러시아 진출 희망 HIS개발 기업간의
Working Group 구성 지원 및 협력과제 발굴 지원
- 러시아 진출 병원정보시스템(HIS) 기업의 해외투자 全단계에 걸쳐 지원 체계
구축 (투자진출 희망기업, 진출결정기업에 적합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러-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개발 기업들과의 정례 미팅 및 전시회, 로드쇼
등 각종 행사 지원
- 러시아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호 협력을 위한 세미나 행사, 구축사례 공유,
전시회, 로드쇼 등 각종 행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러-극동지역 보건의료국 및 Ankor 병원과의 협력 MOU 체결 지원
- 러시아 특성상 정부 주도의 보건의료시스템이므로 이들과의 협력을 위한 MOU
및 현지 Ankor병원들과의 협력관계 채결 지원

12)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 후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운영자 교육
- 교육내용 개요: 솔루션 구현을 위한 기술적 배경, O&M,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교육
- 교육 장소: 해당국가 내에서 Training Center 운영 / 한국에 Training Center 운
영 / e(m)-Learning System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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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교육
- 교육 주관: 정부기관 / 도시, 지역 내 / 병원 자체 내
- 교육센터 운영 모델 : 독립적 운영 / JV가 지원하여 정부기관에서 운영 / JV가
지원하여 병원 자체 내에서 운영
◦운영자 및 사용자를 위한 노하우 교환 프로그램 운영
- 방문 및 훈련 프로그램 / 정기적인 공동 워크샵 / 의료 IT 교류회 / 해외 전시회
공동 개최

1.3 세부과제의 우선순위화

[그림 6-2] 우선순위 선정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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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부 추진과제의 우선순위화
◦Phase Ⅰ: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실현가능성도 높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
- HIS 설계, 목표 및 전략 수립, Local 파트너 발굴, 예산 확보 등을 통한
Reference 병원 구축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대표적 표준 병원정보시스템 모델을
구축 및 검증하는데 중요
- 이러한 Reference 병원을 잘 구축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법 제도 개선,
표준화를 위한 공통 마스터 구축 등은 추후 러시아 HIS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
요한 사항임
- 현지 상황에 맞는 HIS 구축을 위해서는 러시아에 공통 적용 가능한 프로세스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
◦Phase Ⅱ: 전략적으로 중요하나 PhaseⅠ보다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실현가능성이 높으나 Phase Ⅰ보다 중요도가 낮은 과제
- 러시아에 구축된 Reference 병원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선진화된
HIS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
- 다양한 병원에서 사용하는 여러 시스템과 통합하고 여러 의료 장비들과 연동하
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가시킴
- CDSS 등을 통해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고 의료의 질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병원
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성장
◦Phase Ⅲ: 전략적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마지막 단계로 추진할 과제
- 러시아 모든 지역이 발전된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과 사용자 교
육이 필요
- 국가 중앙에서 러시아 전체의 의료의 질 향상과 프로세스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수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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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추진 Milestone 및 Roadmap
2.1 주요 추진 마일스톤

[그림 6-3] 러-극동지역 HIS 발전을 위한 주요 마일스톤

1) Phase I : 극동지역 HIS 진출 기반 마련
◦극동지역 HIS Pilot 시스템 구축
- 극동지역 HIS 진출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각종 법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
- Pilot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용자 의견 및 요구도 조사
- 현지어 변환을 위한 러시아어 및 의료용어 등의 전문가 섭외 및 활용
- 용어 등 표준화 되는 대상들을 선정하여 공통 마스터 구축 및 관리를 통한 표준
화 진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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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hase II: 극동지역 HIS 고도화 사업
◦구축된 HIS 솔루션 고도화 및 다른 병원에 HIS 사업 확장
- Pilot system에 대한 고도화 및 구축 대상과 범위를 확대
- 구축된 병원의 사용자 만족도 HIS 구축 전후의 효과를 비교 및 분석하여 현지
병원에 맞는 HIS 시스템으로 개선
- 진료지원 및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 추가 시스템 구축으로 HIS를 고도화하고
자동화된 데이터를 통해 질 지표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병원경영향상

3) Phase III: 극동지역 HIS 관련 사업 확장
◦HIS 시스템을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여 관련 사업의 동반성장
- 극동지역 全병원으로 HIS 확대
- PACS / CDSS 등 추가 시스템의 확대 구축 및 사용자 교육 지원
- 유전체 맞춤의료, 스마트 헬스케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을 통해 의료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미래 산업으로서 HIS 성장 촉진
- 병원 및 유관 기관의 협업을 장려하고 신사업 및 강소 기업을 육성, 신규 R&D
사업을 통해 관련 사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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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부 추진 로드맵

[그림 6-4] 러-극동지역 HIS 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

1) 추진 마일스톤에 따라 세부추진과제들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
◦Phase I의 경우 ’20년 말까지 추진해야 할 과제들로 일정 계획
- 이 시기에는 기반 마련 단계에 수행해야 할 전략/예산 활동과 더불어 업무 프로
세스, 법/제도 정비, 표준 IT 인프라 구조 설계 등을 추진
- Phase I 단계에서의 핵심활동은 HIS솔루션의 개발이므로 이에 선행하여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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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법제도에 대한 개선 등의 세부추진과제 일정을 계획함
- 개별 세부추진과제들의 추진기간은 일반적인 전략수립, 법제도 개선에 대한 案
을 만드는 기간만을 고려했으며, 실제 법안 및 시행령의 개선과 같은 절차는 고
려하지 않음
◦Phase II의 경우 ’21년 상반기까지 추진해야 할 과제들로 일정 계획
- 이 시기에는 旣 구축한 병원정보시스템(HIS)의 구축 범위를 확대하는 기간으로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및 향후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등의 활동들을 수행
- 개별 세부추진과제들의 추진기간은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신규 서비스에 대
한 일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하여 설정됨
- Phase II 단계에서의 핵심활동은 HIS시스템의 고도화 및 추가 기능들에 대한
구축이 주로 이루어지며, 이와 더불어 운영을 위한 각종 관리체계들에 대한 일
정을 계획함
◦Phase III의 경우 ’23년 하반기까지 추진해야 할 과제들로 일정 계획
- 이 시기에는 旣 구축한 병원정보시스템(HIS) 및 진료정보 공유 대상을 全 병원
으로 확대하는 기간이고 PACS 및 CDSS 등 진료지원 시스템들을 보완하는 세
부과제들을 수행
- 개별 세부추진과제들의 추진 기간은 PACS 및 CDSS 구축에 대한 일반적인 시
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하여 설정됨
- Phase III 단계에서의 핵심활동은 HIS시스템 및 진료정보 공유에 대한 대상을
극동지역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PACS 및 CDSS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에 대한 일정을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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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과제 정의서 : I-1.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통합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
과제정의

목표 모델을 고려한 병원정보시스템(HIS) 설계 및 시범사업 추진

기대효과

한국형 HIS의 새로운 시장 진출

타과제와의
관계

고려
사항

효과적 진입을 위한 현지 기관 협업

PACS, 의료기기 등과 HIS의 연동 및 통합

◦인력 등의 선투입으로 인한 재무계획 및 구체적인 투자전략 수립
수행전략

◦효과적인 시장진입을 위한 협력 모델 및 로컬 파트너 발굴로 협력 관계 형성
◦사용자들의 요구사항 조사·분석 및 ERP, PACS 등과의 인터페이스 방안 마련
◦현지 인프라 분석 및 대안 제시, 국가 법/제도 조사 및 분석
◦HIS 설계 및 구축을 위한 비전과 전략 수립
- 사업대상 지역, 우선순위 병원, 진출 시기, 확장 경로, 투자/수입, 필요 기능
등에 대한 전략 수립
◦로컬 파트너 발굴 및 외부 전문가 소싱 현지 파트너 발굴 및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Reference 병원 구축을 위한 협력 관계 형성
- 전문 기술인력 및 현지 법/제도/의료 용어 전문가를 통한 현지 병원에 적합

세부
수행과제
정의

한 HIS 개발
◦재무구조(예산) 확보
- 사업 시작부터 프로젝트 대금 회수까지의 기간을 고려, 인력 등 선 투입으로
인한 재무계획 수립
◦HIS 솔루션 개발
- 사용자 요구사항 조사, 현지 병원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HIS 설계 및 개발
- 솔루션 안정화, 인터페이스 업그레이드 등 향후 솔루션 개선을 고려한 유연
성 있는 HIS 개발
◦고객지원 서비스 구조 개발
- 현지 사용자 / 운영자 교육, 24시간 연중무휴 고객 지원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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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과제 정의서 : I-2.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통합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
과제정의

기대효과

EMR시스템의 고도화 및 전병원으로의 확산
질 높은 의료IT서비스를 평등하

고려

지역/병원별 인력, 인프라 등 격차

게 제공

사항

해소 필요

타과제와의

지역 의료정보체계의 표준화(데이터, 용어 등) 기반 마련을 통해 공통된 모델

관계

설계

◦초기 HIS구축 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을 제안하고 시범 병원 구축
수행전략

및 효과분석
◦필요시 확산 병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Minimal Customized proposal지
역별, 병원별 Gap 분석을 통해 프로젝트 범위 확인
◦EMR시스템 고도화
- 솔루션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 확보 및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조사/분석
- 주요 솔루션 및 의료기기 인터페이스 연동을 위한 통합된 프로그램으로 확장
- SM 또는 SI로 개발 가능한 범위 확정 및 고도화 개발 수행

세부
수행과제
정의

◦러시아 전병원으로의 확산
- 준비: 병원 규모 및 개수 등에 대한 여러가지 옵션을 고려하여 투자비용
및 사업성에 대한 검토로 사업대상 확정
- 제안: Reference 기반으로 표준화된 병원정보시스템 구현을 통해 표준화된
임상 프로세스와 안정적인 운영 입증
- 구축: 러시아 내의 다른 병원으로 병원정보시스템(HIS) 확산 구축
- 유지: 구축 후 중앙 집중식 관리 아키텍처 등을 통해 임상 데이터 및 시스템
안정성 유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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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과제 정의서 : I-3.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통합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
과제정의

기대효과

타과제와의
관계

수행전략

의료기기와 연계된 영상진료시스템(PACS 등) 구축
진료 및 수술 시 신속한 환자

고려

진단 가능

사항

표준화된 의료기기 현황 필요

병원정보 및 원격의료를 고려한 IT 표준 인프라 설계(클라우드 고려)

◦글로벌 표준 포멧인 DICOM 의료 기기 현황 분석§네트워크 및 인프라에 따른
가능 여부 분석 §PACS 구축 현황 및 용량 산정
◦대상 및 장비 연동

세부
수행과제
정의

- DICOM 생성 기기 파악 및 장비 구분(CT,MR,초음파, 일반 X-ray)
- 장비 중요도 구분하여 중요 장비에 DICOM Gateway 연동 고려
◦PACS 구축
- DICOM 발생 기기의 용량 산정
- 네트워크 및 인프라, PC(단말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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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과제 정의서 : Ⅱ-1. 효과적인 진료지원 체계 구축
과제정의

기대효과

타과제와의
관계

의료의 질(質) 지표 관리를 위한 통합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병원 치료 및 업무의 품질 관리

고려

질 지표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향상

사항

설계

의료정보 표준화를 통한 질 지표 데이터 관리 및 분석

◦글로벌 질 지표 Reference을 통한 러시아에 적합한 질 지표 정의
◦병원에 적합한 질 지표 선정 및 관리를 위한 TFT(Task Force Team) 구성
수행전략

및 담당자 선정
◦전산화된 지표 데이터 추출 및 분석을 위한 Data Warehouse(DW) 기반 질
지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효과적인 질 지표 공유 및 평가를 위한 질 지표 Dashboard 구축
◦질 지표 개발: 공통지표 / 진료과별 지표 / 진료지원지표 등으로 구분하여 선정
- 공통지표: 진료, 응급, 수술, 검사, 수혈, 사망, 항생제, 심폐소생술 등의 지표
- 진료과지표: 각 진료과별 선정 지표

세부
수행과제
정의

- 시범 질 지표 선정 및 평가를 통한 질 지표 확대
◦질 지표 관리 시스템 구축
- 질 지표 TFT 운영: 지표 항목 논의→선정된 지표 공유→선정된 지표 파일럿
평가→해당 지표의 전산화→전산화 후 주기적으로 지표 모니터링
- 담당자 지정 및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담당자 역량 강화
- DW를 통한 질 지표 분석 시스템 및 Graphic image를 이용한 Dashboard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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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과제 정의서 : Ⅱ-2. 효과적인 진료지원 체계 구축
과제정의

기대효과

효과적인 진료 지원을 위한 CDSS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신속한 증거 기반의 치료결정으

고려

원활한 CDSS 시스템을 위한 공통 기

로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향상

사항

반 서비스 발굴 및 구현

타과제와의

목표 모델을 고려한 병원정보시스템(HIS) 설계 시, CDSS에 기반한 진료지원 시

관계

스템 구축
◦국가 차원의 공통된 CDSS 시스템 제공으로 안정성이 입증된 시스템 적용 및

수행전략

중앙에서 자동으로 빠른 업데이트 제공
◦병원 자체 개발한, 병원 특성화에 맞춘 CDSS 사용으로 시스템 활용성 향상
◦CDSS를 통해 제공할 서비스 및 시나리오 구성
- 약물 치료에 대한 Alert : 약물 용량 확인, 약물-약물 상호 작용, 약물-알레
르기 상호 작용, 금기 사항 (연령, 아동, 임신, 모유 수유 등), 중복 처방 등
- 임상 지침 : 항생제 약물 시스템, 항암 약물 시스템, 수혈
- 간호 : 약물 치료 주의 사항, 약물 용량 계산기

세부
수행과제
정의

- 검사 : 조영제의 부작용에 대한 경고
◦CDSS type별 필요한 CDSS 지식을 정의
- CDSS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병원 프로세스에서 적용할 기준들을 정의
◦CDSS 시스템과 HIS 또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하여 구현
- CDSS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나타낼 수 있는 메시지, alert 화면, 아이콘
표기 등을 사용
◦CDSS 효과 평가를 통한 CDSS 개선 및 확대
- 임상적 효과 지표 선정 및 결과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CDSS 적용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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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과제 정의서 : Ⅱ-3. 효과적인 진료지원 체계 구축
과제정의

기대효과

타과제와의
관계

타 병원 및 외부기관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진료정보 공유체계 구축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비

고려

정보의 전송 및 상호운용성을 위한 표

절감 도모

사항

준화된 메시지 및 프로토콜 준수 필요

지역 의료정보체계의 표준화(데이터, 용어 등) 기반 마련 필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든 기관의 표준 체계 적용으로 진료정보 공유
수행전략

체계 적용
◦진료정보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적절한 보상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진료정보 공유 체계 확산
◦국가 진료정보 전달관련 법/제도/플랫폼 구축
- 의료기관 간 안전한 진료정보 공유를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국가차원
의 환자식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료정보 공유체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지역별 시범사업을 통합하고 신규 참여가 가능한 러시아 내 병원에 진료정
보 전달 플랫폼 구축
◦자기주도형 진료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세부
수행과제
정의

- 진료정보 플랫폼을 통해 다수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 진료 정보를 검색,
조회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 구현
-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진료정보교류 항목 도출→ 해당 항목 표준화→진료정
보교류 서비스와 시나리오 도출→러시아에 맞는 진료정보 공유 프로세스
설계
- 중장기적으로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응급환자 과거력 조회
등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 확대 발굴
◦러시아 전 의료기관 확산
- 러시아 국가 진료정보 전달 플랫폼 구축을 기반으로 전 의료기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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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과제 정의서 : Ⅲ-1. 극동지역 HIS에 적합한 표준 체계 마련
과제정의

기대효과

지역 의료정보체계의 표준화(데이터, 용어 등) 기반 마련
표준 데이터, 용어 등의 마스터

고려

데이터, 용어 등의 마스터 표준화 공

공동 활용

사항

동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타과제와의

데이터, 용어 등의 표준화를 통해 보건의료정보화 기반을 마련하여 데이터 관리

관계

및 연계 분석 가능화
◦러시아 지역 동향 파악 : 현재 사용중인 표준화 체계 조사 (예 : 로칼 용어,
글로벌 참조 용어 유형)
◦글로벌 참조 데이터, 용어 체계 (예: ICD-10, SNOMED CT)가 러시아-극동지

수행전략

역에 적합한지 현황 조사
◦러시아- 극동지역 의료현장에 적용 가능한 데이터, 용어 등의 표준 개발과
보급
◦러시아- 극동지역 HIS 네트워크 공동 표준화 마스터 구축 및 공동 관리 시스
템 체계 확립
◦표준화 현황 분석(대상 선정)
- 현재 사용 중인 로칼 표준화 관련 마스터 현황 및 참조 용어 등의 분석
- 국내 표준화 마스터 Proposal 에 대한 study 및 follow up 연구 분석

세부
수행과제
정의

- 러-극동지역의 표준화 정도를 비교 분석하여 개선점을 마련하고 현장에 부
재한 부분을 확충
◦공통 마스터 표준화 수행
- 현장의 의견 수렴 후 체계화된 마스터 구축 및 연구데이터(CDW) 활용 가능
하도록 연계
- 러-극동지역 HIS 통합 뿐만 아니라 글로벌 세계표준화 부합하도록 설계 구축
- 공동마스터 전산화 구축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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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과제 정의서 : Ⅲ-2. 극동지역 HIS에 적합한 표준 체계 마련
과제정의

병원정보 및 원격의료를 고려한 IT 표준 인프라 설계(클라우드 고려)

기대효과

의료 인프라의 취약 환경 극복
으로 건강수준과 삶의 질 향상
도모

타과제와의
관계

표준 의료IT 인프라 구성으로 병원정보시스템(HIS)의 표준 설계

수행전략

고려
사항

◦병원정보시스템 인프라 표준 설계
◦원격진료용 인프라 설계

◦러시아 극동지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IT인프라 망 구성
◦확장성을 고려한 의료정보 인프라 구성 및 안정적인 의료정보 서비스 제공
◦원내 MIS용 소규모 Private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 DB서버는 별도 물리 서버로 구성
- App서버, 이미지서버, 기타 서버는 Hyper-V로 구성
- 인터넷망 /병원정보망(MIS)의 데이터를 분리하여 보안성을 강화
- 데이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메인 센터용 HCI시스템을 이용한 Private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세부
수행과제
정의

- DMZ Zone / Server Zone / VPN Zone을 서비스 별로 구분하여 망설계
- 인터넷망 /병원정보망의 데이터를 분리하여 보안성을 강화
- VPN망을 이용하여 병원 시스템을 연결 할 수 있도록 설계
- 협업 솔루션 등을 이용한 스마트 기기(영상진료) 활용 및 연동 방안 검토
- 데이터 증가에 따른 백업시스템 증설
- MDM, DRM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솔루션 구성
◦사용자 증가에 따른 HCI시스템 증설 인프라 구축
- 가상화 서버 사용량 모니터링 후 증설 고려
- 각 Zone 별 회선 속도 증속
- 데이터 증가에 따른 백업시스템 증설 고려
◦의료정보 교환 표준 규약에 기반한 데이터 통신
- 의료기기 데이터를 HL7이나 DICOM등의 국제 의료정보 교환 표준 규격 기
반으로 병원 정보 시스템과 정보를 교환하며, 의료기관간 데이터 상호 호환
이 가능하도록 설계
◦철저한 현장 분석을 통해 러시아 환경에 적합한 IT 인프라의 컨설팅 및 기획
설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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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과제 정의서 : Ⅳ-1. 극동지역 HIS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과제정의

병원규모에 따른 표준 프로세스 재설정 및 이와 연계된 법규정의 재정비

기대효과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의 재정
의를 통해 시스템 구축 시 사용
자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규정
의 재정비

타과제와의
관계

병원정보시스템(HIS) 의 병원 규모별 목표 모델에 따라 개별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주요 이슈 도출 및 개선방향성 설정, 그리고 그에 따른 표준 프로세스 설정,
제반 법규정의 재정비 필요

고려
사항

러시아 의료정보관리체계 및 보안규
정 등에 대한 준수 및 현지 의료체계
반영

◦병원의 규모별(종합병원, 외래병원, 전문병원, 민간병원 등 ) 표준 프로세스의
재정의와 이에 따른 제반 법규정의 정비
수행전략

◦현지 보건의료체계를 고려한 업무 프로세스 재정의(청구, 수납 등 현지 실정에
적합한 프로세스 고려)
◦국제 표준 등 표준화대상 정보에 대한 식별과 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통합
및 연계관리를 고려한 표준 프로세스 정의
◦병원규모별 표준 프로세스 정의

세부
수행과제
정의

- 종합병원, 전문병원, 외래병원, 민간병원 들의 표준 프로세스 대상 선정
- 개별 병원들의 표준화 대상 병원 선정 및 표준 업무 프로세스 정의
◦표준화 대상 정보 및 통제를 위한 관리체계 수립
- 표준화 대상 기준정보의 정의 및 유형분류 기준 정리, 표준화 대상 전담관리
조직 및 담당자 R&R설정
- 표준화된 정보의 생성/변경/종료 등 운영 프로세스 재정립 및 변화관리체계
구축
◦표준화 체계 및 표준화된 데이터 통합 및 연계관리 기능 구현
◦표준화 데이터 품질검증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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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과제 정의서 : Ⅳ-2. 극동지역 HIS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과제정의

국내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업체의 러-극동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
국내 병원정보시스템(HIS) 개발

기대효과

기업의 러-극동지역 진출 교두
보 확보

고려
사항

러-극동지역의 현지 환경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업모델 개발
지원

타과제와의

병원정보시스템(HIS) 목표 모델 구축 및 Reference 병원 구축을 바탕으로 러-

관계

극동지역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 全단계에 걸친 지원 체계 구축
◦러-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진출 모형 개발 및 진출지원 전략 수립
지원

수행전략

◦현지 병원정보시스템(HIS) 기업들과의 전시회, 로드쇼 등 다양한 행사 지원
◦러-극동지역 보건의료복지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워킹 그룹 설치 및 공동
협력과제 발굴 지원
◦러-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진출을 위한 Working Group 구성 및 진출
전략 개발
- 극동지역 HIS 구축 희망 병원과 국내 러시아 진출 희망 HIS개발 기업간의
Working Group 구성 지원 및 협력과제 발굴 지원
- 러시아 진출 병원정보시스템(HIS) 기업의 해외투자 全단계에 걸쳐 지원 체

세부
수행과제
정의

계 구축 (투자진출 희망기업, 진출결정기업에 적합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러-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HIS) 개발 기업들과의 정례 미팅 및 전시회, 로
드쇼 등 각종 행사 지원
- 러시아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호 협력을 위한 세미나 행사, 구축사례
공유, 전시회, 로드쇼 등 각종 행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러-극동지역 보건의료국 및 Ankor 병원과의 협력 MOU 체결 지원
- 러시아 특성상 정부 주도의 보건의료시스템이므로 이들과의 협력을 위한
MOU 및 현지 Ankor병원들과의 협력관계 채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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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과제 정의서 : Ⅳ-3. 극동지역 HIS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과제정의

기대효과

타과제와의
관계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 후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사용자 지원 서비스를 통한 만

고려

구축된 HIS에 숙련도 높은 교육자

족도 향상

사항

필요

사용자 중심의 병원정보시스템(HIS) 설계

◦각 단계의 이해 관계자에 대한 교육 내용 개요 마련
수행전략

◦교육 방법 / 장소에 대한 각 옵션 별 역할을 정의
◦비용, 효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교육센터 운영 모델 선택
◦러시아에서 운영 및 교육 지원에 대한 협력 가능한 파트너 확보
◦운영자 교육
- 교육내용 개요: 솔루션 구현을 위한 기술적 배경, O&M, 프로젝트 관리 방법
론 교육
- 교육 장소: 해당국가 내에서 Training Center 운영 / 한국에 Training

세부
수행과제
정의

Center 운영 / e(m)-Learning System구축
◦사용자 교육
- 교육 주관: 정부기관 / 도시, 지역 내 / 병원 자체 내
- 교육센터 운영 모델 : 독립적 운영 / JV가 지원하여 정부기관에서 운영 /
JV가 지원하여 병원 자체 내에서 운영
◦운영자 및 사용자를 위한 노하우 교환 프로그램 운영
- 방문 및 훈련 프로그램 / 정기적인 공동 워크샵 / 의료 IT 교류회 / 해외
전시회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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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 병원정보시스템
MIS(Medical Information System）: 의료정보시스템
CDSS(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s):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GSM(Global Systems for Mobile Communication)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ISPs(Internet Service Providers) 인터넷서비스공급자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기업응용프로그램 통합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비즈니스 성과관리
QMS(Quality Management System) 품질관리 시스템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 처방전달시스템
PHR(Patient Health Portal) 개인건강기록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정보통신기술
SWOT 분석 :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TA (Technical Architecture) : 정보기술 인프라 구조
AA (Application Architecture) : 어플리케이션 구조
IPS (Intrusion Prevention Systems) : 침입차단시스템
SW (Software) : 소프트웨어
DBMS (Data Base Management System) :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DB (Data Base) : 데이터베이스
HW (Hardware) : 하드웨어
NW (Network) : 네트워크
OS (Operating System) : 운영체제
VPN (Virtual Private Network) : 가상사설망
DW (Data Warehouse) : 데이터웨어하우스
IDC (Internet Data Center ) : 데이터센터, 인터넷데이터센터
AI (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 확장 가능 마크 업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UI (User Interface) : 유저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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