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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 이후 병원환경과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메르스 이후 국내 의료기관들의 병원 감염관리 시스템 변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나 최근
COVID-19의 상황은 병원과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와 함께 ‘New normal’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음
감염병 대응을 위한 그 간의 정책적 노력은 금번 COVID-19 대응에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나 전례 없는
감염력과 장기화된 상황은 병원과 의료시스템에 관한 또 다른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음. 동시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같이 지연되었던 국가차원의 감염병 대응 사업이 논의를 재개하고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단과 검사 기술 도입 등 당초 계획에 없었던 투자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렇게 새롭게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감염병 대응의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 그리고 COVID19를 경험하며 나타난 국민의 인식 전환은 병원의 조직문화, 행정시스템, 환자 진료체계 등 많은 부분에서
병원의 혁신과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그 간의 변화를 요약하고,
여전히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는 한편, COVID-19로 인한 병원과 국가 의료체계 전반의 혁신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함

1. 지난 5년간 병원 감염 관리 정책
메르스: 감염병 대응을 위한병원 개선의 시작
2015년 5월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 1번 환자 확진 후 국내에는 총 186명의 확진자 및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주로 병원감염 및 밀접접촉으로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규모와 치명률이 매우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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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를 인지할 수 없었던 국내 중소병원과 대형병원간 전원(transfer)과정에서 초기 확산이 이루어져
병원의 규모나 감염관리 역량과 무관하게 발생하였다는 점, 특히 중동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비중동국가인 우리나라 확진자 규모와 치명률이 가장 높았다는 점 등은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감염관리 현
주소와 위기관리 대응 능력의 취약성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음
메르스 이후 신종 감염병의 재유입 등 재난적 상황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의료의 낮은 공공재원 비중과
1차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역량 부족1）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들의 ‘의료쇼핑’ 관행과 과밀화된 응급실
구조적 문제, 보호자 간병 및 병문안 문화 개선2） 등 의료체계 전반과 병원의 구조적 변화에 관한 총체적
관점의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였음
이에 따라 정부는 신종감염병 유입차단과 조기 종식,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신종감염병 대응 24시간
긴급상황실 설치, 감염병 환자 전문진료체계 구축,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국가방역체계 개편안 등을 담은
『감염병 종합대책(2015.9.1.)』을 발표하였음
[ 감염병 종합대책 및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① 신종감염병 국내유입 차단, 유입 시
조기종식 가능한 초기 즉각 대응체계 구축

•
•
•
•
•

24시간 긴급상황실(Emergency Operations Center, EOC) 운영
즉각대응팀(방역관) 및 현장방역본부 운영
역학조사관 정규직화 및 확충
국제공조강화(WHO, CDC 인력파견)
출입국 검역강화, 검역소-진단-의료기관 쌍방향 정보수집체계 구축

② 신속진단, 감염병 환자 격리시설 및
전문치료체계 구축

• 중앙 감염병전문병원 지정(국립중앙의료원)
• 권역별 전문치료병상 지정

③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병원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간병·병문안 문화 등
의료환경 개선

• 응급실 입구 선별진료 실시, 음압격리병상 확보
•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병원 기준 강화(기존 200병상→150병상 이상)
• 병원면회 권장 가이드라인 시행(면회시간 제한)

④ 신종감염병 거버넌스 개편

•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
• 인사 및 예산권 일임하여 자율성, 전문성 보장
• 방역책임(질병관리본부), 지원(총리실·복지부·안전처)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재구성

메르스 사태 수습 후에는 일차의료 활성화, 대형병원 쏠림 완화, 중소병원 역할 강화, 의료기관간 협력
모델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목표과제 제시와 함께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응급실 구조 개선,
호흡기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격리병실 설치 확대, 입원실 및 중환자실의 병상(Bed) 간 거리 및 면적
확대, 입원병실 4인실 변경 등 시설 개선안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3）을 발표함으로써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틀을 보다 강화시켰음

1）임 준(2015), 메르스 이후, 국가와 보건의료의 개혁방안 토론회 자료 중 일부 발췌
2）Park HY et al(2015),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of MERS-CoV spread in a single hospital in South Korea, May to
June 2015. Euro Surveill; 20(25)
3） 법제처,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별표4(개정 201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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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 전(좌) 후(우) 병실 계획 사례 ]

COVID-19로 재점화된 논의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추진
현재 감염병 전문병원은 수도권의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의 조선대병원만 지정된 상태임.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17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에 현대화된
시설을 건축해 이동할 예정이었으나 소음기준 초과 등으로 인한 차질이 발생해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조선대병원은 같은 해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2021년 운영 예정이었으나 사업비 증가로
인한 예산 확보 지체 문제로 공사가 연기된 상황에 있음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은 메르스 사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음. 보건복지부는 2015년 9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앙 및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운영해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감염병 전문 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추경안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비용을 포함시켰으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이견차이로 예산 삭감이 결정되었음
2016년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5개 권역에 50병상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발표되었으나 이 역시 중부, 영남, 호남 3개 권역에 35병상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축소되는 등 감염병에 대한 우리사회 위기 의식이 둔감해지면서 사업 추진 또한 더디게
진행되었음
5월 말 기준 COVID-19 환자수는 11,468명임. 186명의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메르스 사태 때보다 약
62배나 많음. 메르스 이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확대, 체계적인 감염관리지침 제정 등의 진전이
있었으나 전례 없는 대규모 감염자가 다시 발생하면서 치료할 병상마저 부족한 상황에 몰린 지자체에서는
선제 대응할 음압병상을 확보하기에 나섰지만 음압병상 부족으로 다른 권역으로 감염병 환자를 이송해야
하거나 이송 시 환자거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면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인식되고 있음
최
 근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권역별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기반시설의
필요성에 따라 중부권과 영남권 각각 1개소의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여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할 계획임. 아울러 그간 사업이 지연 또는 축소되었던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조선대 병원)과
중앙감염병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설치 또한 추진 재개를 위한 합의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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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VID-19로 드러난 병원의 어려움과 국민의 인식변화
중환자 치료 자원 부족, 의료진 번아웃(Burn out), 그리고 이어지는 경영난
감염병 대유행 시 확진자 수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환자를 어떻게 치료하여 사망률을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함
전
 국 대비 확진자 비율 60%, 전국 사망자 비율의 약 70%4）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5개가
있으며, 다른 권역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비교적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위중한 환자들이 대부분
대구·경북에 몰리는 상황에서 한정된 중환자실 병실과 장비,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결국 사망률에 영향을 주었음
메르스 이후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음압격리병상 설치 지원이 있었지만 음압병실을 갖춘 지방의료원의 경우는
중환자 전문 인력 부재 및 역량 문제로 COVID-19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일부 병원은 음압병실 자체를
갖추지 못해 혼란에 빠지기도 하였음
한편, 중증 감염환자는 일반 중환자 대비 1인당 진료시간이 길고, 감염환자 1인당 간호인력 투입 수준이 일반
중환자 기준 대비 4배 이상이며, 격리환자와의 접촉 최소화에 따라 보조인력의 격리실 출입 제한은 결국
간호사의 업무강도 증가로 이어졌음
코로나 바이러스 특성상 음압/격리실 내 의료진이 장시간 상주할 수 없고, 의료인 감염이 격리 중환자실
입실 시 방호복 환복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의료진의 번아웃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해
가면서 중증 감염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전 세계적 공통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은 단일 의료기관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기관 간 연계를 통한 대응이
효과적이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 방호복 착용과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한 의료진의 번아웃을 방지하기
위해 2교대를 통한 휴식시간 제공과 휴식공간(클린존) 확보5）가 중요하기도 하며, 비감염병 환자진료 유지나
중환자 치료 역량 확보를 위해서도 의료기관간 연계를 통한 대응은 필수적이기 때문임
그러나 이러한 대응이 감염병 환자 진료병원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일반진료 중단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난
가중 문제와 연계되므로 감염병 재유행 및 장기화에 대비하여 국가차원의 감염병 대응시스템 정비 및
의료기관의 부담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함

COVID-19: 비대면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계기
최근 의사 1,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COVID-19 발생이 올해 연말에서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거나 끝나지 않고 토착화한다고 전망하는 결과가 나와, COVID-19 대응을 위한 병원 폐쇄나
경영손실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음6）
4）질병관리본부 COVID-19 확진 현황
5）계명대학교 동산병원 COVID-19 대응시스템 조사를 위한 리더십 인터뷰 결과
6）Medi Gate News, Timing for end point of COVID-19… 8 out of 10 medical doctors predict “after year-end or
endemic”. Posted on : May 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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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전국 98개 병원 대상으로 조사한 입원 및 외래환자수가 COVID-19 확산으로 최대 45%가
급감7）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19 장기화는 의료기관 경영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따라서 팬데믹 상황에서 병원과 의료진 감염위험을 줄이며 일반 진료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도입 등 의료서비스 혁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국민들 역시 COVID-19 이후 방문을 회피하는 장소 1위로 ‘의료기관(20.5%)’을 거론하였고, COVID-19
이후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70.4%8）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의료서비스 이용 방식에 있어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었음
[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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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COVID-19 이후 의료서비스 관련 인식 조사 결과, 2020.4

3. COVID-19 이후 병원서비스 혁신 전망

병원 구조 및 서비스 제공체제는 감염과 비감염의 Two-track으로 변화 전망
응급실은 감염병 환자가 최초로 방문하는 곳임. 그러나 응급실의 특성상 음압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완벽하게 구분하여 나누기 힘들며, 여러 공간을 다녀야
하는 응급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또한 COVID-19로 환자들이 병원에 가기 두려워하는 심리가 커지면서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수가
7）대한병원협회, 전국 98개 병원 대상 조사 결과 인용
8）한국보건산업진흥원, COVID-19 이후 의료서비스 관련 인식 조사 결과, 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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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효과는 있었으나 감염병 발생 때마다 응급실 폐쇄 조치로 인하여 감염병 환자 외 급성 심근경색 및
뇌졸중, 외상 같은 다른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에 심각한 영향9）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최근 영국응급의학회(The Royal College of Emergency Medicine)에서도 COVID-19 이후 응급실이 병원
감염의 저장소가 되지 않도록 응급실 및 병원 과밀화를 방지하고, 감염병환자 외 취약한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체계 구축, 응급실 근무 직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응급실 진료 체계 변화 방향을 제시10）하였음
여기에는 COVID-19 이후부터는 환자 및 직원의 병원감염을 줄이기 위해 환자 분류 과정에서부터
감염관리를 일상화해야 하며, 과밀화를 줄이고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급차로 이송하는 단계에서부터
수용병원에 이송 환자의 세부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을 갖추도록 규제적 권고안이 포함되어 있음
국내에서도 COVID-19 이후 의료기관들은 신종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하여 응급실 및 외래 진입 전 서비스
제공체계 부분에서 감염과 비감염 투트랙으로의 전환 시도는 더욱 활성화 될 전망임
COVID-19 및 호흡기 감염병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드라이브 선별진료소 상설화, 병원 진입 전 자동
음압제어시설을 갖춘 워킹스루 검진 선별진료소 신축, 응급실 부속시설로 음압격리병실 구축 등에 병원들의
투자는 더욱 커질 전망이며,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인력, 구조 재배치와 재난상황에서도 필수 진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응급실 폐쇄 표준지침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
외래의 경우 열성 호흡기 외래센터 출입구 동선과 시설의 완전 분리 및 독립 운영 등이 이루어질 것이며,
병원별 앱(App)을 통해 제공되는 예약접수, 검사결과 조회 등 일부 서비스를 확장하여 병원 방문 전 감염병
위험 환자의 분류(triage)를 위해 AI기반 챗봇 등을 활용한 방문자의 사전 선별 프로세스 기능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으로 자리잡을 전망임
사전에 수집 동의한 증상과 개인정보에 따라 예약된 시간에 내원 후 별도 접수 등의 대면 절차 없이 진료실로
이동하여 병원내 접촉 최소화를 일상화 하는 방안들이 고려될 것임. 이를 통해 복잡한 병원 외래의 과밀화를
줄임과 동시에 환자 외래 접수공간과 진료 대기구역 축소 등 치료를 기다리는 방식과 외래 구조의 개선을
가져올 것임
향후 병원 내 환자의 동선을 확인(tracking)하고, 환자의 혼동과 오류 방지를 위해 스마트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채혈, 투약, 수혈을 위해 RFID 등 비접촉 방식의 정보를 획득, 활용하는 등 환자의 편의와 더불어
더욱 적극적인 병원내 감염 방지책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됨

9）J Korean Med Sci. 2020 May 18;35(19):e189. English. Revised Triage and Surveillance Protocols for Temporary
Emergency Department Closures in Tertiary Hospitals as a Response to COVID-19 Crisis in Daegu Metropolitan
City
10）The Royal College of Emergency Medicine, COVID19: Resetting Emergency Department Care, 6, Ma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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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들의 기존 환자 흐름(Patient Flow)의 재평가 및 개선 노력과 함께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 영역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부상될 전망
전 세계 병원은 COVID-19 대응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COVID-19 대응으로 재정적 압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COVID-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2-6개월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11）. 진료실적 감소로 인한 인건비 관리 문제, 개인 보호 장비
공급량 증가 등 관리 운영비용 증가, 비대면 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배치에 따른 비용 투자 가속화는
병원 수익구조에 영향을 주고, 상당한 운영상의 문제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음
감염병 대응 기간 동안 손실된 의료수익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은 인력 최적화, 비노동비용 관리, 약국 운영
개선, 운영 프로세스의 효율성 재평가 등에 중점을 두게 될 것임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COVID-19 이후 병원운영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하면서 빠른
방법으로 환자 흐름(patient flow)을 개선12）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예를 들어, 복잡한 응급실 과밀화는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가속화 하므로 환자 흐름에 대한 재설계가
핵심적으로 재조명 될 것이며, 올해 후반 COVID-19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환자 흐름에 대한 재설계는
감염병 확산을 제한하고 필수의료서비스 기능을 유지하며, 감염병 대응 기간에도 병원 운영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특히, 여기에는 환자를 지속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감염병
대유행 동안 명확한 선별과정을 시행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그런 의미에서 대면진료가 필요한 유형과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유형 분류를 통해 팬데믹 상황 등 필요에
의한 수요를 수용하고, 이러한 방문유형을 유지하되 환자 및 제공자를 위한 선택적 의료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 구조로의 논의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임
COVID-19 이전에는 대부분의 환자가 병원을 직접방문하여 의사와 대면진료를 선호했을 것이나
COVID-19 이후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긍정 선호도가 증가하고, 물리적 진료거리 확보 등의 정책으로 환자
진료대기구역 수는 크게 축소되는 등 치료를 기다리는 방식이 대폭 개선13）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과정에서
텔레헬스의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국내에서도 병원 내 감염은 중증의 위험도가 높은 입원환자 또는 내원한 기저질환자의 감염과 의료진 감염,
병동의 코호트 격리 등 의료자원 손실의 위험성이 크므로 COVID-19 대응에 있어 의료기관 방문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전화 상담)와 처방 등을 제한적‧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음

11）Post-COVID-19: A Hospital COO Action Plan April 24, 2020
12）ByRose Wagner(2020), Preparing now for patient access post-COVID-19, MJH life sciences, April 28, 2020
13）“How redesigning the patient-journey will save lives during covid-19 and beyond” , https://www.cannondesign.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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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유행이 주기화 되고 간격 또한 짧아짐에 따라14） 장기적으로 대면 접촉과 내원 환자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의 진료 전 과정에서의 비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즉, COVID-19는 새로운 치료 공간 개념을 만들어내고, 의료진은 창조적인 치료 접근방법을 개발하며,
환자와 공급자와의 관계를 즉각적으로 다시 설정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임. 의료 공간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치료장소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이해가 필요한 시점임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디지털 기술 도입, 또 다른 의료비효율 감소를 위한 병원의
스마트화 가속
병원은 진료, 검사, 원무 등 기능이 다양하고 인력 및 시설·장비가 분야별로 매우 전문화 되어있어 물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공간임. 이러한 복잡성은 환자의 주체적 의료이용을 방해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됨
뿐만 아니라 실시간 자원 운용 현황 파악이 어려워 의료진의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가중되거나 비효율적
동선이 발생하여 업무 피로도 상승으로 이어짐
[ 의료진, 환자 및 가족이 주로 겪는 이슈 및 어려움 ]
대상

구분

내용

• 병원의 복잡한 환경과 길찾기 어려운 환경은 환자의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함을 가중시킴
•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의료진과의 상담 또는 문의를 위한 예약/상담
병원/의료진에게 도움을 받기 위한
프로세스 접근 어려움
접근 어려움
• 예: 병원 콜센터는 외래/검사/수술 예약 위주의 상담 창구 역할이
환자 및
대부분
가족
단계별 환자 검사 및 치료 계획
• 환자가 경험하는 등록에서 퇴원에 이르는 단계별 제공 정보가 적시에
정보 부족
공유되지 않고 적절한 정보량이 제공되지 않아 불안감 야기
• 환자 검사 및 상담 일정 관리를 매뉴얼로 확인하는 절차로 환자의 병원
환자검사 및 외래 일정관리 최적화
경험 불편함 발생
부재
• 예: 대기시간 길어지고 수차례 병원 방문 야기 등
• 현 EMR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환자 데이터의 지연 또는 부족함으로
데이터의 업데이트가 빠르지 않음
부적절한 결정 야기
• 효율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을 저해
프로토콜 표준화 부재로 일관성 없는 • 다양한 과의 협진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의 부재
워크플로우(Work flow)
• 예: 이슈상신의 어려움, 응급상황처리, 퇴원 승인과정 등
• 여러 과에서 발생된 환자 데이터를 지속적이고 종합적이며 간결하게
환자데이터 최신화 결여
확인이 어려우며 일부 데이터는 완전히 최신 업데이트 되지 않음
의료진
• 의료진의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반복적인 매뉴얼 절차
반복적인 매뉴얼 절차
• 예: 회진 후 차트 작성하기, 간호사 바이탈 사인 측정 등
• 병원 자원의 종합적인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환자 트래픽 최적화 어려움
병원자원 활용 및 분배 어려움
• 예: 과별 환자 트래픽, 병상운영, 일정 분배 등
다학제 및 협진진료 상담을 통한
• 다학제 및 협진 체제 강화를 위한 최적화된 수단의 부재로 치료과정의
의사결정 효율성 부재
효율성이 떨어짐
환자에게 복잡한 병원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시대 스마트병원 육성 방안 연구, 2020
14）‘전문가들 “새 감염병 발생 주기, 3년 이내로 단축될 것”’(2020.5.19.) 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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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스마트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절된 프로세스와 인프라를 상호 연결함으로써 인적·물적
자원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여 방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15）. 또한
의료자원 배분 및 환자 흐름(patient flow) 관리를 위한 빠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16）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킴
특히 COVID-19 사태 이후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 운용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원내 디지털 기술 도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17）, 기존에 주요 수도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던 스마트병원으로의
전환은 ‘운영 효율성’, ‘임상진료 효율 및 의료의 질 향상’, ‘환자 경험 증진’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운영 효율성 제고]
앞
 서 언급되었듯이 대규모 감염환자 발생 시 급증하는 의료수요로 인한 높은 업무강도로 의료진의 소진(번아웃,
Burn out) 문제가 심각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진의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최소화하고 의료오류(medical
error)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기반의 ICT 솔루션이 논의되고 있음
의료와 무관한 대민업무(식이요청 등) 및 서류발급과 같은 단순행정은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처리하고, 음성인식 전자의무기록 시스템(Voice EMR)을 도입하여 기록업무 부담을
낮추는 등 의료진의 환자 케어에 대한 집중도를 제고하고 업무부담 경감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보완할 수
있음
또한 병원은 다양한 물류가 발생하는 곳으로 검체의 이동, 오염된 린넨의 수거와 처리, 기타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과 의료 폐기물이 사람을 통해 이동하며 그 거리는 200병상 병원 기준으로 주당 약
600Km(371miles)에 달하는 것18）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이동 과정을 점진적으로 병원 내 자율주행 운송수단등과 로봇을 도입하여 비접촉 이동과 자동화
처리를 확대함으로써 병원내 감염경로를 차단하고 병원의 인력 운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더불어 보다 전사적인 병원 운영현황 관리를 위해 과거 항공교통관제 등 타 산업분야에서 활용되었던
중앙통제센터(Command Center) 시스템의 도입이 시도되고 있음. 실시간으로 환자 이동 경로 및 병상
점유율 등을 시각화하여 나타내고 이송 환자 수용 가능성, 응급실 환자의 입원 병상 배정 등을 예측·판단하여
환자 흐름의 병목현상을 해소함19）
실
 제 COVID-19 대응 과정에서 미국 올랜도 지역의 어드벤트헬스병원(AdventHealth Hospital)의
미션컨트롤(Mission Control) 통제센터는 8개 병원의 환자를 일간 1,800명~2,200명을 모니터링하며 응급 이송
및 중환자실 배정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15）Frost&Sullivan(2017), Future of smart hospitals;
16）Xiao Chen et al.(2015), Patient Flow Scheduling and Capacity Planning in a Smart Hospital Environment
17）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병원들의 ‘슬기로운 대처방법’, 메디포뉴스, 2020.03.26
18）“The hospital of the future: How digital technologies can change hospitals globally”, Deloitte 2017
19）Kane, E. M., et al.(2019). Use of systems engineering to design a hospital command center. The Joint
Commission Journal on Quality and Patient Safety, 45(5), 37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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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자율주행 물류로봇 ‘고카트’ ]

출처: http://www.emc.ac.kr/

[ 미국 어드벤트헬스병원의 중앙통제센터 ‘Mission Control’ ]

출처: www.businesswire.com/news

[임상진료 효율 및 의료의 질 향상]
정밀의료 시대에 접어들면서 의학적 판단을 위한 자료수집의 범위가 문진이나 영상·병리검사 정도였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유전체정보, 일상정보(lifelog data) 등으로 확장되었으며, 병원이라는 물리적
공간으로 제한되었던 환자정보 생성의 한계에서 벗어나 단일 시점이 아닌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건강정보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COVID-19 대응을 위해 서울대병원이 운영한 문경생활치료센터에 적용한 의료영상 공유 플랫폼 및 스마트
활력징후 자가 기록 시스템은 이러한 의료정보 생성 및 공유 체계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줌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는 AI솔루션의 학습자료로 이용되어 인간의 물리적·인지적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함. 최근 환자 진단 및 치료방법 의사결정 보조 수단으로서 임상진단 지원
시스템(CDSS, Clinical Decision Supprt System)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음
하나의 사례로 지난 2월 중국 업체인 이투 헬스케어(Yitu Healthcare)가 개발한 COVID-19용 ‘AI 흉부
스캐너 분석 시스템’은 환자의 폐 단층촬영 이미지를 분석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 손상 현황을
정량적으로 보여주고 치료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조함20）

[환자경험 증진]
불특정 다수가 혼잡하게 얽혀 움직이는 과밀화된 응급실 및 외래진료 대기 공간은 감염성 질환 전파에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환자로 하여금 무기력함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낮은
평가로 이어짐21）
이에 대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대기시간 최소화 및 진료 전반에 대한 환자 참여도 제고를 위해
환자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원내 방문 전 진료 및 검사 일정 조정, 진료의뢰서 및 의무기록 사본 업로드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정보공유 프로세스가 확대 도입되고 있음
또한 퇴원 이후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잠복기 감염병 병원체 보유자, 복합만성질환자 등)
20）‘中이투헬스케어, 코로나19용 AI흉부 스캐너 분석 시스템 현장 투입’, <인공지능신문> 2020.02.21.
21）고유경(2010)ㅡ 일 종합병원 외래환자의 진료대기시간 및 환자만족도, 재이용의도와의 관계
포스트 코로나, 병원서비스 혁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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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기록이 가능한 모바일 앱을 병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이상징후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질병악화로 인한 재입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대구·경북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COVID-19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증 환자들의 경우 각각 연계된
병원에서 개발한 PHR(개인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혈압, 맥박 등 신체 상태를 입력하면 외부
중앙모니터링센터의 의료진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등 능동적인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짐
[ 환자 동선(Patient Journey)에 따른 단계별 스마트화 요소 ]

• 복잡한 접수
절차
• 검사 및 외래
일정관리
어려움
주요 이슈 • 의료기관 간
환자정보
및
어려움
공유 어려움
• 긴 대기시간
• 길찾기
어려움

적용
가능한
스마트
기술

• 높은 응급실 • 수술부위
혼잡도
확인 오류
• 복잡한 접수 • 물품 전달 및
수술기록을
절차
• 긴 대기시간 위한 행정력
낭비
• 응급대처
지연
• 병리진단
• 과거
(조직검사)을
위한 원거리
진료정보
직접 수집 및 이동 필요
제출

• 앱 기반 예약 • 5G 스마트
관리
구급차: 앱/
• 병원 간
웹사이트를
이용한 사전
의무기록 및
대기시간
영상검사
결과 자료
파악, 후송
교류
중 응급실로
• 길찾기 안내
환자 상태
실시간 전송
로봇
• 디지털
• 약국으로
처방전 자동
보드: 담당
전달 및
의료진,
자택 배송검사
사전 문진,
진행현황,
대기안내
입퇴원
수속현황 등
파악

• AR/VR
기반 수술
네비게이션
• 로봇수술
• (자율수술)
• 수술 실시간
원거리
스트리밍을
통한 교육
• 물류로봇으로
수술 장비 및
도구 운반
• 수술 과정
음성기록
• 디지털 병리
진단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시대 스마트병원 육성 방안 연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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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및 주말
전문의 부족
• 단순
반복적인
업무(V/S
측정,
체위변경 등)
• 보호자 정보
공유 부족
• 감염관리
어려움

• 차트작성· • 1·2차 병원 • 자가관리
간호기록
의뢰 시
부재로 질병
진료정보
악화 및
등 단순
재입원 반복
반복업무를 수기 전달
위한 행정력 • 타의료
• 일상정보
기관과의
(lifelog data)
낭비
• 투약 오류
중복처방
수기 측정 및
확인 어려움 기록
• 환자와
• 낮은 복약
의료진 간
소통 지연
순응도
• 물품 이동을
위한 별도
인력 필요

• 임상진단지원
시스템
• 중앙감시센터
(Command
center):
병실 운영
현황 관리,
응급 환자
경보 등
• 원격
중환자실
모니터링
• 부착형
센서를
이용한 자동
V/S 측정 및
기록

• 센서 기반
환자확인
자동화 및
위치 파악
• 로봇
물류배송
• 안면인식
병동 입출입
관리
(감염·보안)
• 손위생
모니터링
• 침상모니터:
검사 등 치료
정보 공유 및
긴급 호출

• 지역 내 협업
기관 간 EMR
연동으로
실시간 진료
정보 교류
• 복지,
재활운동
등 타분야
행정망과 부분
연계

• 이식형
심장기기
등에서
나오는
정보를
24시간
무선으로
자동 저장 및
이상 징후
조기 경보
• 가정 내
혈당측정기,
혈압계
등으로 자가
측정 및 EMR
연동

네트워크 기반의 포괄적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미래 헬스케어로의 진화
[단기: ICT 기반 중증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그간의 감염병은 병원의 일부 자원을 할당하고 임시 TF 등을 통해 단기간의 대응이 이루어졌으나 COVID19는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일반진료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부족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
특히 병원의 감염병 대응과 상관없이 암 또는 심장질환 등과 같은 중증질환자에 대해 충분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간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의료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권역별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간 Tele-ICU를 선제제적으로 구축하고, 중증 환자를 통합 모니터링하여 중앙의
통제에 따라 위급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성공사례를 통해 스마트
의료서비스 제공의 확산을 도모해 나가야 함

[장기: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비]
우리나라의 병원생태계는 의료전달체계내 의료기관의 기능별 역할분담이 모호하여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동일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며, 의료기관의 선택이 거리(21%)보다 치료의
효과나 인지도(73.8%)에 따라 이루어져22）지역별 의료 품질 격차의 문제와 맞물려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음
특히 의료서비스 공급의 민간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의료시스템은 이번 COVID-19의 특정지역내 급속한
확산의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 연계의 어려움과 의료자원의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대응역량을 비롯한 의료역량 확충을 위한 권역내 의료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나 병원의 증설과 신설 등과 같은 병상과 인력의 양적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 게다가 평상시에도
분절적 의료서비스로 인해 의료기관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이송의 어려움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전략적인 의료자원의 확보와 효율적 활용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상대적으로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의료의 보완을 위해 권역별 3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네트워크 내 1, 2차 의료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하여
수요자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가능한 환경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또한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와 같이 권역 내 의료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권역별 의료 네트워크 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권역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중앙감염병원 - 권역별 감염병
센터의 통합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염병 환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음압병상 관리와, 고위험 환자
22）“2019년도 의료서비스경험 조사”, 보건사회연구원,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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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리포트 Focus On
Post covid-19

집중치료를 위한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특정지역의 동시 다발적 감염병 환자 발생과
중증 환자의 급증 등으로 인한 권역내 병원의 병상자원역량(surge capacity) 초과에 대비하는 한편,
방역당국(질병관리청)과의 유기적인 협력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함

[미래: 스마트 헬스케어의 구현]
미래 의료 생태계는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서비스제공자, 사회서비스제공자, 헬스케어사업자,
보험자 등 여러 주체가 소비자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러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급자간의 협력·조정을 통해 환자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통합해야 함. 따라서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헬스케어의 실현이 필수적일 것으로 전망됨
스마트 헬스케어의 제공을 위해서는 ‘스마트 병원’을 중심으로 기존의 중증, 응급/급성기 의료, 수술 등
핵심적인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효과적인 제공과 함께 권역내 의료데이터 플랫폼 역할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간 안전한 데이터 공유와 연계를 보장해야 함
동시에 1,2차 의료기관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결성을 확대하여 만성질환관리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가치 확대에 기반하여 권역내 의료주체들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실현하고, 연결된 헬스케어 조직의 감염병 등 의료데이터와 건보 등 공공데이터의를
활용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백신‧치료제와 혁신의료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개발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실증 생태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됨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시대 스마트병원 육성 방안 연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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