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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에 근거한 디지털헬스케어의 가치 평가 필요성:
인공지능 신기술추가지불보상(NTAP) 인정 사례(ContaCT, Viz.ai)로부터.

의료서비스혁신단 디지털헬스케어팀
김민석, 이예진, 김영식, 연미영

Ⅰ

배경

⊙⊙ 대표적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물리적
정신적 노동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을 혁신 특성으로 하는 기술로써 특히 의료 부문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영상진단, 신약발견, 가상비서, 작업(Workflow)관리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 의료 영역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의 규모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

⊙⊙ 우리나라는 최근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등 혁신기술에 대하여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시장진입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 바 있고2) 의료서비스 내 혁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3), 현재 의료 AI는 의료진의 판단을 보조하는 기기로써 포지셔닝 되어있어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여 지불주체와 적정서비스 가격 결정과
관련한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 또한 의료서비스 내 신속한 신기술 도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의료 현장까지
신기술이 전달되는 과정은 허가 후 급여까지 다양한 평가 단계와 기준을 충족하는 근거를 생산・보유해야 가능한
상황이고, 이는 기업이 해당 기술로 사업화하기까지 장기간 투자를 요하게 하므로 가격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1) Technavio. (2019). Global artificial intelligence (AI) market in healthcare sector 2019-2023.
2) 식 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보포털.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 제도 안내. https://udiportal.mfds.go.kr/brd/view/
P01_01?ntceSn=18
3) 보건복지부. (2020.1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규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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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공지능 헬스케어 글로벌 시장 규모 및 추정 (2018-2023)
(출처) Technavio. (2019)

⊙⊙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의료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제도적∙정책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 현장에 신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에 대한 별도 평가 트랙 및 추가 보상
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있다

⊙⊙ 최근 미국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CMS)에서 신기술추가지불 보상제도(NTAP,
New Technology Add-on Payment)를 통해 Viz.ai사 ContaCT가 인공지능 의료기기로는 최초로
승인되어 해당 사례의 근거 수준을 살펴보고, 국내 신기술 의료서비스의 평가방법과 보상체계 구축에 참조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Ⅱ

미국 CMS의 신기술추가지불보상(NTAP) 제도

1) NTAP 제도 특징 및 현황
⊙⊙ 미국 CMS는 메디케어 포괄수가제(Medicare Severity Diagnosis-related Groups, MS-DRG) 시스템에
따라 수집된 자료(2~3년 동안 발생한 메디케어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수가를 매년 갱신하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새롭고 고가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치료에 대해 산출근거를 생성하기 어려워 신기술 도입에
장벽이 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로써 NTAP을 도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4)

⊙⊙ CMS의 NTAP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①신규성(Newness) ②진료비용(Cost) ③상당한 임상개선
(Substantial clinical improvement)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5)6), 제도와 관련한 안내에서
“신규성”은 보통 FDA 허가 및 시장 출시부터 3년 이내의 기술로(FDA 510(k) 승인 제외), 기존에 유사한

4) Hassan, A.E. (2020). New technology add-on payment (NTAP) for Viz LVO: a win for stroke care. J. Neurointerv. Surg.,
doi:10.1136/neurintsurg-2020-016897.
5) CMS. New medical services and new technologies. Retrieved from https:/www.cms.gov/Medicare/Medicare-Fee-for-ServicePayment/AcuteInpatientPPS/newtech
6) CMS. (Sep., 2020). Medicare program; hospital inpatient prospective payment systems for acute care hospitals and the longterm care hospital prospective payment system and final policy changes and Fiscal Year 2021 rates; quality reporting and
medicare and medicaid promoting interoperability programs requirements for eligible hospitals and critical access hospitals. Final
rule. Retrieved from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9/18/2020-19637/medicare-program-hospitalinpatient-prospective-payment-systems-for-acute-care-hospitals-and-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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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나 기술이 있을 경우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진료비용 부분은 신기술에 대한
지불대가로써 MS-DRG 수가가 부적절한 수준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상당한
임상개선이라 함은 신기술이 다른 서비스 또는 기술에 비해 상당한 임상적 이점을 제공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표 1> NTAP 승인 기준
구분

기준

신규성

① 기존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전(Mechanism) 사용 여부
② 기존 제품과 동일하거나 다른 MS-DRG 적용 여부
③ 기존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병 유형의 환자 모집단 치료 여부
⇒ 위에 제시된 기준을 한가지 이상 충족하게 되면, 기존 기술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
 법의 세션 1886(d)(5)(K)(ii)(I)에 명시된 공식에 따라 MS-DRG 예상 지급률로 적정성을 평가하고, 신기술
관련 진료 비용이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는지 평가
⇒ 신청자는 데이터 초기 검증과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의 샘플을 제출
◼

진료비용

 신기술이 기존 서비스 또는 기술과 비교하여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진단 또는 치료에 있어 상당한 개선이 있음을 제시
- (예) 사망률 감소, 임상적 유의한 합병증 감소, 후속 진단 또는 사후 치료 감소, 입원 또는 의사 진료 횟수 감소,
부작용 감소 등
◼ 발행 또는 미발행 정보 문서 제시
상당한
- (예) 임상시험, 동료 검토에 따른 저널(Peer reviewed journal article), 연구 결과, 메타 분석(Meta임상 개선
analysis), 합의문, 백서, 환자 조사(Patient survey), 사례 연구, 보고서 등
◼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낮은 보급률을 가진 의료 서비스 또는 기술
⇒ 신기술이 NTAP에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해 메디케어에서는 FDA 기준(안전성, 유효성)을 사용하지 않으며,
메디케어 수혜자(65세 이상)에게 상당한 임상적 개선이 있음을 평가
◼

(출처) 미국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CMS)

⊙⊙ 미국 CMS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타운홀(Town hall) 미팅 등을 통해 신규성, 진료비용,
상당한 임상 개선의 여부를 검토하고, 자료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의 질의에 대하여 회사의 답변 및 추가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하며, 최종적으로 승인/거절 여부를 판단한다

⊙⊙ 혁신적인 치료를 위해 2001년에 도입된 NTAP 프로그램은 2003~2018년 동안 95개 제품이 신청되었고 그
중 30%만 NTAP 요건을 충족하여 승인되었다. 나머지는 ‘신규성의 기준(Newness criteria)’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철회(25%), 거부(45%) 등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 이런 이유로 CMS에서는 NTAP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혁신적인 치료의 도입을 장려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는데, 개선사항은 지불보상금액을 인상하는 것과, 임상개선 입증기간을 연장해준 조치이다8)9)
<표 2> NTAP 개선 사항
개선 1

신기술 추가 지불 보상 금액을 최대 50%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2020년부터 전체 MS-DRG 지불액을
초과하는 예상 비용을 65%로 인상하였다. 단, ①실제 발생한 의료비와 DRG 수가 차액의 65% ②회사가 병원에
청구하는 금액의 65%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함

개선 2

2021년부터는 FDA의 획기적 의료기기(Breakthrough devices)로 지정받고 허가 받은 의료기기(PMA,
510(k), de novo 등급)의 경우, 단시간에 ‘상당한 임상 개선’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NTAP 요건을 2년간
면제하고 2년 후에는 상당한 임상개선에 대해 입증해야 함

7) Truglio, A. & Livoti, C. (2018). Analysis of success rates for the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s new technology add-on
payment program. Value in Health., 21, S117-118.
8) CMS. (Aug., 2019). Fiscal Year (FY) 2020 medicare hospital inpatient prospective payment system (IPPS) and long term acute
care hospital (LTCH) prospective payment system (CMS-1716-F). Final rule. Retrieved from https://www.cms.gov/newsroom/
fact-sheets/fiscal-year-fy-2020-medicare-hospital-inpatient-prospective-payment-system-ipps-and-long-term-acute-0
9) CMS. (Sep., 2020). Fiscal Year (FY) 2021 medicare hospital inpatient prospective payment system (IPPS) and long term acute
care hospital (LTCH) final rule (CMS-1735-F). Retrieved from https://www.cms.gov/newsroom/fact-sheets/fiscal-year-fy2021-medicare-hospital-inpatient-prospective-payment-system-ipps-and-long-term-acut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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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Viz.ai사 ContaCT) 신기술 추가 지불 보상(NTAP) 승인 사례
■■Viz.ai사 ContaCT(Viz LVO)의 FDA 허가 및 NTAP 승인
⊙⊙ 인공지능 기업인 Viz.ai사의 ContaCT는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를 분류하고 알림을 주는 뇌졸중 CT
도구이며10), 2018년 2월에 FDA로부터 비슷한 의료기기가 없는 새로운 의료기기인 De Novo 허가
승인(Class II)을 받았고11)12), FDA 승인(’18년) 후 2020년 9월에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로 NTAP의 최초
승인을 받았다
<표 3> ContaCT의 인허가 승인 사항
FDA
De Novo 허가

•( ContaCT) 임상 상태를 암시하는 결과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고 적절한 의료 전문가에게 알리기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의심되는 환자 발견의 식별은 알림 이상으로 진단 용도가 아님

CMS
NTAP 승인

•(신규성) 간단한 진단 및 치료가 아니라 작업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로 그 가치를 고려함
•(상당한 임상 개선) ContaCT는 혈관 조영술(CTA, Computed tomography angiogram) 영상에서
의심 질환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치료 기준과 병행하여 신경혈관 전문가에게 알림을 주기 때문에
대혈관폐색(LVO, Large vessel occlusion) 뇌졸중을 조기에 진단하여 임상 결과를 개선하였음

■■근거 자료의 주요 내용
⊙⊙ ContaCT의 NTAP 승인을 위한 제출 자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뇌졸중 발병에서 재관류
(Reperfusion)까지의 시간이 뇌의 독립적인 기능 유지와 음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어, 뇌졸중 치료에 있어
발병 후 재관류까지 시간 단축이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하는 근거들을 주로 제출하였으며, 특히, ContaCT는
LVO 환자의 빠른 진단을 통해 신경 혈관 전문의에게 치료 결정을 용이하게 하여, 빠르게 문제를 제거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LVO 제거를 위해 사용된 기계적 혈전절제술 (Mechanical
thrombectomy)은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표준 치료 중 하나이며 다른 치료법에 비해 더 우수하다는
근거자료(임상시험 논문, 지침 등)를 제시하였고, ContaCT 알고리즘이 LVO환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적시에
의료진에게 알림을 줌으로써 전문병원 이송을 돕는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였다

⊙⊙ CMS의 검토 의견에 따라 Viz.ai사는 추가로 임상 데이터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실제 4개 병원에서 도입하여
운영된 ContaCT의 임상 효과에 대한 자료였으며, 추가 자료를 제출한 후 CMS가 제기한 판정 오류 가능성에
대해, ContaCT가 LVO 환자 분류에 있어 혹시 잘못된 분류(거짓 양성, 거짓 음성)를 하더라도 알림 보조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의료 현장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ContaCT 시스템의 잘못된 분류로 인한
피해보다 양성(True positive)으로 분류된 LVO 환자의 치료와 임상 개선의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10) Hassan, A.E. (2020). New technology add-on payment (NTAP) for Viz LVO: a win for stroke care. J. Neurointerv. Surg.,
doi:10.1136/neurintsurg-2020-016897.
11)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Feb., 2018). FDA permits marketing of clinical decision support software for alerting
providers of a potential stroke in patients. Retrieved from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permits-marketing-clinical-decision-support-software-alerting-providers-potential-stroke
12) U.S. FDA. 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Evaluation of automatic Class III designation for ContaCT. Decision
Memorandum #170073 (DEN170073). Retrieved from https://www.accessdata.fda.gov/cdrh_docs/reviews/DEN17007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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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NTAP 승인을 위한 제출 자료
◼ Viz.ai사 후원 또는 수행 연구(Retrospective study/analysis)
① the FDA decision memorandum(De Novo #DEN170073)
② A single site of a randomized clinical trial(RCT)
- Sun et al. (2013). Picture-to-puncture: A novel time metric to enhance outcomes in patients
transferred for endovascular reperfusion in acute ischemic stroke. Circulation, 127, 1139-1148.
③ Automated LVO Detection in Stroke Imaging(ALADIN) study 관련 2개 초록
- Barreira et al. (2018). Abstract WP61: Automated large artery occlusion detection in stroke imaging–
ALADIN Study. Stroke, 49, AWP61.
- Rodrigues et al. (2019). Abstract WP71: Multicenter ALADIN: Automated large artery occlusion
detection in stroke imaging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Stroke, 50(Supple 1), AWP71.
◼ 참고문헌
① LVO 환자의 혈관 내 기계적 혈전 절제술의 임상 효능 제시 관련 문헌
- Barreira et al. (2018). Abstract WP61: Automated large artery occlusion detection in stroke imaging –
ALADIN Study. Stroke, 49, AWP61.
- Rodrigues et al. (2019). Abstract WP71: Multicenter ALADIN: Automated large artery occlusion
detection in stroke imaging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Stroke, 50(Supple 1), AWP71.
- Berkhemer et al. (2015). A randomized trial of intraarterial treatment for acute ischemic stroke. N. Eng.
J. Med., 372, 11-20.
- Campbell et al. (2014). A multicenter, randomized, controlled study to investigate extending the time for
thrombolysis in emergency neurological deficits with intra-arterial therapy (EXTEND-IA). Int. J. Stroke, 9(1),
126-132.
- Demchuk et al. (2015). Endovascular treatment for small core and anterior ciculation proximal occlusion
with emphasis on minimizing CT to recanlization times (ESCAPE) trial: methodology. Int. J. Stroke, 10(3),
429-438.
- Jovin et al. (2015). Thrombectomy within 8 hours after symptom onset in ischemic stroke. N. Eng. J.
Med., 372, 2296-2306.
- Saver et al. (2015). SolitaireTM with the intention for thrombectomy as primary endovascular
treatment for acute ischemic stroke (SWIFT PRIME) trial: protocol for a randomized, controlled,
multicenter study comparing the Solitaire revascularization device with IV tPA with IV tPA alone in acute
ischemic stroke. Int. J. Stroke, 10(3), 439-448.
- Kumbhani, D.J. (2018). DWI or CTP assessment with clinical mismatch in the triage of wake-up
and late presenting strokes undergoing neurointervention with Trevo. Washington. D.C.: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CC). Retrieved from https://www.acc.org/latest-in-cardiology/clinicaltrials/2018/01/09/13/28/dawn
- IMS Study Investigators. (2004). Combined intravenous and intra-arterial recanalization for acute
ischemic stroke: the interventional management of stroke study. Stroke, 35(4), 904-911.
- IMS II Trial Investigators. (2007). The interventional management of stroke (IMS) II study. Stroke, 38(7),
2127-2135.
- Albert et al. (2018). Thrombectomy for stroke at 6 to 16 hours with selection by perfusion imaging. N.
Eng. J. MEd., 378, 708-718.
- Noguleira et al. (2018). Thrombectomy 6 to 24 hours after stroke with a mismatch between deficit and
infarct. N. Eng. J. Med., 378, 11-21.
② RCT 데이터를 기반으로 메타 분석(Meta-analysis) 문헌
- Campbell et al. (2016). Safety and efficacy of Solitaire stent thrombectormy: Individual patient data
meta-analysis of randomized trials. Stroke, 47(3), 798-806.
- Goyal et al. (2016). Endovascular thrombectomy after large-vessel ischaemic stroke: a meta-analysis
of individual patient data from five randomised trials. Lancet N. Am. Ed., 387(10029), 1723-1731.
- Meinel et al. (2019). Outcome, efficacy and safety of endovascular thrombectomy in ishchaemic
stroke according to time to reperfusion: data from a multicentre registry. Ther. Adv. Neurol. Disord.,
doi:10.1177/175628641983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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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pbell et al. (2017). Endovascular thrombectomy for ischemic stroke increases disability-free
survival, quality of life, and life expectancy and reduces cost. Front. Neurol., 8, 657.
③ STRATIS registry를 사용한 데이터 분석 문헌
- Mueller-Kronast et al. (2017). Systematic evaluation of patients treated with neurothrombectomy
devices for acute ischemic stroke: Primary results of the STRATIS registry. Stroke, 48(10), 2760-2768.
- Froehler et al. (2017). Interhospital transfer before thrombectomy is associated with delayed treatment
and worse outcome in the STRATIS registry. Circulation, 136(24), 2311-2321.
④ 미국뇌졸중협회 / 미국심장협회(ASA/AHA)의 가이드라인
- Powers et al. (2018). 2018 Guidelines for the early management of patients with acute ischemic
stroke: A guideline for healthcare professional from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American Stroke
Association. Stroke, 49(3), e46-99.
⑤ 빠른 재관류 시간이 임상적 개선(신경세포 손실 감소)에 중요한 예측 변수임을 제시하는 문헌
- Saver, J.L. (2006). Time is brain ― Quantified. Stroke, 37(1), 263-266.
- Saver et al. (2016). Time to treatment with endovascular thrombectomy and outcomes from ischemic
stroke: A meta-analysis. JAMA, 316(12), 1279-1289.
- Khatri et al. (2009). Good clinical outcome after ischemic stroke with successful revascularization is
time-dependent. Neurology, 73(13), 1066-1072.
◼ 추가 제출 (RWD, Real-world Data)
- Mount Sinai Health System(뉴욕) 4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ContaCT 사용전후 임상결과와 장애 수준이 ContaCT
사용전보다 우수하다는 결과 데이터
- SkyRidge Medical Center(콜로라도), Wellstar Hospital(조지아), Methodist LeBonheur Healthcare
System(테네시)에서 각각 32명, 120명, 46명 환자를 대상으로 ContaCT 사용 후 각각 24분, 30분, 44분의 DTSP
시간(Door-to-skin puncture time)을 단축했다는 결과 데이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NTAP 승인 신청 트렌드
⊙⊙ CMS에서는 2022년 NTAP를 신청한 제품의 타운홀 미팅을 추진하고 해당 목록을 공개한 바 있는데,
ContaCT가 NTAP 승인을 받은 이후, Viz.ai사는 ‘Viz SDH’와 ‘Viz STROKE NCCT’의 두 개 제품을 추가로
신청하였고, Rapidai사의 ‘Rapid ASPECTS’와 Aidoc Medical사의 ‘Aidoc Briefcase for PE‘가
소프트웨어로써 NTAP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3)14)
--2022년 NTAP 신청 제품(총 26건) 중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사례가 4건이었는데, 2020년에 승인요청(총
15)16)
16건) 중 Viz.ai사 ‘ContaCT’만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제품 이었던 것에 비하면 점차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의 NTAP 도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 C MS. (Dec., 2020). Fiscal Year (FY) 2022 Inpatient Prospective Payment System(IPPS) New Technology Add-on
Payment(NTAP) Virtual Town Hall Meeting. Retrieved from https://www.cms.gov/files/document/fy-2022-new-technologytown-hall-agenda-day-1.pdf
14) C MS. (Dec., 2020). Fiscal Year (FY) 2022 Inpatient Prospective Payment System(IPPS) New Technology Add-on
Payment(NTAP) Virtual Town Hall Meeting. Retrieved from https://cms.gov/files/document/fy-2022-new-technology-townhall-day-2.pdf
15) CMS. (May, 2020). CMS-1735-P. Retrieved from https://www.cms.gov/medicaremedicare-fee-service-paymentlongtermcar
ehospitalppsltchpps-regulations-and-notices/cms-1735-p
16) CMS. (Dec., 2019). FY 2021 inpatient prospective payment system (IPPS) new technology add-on payment (NTAP) town hal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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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FY2022 NTAP 신청 제품에 대한 타운홀 미팅
구분
소프트웨어
(4)

의료기기
(6)

의약품
(15)

병원시스템
(1)

Ⅲ

제품명
•Rapid ASPECTS
•Aidoc Briefcase for PE
•Viz SDH
•Viz STROKE NCCT
•Ellipsys®Vascular Access System
•VGS Venous External Support (VEST) Device
•INDIGO Aspiration System with Lighting Aspiration Tubing
•ISC-REST (Ischemia Care Respiratory and Stroke Test)
•Steripath® Micro™ Blood Collection System
•Pure-Vu System
•Vekury®(Remdesivir)
•Molnupiravir
•ENSPRYNG™
•NexoBrid®
•StrataGraft®
•TERLIVAZ®(Terlipressin)
•Narsoplimab
•Lifileucel
•Lisocabtagene maraleucel
•Ciltacabtagene autoleucel
•Idecabtagene vicleucel
•TECARTUS®(Brexucabtagene autoleucel)
•Amivantamab
•ZEPZELCA™
•Trilaciclib
•Olumiant®(Baricitinib)

시사점

■■근거 기반 디지털헬스케어의 미래 가치는 혁신성
⊙⊙ 디지털헬스케어의 경우 의료인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진료비용과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혁신적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서비스가 투자 대비 보상을 얻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런 이유로
충분히 입증된 솔루션도 의료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어렵고 기술적 혁신을 이룬 기업도 적극적으로
건강보험 내에서 사업화 추진을 주저하게 하는 점이 있다

⊙⊙ 또한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과 관련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강력한 재정적 혁신이
기대되는 등 경제적 가치가 입증되지 않는 한 건강보험으로 부터 보상이 줄어드는 위험을 감수하고 신기술을
도입하는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번에 검토한 NTAP의 경우, 기존의 보상체계 내에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어 의료현장에 신기술 도입이 지체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별도의 추가보상체계로
우리나라도 참조할 만한 제도이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의 보상가치를 논의하기 위해 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신기술 승인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작업으로 판단된다

7

⊙⊙ 특히 이번에 인정된 인공지능 의료기기인 ContaCT의 경우, 대부분의 인공지능 의료기기들이 판독의
정확도를 중요 요소로 임상 개선 근거를 제시한 것과 달리, 검사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의 축소로부터 빠른
치료를 도와 결과적으로 임상개선에 이르는 측면을 강조하여 인정된 사례로써, 진료과정의 개선에 해당하는
혁신성 가치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어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하겠다
--독일의 경우에도 디지털헬스케어가 ‘진료과정의 개선(Process improvement)’이나 의료서비스 전반에서
‘구조적인 개선(Structural improvement)’ 효과를 입증할 경우 수가로 인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의료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기 위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의료서비스의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등 혁신성에 기반한 가치 인정과 함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미래 의료를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헬스케어의 효율적 보상체계 논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이번에 사례로 검토한 Viz.ai사 ContaCT의 경우, NTAP 승인을 위한 입증 과정에서 뇌졸중 환자가 발병에서
치료에 까지 소요되는 시간 단축에 ContaCT의 기여에 대해 설명하는 것에 주력했는데, ContaCT의 기능적
근거에 대해서는 선행연구 문헌으로 대체하고, 시간 단축 효과가 실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임상 결과(4개
의료기관의 임상 데이터)를 추가 제시하여 최초의 인공지능 의료기기로써 NTAP 승인 사례가 되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신의료기술평가나 건강보험등재과정에서 근거 수준이 높은 임상결과 논문을 요구하고
있는데, 임상 시험 후 논문 등재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아 이런 평가방법의 개선은 기업의
애로사항과 규제해소 요구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다
--이번 검토 사례처럼, 일정한 안전성 검토를 통과했거나 이미 선행 연구들로부터 기술적으로 위험이 적다고
평가되는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의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합리적 판단에 근거해 선(先)진입/
후(後)평가할 수 있는 개방적 활용·평가 제도의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현재 신기술 관련
규제해소 방안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의 의료현장 진출과 신속한 평가·검증 지원
제도들이 보다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혁신성을 가진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이 의료시장에서
선순환하며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신기술을 통해 의료서비스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외국의 경우, 안전하고 책임성 있는
디지털헬스케어의 근거 산출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디지털헬스케어와 관련한 기술들이 최소한의 증거를 충족하기 위한 연구설계, 측정지표, 비교 데이터 등과
관련하여 적절한 정보와 지침을 얻기 부족한 상황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규모와 역할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영국의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 미국의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 Quality(AHRQ), 호주의 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ADHA)와 같은 조직이 그런 사례이다. 이들 조직은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이 기술개발
단계에서 부터 정교한 임상 설계와 시험을 위해 다양한 선행 사례를 탐색할 수 있고, 관련하여 범정부적
지원정보를 참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도 디지털헬스케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근거 기반 디지털헬스케어의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정책 조정 및
이해관계 해소를 위한 기능을 가진 조직 운영을 고려할 때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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