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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추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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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요약

호주 헬스허브 인터벤션센터 프로젝트

진출국가

호주

진출단계

신설

진출분야

진출 본격화

진출(병원)
규모

의원 개설 및 운영

진출품목
(진료과)

호주 인터벤션

진출형태
(복수선택
가능)

1.
2.
3.
4.
5.

개설⋅운영(신설 ■, 인수합병 □),
수탁운영 □
운영컨설팅 □,
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 이전 □
국외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공 □
6.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 지원⋅교육 □
국내
파견
(한국)

채용인력
(20년도 기준)

라이센싱 □
프랜차이징 □
위탁경영 □
일괄수주 □
기타계약 ■
해당없음 □

시드니

단독
■
합작
□
해당없음 □

자본
투자

상주

의사( ) 간호사( ) 전문기사( ) 행정( ) 기타( )

총

명

순환

의사( ) 간호사( ) 전문기사( ) 행정( ) 기타( )

총

명

의사( ) 간호사( ) 전문기사( ) 행정( ) 기타( )

총

명

현지
구분
평균
연봉

계약방식
(복수선택
가능)

지역

의사

간호사

전문기사

행정

기타

국내
현지

국내
파견
(한국)
채용인력
(예정)

상주

의사( ) 간호사( ) 전문기사( ) 행정( ) 기타( )

총

명

순환

의사( ) 간호사( ) 전문기사( ) 행정( ) 기타( )

총

명

의사(1) 간호사( ) 전문기사( ) 행정(1) 기타(1)

총 3 명

현지
구분
평균
연봉

의사

간호사

846

78

2020. 1. ~ 2022. 12.
(3년)
현금

간접보조
사업기간

56

85

%
20억 6천만원

컨소시엄

현금
국외
자본투자

현물

총사업비
투자

2020. 1. 31. ~ 2020. 11. 20.
(11개월)

( 2,060,000 )천원 (100)%

무형(기술)

참여기관
(국내, 국외)

기타

합작파트너
운영주체

합작 파트너

국내자본
해외투자

행정

국내
현지

총 사업기간

전문기사

)천원 (

)%

현물
기타

신청금액
(간접보조
사업비)

총계
145,000천원

헬스허브, 헬스허브 호주 법인

협력기관
용역업체

(

호주 Core Connect Group, ARIS Networks

* 상주 파견기간(1년 이상), 순환 파견기간(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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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100,000천원

자기부담금
45,000천원

사 업 내 용 요 약
◦ 전체 사업 최종 목표(정량적 목표 및 정성적 목표)
○ 호주 헬스허브 인터벤션센터 개소 설립 기반 마련
- 호주 의료시장의 초기 진입 리스크 최소화
- 호주 시장 조사⋅분석⋅현황 파악을 통한 진출방법 확정
- 개소를 위한 선 작업. 부동산 조사, 협력병원 물색 등
- 호주 메디케어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 인터벤션시술 영문 영상 제작
○ 센터 개소 및 안정화(본 사업 이후 장기 목표)
- 한국 인터벤션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모델 수립
- 의료진 및 직원 전담 교육을 통한 숙련도 향상
- 한국 의료정보 시스템 및 기술의 호주 도입
- 홍보를 위한 자체 동영상 제작
◦ 과거 사업 추진 내용
○ 호주 진출 기반 모색
주요 추진 현황

기간

추진성과

호주 시장조사

2018. 12월

현지 전문가 미팅

2019. 1월

현지 법인설립 T/F 구축

2019. 5월

현지 법인장 구인

호주 법인 설립

2019. 6. 25

호주 법인 설립

호주 법인장 부임

2019. 8. 1

호주 법인장 부임

의료 사업 정보 조사

2019. 10. 29

2019 디지털 헬스케어 로드쇼(멜버른) 참석 및
자문의 섭외

호주 진출 준비

◦ 사업 추진 내용(지원사업 수행기간(’20.7~11))
- 호주 전문 컨설팅을 통한 현지 의료시장 조사 및 분석
- 현지 사업의 초기 위험도를 낮추는 진출방법 확정
- 호주 Medicare 의료시스템 개발(1차 완료)
◦ 향후 추진 계획
- 호주 헬스허브 인터벤션센터 개소
- 우수한 한국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호주 헬스케어 시장 진출
- 현지인 및 거주 교민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
- 헬스케어 IT 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컨소시엄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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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기대 및 파급효과
-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호주 의료시장 진입을 진출 기반 마련
- 의료IT 시장 진출을 위한 플래그십 센터 확정
- 한국의 우수한 인터벤션 서비스 마케팅
- 한국 및 호주 의료인력 교류
◦ 지원사업 수행기간(2020년 1월~11월) 정량 목표 (사업계획서 기준)
구분

세부내용

제출 산출물

호주 의료시장 분석

호주 컨설팅 기업을 통한 현지 의료 시장 분석

결과 보고서 2건

부동산 입지 조사

호주 병원 입지 조사

Randwick Medical
Imaging Center 자료

의료정보시스템 S/W

호주 Medicare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1차 완료)

프로그램 소개서

인터벤션시술 홍보

인터벤션시술 영상 제작(영문 자막화) 및 유튜브
홍보

영상 URL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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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개요

1.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추진배경
□ 호주 의료산업 분야의 추세

[그림 1] 호주 주요 도시

○ 의료분야에서 호주 정부 예산 지원 및 의료 혜택 확대
- 호주는 세계적인 수준의 헬스케어 생태계를 갖추고 있으며, 의료 보건산업은 국가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등 호주 정부의 대표적인 육성 산업1). 호주 보건⋅
의료시장은 호주 GDP의 7.2%가량 차지하는 비중 높은 산업으로 137억 달러(AUD.
한화 약 12조 원) 규모이며 향후 5년 동안 4.3%대의 성장세 예상
1) "호주에서 환영받은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기술은?", KOTRA,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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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정부는 공공병원 병상 확충, 헬스케어 근로자 증원, 시설 개선 확충, 진료
대기 시간 단축 등에 대한 지원
- 호주 정부 및 주정부의 의료비 지원금은 GDP 성장대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인구 대비 의료비 지출은 한국보다 높은 편임

[표 1] 호주정부 및 주정부의 의료비 지출

- 2019-20년 호주 연방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4년에
거쳐 약 80억 달러(AUD) 증가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1차 진료, 영상진단, 공공
병원 및 의약품 등에 대한 전반적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2)
- 한국의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메디케어(Medicare)의 진료비 환급금 인상 및 의료
보험 지원 질병의 확대3) 기조가 있음

2) "호주 의료기기 및 수술장비 시장 동향", KOTRA, 2019.07.15.
3) "호주 의료기기 및 수술장비 시장 동향", KOTRA,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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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개인 의료비 지출 확대
- 호주의 건강 관련 지출 비용은 지난 10년 동안 인구 증가율보다 빠르게 성장함
(단위 : AUD 십억)

[표 2] 연도별 건강관리 지출비용(IBIS World)

- 2006-07년부터 2015-16년 사이 호주의 인구 증가율이 17% 가량 늘어난 것에
비하여, 총 건강 관련 지출비용은 50%나 증가함. 이는 일일 평균 의료비 지출이
22%가 늘어난 것을 의미하기도 함4)

(단위 : AUD)

[표 3] 연도별 일일 평균 의료비 지출비용5)
4) "호주 의료기기 및 수술장비 시장 동향", KOTRA, 2019.07.15.
5) Australia’s health, 호주 보건 복지 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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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당 의료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우수하고 질 좋은 의료기술의 관심 및
이에 대한 수요 역시 증대할 것. 이에 한국의 비교우위가 있는 의료서비스 분야인
영상의학과 인터벤션의 강점을 기반으로 호주에서 경쟁력을 키워 선점할 필요가
있음

○ 호주 사회의 고령화 추세
- 2023년까지 70세 이상 인구가 호주 전체의 12%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현재 호주는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 건강, 의료 부문의 지출이 지속 증가6)
하고 있음
- 증가하는 노령 인구의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의료 인프라 문제로 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고도화된 첨단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전망.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호주 의료산업 시장의 이해와 진입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호주 New South Wales 지역

[그림 2] 호주 New South Wales 지역
6) “호주 의료/바이오 산업_의료기기 산업”, KOTRA,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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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NSW주에 거주하며, NSW주는 호주 경제생산의
3분의 1가량인 가장 큰 경제 규모를 보유함7)
- 최대 경제 규모를 보유한 NSW 지역은 호주에서 가장 큰 Prostate Arterial Embolization
(PAE. 전립선동맥 색전술) 시장을 형성
- 휴먼영상의학센터의 컨소시엄 헬스허브 호주법인이 시드니에 위치하여 현지 시장에
진출 및 안착하는 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인구가 많고 거주 교민이 많아 시장 확보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드니 지역에 센터를 설립하고, 인터벤션 시장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려 함

2) 필요성
○ 우수한 한국 의료기술의 수요
- 외국인환자가 한국 의료서비스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1순위 요소는 의료
기술이며, 41.5%로 가장 높은 편임

[표 4] 한국 의료서비스 선택 시 고려요소8)

- 특히 지난 10년간(2009-2018) 국가별 외국인환자 현황에서 호주는 상위 100개국
중 16위를 차지하며 한국 의료서비스 및 의료기술에 대한 지속적 수요가 있음9)
7) "호주 NSW주 투자환경 및 유망투자분야", KOTRA, 2018.10.05.
8) 2018년도 외국인환자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11.
9) 2018년 외국인환자 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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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한국 의료인력이 호주 거주 교민, 호주인 대상으로 홍보⋅마케팅을
진행할 때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인터벤션 시장의 성장세
- 인터벤션 시술은 CT, MRI 등으로 얻은 영상 이미지를 사용하여 통증 상태, 혈관
질환, 종양 등 다양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방법
- 인터벤션은 최소 침습으로 수술과 비교하면 환자 위험을 낮추고, 입원 시간을
단축하며, 회복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세계 인터벤션 시장은 2018년에 190억 달러(USD)로 추정되며 2024년까지 연
평균 6.4% 성장할 것으로 예상

[표 5] Global intervintional radiology market

- 호주의 인터벤션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공공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벤션
시술 영역은 주로 Angioplasty and Stent Insertion(혈관 성형술 및 스텐트) 같은
기본적인 시술 위주로 운영됨
- 고령화 인구 증가, 만성 질환 증가는 인터벤션 시장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 전립선비대증 등 노인성 질환의 치료가 가능한 인터벤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술 대신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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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먼영상의학센터의 인터벤션 경쟁력
- 인터벤션은 한국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의료분야로 선진국에서도 시장 경쟁력이
있으며, 인터벤션 기술발전으로 생명과 관련이 적은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질병도
최소 침습적 치료가 가능함
예) 전립선비대증 색전술, 자궁근종 색전술, 하지정맥류 색전술, 통증 인터벤션, 유방
및 갑상선 인터벤션, 정계정맥류 색전술, AVF 등
- 인터벤션 시술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며 혈관조영장비 등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분야로 대형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서비스였음. 휴먼영상의학센터는 전문 의료진
으로 구성된 인터벤션시술센터를 운영하며 전립선비대증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
에서 인터벤션 시술을 수행 중

○ 한국 의료IT의 호주 진출 가능성

[표 6]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 세계 시장 현황
: 의료기관 및 시설별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 특징

- TECHNAVIO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 시장은 2021년에는 약 35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는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환자 모니터링 및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10)
- 특히 호주는 인구의 도시화 현상이 심해 병원이 도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점차 지방 도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원격의료서비스 시장성이 높음

10) 보건산업브리프 의료기기품목시장통계 Vol.5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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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먼영상의학센터 인터벤션센터 설립 및 센터 운영을 위하여 원격진료시스템은
필수적인 상황
- DICOM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 in Medicine, 의료영상 표준) 국제
표준을 따르는 시스템이어도 시장 진입 초기에 다양한 문제(언어, 사용방법의 차이,
서비스 지원 등)를 겪게 됨. 보수적인 호주 의료계 시장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헬스허브를 컨소시엄 기업으로 선정. 호주법인 활용 및 현지 병원과의 협업
경험으로 리스크를 최소화 함
- 호주의 독립적인 의료장비 인증 제도(TGA) 등 시장 특성상 의료IT 솔루션이 진출
하는데 준비 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진출 전략이 필요11)
하고, 호주에서는 기술지원, 인증 취득 여부, 유지보수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12)
휴먼영상의학센터의 단독 사업보다는 현지 사정을 파악한 의료 솔루션 업체와의
파트너십이 필요함
- 헬스허브는 국내에서 쌓은 운영 노하우를 호주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현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시스템을 개발 및 보완하고 있음. 헬스허브 호주법인은 휴먼영상
의학센터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며, 한국 기술 기반의 통합 의료IT솔루션을 호주
의료시장에 도입 가능함
- Center 개소, 병원 설립 후 헬스허브의 IT 기술을 통해 환자 진료에서부터 병원
운영, 솔루션 제공, 원격판독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함

2. 사업목적
1) 프로젝트 최종목표
○ COVID-19 안정화 이후 인터벤션센터 개소 (2021년 목표)
-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호주 의료시장 진출을 목표로 함

○ 우수한 인터벤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 경쟁력 강화
- 지속경영이 가능한 효율적인 Center 운영 모델을 확보하고, 호주 인터벤션 시장
점유율 확대
- 현지 자문의를 통하여 우수한 의료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벤션 신뢰도를
높임
11) "넓은 국토에 외곽지역 의료시설이 부족한 호주", 디지털 의료기기 유통사 SiSU Health IT 팀장
12) "호주에서 환영받은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기술은?", KOTRA,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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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호주 간 의료인(인터벤션센터 종사자 등) 교육을 통한 의료 교류

○ 컨소시엄 파트너의 의료IT솔루션을 활용한 병원 효율화 모색
- 호주 현지화 지원, 의료장비 등의 인증 지원 등을 통해 한국 의료IT 제품, 의료기기
등 호주 의료시장 진출을 돕는 기반 환경을 구축함

2) 지원사업(프로젝트) 세부목표
○ 인터벤션센터 사업을 위한 사전준비 업무를 중심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병원 설립
기반을 마련함

○ 한국-호주 합동 개원 추진단 구성

○ 현지 협력병원 물색, 부동산 입지 조사 등 Center 설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
작업 진행

○ 호주 의료시장 조사, 분석, 현황 파악을 통한 진출방법 확정
- 국내와 다른 호주 시장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부터 비즈니스 전략 모델 구상

○ 호주 Medicare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 인터벤션시술 영문 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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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 추진현황
1) 그 간의 성과

주요추진항목

기간

추진성과

호주 시장조사

2018.12.

현지 전문가 미팅

호주 진출 준비

2019.01~2019.05.

현지 법인설립 T/F 구축 및 법인장 구인

호주 법인 설립

2019.06~2019.08.

헬스허브 호주 법인 설립 및 법인장 부임

의료 사업 정보 조사

2019.10.29.

2019 디지털 헬스케어 로드쇼(멜버른) 참석 및 자문의
섭외

인터벤션센터 개원
추진단 구성

2020.01.

호주 헬스허브 인터벤션센터 프로젝트 개원 추진단
구성(한국-호주 합동 추진단)

호주 컨설팅

2020.05~2020.10.

호주 전문 컨설팅 기업을 통한 현지 시장 조사

2020.05~2020.06.

인터벤션시술 영상 제작(영문 자막)
및 유튜브 홍보

2020.06~1차 완료

호주 메디케어 의료정보시스템

인터벤션시술
영상 제작
호주 건강보험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2) 네트워크 구성 현황

구 분

내 용

호주 의료계 인사

Chief Medical Doctor
Dr. Joshua Chae
호주 법인장
이상우

담 당
Chief Medical Doctor
전문의(Radiologist)
협력 자문의
General Manager

헬스허브 호주법인
Marketing
(구인중)

고객 대상 마케팅 & 홍보업무
/ 전문의 및 가정의학과 원장 대상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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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운영체계(조직구성 및 참여기관)
1) 전담조직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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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인력 및 전문인력
전 공 및 학 위
No.

소속기관

성명

직급
전공

1

휴먼영상의학
김성현
센터

2

휴먼영상의학
정혜두
센터

원장

3

휴먼영상의학
김홍식
센터

4

학교

담당
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개월)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사업책임

2

20

영상의학과 박사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원

의료진

3

30

본부장

인도어

한국외국어대

마케팅

3

30

휴먼영상의학
위진숙
센터

팀장

방사선

신흥대학

의료진

2

20

5

휴먼영상의학
김진완
센터

방사선사

방사선

서울보건대학

의료진

2

20

6

휴먼영상의학
정후곤
센터

방사선사

방사선

신구대학교

의료진

2

20

행정학

명지전문대

사업총괄

3

30

IT총괄

3

30

대표원장 영상의학과 박사

7

헬스허브

이병일

대표

8

헬스허브

변시섭

연구소장

9

헬스허브

진재선

연구원

컴퓨터공학

성균관대학교

IT기획

3

30

10

헬스허브

박종수

매니저

전자

서울보건대학

사업기획

2

20

11

헬스허브

서태정

매니저

항공우주법학

한국항공대

사업기획

2

20

12

헬스허브

김소정

연구원

경제학

성공회대학교

사업운영

2

20

13

헬스허브

Joshua
Chae

Doctor

PhD in
Medicine

University of
Sydney

의료자문

4

40

14

헬스허브
호주법인

이상우

법인장

전자공학

서일대학교

사업운영

9

90

15

헬스허브

이청송

매니저

전자공학

경희대학교

호주업무
지원

1

10

품질및경영공학
숭실대학교대학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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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기관 정보
○ 컨소시엄

No.

1

2

기관명

헬스허브

헬스허브 호주법인

주요업무(역할)

대표자

연락처

이병일

Tel. 02-511-3601
E-mail.
lbi@healthhub.kr

병원 개원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

이상우
(법인장)

Tel.
+61-(0)451-178-879
E-mail.
jeff.lee@healthhub.kr

용역명

사업
책임자

연락처
Tel.
+61 (0) 410 444 524
E-mail.
pat.wheaton@coreconnect.com
.au

병원 의료시스템 개발

○ 용역업체(위탁)

No.

기관명

1

Core Connect Group

Interventional center
consultation in Australia

Patrick
Wheaton

2

ARIS Networks

Teleradiology Business
consultation in Australia

Ina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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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ina.lee@arisnetworks.com.au

Ⅲ

수행단계별 세부 사업 추진현황

1. 세부 사업별 추진현황

본격화(추진)단계
순서
1

추진항목
현지법인 설립

주요 수행 사항
ü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 구성
ü 현지법인 설립, 사업추진 인력 파견

수행 유무

해당없음

완료

ü F/S: 실행계획/재무적/법률적 타당성 분석
2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및
세부 사업 계획

(의료보험, 청구시스템 등)
ü 실행 과제 구체화

완료
(정부지원)

ü 진출형태 확정
ü 사업 업무 분장 및 인력 계획
3

Network 구축 / 파트너 투자
유치

ü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인적자원 확보
(호주 현지 인력, 호주 업무 원격지원 인력,

수행 중
(정부지원)

의료시스템 개발/전산 지원 인력)

4

인허가

현재

ü 의료기관 개설 인허가 서류⋅절차 확인

해당없음

ü 외국투자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 확인
5

자금 조달

현재

ü 자금 조달 관련 분야에 대한 알맞은 전문가

해당없음

선임

6

건축/설계

7

인사-조직 구축

8

병원운영 매뉴얼 정립

9

마케팅 전략

ü 부동산 및 협력병원 조사

1차 완료

ü 진료 S/W 개발 / IT 인프라 구축

(정부지원)

ü 운영 전 단계 인력, 운영 체계 점검

현재

ü 인력교육 체계 구축

해당없음
현재

ü 운영⋅관리규정 및 보고체계

해당없음

ü 초기 확산 및 안정화 될 수 있는 마케팅
계획

수행 예정

ü 현지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홍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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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계획(성과목표) 대비 이행실적(달성도)

1. 계획대비 달성도
1) 성과 목표 및 달성도

세부 사업명

사업기간
(년월~년월)

사업 성과목표

헬스허브
호주 진출 추진단

2020년

호주법인-인터벤션센터 개원

1월

추진단
(한국-호주 합동 추진단)

호주 의료시장

2020년

분석

5월~10월

호주 건강보험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인터벤션시술 영상

2020년 6월
~1차 완료

2020년
5월~6월

호주 컨설팅 전문기업들을

성과지표

지원사업기간 목표치

계량
호주 헬스허브
비계량

인터벤션센터 프로젝트
개원 추진단

계량

컨설팅 결과물 2건

통하여 안정적인 의료시장
진입을 도모

메디케어 청구 프로그램

비계량

계량

선개발을 통하여 추후
인터벤션센터 개원 시 활용

인터벤션시술 영상 제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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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완료)

비계량

계량

홍보
(기존 및 신규 포함)

프로그램 개발

비계량

22건의 영문 자막화 영상
제작

2)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

2. 주요 추진내용
○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프로젝트 목표 및 계획 변경
- 호주 정부는 현재 COVID-19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강력한 규제 및 통제 정책을
시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기조를 보임
- 호주는 COVID-19로 인하여 대면 접촉이나 시설 접근이 거의 불가능함
- 한국-호주 간 출장으로 인한 자가격리 문제, 현지 실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부동산
계약, 병원 설계 계획 대신 인터벤션센터 설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내용을
현실적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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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 인터벤션센터 프로젝트 추진단 구성
○ 호주 인터벤션 의료서비스 진출을 위한 개원 추진단 구성
-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분장을 통하여 프로젝트 목표를 구체화
- 온라인 화상회의를 활용하여 정기적인 미팅을 진행
- 휴먼영상의학센터는 호주 현지 자문의의 협력을 받으며 인터벤션시술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 개원을 위한 제반사항(시장 분석, 부동산 조사 외)은 헬스허브 및
헬스허브 호주법인이 담당

2) 호주 현지 시장 분석 및 사업 진출방법 확정
○ 전문 컨설팅 계약 및 진행
- 휴먼영상의학센터는 호주 인터벤션센터 진출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략 컨설팅을 위탁 진행. 해당 정보는 호주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현지 업계 전문가에 의하여 조사됨

□ 호주 Core Connect Group(1차 전문 컨설팅 기업)을 통한 인터벤션 시장 분석
- 호주 컨설팅 기업을 통하여 현지 의료시장 분석 및 수익⋅운용 모델 조사를 의뢰함.
현지 인터벤션 시장 현황과 휴먼영상의학센터에 권장되는 전략 모델에 대한 보고가
주된 내용임

○ 호주 영상의학 전문의 등급과 면허
- 호주에서는 의사가 보유한 면허 종류와 등급을 중요히 여기며, 특히 RANZCR
(영상전문의 기관)에서는 전문의를 2가지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음. A그룹은 기본
적인 영상의학 및 혈관 조영술 전문가이며, B그룹은 고급 신경, 혈관 및 비뇨기과
전문가 그룹임
- 호주의 EBIR(European Board of Interventional Radiology) 면허는 호주에서
가장 선호하는 높은 등급의 전문가 면허임
- 예를 들어서 인터벤션시술 후 문제가 되어 법정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의사의
면허를 객관적 지표로 삼고 있음. 만약 해당 의사가 EBIR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법원은 타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더라도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의료사고 책임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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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뿐만 아니라 호주 현지에서 인터벤션시술 마케팅 시 EBIR 면허 보유 의사가
집도의라고 하는 것이 마케팅 측면에서 충분한 장점이 됨
- 현재 호주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며 현지 자문 인력으로 있는 Dr.Joshua Chae는
해당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 (호주 헬스허브 인터벤션센터 담당의 예정)

○ 호주 인터벤션 시장의 특징
- 최근 호주 인터벤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병원간 M&A(Mergers And Acquisitions,
인수합병) 추세 속에 특히 대형 개인병원이 주도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음
- 또한 공공병원의 영상의학전문의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공공병원의 의료영상장비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특히 NSW(New South
Wales) 주정부는 3년간 20개 이상의 헬스인프라 프로그램(하이브리드 혈관조영
시술센터)을 시행하면서, 공공병원 인터벤션 영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연번

유형

특징
- 인터벤션 전문의 고용 형태는 VMO(Visiting Medical Officer, 방문진료의)
및 파트타임(1주일에 2일~4일을 근무)으로 구성됨
- 환자는 공공의료 지원대상 및 비대상으로 구분됨. 공공의료 지원대상 환자는

1

공공병원

정부 지원으로 의료비를 충당함. 비대상 환자의 경우 사보험이나 개인부담금
으로 의료비를 충당함
예) 비대상 환자가 공공병원에서 인터벤션 시술을 받을 경우, 환자에게는
전문의 의료비, 장비이용료(촬영⋅수술)가 청구됨

2

개인병원

- 대다수의 개인병원에는 하이브리드 혈관조영장비 및 시술실(Angio Lab)과
심혈관조영실(Cath Lab)이 있음
-의료영상 촬영은 계약된 영상센터에서 촬영하고, 개인병원의 시설을 1일

3

Day Surgery
Center

단위로 계약하여 인터벤션 전문의가 수술을 진행함
-여러 인터벤션센터 유형 중 Risk가 낮아 휴먼영상의학센터 호주 진출 프
로젝트에 추천되는 모델

4

영상클리닉

- 판독센터에서 CT, 초음파 영상촬영을 진행하고, 그외 혈관조영장비 및
시술실(Angio Lab)은 인근 커뮤니티 병원을 이용함

○ PAE(Prostate Arterial Embolization. 전립선동맥 색전술) 시장에 대한 분석
- 호주 공공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전립선 진료는 주로 비뇨기과에서 담당하며, 국가
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의 치료의 경우 국가지원 항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인 청구가 보편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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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W(New South Wales) 주는 호주에서 가장 큰 전립선동맥 색전술 시장을 형성
하고 있으나, 환자의 90%가 입원 후 257일 이내 대기하여야 할 정도로 대기
시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큰 문제점이 있음. 이 때문에 오래 대기하여 수술이
지체되는 불편함을 느끼는 환자의 경우, 사보험에 가입하여 개인병원에서 치료
받는 선택을 하고 있음

[표 7] 호주 및 NSW(New South Wales) 주의
PAE(Prostate Arterial Embolization. 전립선동맥 색전술) 시술 환자 대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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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Private Hospital CEO인 Anon의 의견에 따르면, 보편적으로 비뇨기과 수술과
달리 인터벤션 시술의 의료비 총액 중 상당 부분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점과
비뇨기과와 환자 유치를 경쟁하는 점이 난관이라고 보고 있음
- l이처럼 인터벤션 시술의 경우 환자의 개인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에 위치한 병원에서 시술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운용모델의 비교

연번

구분

내용
- 전문의가 개인사업자가 되어, 본인 병원에서 인터벤션 환자를 시술하는
형태

1

개별
인터벤션센터

- 개인 브랜딩뿐만 아니라 인터벤션 환자 유치를 위하여 마케팅비 투자가
필수
- 부대시설 접근 및 이동 수술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공공병원 또는 개인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수익구조를 유지할 수 있음
- 휴먼영상의학센터의 호주 진출 시 추천되는 운용모델
- 브랜딩을 통한 인터벤션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여 공격적 마케팅 필요

2

그룹형
인터벤션센터

- 개인병원에서 인터벤션 환자를 전문적으로 시술하는 형태로 Day Surgery
가능
- 부대시설 접근 및 이동 수술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간호사, 스탭 비용을 분담할 수 있고, 초기 병원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직접 운영하는 영상의학센터가 있음
- 구입/렌트를 통한 혈관조영장비 및 시술실(Angio Lab)을 보유함

3

단독
인터벤션 병원

- 인터벤션 절차를 제공하는 전문의 그룹으로 모든 스탭과 마케팅 리소스가
필요
- 현재 한국 휴먼영상의학센터와 같은 케이스이나, 호주에서는 진입 장벽
이 높아 어려운 도전이 될 것
- 단독형 인터벤션 병원을 여러 지역에 지점 형태로 분산한 형태
- 직접 운영하는 영상의학센터가 있음

4

인터벤션

- 구입/렌트를 통한 혈관조영장비 및 시술실(Angio Lab)을 소유한 형태

비즈니스

- 인터벤션 절차를 제공하는 전문의 그룹으로 모든 스탭과 마케팅 리소스가
필요
- 잠재적인 인터벤션 협력 및 성장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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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추천 운영 모델-1차 컨설팅 보고서 내용 발췌
(* 자세한 내용은 별첨① [Interventional Radiology in Australia] 참고)

○ 그룹형 인터벤션센터를 위한 핵심 요소
- 인터벤션시술, 의료영상 촬영⋅판독을 위한 이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정부에
비용을 최대한 청구하여 환자의 부담금을 줄이는 모델이 안정적
- 다수의 인터벤션 전문가 그룹을 확보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진 홈페이
지를 구축하여 일반의와 리퍼 협업하는 등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해야 함
- 인터벤션시술은 일반의의 리퍼 없이는 환자를 유치할 수가 없기에 일반의 대상
마케팅이 핵심임. 환자 유치를 위한 일반의 협력을 위해서는 리퍼 된 환자에게
제시할 장점 및 일반의의 접근성 확보까지 고려해야 함
- 이뿐만 아니라 영상의학센터, 비뇨기과, 개인병원, 의료기기업자와의 협력 및 계약
관계를 유지함

□ 호주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
시장 동향

○ 호주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
및 클라우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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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20여 년간 정부-업계 간 규정을 보완하고, AI 기술과 접목한 다양한 헬스
플랫폼 추진 예정13)
- 호주 대형 의료영상서비스센터 Healthcare Imaging Service 의료영상시스템
전문가는 호주 클라우드 기반의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 시장 경쟁이 치열하여, 호주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견고하고 안정적인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환자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호주 내 제품 등록 및 사용을
위한 인증 획득이 까다로워 관련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호주 유통을
위해서는 현지 시장에 맞게 소프트웨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14)
- 호주 클라우드 산업의 진입 장벽은 높은 편으로 초기 자본, 유리한 위치, 전문
인력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비교적 안정적인 진출이 가능. 클라우드 산업은
브랜드 인지도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고객사들이 보안 문제로 서비스 공급 업체를
매우 까다롭게 선정하기 때문임
- 대부분의 업체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들에 아웃소싱을 선호하고 있어서,
한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호주 시장에 진출할 경우, 국내외 서비스 이력 및
기업 정보 등을 일정 수준으로 구축한 이후 접근하는 것이 유리15)

○ 호주 주요 의료영상 수가
(단위 : AUD)
항목

보험청구번호

보험수가

원격판독료

Gap charge

MRI

63001

403

81

가능

CT

61341

601

120

가능

Mammography

59300

91

18

가능

U/S

55860

111

22

가능

X-Ray

55812

111

22

가능

Dental-CBCT

57362

115

23

가능

[표 8] 의료영상 장비별 보험수가 및 원격판독료

13) "호주 의료 서비스의 미래 텔레헬스", KOTRA 2020.06.26.
14) "호주에서 환영받은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기술은?", KOTRA, 2019.11.05.
15) "호주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동향", KOTRA,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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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ARIS Networks(2차 전문 컨설팅 기업)를 통한 시장 분석
- 휴먼영상의학센터는 초기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호주 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현지
원격판독 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함. 호주의 판독센터 시장 규모,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 시장,
진출 전략 제안에 대한 보고가 주된 내용임

○ 호주 영상판독시장 분석(일반판독과 원격판독)
- 2017년 기준 9백만 명의 호주인이 2천 4백만 장의 의료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영상판독은 전체 Medicare 지출의 6.5%를 차지함
- 이 중에서도 일반 X-ray 및 초음파가 80%를 점유하고 있음

[표 9] 호주 영상판독 시장-2차 컨설팅 보고서 내용 발췌
(* 자세한 내용은 별첨② [Radiology in Australia] 참고)

- 호주에는 2,094명의 영상의학 전문의가 있으며, 이는 인구 백만 명당 방사선
전문의는 약 87명이라는 것을 의미함. 영상의학 전문의의 9%만이 인터벤션(non
Neuro) Fellowship을 가지고 있으며 약 10%의 전문의가 인터벤션 교육에 관심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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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호주 내 1,513개의 방사선 센터 중 900개는 민간운영 및 판독의가 없는
판독센터임. 대부분의 판독의는 생활 편리성을 위하여 대도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호주 전역에 임상 방사선 전문의의 분포가 고르지 않아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
특히나 농촌의 경우 원격 의료영상 판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

○ 호주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
시장의 경쟁 회사
- TGA 인증을 획득한 10개의 호주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 소프트웨어 중 현재 4개만이 서비스 중이며,
이 중 2개의 대형업체가 전체시장을 점유함. 기타 35개의 TGA 허가가 없는 제품이
교육용으로 무상으로 존재함
- Intelerad사의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료영상
저장전달시스템)가 전체 영상진단(Diagnostic Imaging) 시장을 점유하며, Philips사의
제품은 병원 중심으로 시장을 장악함

기업명

Intelerad사

Philips사

w 가정의학과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Best Practice software와
연동
w 일반의에서 환자를 영상의학 전문의에게 의뢰하기 쉽고,
촬영된 영상의 판독문을 쉽게 접근과 공유하기 쉬운 장점
w 병원-영상의학센터-가정의학과-환자 간 유기적인 공유 및
관리 툴 제공
내용

w 오랜 기간 판독센터와 일반의 간 연동을 통하여 가정의학과
의사의 선호도가 높음
w 영상의학센터의 입장에서 일반의가 가장 큰 고객이므로
이들의 요구에 맞는 Best Practice software사와의 연동이
되는 Intelerad사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
w 독립된 영상의학센터 역시 촬영된 영상에 대한 판독을
받을 때 이미 모든 판독의가 사용하는 Intelerad를 사용

w 대형 사이즈의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료영상저장전달
시스템), RIS(Radiology
Information System, 영상
의학정보시스템) 시스템을
보유
w 병원의 업무환경과 최적화 및
병원의 요구에 대응하는
사용자화
w 안정적이며 강력한 하드웨어
요구

[표 10] 대형업체의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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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료영상저장전달
시스템) 기능의 트렌드
가)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
템)-RIS(Radiology Information System, 영상의학정보시스템) 간 호환이 가능
한 시스템
나) Clinical Portal & Zero-Footprint로 모든 위치에서 액세스 가능한 시스템
다) 다양한 인공 지능진단 서비스와의 접근성
라) 축적된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리자 시스템
마) 방사선 전문의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워크리스트 시스템
바) 주요 기능: 비교보기, 데이터 압축, 진단보고, 이미지 관리, 음성 판독, 클라우
드 베이스, HL7(Health Level 7, 국제 의료정보 표준) 지원
사) 마이너 기능: 모바일 액세스, 환자 포털, 추천 의사 포털, 비 DICOM 이미징
지원(국제 의료영상 표준이 아닌 bmp, jpg 형식 등)

○ 호주 원격 영상판독시장의 경쟁사
Everlight

i-MED

w 전체 원격판독시장의 60% 이상을 점유

w 가장 큰 영상의학센터 그룹

w 주로 병원의 응급판독과 지방의 판독센터와

w 약 29% 점유하고 있음

계약하여 거래함
w MRI 및 CT 영상은 상근 판독의에게 분배하고,
일반 엑스레이 영상은 계약 판독의에게 분배함

w 호주 지방의 영상의학센터
대부분을 점유

Vision X-ray
w 호주 NSW(New
South Wales)
주에서 가장 큰
원격판독센터
조직

[표 11] 주요 경쟁사별 특징

○ 호주 원격 영상판독시장 진입을 위한 고려 사항
- 헬스허브 인터벤션센터를 교두보로 삼아 추후 호주 원격판독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려 할 때 아래의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 고객층으로는 많은 물량을 자체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영상의학센터 또는
상근 판독의가 없는 영상의학센터를 타깃으로 함
-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
시스템 도입비, 서버 비용, 전문 IT인력 채용, 운용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에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를 무료로 세팅하고, 일반의-판독의간 커뮤니
케이션 툴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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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W(New South Wales) 주의 일반의 및 관련 의료전문가 대상 클리닉 네트워
크를 운영하며 일반의 영업 및 마케팅을 시행
- 휴먼영상의학센터가 사업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호주 사정에 적합한 헬스케어
플랫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IT솔루션 기업인 헬스허브와 지속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3) 인터벤션시술 영상 영문 자막화 및 유튜브 홍보
○ 호주 인터벤션시술 홍보를 위한 영문 영상 제작
- 휴먼영상의학센터가 인터벤션시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 중인 영상이 추후
호주 인터벤션 홍보 및 마케팅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함
- 구체적으로 인터벤션 시술 정보에 대한 영상에 영문 자막화 작업을 진행. 인터
벤션시술 설명, 과정 그리고 후기에 대한 영상을 제작 및 편집함
- 작업된 영상들은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온라인 접속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 해당
영상들은 확인할 수 있고, 언제든지 홍보용으로 활용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별첨③ [About Intervention] 참고)

4) 부동산 및 협력병원 조사
○ 상권분석 및 협력병원 물색
- 호주 병원 입주지 사전 접근이 불가능하여 현지 협력병원을 적극적으로 물색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팅이 가능한 병원에 한정하여 사전 조사를
진행함
- 국내 인력의 현지 실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나, COVID-19로 호주 왕복
출장이 어려워 매물병원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호주 Lakeview private hospital 미팅
- 20여 명의 전문의가 투자하여 설립한 Private 병원
- Radiologist가 없는 Medical Imaging을 운영하고 있으며, CT 장비를 포함한 영상
의학 장비는 있음
- 파견 초음파기사, 방사선사만 있어 병원 입장에서 판독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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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akeview private hospital

- 인터벤션센터 단독 설립보다 해당 병원에 진료과목으로 입주할 경우 초기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고, 병원이 보유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 공사비 역시 절감 가능.
수술실, 회복실, 리셉션은 병원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Synergy 병원과 협력 계약을 통하여 해당 병원의 의료영상을 직접 판독하고 고정적
판독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음
- 휴먼영상의학센터가 직접 투자하여 장비를 설치,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당 병원과
협상 운영하는 방향 또는 추후 Medical Imaging 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고 인터
벤션을 진행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음

○ 호주 Randwick

Medical Imaging Center 입지 조사

[그림 6] Randwick Medical Imaging Center 인근 상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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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 병원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가) 추가적인 공사 및 허가(주정부의 개발허가) 측면에서 시간과 비용 절감 가능
나) 주변 일대는 개발이 불가하여 신규 병원과의 경쟁 위협이 없음
다) 공항과 15분 거리로 근접하여 타 도시 인터벤션 환자 유치 활동에 이점이 있음
라) 종합병원 Prince of Walse Hospital 이 근처에 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이용 가능
- 병원 입지에 대한 단점은 아래와 같음
가) Prince of Walse Hospital 에 Medical Imaging & 인터벤션센터가 있음
단, 혈관조영장비(Angio)는 없음
나) 본 병원 빌딩 1층(한국식 2층)에 현재 NSW(New South Wales) 주에서 인터
벤션을 가장 활발히 진행하는 경쟁 병원 Spectrum Medical Imaging이 위치함.
환자 입장에서는 조사 중인 Randwick Medical Imaging Center 의 위치보다는
경쟁 병원 접근성이 더 용이함

[그림 7] Randwick Medical Imaging Center 현장 및 도면

-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가졌고, 규모 면에서 인터벤션과 Medical Imaging을 함께
운영하기에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별첨④ [Randwick Medical Imaging Cente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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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주 Medicare 의료정보시스템 개발(1차 완료)
○ 호주의 국가지원 의료시스템과 환자 부담금
- Medicare는 호주의 국가지원 의료시스템으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보편
적인 공공보험이며, 세금 등을 통해 재정을 확보
- 의료기관이 메디케어에 직접 청구할 경우 환자는 통상적으로 의료비를 지불 할
필요가 없음. 다만 병원에서 추가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환자는 gap charge를
지불해야 함

개원의(Clinic)

병원(Hospital)
가) 민간병원
민간 환자의 경우 완전 자율적인 수가를 받을

행위별로 비용 산정, 환자는 전액 지불한 뒤 호주

수 있지만, 민간 건강보험과 계약된 부분에 따라

Medicare 사무소 방문 또는 메일을 통해 영수증을

포괄수가 형태로 지급함

청구하여 재상환 받음
최근 Bulk Billing 이라는 제도를 통해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대신 정부에 직접 청구하는 청구 방식이

나) 공공병원

운영

연간 정해진 예산 상한선 안에서 DRG(Diagnosisrelated group. 질병군) 케이스별 지불방식으로
보상함

[표 12] 호주의 지불 체계16)

○ 호주 Referral Pad System(원격판독용 전자의뢰서)
- 호주 X-ray는 주로 Bulk Billing 체계를 통하여 호주의 국가 의료보험인 Medicare
에서 의료진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제공함17). X-ray의 환자 부담금은
무료이거나 일부이고, CT는 유료이기 때문에 서비스센터 입장에서 매출이 많이
창출됨
- COVID-19 이후 병원 운영을 위한 의료IT솔루션은 필수적임. 의료IT솔루션은 각국의
제도가 달라 현지화⋅최적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컨소시엄 헬스허브를 통하여, 호주
건강보험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 진행함

16) Bulk Billing은 호주 Medicare에서 정하는 기준 수가 이상을 받지 않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정부에 청구하는
것으로 환자는 본인부담을 현장에서 지불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정부에 직접 청구하므로 편의성이 높아 현재
개원의의 80%가 Bulk Billing을 시행하고 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Strategic Purchasing의 관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09.
17) "호주에서 환영받은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기술은?", KOTRA,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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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ral Pad System 은 원격판독용 전자의뢰 시스템으로써, 구체적으로 환자
의료정보, 영상장비, 메디케어 여부, 영상품질까지 모두 체크 후 보험청구를 선택⋅
빌링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음
- 보안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최신 버전의 HL7 (Health Level 7, 국제
의료정보 표준), DICOM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 in Medicine, 의
료영상 표준) 포맷 지원 및 비규격 형식 컨버팅을 지원함

[그림 8] Referral Pad System – 의뢰 내용 입력 페이지
(* 자세한 내용은 별첨⑤ [Referral Pad&Medicare System Integration] 참고)

- 방문 환자의 기초 정보 및 진료 기록 ▷ 환자의 호주 국가보험 가입 여부 확인
▷ 현지 1차 진료기관 의사의 전자의뢰 ▷ 영상의학센터 ▷ 영상 촬영 ▷ 청구
단계(보험청구 담당자가 환자의 가입 정보를 기반으로 진료비를 호주국가보험에
청구) ▷ 부족한 금액은 환자(또는 환자의 사보험)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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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stralia Medicare System Integration 은 상기 청구 단계에서 환자의 정보 확인
및 진료비 청구를 위한 프로그램. 환자의 의료보험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시
조회가 가능함
- 현재 헬스허브는 Medicare System Integration을 포함한 Referral Pad System을
개발 중이며, 호주 메디케어 관련 부분을 모듈화하여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추가 과정이 필요함
- 개발이 용이한 치과 항목으로 레퍼런스를 만들고, 테스트를 거침. 데모 및 론칭
후 인터벤션 코드를 반영할 예정
- COVID-19로 인한 호주 IT기업의 대면 미팅 일정 지연에 따라 프로그램 론칭
일정을 2021년 1/4분기로 계획함

3. 사업 추진효과
1) 호주 현지 시장 분석을 통한 사업 타당성 및 방향성 도출
○ 본 사업을 통하여 현지 의료시장 조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 비용 부담을 경감

○ 호주 의료시장은 국내와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현지 진출과 Center
개소를 위하여 선행조사가 필수적

○ 이를 위해 현지 의료산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컨설팅 기업을 통하여 호주의
영상판독, 인터벤션 시장의 규모 조사부터 사업 진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받음

○ 협력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하고, 휴먼
영상의학센터의 전략 운용모델을 사전에 파악하여 효과적인 방향을 모색함

2) 의료 광고의 현지 활용성 확인
○ 본 사업 중간검토 보고회에 언급된 조언을 참고하여 제작된 영문 자막 영상이 호주
의료광고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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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호주에서는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의료
광고가 가능함. 따라서 휴먼영상의학센터가 국내에서 제작한 인터벤션시술 홍보
영상(영문)을 호주 현지에서 활용 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

○ 따라서 본 프로젝트 계획대로 헬스허브 호주법인을 통하여 해당 영상을 초기 홍보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현지 제작을 고려 중

3) COVID-19로 인한 호주 헬스케어 변화 조사

[그림 9] 호주 일일 및 누적 확진자 수

○ 호주 정부는 COVID-19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MBS(Medicare Benefit
Schedule) 원격의료항목을 추가하며, 해당 내용을 COVID-19 기간 효과적인 시스템
으로 여기고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택트가 뉴노말이 되면서 호주 병원의 일상도 바뀜. 과거 원
거리 병원 방문이 어려운 지방 도시에서 시행되어 온 텔레헬스가 이제 호주 의료
서비스의 미래로 전망됨.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일반의 클리닉 99%에서 비대면
원격진료 서비스 시행18)
18) 텔레헬스란 통신 기술과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여 의료 전문가와 환자 사이에 원격으로 진료를 하고 정보를 주고
받는 서비스. 직접 대면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화, 화상 상담, 온라인 채팅, 스트리밍 미디어 등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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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 노력
1) 문제점(장애요인)
○ COVID-19 팬데믹 현상
- 지난 2월 호주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호주 보건 부문 비상 대응
계획을 기반으로 규제를 강화함. 또한 호주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음

○ COVID-19로 팬데믹으로 인한 한국-호주 간 출장 문제
- 호주 정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모든 비거주자(영주권, 시민권자 제외) 대상으로
COVID-19 확산 차단을 위하여 국경을 폐쇄. 현재까지도 국익⋅인도적 사유가
아니라면 외국인의 입국은 물론 호주인의 출국까지 금지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지난 10월 뉴질랜드에 한하여 허용함)
- 호주 내에서도 대면 접촉이나 시설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 최적의 입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지 실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해야 하나,
COVID-19 문제로 출장에 제한이 있음

2) 개선 노력(해결방안)
○ 지원사업 프로젝트 목표 및 계획 변경
- 현지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존의 프로젝트 계획 중 부동산 계약,
병원 설계 대신 인터벤션센터 설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함
- 헬스허브 및 호주법인과 파트너십을 맺고 인터벤션센터 사업 진행에 대한 지속
적인 논의를 나눔. COVID-19 팬데믹 이후 실질적인 호주 답사 및 컨설팅오피
스 계약, 일반의 대상 마케팅 활동을 시행할 예정임

의료 서비스를 제공. 호주에서 일반의에 해당하는 GP(General Practitioner) 진료, 심리 상담, 재활치료 등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 후 처방전,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안전하게 전달하고 만성질환 관리도 받을 수 있음.
반면, 주사를 맞거나 직접적인 신체 검사는 불가하다는 한계점이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편리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언택트 시대에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음. ("호주 의료
서비스의 미래 텔레헬스", KOTRA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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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익 예측 사업모델 수립

1. 사업모델 설정 배경
1) 진출환경 분석

구 분

주 요 내 용

Ÿ 호주는 세계적 수준의 헬스케어 생태계를 갖추고 있고, 특히 의료 부문은
호주 대표 육성 산업
긍정적
요인
투자제반

Ÿ 호주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지속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을
하고 있음
Ÿ 본 사업 기점인 NSW(New South Wales) 주는 호주에서 최대 경제 규모,
외국인 투자환경의 이점이 있음

환경

Ÿ 컨소시엄 사업파트너의 사업 추진 및 투자 의지

부정적
요인

Ÿ COVID-19 문제로 해외투자가 어려워져 병원 설계 및 개원 등 본 사업의
확대 진행이 어려움

Ÿ 한국보다 높은 의료 수가
Ÿ 의료보험 지원 질병이 확대되고, Medicare 진료비 환급금이 인상됨에 따라
개인의 건강 관련 지출도 늘어남
긍정적
요인
의료서비스

Ÿ 노령인구의 증가 추세로 노인 건강, 만성 질환 치료, 영상진단 부문의 선호도
확대
Ÿ 현지 의료수요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공급은 부족한 실정(호주는 전체 의사의
90%가 일반의, 나머지 10%가 전문의인 영국식 의료제도를 채택)

산업

Ÿ 특히 호주 인터벤션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인터벤션 서비스는 꾸준히
성장할 것

부정적
요인

Ÿ COVID-19 로 인해 의료서비스 환경에서 예측이 어려운 리스크가 새롭게
생김
예)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 자가격리 상황에 따른 국내외 출장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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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w 일반의가 아닌 경험이 풍부한 인터벤션 전문의
시술 및 인터벤션 경쟁력

w 호주 외국인 환자 대응 경험 부족
w 상대적으로 높은 환자 부담금

w 호주 자문의 네트워크
(가장 높은 등급의 인터벤션시술 면허 EBIR
(European Board of Interventional Radiology)
보유)
Ÿ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w 세계 인터벤션 시장 성장세

w 지역을 선점한 경쟁 병원들

w 호주 고령화 인구 증가로 비수술 치료에 대한

w COVID-19 문제로 병원 설립 연기

인식 제고

w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호주 내 백인우월주의

w 컨소시엄 헬스허브를 통하여 투자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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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주의)

2. 사업모델(Business Model) 도출

[그림 10] DAY SURGERY CENTER

○ 호주 헬스허브 인터벤션센터는 현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인터벤션을 전문
으로 하는 Day Surgery Center 운영을 목표로 함
-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 컨설팅 오피스에서 환자를 유치⋅상담하고, 호주
협력병원의 수술실을 대여하여 인터벤션 시술을 진행

1) 사업 목표
○ 한국을 대표하는 인터벤션센터로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 의료IT 진출 파트너십 구축
- 호주 인터벤션 담당의, 컨소시엄 헬스허브 호주법인을 포함한 전문가를 활용하여
현지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
- Referral Pad & Medicare System Integration을 시작으로 호주 의료소프트웨어
및 의료기기 판매를 위한 플래그십 병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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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고, 협력병원 네트워크를 통하여 호주 인터벤션
센터 시장 점유율 확대

2) 주요 고객(Target Market)
○ 호주 인터벤션시술에 대한 Needs를 가진 중산층 이상의 현지인
- 수가를 낮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적절한 타게팅 필요

○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자 하는 현지 교민
- 한국 의료서비스처럼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희망하는 수요자

○ 한국의 선진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중국인

3) 핵심 서비스(제공 서비스)
○ 인터벤션 진료 및 시술
- 휴먼영상의학센터 전문 의료진들의 현지 스탭 대상 인터벤션 노하우 교육.
전립선비대증색전술, 자궁근종색전술, 하지정맥류 색전술, 통증 인터벤션, 유방 및
갑상선 인터벤션, 정계정맥류 색전술, AVF 등 전문 인터벤션 시술
- 모든 진료과목을 어우르는 인터벤션센터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낮은 시술 위험성”,
“최소 침습”, “짧은 입원 기간”, “신속 회복 절차” 등의 키워드 마케팅을 실행

4) 운영방식
○ 투자 비용 절감에 따른 위험부담의 최소화
- 호주 분석 결과에 따르면 Radiology Clinic 개원은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 Day surgery center 운영 모델은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춰 설립에 따른 Risk를
최소화할 수 있음
- 인근 협력 Private hospital의 수술실을 이용하여 인터벤션시술을 진행함. 환자
가 원하는 개인병원의 시설을 일 단위로 계약하고, 호주 인터벤션 전문의가 수
술을 진행함.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을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인터벤션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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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컨소시엄 파트너를 통한 사업운영 및 의료시장 마케팅 진행
- 교통이 편리하며 방문이 용이한 주요 위치에 세션 별 컨설팅룸을 조성하여 환자
유치 예정
- 휴먼영상의학센터는 헬스허브 호주법인을 통하여 컨설팅 오피스를 운영하고, 조
직은 현지 인터벤션 담당의와 영업⋅마케팅 담당자로 구성. 현지 전문의가 일반
의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함

[그림 11] 호주 헬스허브 인터벤션센터 조직도(안)

- 간호사와 방사선사는 협력병원의 스탭을 이용함
- Center 안정화 이후 조직은 관리팀(컨설팅/코디네이터/회계를 담당)과 마케팅팀
(마케팅/환자 및 일반의 지원 담당)으로 확대함
- 호주 의료포럼 및 세미나에서 현지 의료진과의 교류를 통해 인터벤션 시술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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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모델 정립에 따른 예상수익 분석

1) 호주 헬스허브 인터벤션센터 예상수익
○ 호주 현지 인터벤션 시장 규모는 연간 15% 성장률을 가정함

○ New South Wales 지역, Victoria 지역을 주요 타깃으로 선정
- NSW주 예상 점유율: 30%(’21년) ▷ 60%(’22년) ▷ 70%(’23년) ▷ 75%(’24년)
- VIC주 예상 점유율: 20%(’23년) ▷ 40%(’24년)

○ 매출액은 ’19년 기준 호주 Medicare 인터벤션 보험지급액 기준의 비용과 초과금을
포함하며, 영상 촬영 수익은 임대병원의 수익이므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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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2021-2024년 예상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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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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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장기 추진계획

1. 주요 계획
○ GP(General Practitioner, 일반의) 네트워크 구축
- 호주 Day Surgery 의사인 Dr.Suhrid Lodh에 의하면, 비뇨기과의 PAE(Prostate
Arterial Embolization. 전립선동맥 색전술)는 일반의의 리퍼 없이도 가능하지만,
인터벤션의 경우 반드시 일반의의 리퍼가 필요하고 리퍼를 위해서는 많은 임상
케이스의 입증이 중요하다는 의견. 이러한 이유로 일반의 대상 영업 및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하여 인터벤션 시술에 대한 홍보가 필수적임
- 현지 자문의 협력을 받아 호주 의료진 대상의 세미나를 진행하며 변화된 호주 의료
부문에서 협업대상 및 잠재 고객을 구축함. 장기적으로 의료기기 전시회, 박람회
등 현지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광고⋅홍보⋅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의료 네트
워크 파트너십을 다각화

○ COVID-19 안정화 이후 인터벤션센터 개소
- COVID-19의 대유행에 따라 호주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헬스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면서 헬스케어 분야는 국가 전체 경제 및 고용 면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
할 것19)
- 호주 1차 팬데믹 시기에는 중대 질병이 아닌 이상 병상확보를 위하여 대부분의
진료가 중단되어, COVID-19 이전과 비교하여 주요 영상판독센터의 월 평균 매출이
약 40% 감소함
- 그러나 호주 정부의 COVID-19 대응능력(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정책)
향상으로 2차 팬데믹 시기에는 영상판독센터의 매출 감소 폭이 없고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임. 이러한 시장 환경을 기반으로 환자를 리퍼 하는 주요 병원과 협력
하여 인터벤션센터 개소 추진을 목표로 한 제반 준비가 필요함
- 호주 헬스허브 인터벤션센터(DAY SURGERY CENTER 모델)의 컨설팅 오피스
운영에 필요한 임대, 인테리어 공사 등 실질적인 사업 계획을 시행
- 호주 협력병원 ‘Synergy’의 시드니 지역 영상의학센터 오픈 시 해당 병원을 거
점병원으로 두고, 인터벤션센터(컨설팅오피스)를 조성하는 방향을 검토함
19) "코로나19로 재봉쇄 된 멜버른, 호주 경제에 주는 영향은", KOTRA,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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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헬스허브 호주법인을 통하여 추가 협력병원을 물색하고, 특히 호주 NSW
(New South Wales) 주 기반의 협력병원 Database 구축과 더불어 환자 유형과
선호 시술 형태의 특징을 파악함
- 협력병원과의 진료 및 환자 편의성을 검토하여 최적화된 센터 운영을 목표로 함

○ 호주 Referral Pad System 도입
- 컨소시엄 기업인 헬스허브를 통하여 1차 개발 완료한 Referral Pad System(원격
판독용 전자의뢰서)은 Medicare System Integration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임
- 환자의료정보, 영상장비, 메디케어 여부, 영상품질까지 체크 후 보험청구를 선택⋅
빌링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임. 현재까지 치과 X-ray Detector S/W로 개발
되어 모듈 작업까지 완료함. 이후 유지⋅보수를 위한 추가 개발 절차가 필요함
- 현재 국문 버전의 PMS(Patients Management System, 환자⋅병원관리 소프트
웨어)는 개발되어 있음. 호주 병원 내 사용을 위해서 해당 S/W를 영문화 하고,
상호운용성을 고려하여 Data 타입⋅형태를 Medicare에 맞춰 매핑(Mapping) 예정
- COVID-19로 인한 호주 IT기업의 대면 미팅 일정 지연에 따라 프로그램 론칭
일정을 2021년 1/4분기로 계획함. 헬스허브 호주법인에서 홍보한 일부 현지 병원의
경우 내년 초 설치 및 운영 예정임

2. 추진일정 (본 사업 이후)
○ COVID-19 상황이 해결되고 한국-호주 간 출장에 제약이 없어지는 기점으로 현지
병원 답사 및 DAY SURGERY CENTER 개소를 위한 절차 진행
- 협력병원 실질 답사 (협력병원 동선 확보 및 전반적인 환자 진료 절차 확인)

○ 인테리어 업체 선정 및 계약

○ 인테리어 공사 및 장비 도입
- 컨설팅룸 구비를 위한 필요 자재 도입
- 인테리어 공사 기간 이후 시설 점검

○ 현지 의료진 및 인력 대상 역량 강화
- 호주 의료인력 채용
- 개소 전 현지 인력 대상의 최소 2회 이상의 오프라인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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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 한국-호주 간 의료인력 인터벤션 시술 교육
- 호주의 경우 판독의가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하는 강의⋅세미나 시간이 있고, 이
수 내역에 대한 증명서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교육안 설계

○ 개소 전 워크숍
- 협력병원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주변 병원과의 워크숍 개최

○ Center 개소식 개최
- 휴먼영상의학센터 인터벤션시술의 전문 의료진, 컨소시엄인 헬스허브, 헬스허브
호주법인 등 본 사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개소식을 개최함

○ 일반의 대상 홍보 활동
- 개소 후 인터벤션센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B2C, B2B 마케팅을 시행함. 환자를
대상으로는 인터벤션 시술의 편리성⋅안정성을 강조하고, 협력병원 대상으로는
인터벤션 협력 방안을 제시

3. 최종목표 및 기대효과
○ 호주 인터벤션 시장 진출
- 우수한 인터벤션 의료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주 헬스허브 인터벤션센터를
통하여 차별화된 서비스의 제공
- 지속경영이 가능한 병원 운영 모델을 확보하고, 호주 인터벤션 시장 점유율 확대

○ 의료IT 수출을 위한 교두보가 되는 의료기관의 확보
- 호주 현지화를 통하여 의료IT 솔루션을 최적화하며, 호주 내의 레퍼런스 병원으로
활용하여 영업경쟁력을 확보함
- 호주 현지화 지원, 의료장비 등의 인증 지원 등을 통해 한국 의료IT 제품 호주
진출을 돕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호주 의료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기반
환경을 구축함

○ 한국-호주 간 의료인력 교류
- 의료인 인력교류를 통해 호주 의료진들에게 한국 의료기술 수준을 소개 및 인터벤션
시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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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총사업비 투자계획

1. 총 투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투자(~’20.11)

향후 투자 계획

총 투자

금

액

145

1,914

2,059

비

고

2. 향후 투자계획
1) 주요 투자항목
○ 호주 헬스허브 인터벤션센터 개소를 위한 투자
- 인테리어 공사비, 광고⋅홍보⋅마케팅비

○ 인건비
- 병원 운영을 위한 필수 의료인력 및 스탭 채용

2) 항목별 세부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항 목

투자시기

투자금

투자내역

90

인테리어 공사

45

컨설팅 오피스 임대료

마케팅비

111

광고⋅홍보⋅마케팅비, 기타 잡비

인건비

1,668

인력 채용(의료진 및 스탭)

계

1,914

인테리어 공사
임대료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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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부사업 정책 제안

1. 정책 제안
○ 인력 채용의 어려움
- 중소병원/기업은 구인 인력난을 겪을 수밖에 없음. 사업을 진행하며 인력 채용
에서 겪은 가장 큰 문제는 계약직에 국한된 채용 조건임
- 지속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전문인력과 지원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계약직
조건에 대다수가 구직 의사를 포기하였음. 본 프로젝트 이후 정규직 전환은 무관
하다고는 하나, 사업기간 동안 비정규직 조건에 구직 의사를 표시한 지원자를
물색하기 어려움
- 적합자를 찾아도 채용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 서류를 수급하며 공문을
송부하고 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 그동안 구직을 포기하는 지원자
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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