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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도시화, 이동성 등이 심화되면서 헬스케어 산업 환경도 변화를 거듭
- 우리나라도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국민 의료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효율성 및 효과성 개선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정부와 개인의 부담을 줄여갈 필요성이 제기
▶이
 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
하는 것이 중요
- 헬스케어 이슈의 선제적 검토를 위해 최근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의 트렌드를 검토하고 2018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10대 키워드를 선정
• PwC, 딜로이트(Deloitte), IDC, KPMG,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rllivan), S&P 등 메이저 글로벌 컨설팅사 및
신용평가기관들이 최근 발표한 2018년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분석해 키워드를 선정
▶2
 018년 예상되는 글로벌 헬스케어 10대 키워드를 선정하고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
- ①의료개혁 ②환자경험 ③의약품 승인 실제 증거 ④규제 복잡성 ⑤스마트 병원 ⑥디지털 헬스케어 ⑦신기술
(로봇·AI･·블록체인) ⑧사이버 위협 ⑨임상시험 방식 ⑩환자 데이터 제공
< 2018년 글로벌 헬스케어 10대 키워드 및 관련 주요 이슈 >
번호
1

키워드
의료개혁

2

환자경험

3

의약품 승인 실제 증거

4
5
6

규제 복잡성
스마트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7

헬스케어 융합 신기술

8

사이버 위협

9

임상시험 방식

10

환자 데이터 제공

주요 이슈
• 미국 의료개혁의 복잡성 가중 • 가치 기반 지불 모델로의 전환 확산
• 미국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의 고품질 환자 경험 제공
• 디지털 채널을 통한 환자 경험 강화
• 헬스케어 업계의 데이터 취합·분석 역량 요구
•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실제 증거 수집 확산
• 규제 복잡성 증가로 인한 위험 관리 중요성 대두
• 병원의 IoT 도입 증가 • 아-태 지역 스마트병원 확산
•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전
• 융합 및 연결을 통한 헬스케어 신기술의 발전
•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로봇·인공지능·블록체인 적용 확산
• 공동 의료 시스템의 사이버 범죄 표적 가능성 증대
• 환자의 독립성에 따른 사이버 위협 확대
• 가상 및 원격 임상시험 확산
• 임상 서비스 아웃소싱 및 자동화 기회 창출
• “자신의 데이터 가져오기” 확대

▶2
 018년 글로벌 보건산업은 의료개혁을 통해 성과와 가치에 기반한 지불 모델방식으로 정책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래기술과 환자 체험 및 실제 증거 데이터를 확보하는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미
 국 정부의 의료개혁과 세제개편 등 제도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함께,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책 확보와
신기술 적용 시 전략적 마인드 및 차세대 기술의 전개 방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
-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분야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이해관계자간 위험 관리의 필요성과 규제의 복잡성 역시 증가
하는 추세로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의 해외 진출 시 대책 마련이 시급
- 헬스케어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은 최근 및 향후의 정책 변화가 조직의 우선순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사이버 위협으로 야기되는 관리, 재무 및 평판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한 2차 방어 체제 구축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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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 배경 및 방법

1. 조사 배경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도시화, 이동성 등이 심화되면서 헬스케어 산업 환경도 변화를 거듭
- 글로벌 평균 수명은 2016년 73세에서 2021년 74.1세로 증가
• 65세 이상 인구는 6억5,60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11.5%에 이를 것으로 관측
- 급속한 도시화, 오래 앉아 일하는 생활양식, 서구식 식생활로 인한 비만 증가 등 여파로 신흥시장에서조차
만성질환이 증가
• 전 세계 당뇨병 환자는 현재 4억 1,500만 명에서 2040년 6억 2,2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전 세계적으로 3초마다 1명의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서 2017년 치매 환자는 5,0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20년마다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도시화 및 이동성 확대로 H5N1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과 같은 새로운 글로벌 전염병 발생

	이에 따른 헬스케어 지출이 급증하면서 공공 및 개인의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
- 공공부문에서는 의료보험 개혁을 통해 과도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노력
- 민간 부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AR·VR, 3D 프린팅,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의 적용을 통해 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을 다변화함으로써 효과성 및 효율성 개선을 추진

	우리나라도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국민 의료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효율성 및 효과성
개선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정부와 개인의 부담을 줄여갈 필요성이 제기
- 우리나라는 고령화 등에 따라 2060년 국민의료비 지출은 2016년 대비 35.6%가 증가할 전망１)
- 헬스케어 관련 공공지출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
- 이에 본 보고서는 헬스케어 이슈의 선제적 검토를 위해 최근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의 트렌드를 검토하고 2018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10대 키워드를 선정
- 10대 키워드 조사·분석을 통해 향후 글로벌 헬스케어 이슈를 발굴·선정, 정책 정보 제공의 기초 자료로 활용

2. 조사 방법
	본 조사는 글로벌 헬스케어 트렌드 문헌 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
- 글로벌 헬스케어 트렌드 문헌 조사에서는 글로벌 컨설팅사 등의 산업 전망 보고서 등을 검토해 중요 키워드
후보군을 발굴
• PwC, 딜로이트(Deloitte), IDC, KPMG,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rllivan), S&P 등 메이저 글로벌
컨설팅사 및 신용평가기관들이 최근 발표한 2018년도 전망 보고서를 대상

１) 노컷뉴스, 2060년 국민의료비 지출 35%↑…보험 재정악화 우려, 2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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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수렴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외 전문가가 후보군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 10대 키워드를
선정하고 관련 이슈를 분석
• 키워드 후보군 중 최소 2개사의 중복 키워드를 중심으로 10대 키워드를 선정
•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도 내외 전문가의 추천에 따라 10대 키워드에 포함
<표 1> 2018년도 헬스케어 중요 키워드 후보군
번호

PwC

Deloitte

IDC

KPMG

Frost &
Surllivan

S&P

참고
문헌

Top health
industry
issues of 2018

2018
Globalhealt
hcare outlook

Worldwide
Health
Industry2018
Predictions

2018 Health
Care & Life
Sciences
Investment
Outlook

2018 Global
Healthcare
Market
Predictions

Industry Top
Trends 2018:
HealthCare

1

아편유사제
위기 대응

제품으로서
서비스(Serviceas-product)
솔루션 도입

규제 안정성
제고

임상 서비스
아웃소싱/자동화
증가

클라우드 부상

비용 견제
강화

소비자 참여 및
기대

디지털 치료 및
헬스 앱 투자에
대한 보상 기대

M&A 지속

2

실제증거 접근,
헬스케어기업 마진
저비용 의료로의
공유, 분석을 위한
확보
이동
자원 집중

의료지출과
행위별
성과 간 격차를
수가제에서 성과
결정짓는 사회적 및 가치기반 지불
요인 부상
시스템으로의 전환

디지털 모바일
사용 확대

환자 안전 저해,
IoT 기반 자산
사기, 사이버 위협
트랙킹 및 재고
등에 대한 규제적
관리 시스템 도입
대응

3

가격 투명성에
대한
법제적 대응

4

자연재해의
악영향 지속

기하급수적
성장기술 투자

환자의 데이터
제공 확대

통합 및
상호운용적 진료
시행

가상 및 원격
임상시험 시행

5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확대

소비자 참여 및
환자 경험 강화

로봇 배치 확산

의료보험 제약

로봇 배치 확대

6

의료개혁의 지속
및 복잡성 증대

사람-기계 협
관련 인력 육성

블록체인 기술
사용 증가

가격 압력

스마트 병원
확산

7

병원 내 IoT
확산

인지/AI 기술
채택 확산

사이버 위협
대책 강화

8

환자 경험 강화

BPaaS 계약
전환 지속

인센티브 기반
웰니스 확산

9

인공지능 도입
확산

사이버공격
대책 마련

인공지능 도입
확대

10

PBM 및 도매상
등의 중개업체에
대한 가격 압력
고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지출 증가

블록체인 기술
사용 증가

11

제약업계에 대한
실제 증거 요구
강화

12

세제개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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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8년도 글로벌 헬스케어 10대 키워드 선정
1

의료개혁

2

환자 경험

3

의약품 승인
실제 증거

4

규제 복잡성

5

스마트 병원

6

디지털 헬스케어

7

신기술

8

사이버 위협

9

임상시험 방식

10

환자 데이터 제공

Ⅱ

글로벌 헬스케어 트렌드 분석

1.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２)
	PwC는 2018년 미국 헬스케어 산업이 신기술을 바탕으로 3개 주요 활동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처할 것으로
전망
- 미국 헬스케어 산업은 기업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①동종 및 이종 분야간 협업
②전략적 투자 ③효율성 창출에 초점을 맞춰 불확실성에 대처할 것으로 예상

	이 같은 3개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미국 헬스케어 산업에서 예상되는 12개 트렌드를 분석
<표 3> PwC의 미국 헬스케어 산업 트렌드 분석
번호

트렌드

개요

1

아편유사제(Opioid)
대책 강화

• 아편유사 성분인 오피오이드는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2015년 5만 2,000명
에서 2016년 20만2,000명으로 급증하는 등 성인(주로 50세 미만)의 주요 사망원인
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강화될 전망

2

의료 지출과 성과의 격차를 •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주택난, 기아 및 영양결핍, 이동수단 부족 등)이
결정짓는 사회적 요인 부상
부상할 전망

3

가격 투명성에 대한
법제적 대응

• 제약업체나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비용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고 가격 변동 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

4

자연재해 악영향 지속

• 자연재해는 한 번 발생하면 장기간 악영향이 지속되기 때문에, 발생에 대비한 명확한
의사소통 체계 및 비상 대책이 강화될 전망

5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Medicare Advantage)
확대

• 2018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수혜자는 베이비붐 세대의 수혜 연령이 65세까지
높아짐에 따라 2017년 대비 5% 증가, 2,100만명을 돌파할 전망

6

의료개혁 지속 및
복잡성 증가

• 2017년 의회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지 않고 단일 법안으로 대체했지만 공화당은 더욱
세분화된 접근 방식을 통한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어서 의료개혁 복잡성이 증가할 전망

7

병원 내
사물인터넷(IoT) 확산

• 인터넷으로 연결된 의료기기는 환자 관리, 의료 기록, 의료비 청구 등 병원 업무에서
공통 의료 시스템을 보유하는 것 같은 의미가 있으나 사이버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거론

２) PwC, Top health industry issues of 2018- A year for resilience amid uncertainty,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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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트렌드

개요

8

환자 경험 중시

• 의료서비스 업체는 행정 업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수행하고 환자는 온라인으로 의료
비를 지불하고 이메일이나 문자로 진료 예약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
• 환자 체험 데이터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확대, 환자의 행동을 바꾸고 성과를 개선하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9

인공지능(AI) 확산

• 의료서비스 업체는 AI를 활용해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병리학이나 방사선
학 결과를 신속정확하게 분석, 보다 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전망

10

의약품 중개업체에
대한 가격 압력 고조

• 보험사, 기업, 정부를 포함한 헬스케어 구매자들은 약가 및 의료비 상승의 원인을 의약
품급여관리업체(PBM)와 도매업체 등 중개업체에게 돌리면서 이들에 대한 가격인하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측

11

제약업체에 대한
실제 증거 요구 강화

• ‘21세기 치유법(21st Century Cures Act) ’ 발효에 따라, 제약업체는 FDA 승
인 취득을 위한 실제 증거들을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웨어러블 기기, 전자건강기록
(Electronic health record, EHR)과 클레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이전보다 더 빠
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수집할 전망

12

세제개혁 지속

• 미국 집권 공화당이 세제개혁을 추진 중으로, 이러한 변화는 의료기관의 새로운 사업전
략을 필요로 하며 비즈니스 모델 및 공급망에 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

3)

2. 딜로이트(Deloitte)４)
	딜로이트는 2018년 글로벌 헬스케어 이해관계자들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6개로 분류
- ①헬스케이 기업 마진 확보 ②성과 및 가치기반 지불 시스템으로 전환 ③환자 안전 저해, 사기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규제적 대응 ④기하급수적 성장 기술 투자 ⑤ 소비자 참여 및 환자 경험 강화 ⑥인간-기계 협력을 통한 미래
인력 육성

	이러한 도전과제를 바탕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에서 예상되는 6개 주요 트렌드를 분석
<표 4> 딜로이트의 글로벌 헬스케어 트렌드 분석
번호

1

트렌드

개요

헬스케어 기업 마진 확보

• 글로벌 주요 지역 헬스케어 지출은 2015년 7조 달러에서 2020년 8조7,000억 달러로 증가
예상
- 2016년 GDP의 16.9%를 헬스케어에 지출한 미국의 경우 2024년 헬스케어 지출 규모가
3조 달러를 상회할 전망
• 일본에서는 2021년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30%, 서유럽 21% 등 선진국 시장에서는 노령
인구가 헬스케어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
• 개발도상국 인구 증가, 고소득 가구 증가, 소비자 기대치 상승 역시 헬스케어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
• 이와 함께 부적절한 생활 습관으로부터 야기되는 만성질환(당뇨병, 심장질환, 알츠하이머)이
헬스케어 비용 증가를 초래
- 의료기술 발전으로 만성적이고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대한 저렴한 검사와 개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３) FDA

신약 승인 심사 기준을 완화, 제약업체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전보다 소규모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도출된 자료를 첨부할 수도 있도록 해
환자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 여론도 존재
４) Deloitte, 2018 Gl obal health care outlook-The evolution of smart health care, 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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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개요

2

• 헬스케어 시장은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FFS)에서 성과와 가치 기반 지불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
행위별 수가제에서 성과 및
- 미국은 2015년부터 메디케어 접근 및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 재인증법(Medicare
가치 기반 지불
Access and CHIP Reauthorization Act, MACRA)에 의해 규모(volume) 중심에서
시스템으로의 전환
가치(value) 중심으로 전환이 가속화
- 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 IOM)에 따르면 불필요한 서비스, 과도한 관리
비용, 사기 등으로 2009년 미국 의료지출 중 약 7,650억 달러가 낭비된 것으로 추정

3

• 헬스케어 시장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규제의 복잡성 역시 고조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
환자 안전 저해, 사기,
사이버 위협에 대한 규제적 • 글로벌 각국은 의료 시스템이 환자 안전을 담보하고 사기 및 사이버 위협에 대처할 수
대응
있는 지에 대한 보건 정책 및 규제 목표를 공유
- 그러나 국가마다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방법론에는 차이가 존재

4

5

6

8

트렌드

기하급수 성장 기술
(exponential
technology) 투자

• 급격한 기술 진보는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면서 사용자 접근성을 제고
• △합성 생물학 △3D 프린팅·나노기술 △동반진단키트(표적진단장치/이미징 도구)
△바이오센서와 웨어러블 추적기기 등 서로 다른 미래기술들의 결합으로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면서 이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추세

소비자 참여 및
환자 체험 강화

• 병원은 고객 솔루션, 환자 포털, 개인 맞춤형 디지털 정보 키트 및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Self-check-in kiosks) 등 옴니 채널방식으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지원
• 소셜 미디어, 원격진료, 가상/증강 현실 등 디지털 채널 및 도구로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간 상호 작용이 강화

인간-기계
협력 관련 인력 육성

• 다수의 병원에서 응급 및 노인 의료,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
• 디지털 기술, 로봇 및 기타 자동화 도구들은 현재 및 미래 헬스케어 인력 부족 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 향후 헬스케어 분야에는 인간과 기계를 결합해 보다 생산적이고 보람있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인력 육성이 중요

Global Insight

3. IDC５)
	IDC는 2018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10개 동인을 선정
- 10개 동인에 대해 가로축에는 시간의 흐름별, 세로축에는 조직 및 비즈니스 단위(Business Unit)별 영향도를 측정

10
회사전체

3
7

사물인터넷
(loT)

인지 AI 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2
복수의 사업부서

조직 영향

디지털
모바일

4
8

로보틱스
(Robotics)

BPaaS

환자제공
데이터

단일 사업부서

6

1
실제증거

2018

5

2019

9

블록체인

사이버 공격

2020

2021

자료 : IDC

<그림 1> 글로벌 보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

이같은 동인을 바탕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에서 예상되는 주요 10개 트렌드를 분석
<표 5> IDC의 글로벌 헬스케어 트렌드 분석
번호

트렌드

개요

1

실제 증거 접근, 공유,
분석을 위한 자원 집중

• 2019년까지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업체의 50% 이상이 조직 전체에서 사용하기 위해 실제
증거에 접근, 공유 및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용 리소스를 구비할 전망

2

디지털 모바일 사용 확대

• 2019년까지 생명과학 업체, 환자 및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디지털 모바일 사용은
지금보다 50% 증가해 브랜드 호감도, 임상시험 시행 및 약물 순응도를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

3

IoT 기반 자산 트래킹 및
재고 관리 시스템 도입

• 전 세계적으로 2020년까지 병원의 IoT 솔루션을 통한 자산 추적 및 재고 관리
시스템이 현재보다 2배 많이 구축, 환자 안전성, 직원 만족도 및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전망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머신 데이터를 취합하고, IoT 및 RFID 솔루션으로 자산을
추적·모니터링하는 재고 관리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

4

환자의 데이터 제공 확대

• 2020년말까지 의료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25%가 환자 자신에서 비롯될 것으로
예측(BYOD, "자신의 데이터 가져오기”)

５) IDC, Worldwide Health Industry 2018 Predictions,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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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트렌드

개요

5

로봇 배치 확산

• 2020년까지 200개 이상 병상을 보유한 병원의 25%에서 로봇을 배치해 장시간
소요되는 작업을 처리하고 의료진 오류를 방지해 비즈니스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면서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환자의 안전도 향상시킬 것으로 관측

6

블록체인 기술 사용 증가

• 2020년까지 헬스케어 업체의 20%가 공급망 관리 및 환자 신원 파악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시험 단계를 끝내고 본격 사용할 전망

7

인지/AI 기술 채택 확산

• 2021년까지 헬스케어 업체의 20%와 생명과학 기관의 40%가 인지(인지적 임베디드
앱)/AI 기술을 채택, 생산성을 지금보다 15~20% 높일 전망

8

BPaaS 계약 전환 지속

• 광대한 분량의 데이터 관리수요에 힘입어 2021년까지 상업적 대금 지급을 처리하는
후선부서 업무의 20%가 BPaaS 계약으로 전환될 전망

9

사이버 공격 대책 마련

• 2 0 2 1 년 까 지 사 이 버 공 격 에 대 한 관 리 소 홀 로 네 트 워 크 로 연 결 된 인 퓨 전
펌프(Infusion pump)6) 오작동으로 환자 사망을 유발할 가능성이 거론
- 이 경우 과실책임으로 인해 의료기기 업체들은 1억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에도
직면할 전망

10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지출 증가

• 2021년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글로벌 헬스케어 지출의 6%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

4. KPMG７)
KPMG는 2018년 미국 헬스케어 및 생명과학 트렌드를 6개 혁신적 파괴요인으로 설명
- ①저비용 의료로의 이동 ②임상 서비스 아웃소싱/자동화 증가 ③소비자 참여 및 기대 ④통합 및 상호운용적 진료 시행
⑤의료보험 제약 ⑥가격 압력

위험
기회
임상서비스 아웃
소싱/ 자동화 증가

위험
기회

저비용 의료로의
이동

소비자 참여
및 기대
가격 압력
기회
통합 및 상호운용적
진료 시행

의료보험 제약

위험
기회

위험
기회
위험

자료 : KPMG

<그림 2> 미국 헬스케어 및 생명과학 분야 혁신적 파괴요인

６) 환자에게

정확한 양을 주입해야 할 때 필요한, 중환자실·응급실·신생아실 등에 필수적인 기기로, 최근 원격진료 시장이 확대되면서 병원 외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
７) KPMG, 2018 Health Care & Life Sciences Investment Outlook, 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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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헬스케어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 예상되는 6개 혁신적 파괴요인으로 트렌드를 분석
<표 6> KPMG의 헬스케어 및 생명과학 분야 혁신적 파괴요인 분석
번호

요인

1

저비용 의료로의 이동

2

임상 서비스
아웃소싱/자동화 증가

개요
• 거시경제 측면에서 헬스케어 비용을 통제할 필요성이 고조
• 공공 및 민간에서 차등화된 부담금이나 공동보험, 진료소 및 외래환자 센터 이용을 확대해
비용절감을 추구할 전망
• 기술혁신은 임상 서비스 아웃소싱과 자동화를 위한 기회를 창출
• 영상 진단장치에 AI 기능 탑재, 의료기기에 연결되는 환자 대면 모바일 앱 사용, 미지불
잔액 수금 등 작업에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가 활용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배경
• 소비자는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 증가로 인해 의료서비스 제공자, 의료기기 업체,
의약품 및 기타 치료법에 대한 가격과 품질 투명성 기대와 요구 수준을 높이는 추세

3

소비자 참여 및 기대

•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권한이 부여된 환자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의료급여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 행동 및 참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중요
• 비용과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서비스 시점에서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
• 기술기반 대기업(애플, 구글, 아마존 등)이 헬스케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솔루션에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

4

5

통합 및 상호운용적
진료 시행

의료보험 제약요인

• 의사들의 EHR 사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EHR은 정보 통합과 워크플로 최적화로
중심이 이동
• 21세기 치유법과 상호 운용성 지침(interoperability guideline)은 환자 정보에
접근해 보다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진료 기반을 제공
• 비용 공유 보조금(cost sharing subsidies) 제도, 보험료 인상, 강제이행 사항의
불명확성, 마케팅 투자 감소, 등록기간 단축 등 불안정 요인들로 인해 개별 시장
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 미국 공적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에 따르면 healthcare.gov를 통해 의료보험
거래소에 등록한 가입자 수가 2017년 920만명에서 2018년 880만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
• 가격인하 압력은 헬스케어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6

가격인하 압력

• 헬스케어 공급자의 경우 CMS의 MACRA 실시, 포괄적 수가제, 중립적 가격 책정,
340B 의약품 할인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삭감, 실험실 비용 삭감 등을 통한 가격인하
압력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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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헬스케어 및 생명과학 성장률 대비 키워드별 성장률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12개 하위 키워드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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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PMG

<그림 3> 헬스케어 및 생명과학 평균 대비 하위 키워드 설문조사
<표 7> KPMG의 헬스케어 및 생명과학 분야 하위 키워드 분석
번호

하위 키워드

개요

헬스케어 정보기술

• 헬스케어 정보기술(HIT)은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과열 위험이 있을 정도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이런 가운데 보건산업은 정보(임상의에 의한 데이터 입력) 중심에서 통합(분석과 워크플로
관리) 중심으로 무게중심 이동이 예측

2

행동치료 건강

• 행동치료 건강 관련 서비스(예 :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수요 증가는 시스템 통합 및 재무
위험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
•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Opioid Use Disorders, OUD) 문제가 정치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키면서 약물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 치료 프로그램 예산 배정이
관심

3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Medicare Advantage)

•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공급, 수요, 품질, 수익성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등록자 수
역시 2010년 1,110만명에서 2017년 1,900만명으로 증가
• CMS는 새로운 계획 응용 프로그램과 시장 진입 및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완화
•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품질과 보험사 수익성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

원격진료

• 원격진료는 도시와 농촌 지역 접근성 및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모멘텀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측
• 임상 원격진료 플랫폼, 환자 의료정보, 웨어러블 및 기타 디지털 건강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면 전반적 의료 개선을 의미하는 데이터가 부족해도 의료 IT 혁신이
촉진될 전망

바이오 기술

• 보건 당국은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를 통한 가격 경쟁을 장려하고 있어,
바이오시밀러 도입이 확대되면서 가격 인하 압박이 예상
• 보건 당국은 또한 실제 증거를 사용한, 보다 많은 약물이 출시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인구집단 건강/1차 진료

• 데이터 공유, 투명성 및 통합은 21세기 치유법의 중요 목표인 환자 참여를 개선
• 특히 소비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확대는 인구집단 건강/1차 진료 솔루션 구현에 중요
• 21세기 치유법과 관련된 연방 규정이 2018년에 확정되면 시스템 사이 데이터 교환은
더욱 원활해질 전망

1

4

8)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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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하위 키워드
9)

가정 건강

7

개요
• 미국 하원 메디케어 지불 자문위원회(Medicare Payment Advisory Commission,
MedPAC)는 연방 정부에 2018년 지급액 5% 감축 등 요율인하를 권고
• 급여보상의 불안정성에도 불구, 2018년에는 인구 고령화 지속과 저비용 환경 전환
시도에 힘입어 가정 건강 산업이 계속 성장할 전망

• 품질 관리가 가능한 저비용 부문에 대한 수요 증가로 ASC 시장 성장 기회가 창출
외래수술센터(Ambulatory
• 특히 행위별 수가제에서 가치 기반 급여보상제로 전환되면 ASC에 대한 투자와 활동이
Surgery Centers, ASC)
급증할 것으로 기대

8

9

10

11

12

메디케이드 플랜

• 연방 및 주 정부 모두 메디케이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압력을 가중
• 카이저가족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지불의 40%
이상이 관리의료기관(Managed Care Orgnization, MCO)에 지급

전문의 업무 관리

• 전문의 업무 관리기관은 1980년대에 출현했지만 기업과 의사간의 인센티브를
조정하지 못해 업무 관리를 구체화시키는 데 실패
• 더욱이 대체 지불 모델 및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전문의 업무 관리 가치를 재고하도록
만들고 있는 상황

보건시스템

• 보건시스템은 수익이 감소하고, 수익주기가 짧아지며, 지불 모델의 변화로 적정 규모와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에 직면
• 보건시스템은 대체지불모델(Alternate Payment Model, APM)을 도입하고,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탈피해 MACRA와 CMS 포괄적 수가 프로그램(bundled
payment programs)을 채택하는 추세

의약품급여관리업체
(PBM)

• 제약산업 가치 사슬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PBM에 대한 주 및 연방 정부의 가격 투명성
압력이 증가
• 일부 지불자들은 PBM 업체 인수 뒤 ‘중개인’단계를 생략, 마진을 제고하려고 시도
• 미국 PBM 시장은 현재 CVS케어마크, 익스프레스 스크립스 및 UHG가 75% 이상을 점유
- 아마존의 PBM 시장 진입 추진은 통합 및 경쟁에 관한 논의를 유도

5. 프로스트앤드설리번(Frost & Sullivan)１０)
	F&S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이 정치적 불확실성과 비용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플랫폼 솔루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투자 증가가 2018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
- 이와 함께 신흥시장에서의 높은 성장 기회는 제품개발 및 지역출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전망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예상되는 10개 트렌드를 분석

８) 유전자

재조합 또는 세포배양 기술을 통해 생산되는 단백질이나 호르몬 등을 의미하는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만료에 따라 유사한 효능을 갖도록
제작된 복제단백질 의약품
９) 환자 자택에서 환자를 위한 의료, 간호, 사후 보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１０) Frost & Surllivan, 2018 Global Healthcare Market Predictions Revealed: Growth Opportunities, Technology, and Trends,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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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F&S의 글로벌 헬스케어 트렌드 분석
번호

트렌드

개요

1

제품으로서
서비스(Service-asproduct) 솔루션 도입

• X-as-a-service 모델은 향후 2~3년 내 2~3%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 서비스형 플랫폼(PaaS) 및 서비스형 데이터(DaaS) 비즈니스 모델이 주도
• 기업의 자금지원, 지출 및 수익은 설비투자에서 IT 구현과 관련된 운영비용으로 전환
• 데이터가 실제 활용된 인텔리전트 솔루션 및 서비스를 통한 차별화가 혁신 및 서비스 지향적
미래 수익원의 새로운 원천이 될 전망

클라우드 부상

• 헬스케어 데이터 양과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데이터 스토리지의
유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클라우드가 핵심 플랫폼으로 부상할 전망
• 글로벌 헬스케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매출은 2018년에 50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2017~2022년 사이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

디지털 치료 및
헬스 앱 투자 보상 기대

• FDA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은 애플, 구글, 삼성 및 핏빗(Fitbit) 같은 비전통적
참가자에게 헬스케어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빅 테크(Big Tech) 기업은 디지털 치료 및 헬스 앱 투자로 인한 높은 수익 창출을 기대
• IT 및 소매업계와 헬스케어의 융합은 고객(환자) 중심적이고 혁신 선도적인 기술로
탁월한 비즈니스 모델 출현을 가능케 할 전망

가상 및 원격
임상시험 시행

• 가상 및 원격 임상시험 성공이 많아지면서 효율성 제고와 환자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전망
•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폰 앱 데이터의 조기 적용·통합으로 임상시험 비용이 절감되고
절차가 합리화됐으며 실제 생활에서 효과가 입증
• 전 세계적으로 임상시험의 20%가 가상화로 진행되는 가운데 모바일헬스(mHealth)
솔루션은 12~18개월 사이 최대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
• 전통적으로 임상연구에서 활용도가 낮았던 모바일헬스 및 웨어러블 기술은
BYOD(자신의 장치 가져오기) 모델로 진화해 표준으로 신속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

로봇 배치 확대

• 외과수술 및 헬스케어 지원을 위한 로보틱스(Robotics)가 높은 성장세를 구현
• 노인 환자의 재활을 돕고 의료지원 종사자의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의 중요성이 강조
• 자동화 로봇 시장 규모는 2018년 16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2025년까지 외과 수술의 80%가 로봇으로 수행 될 것으로 관측

스마트병원 확산

•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스마트병원 프로젝트를 주도할 전망으로, 2018년 한국,
호주,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에서는 총 3,200개의 스마트 병상이 구비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정보의 상호 운용과 사이버 보안이 스마트병원 솔루션 구현의 주요 장애물로
계속 남게 될 전망

사이버 위협 대책 강화

•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투자 증가에도 불구, 헬스케어 분야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은
계속될 전망
• 사이버 보안 해킹으로 인해 의료기기 또는 소비자 기기의 사용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
• 따라서 정부, 보건 당국 및 의료기기 OEM 업체들이 리스크 관리 솔루션 개발과 별도로
공동 작업을 통해 사이버 보안 지침을 마련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으로 판단

인센티브 기반
웰니스 확산

• 인센티브 기반 웰니스 프로그램 인기가 상승하고 있으나 글로벌 노동인구의 약 52%가
과체중이고 76%가 웰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노동인구의 9%만이 기업/고용주가 마련한 웰빙 프로그램
접근이 가능
• 이에 따라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는 통찰력 기반의
인센티브가 웰빙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보험료 지불자–기업 파트너십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거론

AI 도입 확대

• AI는 프로세스 자동화, 워크플로 생산성 향상 및 진단 정확도 제고를 통해 영상
진단장치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전망
• 고급 또는 심층학습 기능을 활용하는 의료 이미징 워크플로에서 AI 플랫폼을 운영해
방사선 의사 작업을 개선하고 검사 정확도를 향상시켜 2~3년 내 이들 의사의 생산성을
10-15%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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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

트렌드

개요

블록체인 기술
사용 증가

• 블록체인 기술을 초기에 적용한 기업들이 투자수익(ROI)을 창출할 때 블록체인
기술은 과대 포장된 가치에서 실제 측정가능한 가치로 전환
• 헬스케어 분야의 블록체인은 아직 미완으로, 초기 기업 B2B 중심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술의 잠재력 시연이 가능
- 예를

들어, 2018년 블록체인 솔루션의 초기 구현은 보험청구관리, 청산결제 및 벤더
생태계에서 아웃소싱된 RCM(Revenue Cycle Management) 등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공개(ICO) 또는 토큰 매매 활동 및 의료 공간에서의 혁신적
파괴자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

6.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 & Poors)１１)
	S&P는 2018년 미국 헬스케어 트렌드를 3개 기본가정을 통해 분석
- ①규제 안정성 제고 ②비용 견제 강화 ③M&A 지속
<표 9> S&P의 미국 헬스케어 트렌드 분석
번호

기본 가정

개요

1

규제 안정성 제고

• 미 국 내 의 약 품 가 격 에 대 한 다 양 한 논 의 가 진 행 되 겠 지 만 2 0 1 8 년 에 도
연방의약품가격책정법안(federal drug pricing legislation)은 타결이 어려워 전반적으로 규제
안정성이 제고될 전망

2

비용 견제 강화

• 미국 최대 제약업체 화이자(Pfizer)와 최대 의료법인 HCA 헬스케어(HCA Healthcare)
같은 거대기업도 지불자(정부와 민간 보험사 등)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적은 상황
• 정부와 민간 보험사를 포함한 지불자들은 막대한 환자 규모를 바탕으로 의약품 가격
인하에 대해 압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3

M&A 지속

• 헬스케어 업체간 인수합병(M&A)이 계속되겠지만 세제개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M&A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관측
•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신용등급 강등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

Ⅲ

글로벌 헬스케어 10대 키워드 관련 이슈 분석

1. 의료개혁
가. 미국 의료개혁의 복잡성 가중
	미국 의료개혁은 공화당의 세분화된 접근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
- 2017년 의회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지 않고 단일 법안으로 대체했지만 공화당은 더욱 세분화된 접근 방식을
통한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어서 의료개혁 복잡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백악관, 행정부 및 공화당은 새로운 행정 명령·규칙 제정, 예산 배정, 세제개혁에 적극 협조할 방침
- 2018년 연방 정부는 메디케이드 지출을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가 낮은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ACA
소비자 보호 및 개인과 기업의 강제이행을 완화하며, ACA 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폐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예측

１１) S&P, Industry Top Trends 2018: Health Care, 2017.11

15

보건산업브리프

<표 10> 2018년 미국 의료개혁 방향
의료개혁
목표

2017년
추진 방향

오바마케어
(ACA) 메디케이드
확대를
법안 폐기 및
방지하고 연방
대체
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출을 줄이는
한편, 상한선 설정

2018 추진방안
•예산 집행절차의 변화와 CMS
1115 조 면제(Waivers) 등을
통해 의료비 지출 삭감
- 연방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 카테고리별 금액을
할당하는 정액교부금 (block
grant)과 1인당 지출 시스템인
‘per capita system’ 등의
새로운 법안을 추진

의료 보험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법안 폐기 및
대체

•1332조 면제의 입법화
과정을 통해 단체의료보험
(Association Health Plans)
및 단기 제한 기간 의료보험
(Short-term limited
duration health insurance)에
대한 접근을 확대

ACA 가입된
개인과 기업의
규제 완화

법안 폐기 및
대체

•강제 이행사항 완화

2018년
주체

파급효과 및 영향

미 대통령
의회
보건복지부
주 의원

•오바마케어(ACA) 시행에 따라
32개 주에서 메디케이드를
확대한, 특히 메디케이드의
비중이 높았던 헬스케어
제공자들은 급여 보상의 삭감,
줄어든 급여 의료서비스,
메디케이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무보험 가입자수의 증가를
목격할 것임

보건복지부
노동자
재무부
주 의원

•건강한 보험계약자들은 좀 더
저렴한 보험료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음; 보험사들은 다양한 보험
출시를 통해 이익 창출할 수 있음
- ACA 보험료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는 고소득, 고연령층
개인들은 ACA 의료혜택제도
(ACA exchange plan)에서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것임

국세청(IRS)
의회

•의료보험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의료보험을 감당할 수 없는
소비자와 업체

의료저축
계좌(HSAs)의
사용 및 활용 확대

법안 폐기 및
대체

•세제개혁 및 다른 입법 조치를
통해 의료저축계좌를 확대

미 대통령
의회

•금융기관들은 의료저축계좌를
의료비 지출시 공제되는 수익성
있는 매력적인 금융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 소비자들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ACA 세금과
수수료 폐지

법안 폐기 및
대체

•세제개혁을 실시하여 ACA
세금과 수수료를 폐지

미 대통령
의회

•의료기기 업체에 관하여 비소매
특별소비세를 없앰
- 양당의 지지를 받는 법안

자료: PwC

나. 가치 기반 지불 모델로의 전환 확산
	운영 효율성, 신기술 사용, 인구집단 건강관리 및 웰니스 증진을 위한 개혁 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해
헬스케어는 규모에서 가치에 기반을 둔 지불 모델１２)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
- 미국은 2015년 시행된 ‘메디케어 접근 및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 재인증법(Medicare Access and CHIP
Reauthorization Act, MACRA)’에 의해 의료 보험급여의 초점이 규모에서 가치로 전환이 가속화
• MACRA는 헬스케어 전문가가 위험 부담이 있는 조정된 헬스케어 모델에 참여하도록 하고 전통적 행위별
수가제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

１２) 가치 기반 지불제도(value-based payment system)에서는 의료품질을 높이고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의사에게 인센티브가 제공. 이에 따라
예전에는 진료를 많이 해야 보험청구와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에서 치료 결과 중심의 급여로 개편되고 있으나 진료비 청구 오류로 인한
법적 조치를 받을 위험도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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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서스캐치완주는 의료, 정신 건강 및 중독 치료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적시 사용에
초점을 맞춰 입원 및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커넥팅 투 케어(Connecting to Care)’
프로그램을 운영
- 멕시코 정부가 진행하는 ’카사루드(CASALUD) 1차 진료’ 모델은 의료 전문가에 혁신적 의료 기술을 제공하면서
기술 개발에 적극적 참여를 요구
• 이 같은 의료 기술 중 하나는 질병 탐지를 용이하게 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일체형
독립 시스템인 MIDO® 모바일 모듈 카트로, 일종의 응용 프로그램

- 일본 정부는 헬스케어, 장기요양 보호, 주거 및 생활 지원 서비스를 일체화한 ’통합 지역사회 보호
시스템(Integrated Community Care System)’을 구축, 노인들이 병원이 아닌 거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싱가포르 정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3 가지를 넘어선’ 변화에 대한
의료개혁과 함께 4개 분야의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를 추진
• 의료개혁 프로젝트는 △병원을 넘어선 지역사회로의 이동 △품질을 넘어선 가치로의 이동 △헬스케어에서
건강으로의 이동
•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는 △환자가 효율적으로 의료 시스템을 탐색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노동 집약적 활동을
자동화 △작업공정 간소화, 직무 역할 확대, 보건의료 인력의 숙련과 생산성 제고, 환자 요구를 전체적으로
충족 △환자, 간병인 및 자원 봉사자가 셀프 서비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 영국 정부는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를 통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10가지 효율성 계획(Ten Point Efficiency Plan)’을 수립
• NHS는 이 계획에서 환자 스스로 건강 및 진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NHS 직원이 보건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2. 환자 경험
가. 미국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의 고품질 환자 경험 제공
	2018년 미국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가입자는 전년대비 5% 증가, 2,100만명을
돌파할 전망
- 연방 정부의 메디케어에 대한 사적 대안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베이비붐 세대 연령이 65세까지 높아짐에
따라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업체들이 신규고객을 확보하고 최고 등급을 얻으려면 고품질의 환자 경험을
제공하는 노력이 요구
- 이 때 환자 체험 데이터는 단순히 환자 포털이 아닌 변화를 유도하는 동력으로서의 환자 행동을 바꾸고 성과를
개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이를 위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업체들은 환자 체험 투자를 확대할 전망이며, 이미 일부 의료 기관에서는 환자
체험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하는 시도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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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의료 보험사 휴매나(Humana)의 경우 환자 체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낙상 위험을
예측하고 낙상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
• 과거 보험가입자들은 낙상 위험 때문에 외출을 꺼렸지만 이제는 낙상하더라도 누군가에 즉각적으로 연락이
되고 이동수단이 제공돼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행동의 변화가 초래
• 정부의 품질과 운영 효율성 제고 압력이 가해지면서 경쟁력이 취약한 보험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우려가 있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서 잠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될 전망
• 이는 기술에 익숙한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환자 체험에 기반한 현명하고 전략적인 투자계획 수립이
요구됨을 의미

나. 디지털 채널을 통한 환자 경험 강화
	병원은 고객 솔루션, 환자 포털, 개인 맞춤형 디지털 정보 키트 및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Self-check-in
kiosks) 등 옴니 채널방식으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지원
-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 디지털 채널 및 도구로는 소셜 미디어, 원격진료,
가상·증강현실 등
• 소셜 미디어는 헬스케어 가치사슬에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제공해 이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실시간으로 환자
체험 및 인구집단 건강 추세를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
• 원격진료는 보다 편리한 진료 방법을 제공하면서 환자의 병원·진료소 방문을 줄이고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유용
* 이 치료 모델은 셀프케어를 증가시키는 가운데 합병증으로 인한 위험 및 긴급 상황 발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을 경감

• 가상·증강현실은 위험이 적은 가상 방식으로 환자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유용
* 인위적으로

생성된 감각적 체험을 통해 환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또한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신속한 행동
변화를 유발

	향후 디지털 기술은 환자들에게 의료 정보와 지원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 경험을
향상시킬 전망
- 예를 들어, 환자에게 AI가 탑재된 가상 의료 보조원을 배치하고 음성 활성화 시스템을 가동할 경우, 이 가상 의료
보조원은 진단, 예상되는 회복 시기, 약물 투약 일정에 관한 환자의 일상적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또한 특정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환자의 병력, 검사 결과, 상담 시간, 약속
일정 및 유사한 진단을 받은 다른 환자에 대한 데이터까지 저장할 수도 있을 전망
• 이러한 AI 기술을 통해 취합된 정보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도 접근이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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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결제

65%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60%

시설 개선

53%

소셜 미디어

50%

24시간 간호 핫라인

47%

원격 환자 모니터링

46%

온라인 예약

43%

요양보호사 지원

40%

케어 매니저(Care Manger) 서비스

40%

임상의사(Clinician) 지원
디지털 제품 지원 및 교육 도구
대화식(interactive) 환자 참여 시스템

32%
27%
21%

자료 : PwC

<그림 4> 환자 경험 개선을 위한 관련 서비스 투자 분야

3. 의약품 승인 실제 증거
가. 헬스케어 업계의 데이터 취합·분석 역량 요구
	미국 상원은 2016년 12월 새로운 의약품 및 의료기기 발매 승인을 촉진하기 위해 FDA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조성을 지원함을 골자로 한 ‘21세기 치유법(21st Century Cures
Act)’을 가결
- FDA의 승인규정 변경으로 제약 및 생명 과학 업체들은 외부에서 수집된 환자 건강 상태 등 실제 데이터를
취합·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해 질 전망
• 21세기 치유법은 FDA의 신약 승인 심사 기준을 완화, 제약업체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전보다 소규모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도출된 자료를 첨부할 수도 있도록 허용
• 그러나 21세기 치유법과 관련,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완화해 환자
안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

나.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실제 증거 수집 확산
	헬스케어 분야에서 실제 데이터(real data)는 이미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웨어러블 및
EHR 및 클레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제공되는 추세
- 2019년까지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업체의 50% 이상이 조직 전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실제 증거에 접근, 공유 및
분석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전용 리소스를 구비하게 될 전망
- 그러나 제약 업체의 전사적 데이터 처리 역량은 아직 크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량을 구축, 획득 또는 아웃소싱할지 여부 결정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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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 복잡성 : 규제 복잡성 증가로 인한 위험 관리 중요성 대두
	전 세계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건강관리 및 환자 안전을 담보하고 사기 및 사이버 위협을 완화시키는 의료
정책 및 규제 목표를 공유하고 있지만 지역 및 국가마다 고유한 문제가 존재
- (미국) 의료 이해관계자는 정부 프로그램, 대금 지불방식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시스템 개혁에 대한 중요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컴플라이언스 문제 해결도 시급
- (영국) NHS 산하 ‘의료서비스 품질관리기구(NHS Improvement)’와 '서비스 품질관리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 CQC)‘의 2개 규제 기관이 상호 합의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발표
- (일본) 2017년 일본은 의료 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기 위한 표준화된 규칙을 제정하는 법률을 도입, 의료 연구
개발에 적용
* 신규 법안은 AI 및 기타 기술을 이용한 신약 개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의료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중국) 2015년 중국의 사립 병원 수가 공립 병원을 넘어 사립 병원의 등록, 약물 관리, 의료 환경 및 의사 인증에
대한 규제 감독이 강화되고 있으나 불법 사립 의료기관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의료 과실 사고도 급증, 더욱 강화된
규제 감독이 요구
- (브라질) 부적절한 행동 및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시도가 확산되면서 기업 경영과 문화를 비롯해 모든 산업
분야의 윤리적 행동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중

	2018년 전 세계적으로 보건산업에서 규제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이해관계자간 위험 관리의 중요성 역시
강조될 전망
- 특히, 미국의 경우 각 주 정부가 가격 변동 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 등 법률 및 규제
불확실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제약 및 생명과학 업체들은 법률 및 규제 불확실성을 대응하기 위해 자신들의 가격 책정을 정당화하고 새로
부상하는 분야 간 상호 협력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전망

5. 스마트병원
가. 병원의 IoT 도입 증가
	원격임상 모니터링, 만성 질환 관리, 예방 치료, 노년층 보조, 생활 및 건강 상태 모니터링에서 사물인터넷(IoT,
IoMT으로도 통용) 적용은 가치가 있음이 입증
- IoT 적용을 통한 비용절감과, 효율성 개선 및 양질의 치료가 가능
• 전 세계적으로 2020년까지 병원의 IoT 솔루션을 통한 자산 추적 및 재고 관리 시스템이 현재보다 2배 많이
구축, 환자 안전성, 직원 만족도 및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전망
• 제조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머신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산을 추적하는 IoT 및 RFID
솔루션으로 의료 자산 추적 및 모니터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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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태 지역 스마트병원 확산
	스마트도시 개발, 디지털 발전 및 의료시장 동향은 병원을 '스마트하게' 변화시킬 동인을 제공하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스마트병원 프로젝트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
- 2018년 한국, 호주,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에서는 총 3,200개의 스마트 병상이 구비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정보의 상호 운용과 사이버 보안이 스마트병원 솔루션 구현의 주요 장애물로 계속 남게 될 전망

	딜로이트는 2017년 5월 전 세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크라우드 소싱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뒤 미래 병원
운영을 5가지 범주로 구분
- (의료서비스 재정의) 의사결정, 지속적 임상 모니터링, 표적치료(예: 수술용 3D 프린팅) 및 소형 휴대용 장치
사용을 가능케 하는 중앙 집중식 디지털 센터가 급성환자 전문병원의 특징이 될 전망
- (디지털 환자 체험) 디지털 및 AI 기술은 즉각적 상호 작용과 원활한 프로세스로 환자의 체험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
- (인력 자기개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및 AI를 사용하면 요양보호사들이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서처리
시간을 단축하며 자기개발 및 학습을 할 수 있게 지원할 것으로 예측
- (기술을 통한 운영 효율성) 디지털 공급망, 자동화, 로봇 및 차세대 상호 운용성은 운영 관리 및 후선조직
효율성을 제공
- (치유 및 복지 설계) 치유 체험의 중요성에 중점을 둔 환자 및 직원 복지는 향후 병원 설계에서 중요할 요소가 될 전망

	운영 효율성과 임상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수많은 병원에 디지털 솔루션이
구현될 것으로 예측
- 병원은 원격 환자 모니터링, 원격진료, 고급 분석 및 웨어러블을 통해 환자 체험의 품질과 성과를 향상시켜 환자와
더욱 완벽하게 소통할 전망
- 금융, 공급망, 인적 자원 및 수익 주기에 대한 다양한 후선조직 기능은 로봇 공학, 고급 분석, 센서 및 자동화를
통해 비용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관측

6. 디지털 헬스케어
	모바일헬스, 무선 헬스, 커넥티드 헬스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보다 나은 진단 및 개인화된 치료 도구에
대한 필요성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정부, 보건 시스템 및 보험사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의료서비스 산업에는 비용절감, 접근성 증대 및 효율적 관리 개선을 위한 기술 투자가 급증하는 추세
• 기하급수적 기술 진보는 전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고 효율적이며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도움을 제공
• 2021년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전 세계 헬스케어 지출의 6%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으로 의료서비스 업체는 행정 업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수행하고 환자는 온라인으로
의료비를 지불하고 이메일이나 문자로 진료 예약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
- 미국의 경우 EHR 및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제품은 주로 ’경제적 임상보건을 위한 건강정보법(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 HITECH)’과 ’메디케어 접근 및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 재인증법(Medicare Access and CHIP Reauthorization Act, MACRA)’으로 인해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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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헬스케어 융합 신기술
가. 융합 및 연결을 통한 헬스케어 신기술의 발전
	서로 다른 기술들과 융합·연결되어 기술 진보를 가속화하는데, 헬스케어 분야는 특히 다음 12가지 기술로
인해 재편되고 있는 중
- △원격진료 △앰비언트 컴퓨팅(Ambient Computing) △인지 컴퓨팅(Cognitive Computing)１３) △데이터
민주화(Data Democratization) △로봇 △적층가공１４) △가상·증강 현실(VR·AR) △API·긱 이코노미１５)
△블록체인 △유전체학 및 단백질체학 △디지털 의학(Digital Medicine) △합성 생물학·나노기술
- 급격한 기술 발달은 과거에 헬스케어 분야를 정의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급격히 혁신적으로 파괴시킬 가능성이
농후
• 1999년부터 과학자들은 인간 게놈 서열의 첫 번째 초기 ‘초안 (draft)’을 생성하기 위해 5개월의 시간과 약
3억 달러를 투자
• 그러나 현재에는 하나의 인간 게놈 서열을 생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00 달러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향후에는 1 달러 미만도 가능할 전망

원격진료
앰비엔트 컴퓨팅
인지 컴퓨팅
데이터 민주주의
로보틱스
적층가공(3D 프린팅)
가상현실/증강현실
API/긱 이코노미
블록체인
유전체학/단백질체학

불확실성 정도

디지털 의학
합성 생물학과 나노 기술

혁신 수용자

조기 수용자

낮음
중간
높음

조기 다수수용자

후기 다수수용자

지각 수용자

자료 : Deloitte

<그림 5> 향후 5~10년간 주요 기술투자의 발전 단계

１３) 주변 환경이 스스로 지성을 지닌 존재로 탈바꿈해 인간이 원하는 것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
１４) 3차원 물체를 제작하기 위해 원료를 여러 층으로 쌓거나 결합시키는, 입체(3D) 프린팅이 작동하는 방식
１５) 1920년대 미국 재즈공연장 주변에서 연주자를 필요에 따라 진행한 단기 공연 ‘긱(gig)’에서 유래한 용어로 상황에 따라 임시직을 섭외해 업무를
맡기는 경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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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로봇·인공지능·블록체인 적용 확산
	(로봇)노인 환자의 재활을 돕고 의료 지원 종사자 부족도 해소하면서 헬스케어 분야를 지원하는
로보틱스(Robotics)는 앞으로도 계속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 자동화 로봇 시장은 2018년 16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2020년까지 200개 이상 병상을 보유한 병원의 25%에서 로봇을 배치, 장시간 소요되는 작업을 처리하고
의료진 오류를 방지해 환자의 안전도 향상시키면서 비즈니스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관측
• 2025년까지 외과수술의 80%가 로봇으로 수행될 전망
• 디지털 기술, 로봇 및 기타 자동화 도구는 현재 및 미래의 보건의료 인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도 보유

	(인공지능)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AI 기술은 모멘텀을 얻고 있으며 검사실, 지원부서,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업계를 크게 변화시킬 전망
- AI는 아직 의료기관의 지원부서와 공급망에서 가상 의사나 로봇 요양보호사만큼의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헬스케어 업계를 재편할 잠재력은 입증
• 2021년까지 헬스케어 업체의 20%와 생명과학 업체의 40%가 인지적 임베디드 앱인 인지/AI 기술의 채택을
통해 생산성을 지금보다 15~20%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
• AI와 기계학습은 인간 상호 작용을 대체 내지 보완하고 있으며 특히 반복적 업무를 개선
* 의료서비스 업체는 AI를 활용해 일상적 병리학이나 방사선학 결과를 신속정확하게 분석하고 보다 많은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서 높은 수익을 창출

- 건강과 사회 복지 모든 분야, 특히 응급의료 및 노인의료 분야에서 요양전문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어 AI 기술을
활용해 인간과 기계가 상호 협력하면 미래 인력 부족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미래 노동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AI는 프로세스 자동화, 워크플로 생산성 및 진단 정확도 향상을 통해 영상진단장치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2~3년 내 영상진단장치 생산성을 10-15% 높일 것으로 기대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을 초기에 적용한 기업들이 투자수익(ROI)을 창출하는 시기가 도래해야 블록체인
기술은 과대 포장된 가치에서 실제 측정가능한 가치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 헬스케어 분야의 블록체인은 아직 미완으로, 초기 기업 B2B 중심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술의 잠재력 시연이 가능
• 2020년까지 헬스케어 업체의 20%가 공급망 관리 및 환자 신원 파악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시험 단계를
끝내고 본격 사용할 전망
• 2018년에는 보험청구관리, 청산결제 및 벤더 생태계에서 아웃소싱된 RCM(Revenue Cycle Management)
등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
• 2018년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공개(ICO) 또는 토큰 매매 활동 및 의료 공간에서의 혁신적 파괴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전망
- 클라우드 기반의 상호 운용 가능한 EHR은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되고 필요에 따라 접근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 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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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이버 위협
가. 공동 의료 시스템의 사이버 범죄 표적 가능성 증대
	인터넷으로 연결된 의료기기는 환자 관리, 의료 기록, 의료비 청구 등 병원 업무에서 공동 의료 시스템을
보유하는 것 같은 의미가 있으나 사이버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거론
- 헬스케어는 금융에 이어 두 번째로 사이버 공격이 많은 분야로, 특히 병원은 해커들이 파일에 접근해 암호화한 후
풀어주는 대가로 가상화폐 지불을 요구하는 워너크라이(WannaCry) 같은 소위 ‘랜섬웨어’의 표적 대상
• 2017년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으로 입은 피해는 침해 건수 당 평균 362만 달러로 추산
• 2017년 미국에서는 대형 병원 시스템이 워너크라이에 감염된 후 혼란을 경험했고, 영국에서는 워너
디크립토(Wanna Decryptor)라는 악성 코드 변종이 NHS를 침범해 인터넷 연결기기에 접근을 차단했던
사례도 존재
* 워너 디크립토는 스페인, 포르투갈,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만 기업에도 침투

- 병원은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연결된 의료기기의 해킹 방지, 환자 안전, 사기 방지,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헬스케어 정책 및 복잡한 규정에 대한 대응이 필요

나. 환자의 독립성에 따른 사이버 위협 확대
	환자가 자신의 건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 의료기관과 독립적으로 움직임에 따라 비효율적 데이터 관리
등으로 인한 사이버 위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
- 환자가 자신의 건강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면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기기 등을 활용, 비전통적 환경(예:
자택)에서 공공 및 민간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가능성이 고조
• 더욱이 병원, 건강보험, 생명과학 업체들 사이에도 사이버 위험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교육이 미흡한
것이 현실
• 비효율적 데이터 관리, 컴플라이언스 문제 및 사이버 위험은 종종 인간, 프로세스 및 기술에 대한 체계적 투자가
미진할 경우 발생
• 이에 따라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투자 증가에도 불구, 헬스케어 분야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은 계속될 전망
- 사이버 보안 해킹으로 인해 의료기기 또는 소비자 기기의 사용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
• 따라서 정부, 보건 당국 및 의료기기 OEM 업체들이 리스크 관리 솔루션 개발과 별도로 공동 작업을 통해
사이버 보안 지침을 마련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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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상시험 방식
가. 가상 및 원격 임상시험 확산
	가상 및 원격 임상시험이 성공하면서 효율성 제고와 환자 중심으로 진료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
-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폰 앱 데이터의 조기 적용·통합으로 시험비용이 절감되고 절차가 합리화된 가운데 실제
그 효과가 입증
• 전 세계적으로 임상시험의 20%가 가상화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모바일헬스 솔루션은 12~18개월 사이 최대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
• 전통적으로 임상연구에서 활용도가 낮았던 모바일헬스 및 웨어러블 기술은 BYOD(자신의 장치 가져오기)
모델로 진화해 표준으로 신속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

나. 임상 서비스 아웃소싱 및 자동화 기회 창출
	기술혁신은 임상 서비스 아웃소싱과 자동화 기회를 창출
- 영상 진단장치에 AI 기능 탑재, 의료기기에 연결되는 환자 대면 모바일 앱 사용, 미지불 잔액 수금 등 작업에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가 활용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배경
- 실제 증거 데이터는 이미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웨어러블, EHR 및 클레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제공
- 그러나 실제 제약업체의 전사적 데이터 처리 역량은 아직 높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량을 구축, 획득 또는 아웃소싱할지 여부 결정이 요구

10. 환자 데이터 제공 : “자신의 데이터 가져오기” 확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환자 경험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중요해지면서 환자의 데이터 제공은 기업, 헬스케어
이해관계자, 정부에 의해 장려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2020년말까지 의료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25%가 환자 자신, 즉 “자신의 데이터 가져오기(Bring your
own data, BYOD)에서 비롯될 것으로 예측
• 딜로이트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정보화되고 권한을 부여받은 ‘계량화된 자아(quantified self)’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유전적 특성과 발생 위험이 있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하게 되고 이로 인해
헬스케어 참여를 확대하면서 기대도 고조
- 이동통신기기의 수요 증가는 모바일헬스 활용도를 높이면서 ‘계량화된 자아’의 의료서비스 및 데이터 제공을 지원
• 웨어러블 피트니스 트래커에서 스마트 기기, 사이버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모바일헬스 시장 규모는 지난 4년
사이 2배로 증가
• 모바일헬스, 웨어러블 및 기타 비전통적으로 수집된 데이터 소스와 분석 기술을 결합하면 새로운 치료 경로 및
위험도가 높은 정도를 식별, 웰니스 프로그램에 더 많은 가치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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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2018년 글로벌 보건산업은 의료개혁을 통해 성과와 가치에 기반한 지불 모델방식으로 정책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래기술과 환자 체험 및 실제 증거 데이터를 확보하는 투자가 확대될 전망
- 보건산업의 운영 효율성, 신기술 사용, 인구집단 건강관리 및 웰니스 증진을 위한 의료개혁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
- 이 과정에서 규모보다 성과와 가치에 기반을 둔 지불 모델 방식으로 정책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환자 체험 데이터는 미래 헬스케어 분야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으로 환자의 행동을 바꾸고 성과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
- 각국 정책 입안자들은 보건산업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실제 증거를 사용해 더 많은 의약품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
- 원격 임상 모니터링, 만성 질환 관리, 예방 치료, 노년층 보조, 생활 및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위해 IoT 도입과
스마트병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보건산업 시장에서 개별적인 기술들이 다른 기술들과 융합 또는 연결되어 기술진보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확대되는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 로봇,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현재 및 미래의 부족한 보건 인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헬스케어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예측
-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환자 체험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중요해면서 기업, 헬스케어 이해관계자, 정부는 환자
체험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전망
- 소비자도 자신의 건강과 웰니스를 위해 자신의 데이터를 관계 업체에 제공하면서 헬스케어 분야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관측

	미국 정부의 의료개혁과 세제개편 등 제도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책 확보와 신기술 적용 시 전략적 마인드 및 차세대 기술의 전개 방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
- 미국 정부의 의료개혁 및 세제개편이 향후 글로벌 보건산업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및 트럼프케어 법안 수정
부분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
-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분야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이해관계자간 위험 관리의 필요성과 규제의 복잡성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의 해외 진출 시 대책 마련이 시급
- 헬스케어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은 최근 및 향후의 정책 변화가 조직의 우선순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사이버 위협으로 야기되는 관리, 재무 및 평판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한 2차 방어 체제 구축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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