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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략과 시사점
: 2017년 4개국 해외진출 시범사업 결과를 중심으로
4차보건산업추진단

4차신산업육성팀

Ⅰ

서론

4차산업혁명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헬스케어 분야
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
션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은 국내 디지털 헬스

1.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글로벌 진행

2004년
스웨덴의 Erik Stolterman 교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IT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삶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현상'으로 언급한 이후 글로벌
기업들은 이의 이니셔티브를 강조하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 추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세계 유수의 컨설팅 업체와 글로벌 기업들은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요약하면 “디지털을 기반으로 기업은 물론 산업과 사회의 전략,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문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영전략”１) 으로 정의할 수 있음

케어의 해외기반 조성과 ICT

<표 1>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의

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성공

２)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구분

정의

2016년부터 「ICT기반 의료시

Bain & Company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산업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정의하고 게임의 법칙을 근본적
으로 뒤집음으로써 변화를 일으키는 것임

PWC

기업경영에서 디지털 소비자 및 에코시스템이 기대하는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에 적용시키는 일련의 과정

Microsoft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능형 시스템을 통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구상하고 사람과 데이터, 프로세스를 결합하는 새로운 방안을 수용
하는 것

스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시행 중임
본 브리프에서는 2017년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
출 지원사업」을 통해 칠레,
페루, 카자흐스탄, 미국 등 4

IBM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인 요소들을 통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
(Transform)시키고 산업에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것

IDC

고객과 마켓(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능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 경영에 적용하고 주도하여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임

개 국가에서 수행한  ICT기반
의료시스템 활용 디지털헬스

World Economic Forum

디지털 기술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임

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였음
１), 2) 출처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2017년 IT산업 메가트렌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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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에 의한 다양한 변화와 혁신에 관한 접근 방법의 측면에서
제4차산업혁명과 동일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기도 하나, 4차 산업혁명이 전체적인 산업사회에서의 총체적인
변화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과 기관 등 단위사회에서의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커뮤니케이션 등에서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구별됨

2. 헬스케어분야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사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니셔티브가 진행 중인 상태
-일 본 의 경 영 컨 설 팅 그 룹 미 즈 호 컨 설 팅 그 룹 에 서 는 「 デ ジ タ ル イ ノ ベ ー シ ョ ン は ビ ジ ネ ス を ど う
変革するか(디지털 혁신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변혁시키는가)」 보고서를 통해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부문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 사례 제시
◾ 의약품 : 게놈 오믹스 데이터 등 의료 빅데이터 수집 및 AI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등 기초·임상영역에서 신기술
도입이 활발히 전개
<표 2> 의약품 분야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 ３)
AI · 제약벤처

개요

제휴기업

Berg Health
(미국)

환자와 정상인의 조직 샘플을 비교 분석(게놈 단백질 등구조·대사 등), 해석
데이터와 환자의 임상 정보를 AI에서 분석, 의약품 후보 물질을 추출

Astrazeneca

Insilico
Medicine(미국)

AI를 사용한 인실리코(in silico4)) 신약 개발 및 신약 재창출 (DrugRopositioning)

Novartis,
Johnson&Johnson

Atomwise
(미국)

수백만 종류의 기존 약의 분자 구조와 작용을 해석하고 신약 후보 물질 탐색을
실시. 특히 새로운 바이러스 발견 시 단기간에 후보 물질을 탐색

Merck

Numerat
(미국)

저분자 약에 특화된 인실리코 신약 개발 플랫폼을 제공. 종래형의 결정 구조
분석을 통한 신약 개발이 아니라 SAR, 특허, 표현형 데이터 등 데이터에서
후보 물질 탐색

Boehringer
Ingelheim,
Merck, Lilly,
다케다

BenevolentAI
(영국)

Johnson&Johnson
(Janssen Pharma)

후보 화합물을 도입하고 AI을 이용하여 화합물을 평가하고, 신약 개발

◾ 의료기기 : 검사·진단, 치료, 예후관찰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 활발
<표 3> 의료기기 분야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 ４)
기업명

GE

기존
사업영역

AI, IoT, 로보틱스 활용
영역

구분

내용

진단

초음파 진단

재택의료, 응급현장에서 사용가능한 소형 초음파 진단
장치 개발, Wi-Fi를 통한 화상 진단, 잔뇨량 계측, 폐
초음파 진단 기능 탑재

예후

환자 모니터링

Monica Healthcare 인수(觕년), 재택 태아 모니터링
사업 확대

기타

병원운영효율화

의료 업무 효율화 시스템 판매 개시(觕년)

진단

３)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 사례”, 2017
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 사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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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기존
사업영역

AI, IoT, 로보틱스 활용
영역

구분
원격 모니터링

Philips

Johnson&
Johnson

Medtronics

예방·진단

치료

치료

예후

치료

예후

내용
재택 모니터링 기기 보급·확산
salesforce.com과 제휴하여 의료기관, 보험 회사,
환자가 연결된 오픈 플랫폼 구축

플랫폼

의료기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재택 질병예방·관리 실시
‘Connected Health’분야에서 퀄컴과 제휴

수술 지원 로봇

구글과의 합작 회사인 Verb Surgical에서 수술 지원
로봇을 개발 중

혈당관리 앱

IBM Watson Health와 연계, 저혈당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경고하는 모바일앱 개발 중

혈당관리 앱

삼성과 혈당 모니터링 앱 개발 중

심장 모니터링
시스템

심장박동기 사용 환자 모니터링앱 개발 중

체내 삽입 센서가 혈당치를 측정하고 센서로부터 송신
인슐린 펌프 시스템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슐린이 체내에 자동 투여되는
기기 개발
코니카
미놀타

진단

진단

개별화 치료

미국 유전자 검사 업체인 Ambry Genetics 인수로
유전자 검사 서비스 사업 진출

◾ 의료서비스 : 의료 빅데이터 기반 정비에 따라 의료·간호 서비스는 질환 ‘치료’중심에서 질환 ‘예측’과 ‘발병 전
리스크 예방’중심으로 변화할 전망
<표 4> 미국에서의 헬스케어 분야 디지털 혁신사례 ５)
서비스 대상

병원·의사

제약기업
환자

기업명

추진 내용

Arterys

·심장 혈관에 관한 MRI 영상을 해석하기 위한 AI을 개발
·딥러닝으로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인 3D 애니메이션을 자동으로 작성

Enlitic

·X선 화상, MRI 영상, CT 스캔 화상, 초음파 화상 등을 학습 능력을 가진 딥러닝으로 해석해서
높은 화상 해석 능력을 실현
·전문 방사선 의사보다 암 발견 정확도가 50% 높음

BERG
Health

·환자와 건강한 사람 양쪽에서 혈액, 소변, 세포 등의 샘플을 수거, 수조 점에 이르는 데이터
포인트를 AI으로 분석

Practice
Fusion

·무료 전자진료기록을 중소병원에 제공, 제약 기업의 광고 수입을 확보
·환자 진료 서비스인 「patient fusion」에서는 병원 예약이나 온라인 진단 기능도 구비

Flatiron
Health

·전자진료기록카드 등의 데이터로부터 각 암 환자의 최적 치료 방침을 의료 종사자에게 제공
·Google Ventures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

Atomwize

·컴퓨터상에서 치료약의 후보 물질을 특정하는 가상 스크리닝에 AI를 활용

Archimedes ·의료비청구서 데이터나 전자진료기록카드 데이터를 분석, 질병 상태를 시뮬레이션
ZocDoc

·의료기관 온라인 예약 서비스, 의사의 입소문 평가 시스템 등 환자 눈높이의 의료기관 평가
기능도 제공

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 사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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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현황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함축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인터넷을 통해
연결(Connected)되고, 인공지능을 통해 지능화(Smart)되는 데이터 기반의 건강관리로, ‘데이터로 연결된
지능 기반의 건강관리’로 정의할 수 있음
- 연결(Connected)은 시간, 공간, 인간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결하여 현실의 제약을 극복하는 것으로,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사물과 인간의 데이터를 활용함 ６)
- 지능(Smart)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식을 구조화하여 전문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딥러닝의 인공지능을 포함함

 우리나라의 디지털헬스 적용률은 독일과 일본에 뒤져 있지만 우수한 편
- 미국 경영컨설팅업체 PWC에서는 디지털헬스 적용률(Digital Adoption)를 인터넷 보급률 대비 EHR
적용률(EHR Adoption)로서 가늠한 바 있는데, 이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헬스 적용률은 독일과 일본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으로서 최선도 국가는 아니지만 비교적 앞서있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그림 1] 국가별 디지털헬스 적용률(Digital Adoption) ７)

 국내 디지털헬스케어의 사회 인프라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데이터 사이클의 전주기를 둘러싼 제품 및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를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터가 등장하는 등 민간을
중심으로 생태계 조성에 대한 요구는 증대되고 있음

６) 한국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혁신 사례조사”, 2018 (※여기서의 ‘건강관리’는 질환관리(Disease Management)
포함. 작성자 註)
７) PWC, "The Digital Healthcare Leap",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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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내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비즈니스 유형과 가치 창출 ８)
비즈니스 유형

건강데이터 측정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데이터
측정

병원에 축적된
의료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소비자 의뢰유전자
분석서비스
데이터
연계·통합

헬스케어 데이터
연계

주요 기능 및 기업

▪일반인의 자가건간광리
(활동량,심박수, 심전도, 자세 등)
- 사례: 엠트리케어 등
▪혈당, 혈압 측정을 위한 만성질환관리
- 사례: 핑거앤, 닥터다이어리 등

새로운 가치 창출
▪치
 료에서 예방으로 의학 패러다임 전환
-일반인의 적극적 건강관리로 의료비 절감
▪상
 급종합병원의 업무효율화에 기여
-만성질환 자가관리로 상급종합병원의 업무
효율화에 기여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빅데이터 센터
▪개
 방형 혁신 플랫폼으로서 병원 혁신
- 사례: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병원에 축적된 임상 빅데이터 활용으로
고대구로병원 등 의료영상데이터 및
연구개발을 통한 수익경로 확보, 새로운
빅데이터 센터 개소
의학적 통찰력 발견의 가능성 확대
▪임상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 사례: 뷰노, 루닛

▪의
 사역할 및 1, 2차 의료 전문성 보완
- 1,2차 의료의 전문성 보완,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확대

▪정
 밀의학 구현
▪규제 완화로 소비자 의뢰 시장 형성
- 사례: 제노플랜, 디엔에이링크, 테라
-유전체 분석을 바탕으로, 증상이 아닌
젠이텍스
질병기전에 근거한 진단과 치료 가능

▪기 구축된 병원 빅데이터에 건강측정
데이터 통합 및 연계
- 사례: 라이프시맨틱스

▪맞
 춤의료/수요자 중심 헬스케어 구현
- 분절된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연계, 통합
하여 수요자중심/맞춤의료 구현에 기여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해외 디지털 헬스케어 이머징마켓을 선점함과 동시에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4.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사업』 개요와 내용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우리나라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기반 조성과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성공 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사업」 시행 중
사업 목적
- 우리나라 우수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 도입 기반 조성
◾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 시장에 우수한 한국의 ICT기반 의료시스템을 진출시키기 위한 기반 조성
◾ 해외 협력 사업을 통해 우호적 인프라 조성, 우리 의료 ICT 기술 홍보
◾ 시범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자료를 축적 ·분석하여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정보 제공

-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 성공 사례 발굴 ·확산
◾ ICT 융합 중심의 의료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우수한 기술력 및 제품을 갖춘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해외진출 지원
◾ 다양한 대상국 사업운영 지원을 통한 의료기관 및 기업의 해외 사업 역량 강화 지원

비전과 목표
- 비전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가치창출형 헬스케어ICT 융합산업 육성을 통한 디지털헬스케어 First
Mover로의 도약
- 목표 : 글로벌 헬스케어 ICT기반 글로벌 시장진출 기반조성과 융합시장 창출
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동향과 정책 시사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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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디지털헬스케어 글로벌 시장 진출 추진 중 혹은 진출 예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 디지털헬스케어기업」
컨소시엄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효과를 높이고 의료비 절감을 위한 ICT와 보건의료가 융합된 모든 서비스

[그림 2] ICT 기반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 사업 내용

- 2017년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 범주의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에 지원한
과제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하여 시범사업 운영
◾ 모바일 진단기기 활용 스마트 건강진단서비스 - 의료진 또는 개인이 운반 가능한 모바일 진단기기를 통해 현장에서
검사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병원정보시스템 등으로 전송하여 기존 건강정보와 함께 분석(인공지능 활용 가능)하는
현장 중심 특정 질병 진단 또는 건강검진 서비스
◾ 만성질환 모니터링 & 코칭 서비스 - 통신기능이 내장 또는 부착된 스마트 의료기기를 통해, 측정된 생체정보를
의료정보서버에 전송하고 의사가 정보를 분석하여 만성질환자의 상태 분석 및 질환 관리 코칭에 활용하는 형태의
서비스
◾ 실시간 비디오 컨퍼런싱 (Live Video Conferencing) -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떨어져 있는 의료인
간 화상진료, 상담,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상담 중 실시간 생체정보 전송, 전자건강기록 등을 활용
◾ 헬스데이터 분석 진단 서비스 - 기존의 의료정보, 개인건강기기,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빅데이터 처리 기술로 분석하여 보다 가치있는 정보를 만들어 내거나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건강상태를 예측
진단하여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서비스
◾ 개인건강기록(PHR) 활용 건강관리서비스 - 진료 데이터, 라이프로그 데이터 및 유전체 데이터 등을 통합하는
개인건강기록(PHR)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환 발생 예측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찾아내어 제공하는 서비스

- 시범사업 선정 기관은 시범사업 진행 후 일정한 결과 제출
◾ 현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ICT 기반 의료서비스 모델 및 세부 구성환경 (플랫폼, 테스트망․장비 등) 도출
◾ 진출대상국

시범사업 운영방안 수립 및 운영
◾ 사업의

시장성 지속 가능성 및 수익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둔 글로벌 진출 수익모델 발굴
◾ 진출대상국에서

실제 시범사업 경험과 법제도, 정책, 실시환경 등을 기반으로 한 진출 가이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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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대상국 내 타지역 및 타국가로의 확대진출, 추가진출 가능성, 향후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 발전전략 수립 및
단 ·중장기적 진출 전략방안 제시

- 2017년에는 카자흐스탄, 미국, 칠레, 페루 등 4개 국가에서 ICT기반 의료시스템 활용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시범사업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 요약 보고
<표 6> 2017년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 내용
대륙

국가

사업명

수행책임기관

아시아

카자흐스탄

모바일 진단기기 활용 원격자문서비스

부산대병원

북미

미국

인공관절치환술 환자 대상 원격재활서비스

서울성모병원

중남미

칠레

복합만성질환자 건강모니터링 서비스

가천길병원

중남미

페루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서비스

가천길병원

Ⅱ

칠레 복합만성질환자 건강모니터링 서비스 시범사업

1. 추진배경

칠레는
남북으로 긴 형태의 국토로 인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많고, 부족한 의료진으로 인하여
일찍이 ICT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음.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칠레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체계 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ICT기반 의료서비스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칠레 국민의 80~90%가 이용하고 있는 공공의료 분야에서 ICT기반 의료시스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칠레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비만 등) 발병률이 높은 국가 중의 하나임. 특히 소득별 의료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서의 고혈압, 당뇨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이에 저소득층의 만성질환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며, 주치의
개념의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임
- 하지만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CESFAM의 경우 ICT기반 의료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만성질환자
관리 및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칠레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의료 분야에서 ICT기반 의료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경험이 풍부한 국가와의 협력 관계 구축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한국과도
2015년 4월 한국-칠레 보건부 간 원격의료 등 의료IT 분야 협력에 관한 MOU가 체결한 바 있음

칠레
정부는 한-칠레 원격의료 KSP사업 연구를 통해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한국정부에 협조를 요청하였음. 이에 한국 정부는 ⌜ICT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시범사업⌟을 통해 칠레 복합만성질환자 건강모니터링 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가천대길병원, ㈜헬스맥스 컨소시움)하고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사업을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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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내용

칠레
복합만성질환자 건강모니터링 서비스는 칠레 1차 공공의료기관인 CESFAM을 이용중인
복합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유병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환자가 자택에서 자가 측정한
생체정보(혈압, 혈당, 활동량)을 게이트웨이(스마트폰)을 통해 CESFAM의 전문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송하면, CESFAM의 의료진이 환자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환자에게 ‘건강모니터링 앱’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가 진행되었음

이와
함께 CESFAM 의료진은 주기적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그동안 환자가 자택에서 보내온
생체정보를 바탕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향후 목표 등을 재설정해주는 등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음

[그림 3] 칠레 복합만성질환자 건강모니터링 서비스


시범사업의
대상기관은 산티아고에 위치한 CESFAM Andes, 콘셉시온에 위치한 CESFAM
Lirquen이었으며, 대상 환자는 각 CESFAM 당 75명씩, 150명이었으며, 본 사업을 위해서 ㈜헬스멕스의
‘건강모니터링 시스템’이 사용되었으며, 해당 시스템은 의료진용 만성질환 관리 웹, 환자용 건강모니터링 웹
및 앱으로 구성되었음. 또한 환자들은 자택에서 생체정보를 자가 측정하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계, 게이트웨이(스마트폰)를 지급하였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칠레 보건부의 요구사항에 맞춰 일부 시스템의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칠레
공공의료 인적 자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음
- 칠레 인적자원 교육은 가천대길병원이 ICT기반 건강모니터링 서비스의 임상적 부분을, ㈜헬스맥스가 기술적
부분을 담당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음

3. 사업결과

가천대길병원,
㈜헬스맥스 컨소시움은 2017년 10월에 칠레 보건부 클라우드에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11월부터 본격적인 환자모집과 함께 건강모니터링 서비스를 운영하였음
- 플랫폼은 칠레 보건부 클라우드 서버에 구축되었으며, 칠레 보건부 공무원 및 CESFAM 의료진의 요구사항 및 현지
네트워크 현황 등을 반영하여 수정‧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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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칠레 ICT기반 건강모니터링 서비스 모델 설계도

[그림 5] 칠레 ICT기반 건강모니터링 사용자용 앱

[그림 6] 칠레 ICT기반 건강모니터링 환자용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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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칠레 ICT기반 건강모니터링 관리자용 웹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스템에 등록된 인원은 총 170명이었으며, 이중 실제 참여환자는 총 153명임.
환자들에게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및 스마트폰이 지원되었음
Patients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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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b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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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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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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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30's

40's

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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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70's

[그림 8] 칠레 ICT기반 건강모니터링 시업사업 참여 환자 모집 결과


시범사업
결과는 크게 환자 만족도 설문조사와 임상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음. 만족도 설문조사는
시범사업 참여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CESFAM Andes에서는
50명이, Lirquen에서는 19명이 응답하였음
- 양기관 모두에서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본 시스템이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주변 지인들에게 시스템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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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ESFAM Andes 환자만족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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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ESFAM Lirquen 환자만족도 조사 결과

혈압 및 혈당 측정 빈도
- 사업기간 동안 전체 혈압 측정건수는 5,812건이었으며, 고혈압 환자의 평균 측정 빈도는 70.9건이고, 월 평균
17.7회 혈압을 측정하였음
- 사업기관 동안 전체 측정 건수는 6,809건이었으며, 당뇨병 환자의 평균 측정 빈도는 93.3건이고, 월 평균
23.3회 혈당을 측정하였음
혈압 측정 빈도

전체 측정 횟수
: 5,812 건

82명

70.9건

< 측정 대상자 수 >

< 평균 측정 빈도 >

17.7건

< 월평균 빈도 >

혈당 측정 빈도

73명

전체 측정 횟수
: 6,809 건
< 측정 대상자 수 >

93.3건
< 평균 측정 빈도 >

23.3건

< 월평균 빈도 >

[그림 11] 혈압 및 혈당 측정 빈도

혈압, 혈당, 보행 수 변화
- 시범사업 전후 대상자 전체의 혈압, 혈당, 보행 수 변화 평균을 나타냄
-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식후 혈당 항목에서는 유의 확률(p<0.05)보다 낮은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음
- 지표별 변화
•혈압: 수축기 혈압은 10.57mmHg, 이완기 혈압은 4.62mmHg만큼 낮아짐
•혈당: 공복 혈당은 28.9mg/dl, 식후 혈당은 47.87mg/dl만큼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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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압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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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시범사업 전후 지표 변화


환자
만족도 및 의료진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으며, 질환관리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칠레에서의 국내 ICT기반 건강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4. 사업진출시 유의점 및 전략

칠레는
수입 유통되는 의료기기 중 국가로 의무인증이 필요한 기기는 총 5종류(실험용, 수술용 장갑,
콘돔, 1회용 주사기, 바늘)임. 그 외 의료기기는 세관목적지증명서(CDS)와 사용 및 처분허가서만
있으면 자유롭게 수입, 유통이 가능함. 공공보건청에 신청이 가능하나, 유의할 사항은 칠레
공공보건청에 등록된 현지 법인만이 신청 가능함. 따라서 현지 법인을 미리 설립하거나, 미리 현지
법인과의 업무제휴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최근
들어 중산층, 고령층의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투자 및 지원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현재 칠레에서 독일과 미국 제품은 프리미엄 제품(높은 가격,
높은 품질), 중국산은 저렴하나, 품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가진
국산 제품의 진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특히
칠레는 최근 공공분야에서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본 사업에서 진행한 개인
의료기기 기반의 공공의료시스템은 스마트폰 보급률 등을 생각할 때 아직까지 이른감이 있음. 따라서
칠레 CESFAM 등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구상할 필요성이 있음

12

Ⅲ

페루 의료취약지 ICT 기반 의료협진 시범사업

1. 추진배경

페루는
로레토주(아마존 일대), 아프리막주(고산지대), 우아누코주 등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의료취약지가 국토 내 다수 존재하고 있음. 특히 전체 의사의 50%이상이 리마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리마를 제외한 곳에는 레벨 3이상의 상급 의료기관이 각 주의
주립병원을 포함하여 1~2개 정도만 설립되어 있어 의료시설 역시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페루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각 주립병원(20개) 간 연계가 가능한 원격의료시스템을 각 주립병원에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설계 중에 있으며, 이 작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각 주립병원과 외곽지역의
보건센터를 원격의료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페루는
이를 위하여 2016년 4월 원격협진에 관한 벌률(Ley Nӕ)을 제정하고, 2017년 3월 보건부 내에
원격협진팀을 신설함과 동시에 레지던트 2년차 정규과목에 원격의료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새로운
법률((Ley Nӵ)을 제정하는 등 국가 정책적으로도 적극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2016년 페루 정부와 리마시에 위치한 병원과 외곽에 위치한 보건센터 간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가천대 길병원과 유신C&C가 추진한바 있으며, 해당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페루 보건부는 자국 내에서 의료취약지역이 가장 많은 로레토주의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사업을 가천대 길병원과 유신C&C에 제안하였음

가천대길병원과
유신C&C는 ⌜2017년 ICT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시범사업⌟에 페루 아마존 지역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원격협진 서비스 시범사업을 신청하였고,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으로
선정되었음. 선정결과를 통해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사업이 진행되었음

2. 사업내용

페루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서비스 시범사업은 로레토 주립병원과 아마존 열대우림 내에 위치한
보건센터 3곳을 대상으로 원격협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립병원과 각 보건센터 간 원격협진을 시행하는
사업이었음. 이를 위해 주립병원과 3개 보건센터에 원격협진 시스템 및 기본 EMR을 구축하고
산부인과, 감염내과, 소아과 등 로레토주에서 유병율이 높은 진료과목에 대한 원격협진 서비스를 진행

[그림 13] 페루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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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은
로레토 주립병원과 엘 에스트레초 보건센터 (CS El Estrecho), 산타로사 보건센터 (CS Santa
Rosa), 까바요꼬차 보건센터 (CS Caballococha)에서 진행되었으며, 산부인과, 감염내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의 환자들에 대한 원격협진 서비스를 진행하였음
- 3곳의 보건센터와 주립병원에는 기본적으로 원격진료 시스템 유닛이 설치되었으며, 환자들이 직접 내원하는
3곳의 보건센터에는 혈당계, 혈압계, 의료용 확대경, 전자청진기, 헤모글로빈 측정기, 초음파진단기가
설치되었음. 또한 시스템 설치를 위한 서버가 설치되었으며, 향후 사업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최종 서버 설치는
페루 보건부 전산센터에 구축하였음


또한
페루 의료진의 수준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 교육 지원도 동시에 시행하였으며, 원격의료 확산에 대한
중장기 운영방안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하였음

3. 사업결과

가천대길병원,
㈜유신C&C 컨소시움은 의료취약지역인 로레토 지역에 적합한 서비스 모델을 도출하였으며,
현지 인터넷 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술적인 요소들을 점검 후 9월에 현지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음. 이후 9월 초 로레토 주립병원에서 원격협진 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음.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원격협진 서비스는 사업기간 동안 총 133건의 원격협진을 진행하였음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시스템의 서버는 페루 보건부 전산센터 내에 위치하였으며, 부족한 전문의 등을
고려하여 한국의 길병원이 필요시 원격 영상판독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 향후 사업 확장
및 서비스 모델 개발 고려

[그림 14] 페루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서비스 시스템


시범사업
기간동안 구체적인 운영성과로는 총 133건의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각 보건센터별로
살펴보면 산타로사 보건센터 70건, 엘 에스트레초 보건센터 6건, 까바요꼬차 보건센터 57건의 원격협진이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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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전문과목에서 협진이 이루어졌으며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한 협진 과목으로는 1)내과(46건)
총
2)소아과(39건) 3)산부인과(33건) 이었으며 뒤를 이어 외과, 감염내과 순을 기록
- 산타로사 보건센터: 1)내과(29건) 2)산부인과(19건) 3)소아과(17건) 외 외과, 치과, 류머티즘과, 외상의학과 등
- 까바요꼬차 보건센터: 1)소아과(21건) 2)내과(17건) 3)산부인과 (10건) 외 외과, 감염내과, 소아과, 치과 등
- 엘 에스트레초 보건센터: 1)산부인과(4건) 2)외과(1건) 3)소아과(1건)
- 이중 33건의 원격협진 서비스는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 기간 동안 고위험산모의
사망사건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위급한 환자에 대해서는 전원 및 이송 등을 시행하였음


사업
종료 이후, 서비스를 경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받은 환자 101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요구도, 서비스 효과 등에 대해서 조사
진행하였으며, 원격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이 60.3%, 8점이 36.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평균은 9.12점으로 조사되었음

평균

9.12점

60.3

36.2

1.7
0.0

0.0

0.0

0.0

0.0

0점

1점

2점

3점

4점

1.7
0.0

5점

6점

7점

0.0
8점

9점

10점

[그림 15] 원격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전체 N= 58)


나머지
문항은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조사하였음. 주요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원격진료에서 받은 진료 내용은 만족스러웠다) 평균 4.82점
- (원격진료는 대면으로 진료를 받는 것 만큼 만족스럽다) 평균 4.79점
- (원격진료에서 받은 진료 내용은 만족스러웠다) 평균 4.82점
- 지난 1년간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었으나, 받지 못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7.8%로 나타나 원격진료가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남
- 원격진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의 신뢰도가 향상되었는지 묻는 문항에서 ‘향상되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6.9%였으며, 평균점수는 4.81점임


이처럼
원격의료의 효과 및 만족도에 대한 주요한 질문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진 역시 시스템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음

페루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서비스 시범사업은 2018년 3월 최종보고회를 진행하였으며, 최종보고회를 통해
높은 수준의 환자 만족도 및 제공자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음. 다만, 짧은 사업기간으로 인하여 본
서비스를 통해 모자보건 지표의 향상 등 임상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길병원과 페루 보건부측은 향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임상효과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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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진출시 유의점 및 전략

페루는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원격의료는 페루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중의 하나임. 이는 국토 특성상
아마존 지역 및 산악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의료취약지가 많으며, 의료인력의 도시 집중화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임. 이에 페루 정부의 국가기획위원회에서는 원격의료를 의료부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젠다
중의 하나임

실질적인
시행을 위하여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률을 2016년 2월 개정하였으며, 15년 7월에는
원격의료에 대한 수가 코드를 신설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지불하고 있음
항목

내용

원격의료 원칙

- 보편성: 원격의료서비스를 통해 모든 시민들의 접근성을 확보 함
- 공평성: 모든 시민들에게 동일한 의료 서비스와 유사한 의료선택을 제공하며 불필요한 접근성을
최소화 함
- 효율성: 다양한 원격의료를 통해 국가의료자원을 최적화 함
- 품질성: 의료서비스 사용자 만족도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직원 직무능력을 강화함
- 분권화: 원격의료는 국가의료서비스의 최적화를 위한 전략으로써 정보통신 기술(ICT)을 이용하여
국가의료시스템의 분권을 도모함
- 사회발전: 원격의료서비스를 통해 사회발전을 촉진하며 개인, 가족, 주민의 건강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민참여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의료정보, 의무, 권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함

법의 목적

- 본 법령은 원격의료서비스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일반적인 방침으로써 전략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여 의료의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며, 정보통신기술(ICT)을 사용하며 국가의료시스템의 범위
를 확대함

법의 적용범위

- 본 법령의 범위는 모든 의료기관 및 의료지원서비스, 공공 및 민관의료 서비스를 포함함

원격의료 업무

- 원격의료의 방식: 원격의료는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서비스 관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제공; 의료인력 강화 등을 포함함. 국가의료시스템은 국가의료서비스 조직을 결정
함.
- 원격의료의 서비스 제공 : 의료서비스 제공기관(Ipress)은 점진적으로 의료서비스포트폴리오에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제공을 포함시켜야함.
- 자금조달: 건강보험기금관리기관(Iafas) 및 관련 보증기관은 동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원격의료
서비스의 자금조달을 보장해야 함

원격의료
실행방안

- 상호운영: 국가전자정보부(Ongei)에 따라 보건부(Minsa) 및 각료 이사회(PCM)는 국가의료시스템
원격의료 실행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데이터 교환 및 전송, 정보 및 문서 사용을
목적으로 한 기술법규 및 상호운영 기준을 수립함
- 정보보안: 국가전자정보부(Ongei)에 따라 보건부(Minsa) 및 각료 이사회(PCM)는 국가의료시스템
원격의료 실행을 위해 정보보안에 필요한 추가규칙을 수립함
- 원격의료기능강화: 보건부(Minsa) 및 다부문 원격의료 위원회(Comutel)는 의의료 관련 고등교육
및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교육정책강화를 수립함


페루
정부는 원격의료에 대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국가임. 페루 국립원격의료센터가 2013년
설립되었으며,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원격상담 정도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아마존 정글 지역 및
북부산악지역인 까하마르까(Cajamarca) 등 7개 지역과 연결하여 모자보건(산모 및 영아)치료에 집중하고
있음. 이외에 아마존 강을 지나는 강을 지나는 해경선박에 원격협진장비를 설치하여 종합병원과 연결하는
PIAS(plataformas itinerantes de acción social)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처럼
페루는 광범위한 영토, 많은 의료취약지역 등으로 인하여 원격협진, 원격진료 등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국가임. 그러나 아직까지 인터넷망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일부 아마존 지역에서는 위성망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의 여건은
좋지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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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의
원격의료 사업 모델은 고산지대, 밀림지대와 도시지역을 연결하는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이 향후
주요한 원격의료 사업 모델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러한 시스템은 특히 현지 지형, 통신 인프라를
고려한 시스템 구축 기술이 필요할 것임.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어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또한 페루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미국기업의 장비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미국과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Ⅳ

카자흐스탄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시범사업

1. 추진배경

카자흐스탄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대도시 편중현상이 심각하여 이에 따라 지역 간 의료 수준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지방의 의료접근성이 취약함
- 노후된 의료장비 사용으로 인한 오진율 상승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검진 및
예방의학에 대한 인식 부재로 여전히 ‘치료’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음
- 이와 같이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힘든 상황에서 부유층은 이스라엘, 독일, 스위스
등에서 해외 원정 진료를 받는 추세임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 주도의 강력한 보건의료제도 개혁 및 보건의료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2050 정책(의료시설 설비개선, 예방의학 도입 확대 등)’, 녤카자흐스탄 발전전략(의료지원체계
질적 개선,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 등)’, 녛-2015 국가보건의료발전 프로그램(예방․검진․진단․치료․재활
프로그램 강화 등)’, 녠-2019 보건의료 국가프로그램 – 덴사울릭(국민의 의료시스템 접근성 보장, 스마트
의료 도입 등)’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중임
- 또한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ICT기반 보건의료 시스템 도입을 통한 보건의료 현대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동 분야에 우수한 역량을 갖춘 한국 의료기관들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부산시, KT, 카자흐스탄의 악토베주, 카자흐스탄 국립대 간 MOU 체결을 통해
카자흐스탄에 적용 가능한 ICT기반 의료시스템의 개발, 디지털헬스 분야의 선진 경험 공유 및 기술 전수에
대한 협력을 2016년부터 추진해왔음
- 이후 부산대병원, KT, 부산테크노파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카자흐스탄의 의료 수준 향상 및 국내 ICT기반
의료시스템 진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신청, 최종 선정되어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8개월간
시범사업을 수행하였음

2. 사업내용
 사업은 카자흐스탄 거점 의료기관 2개소 및 의료기관 10개소에 모바일 진단기기를 설치하고, 거점
본
의료기관 2개소에 원격자문 시스템을 구축, 양국간 진단데이터를 기반으로 원격자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음

카자흐스탄
거점 의료기관인 알파라비 국립대 및 악토베 제4병원과 및 지역 의료기관 10개소에 ICT기반
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7

보건산업브리프

- ICT기반 의료시스템은 모바일 진단기기 4종(초음파진단기2종, 소변진단기, 혈액진단기), 헬스케어 플랫폼 및
원격자문 시스템으로 구성됨
- 거점 의료기관 및 지역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진단기기를 활용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진단 데이터는 헬스케어 플랫폼에 저장되는 형태임


또한
알마티, 악토베 지역의 거점 의료기관 각 1개소를 선정하여 부산대학교병원과의 원격자문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지 의료 수준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 헬스케어 플랫폼에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거점 의료기관에서 1차로 진단을 시행하고 필요시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원격자문을 시행함
- 현지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는 부산대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고, 환자의 진단 데이터는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검진을 최소화할 수 있음

[그림 16] 카자흐스탄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구성도


현지
의료인의 진단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초청 연수를 실시하고, 모바일 진단기기 및 헬스케어 플랫폼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기술교육을 지원 진행
- 현지 의료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의료기술 교육은 부산대병원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모바일 진단기기와
플랫폼 연동방법 등 기술 교육은 KT에서 담당하여 진행하고 기기 사용시 참고할 수 있는 교육 동영상을 제작함

3. 사업결과

카자흐스탄
내 총 12개 의료기관에 모바일 진단기기 4종 및 헬스케어 플랫폼을 설치하여 현지 환자들을
검진하였으며, 알마티와 악토베 지역 거점 의료기관과 부산대학교병원간 원격자문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격
자문을 실시하였음

2017년
8월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지역 의료기관 4개소, 악토베지역 의료기관 7개소, 동카자흐스탄
의료기관 1개소 내 모바일 진단기기 4종 및 헬스케어 플랫폼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시범사업 운영기간 동안
총 10,000건 이상의 현지 환자 검진 데이터가 누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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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기간 동안 모바일 진단기기를 활용한 검사 데이터는 총 14,800건이 누적되었으며 소변 검사 데이터가
12,570건, 혈액 검사 데이터 507건, 초음파 검사 데이터 483건이었음
- 또한 모바일 진단기기 및 헬스케어 플랫폼 연동 방법 및 데이터 연동 방법 등 원활한 사용을 위해 현지 사용자
30명 대상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기기 사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어로 교육 동영상을
제작·배포하였음

[그림 17] 카자흐스탄 헬스케어 플랫폼


카자흐스탄
거점 의료기관인 알마티 알파라비 국립대학 메디컬센터 및 악토베 메디컬센터와
부산대학교병원과 원격자문 시스템을 2017년 12월에 구축 완료하였으며, 3개월간 총 13회의 원격자문을
실시하였음
- 부산대학교병원은 카자흐스탄 거점 의료기관에 설치된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저장된 현지 환자의 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진 결과 자문 및 질환에 대한 의료자문을 수행하였음

[그림 18] 카자흐스탄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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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카자흐스탄 의료인의 진단 역량 강화 및 원격자문 시스템 교육을 위해 현지 의료인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9일간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음

[그림 19] 카자흐스탄 의료인력 한국초청 기술 교육

4. 사업진출시 유의점 및 전략

카자흐스탄으로
의료기기 수출을 위해서는 의료기기 등록 및 인증절차가 필요하며 최소 9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장조사와 준비기간이 필요함
- 의료기기 등록에 약 9개월, 의료기기 인증에 약 3개월, 수입 및 통관에 약 3~5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판매허가는 인증만으로 가능하기도 하지만 의료기기 품목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절차가 필요함
- 또한 등록·인증 신청서류는 카자흐스탄어 또는 러시아어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언어적 요소를 사전에
고려해야하며, 카자흐스탄 내 등록·인증 전문 에이전트를 이용하거나 카자흐스탄 내 법인과 제휴를 통해 등록 및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한-카자흐스탄
간 원격자문 시스템 구축·운영 시 외부에서 현지 의료기관 시스템으로 접속 가능한 공인인증
IP의 사전 확보가 필요함
- 이는 현지 의료기관에서 현지 통신망 업체에 직접 공인인증 IP를 신청해야하며 획득까지 약 1개월 이상 소요됨.
따라서 사전 업무 협조를 통하여 사업 본격화 전 공인인증IP를 신청하여 사전에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카자흐스탄
보건의료 부문에서 니즈가 있는 분야는 병원 디지털 솔루션, 영상의학 시스템 및 기기, 원격의료
시스템 등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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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UMC(University Medical Center) 산하 의료기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수기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 중임.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9년 1월까지 수기의무시스템을 처분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현재 공화국전자보건센터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 작업을 진행 중임
- 카자흐스탄 UMC 산하 의료기관 및 일부 민영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진단기기가 노후화되어있고 고가
장비의 경우 아예 보유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다수임.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의료시설 개선 등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X-ray, CT, MRI 등 중형 진단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방사선
진단 및 치료 장비의 2017년도 수입량은 전년대비 103% 증가하였음
- 카자흐스탄 정부는 과거 녕-2010 카자흐스탄 의료기술 개선 및 발전’프로그램을 통해 지방 원격의료시스템
도입 프로젝트를 시행하였고 보건부 주도로 11개 지역과 대도시들을 연결한 바 있음. 남한의 27배에 달하는
넓은 영토 및 지역간 의료서비스 수준 격차로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Ⅴ

미국 인공관절치환술 환자 대상 디지털재활서비스 시범사업

1. 추진배경

미국
보건의료체계는 높은 의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출 대비 평균수명이 낮고, 서비스의
효율성이 낮으며, 높은 의료보험비로 인한 의료사각 지대가 발생하여 의료의 접근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이는 보건의료의 보편성(적용대상에 있어서의 보편적인 보장(u n i v e r s a l c o v e r a g e) 여부),
보장성(의료보장체계 내에서의 충실한 의료보장 수혜여부), 의료의 질과 효율성(투입되는 의료비용 대비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미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술건수 및 의료비를 절감, 지역별 의료서비스 가격‧질 격차
해소를 통해 가치기반의료(Value based care)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미국 공공건강보장국(CMS,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에서는 2016년 4월부터
인공관절치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Comprehensive Care for Joint Replacement, CJR) 시행 중
- 인공관절치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CJR)는 인공관절치환술의 전 과정(진단-교육-수술전운용(Prehap)입원-수술-투약-재활-완료)을 1개의 에피소드로 통합하고, 이에 대한 목표 비용을 설정하여, 의료기관이
에피소드별 가격을 관리하고 의료비 총액에 따라 벌금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방식임


또한
의료접근성 강화와 서비스 효율성 증대를 위한 ICT 기반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높은 수용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장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미국 내 Telehealth 및 Telemedicine 시장규모는 기관별 예측의 차이는 있으나 2020년 기준 최대 36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９)  １０), 의료기관의 Telemedicine 기술도입 비율은 2016년 45%에서 2020년 기준
5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Telehealth에 대한 환자의 수용도도 높아 시장확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１１)

９) Parmaion, Unitede States Telemedicine Market Opportunities 2011-2021, 2016
１０) AmericanWell, Telehealth Index: 2017 Consumer Survey, 2017
１１) HIMSS Analytics, Essentials Brief: 2016 Telemedicine Stud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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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국 내 인공관절치환술 환자의 수술 후 원격 재활관리 사용화 모델 구축, 서비스 효과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 인공관절치환술 환자의 수술 후 원격재활관리 상용화 모델을 제시하고자 공모를 통해
사업자(서울성모병원, ㈜유인케어 컨소시움)를 선정하여,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하였음

2. 사업내용
 사업은 미국 공공건강보장국(Center for Medicare&Medicaid Service, CSM)이 진행하고 있는
본
인공관절치환술 종합포괄수가제(Comprehensive Care for Joint Replacement, CJR)에 적용가능한
원격재활플랫폼을 상용화하고자 사업모델을 설계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음
- 미국 내 원격재활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
- 미국 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정보보안(HIPPA, ISO27001) 대응 필수방법론 적용 및 구축
- 효과성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국내·외 고관절·슬관절 수술 후 환자 대상 가정내 원격 재활 시스템 구축 및 실증

[그림 20] 인공관절치환술 환자 대상 재택 원격재활서비스


원격재활관리솔루션을
활용하여 인공관절치환술 환자들이 자택에서 재활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임. UINCARE 플랫폼을 통해 환자는 가정에서 담당 의료진의 처방을 받아 재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의료기관은 환자의 재활운동 결과를 확인한 후 평가 또는 처방하는 프로세스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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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인공관절치환술 환자 대상 재택 원격재활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3. 사업결과
인공관절치환술

환자의 수술 후 원격 재활관리를 위하여 질환별 관리를 위한 총 180여개의
동작 및 동작 주의사항에 대한 재활컨텐츠를 구성하고, 환자용/의료진용 어플리케이션 및 환자용/
의료진용/IT전문가용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였음

[그림 22]재택 원격재활서비스 환자용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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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재택 원격재활서비스 의료진용 어플리케이션

[그림 24]환자용 교육 매뉴얼

[그림 25]의료진용 교육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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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전문가용 교육 매뉴얼


가정
내 원격재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의사 처방 재활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환자의 운동을
모니터링 하고자, 고관절 및 슬관절의 인공관절치환술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및 사용성 평가를 실시함

4. 사업진출시 유의점 및 전략
 분야에 비해 디지털헬스케어분야의 변화속도가 빨라 관련 법·규정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고 있기
타
때문에, 미국 내 디지털헬스케어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기술변화 뿐만 아니라 제도적
변화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함
- 큰 골격의 법·규정은 연방정부의 관련 법·규정을 따르지만 세부규정에 있어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진출을
목표로 하는 주 정부의 정책과 제반 환경에 대한 파악이 중요함
- 특히 의료기기·시스템 등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개발 시 적용되는 국제 표준 등에 대한 준수도 시장
점유에 있어 중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미국에서는
현재 ‘제품별(product)’로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2017년 7월 FDA에서 발표한 Digital
Health Innovation Action Plan에 따르면 향후 ‘제조사별(developer)’로 인허가를 진행할 예정임
- 이를 위해 현재 파일럿 프로그램(Pre-Cert Pilot)을 진행 중이며, Apple, Fitbit, Johnson & Johnson 등 9개
업체가 선정되었음

 사업(서비스)를 시행하기 전에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진출목표시장의 실 수요, 시스템 구동상황,
본
보안시스템 구동 등을 확인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작업이 필요함
- 또한 ICT 기반 서비스·제품의 경우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코드 등을 사용하기 어렵고, 보험적용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가 선제되어야 함

공보험에서의 재택 재활의료시장 진입 가능성 상승
- 미국에서는 기존 고관절, 슬관절 재활치료의 경우 6~8주 기준으로 평균 5,000~24,000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디지털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000달러 정도로 가격을 낮출 수 있어서 메디케어와
같은 공보험에서 채택할 가능성 충분한 것으로 예상됨

임상 시험 진행 상 기술 장벽 극복 필요
- 미국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진출 시 기술상 (1) 다양한 보안 관련 인증 요구 (2) 로컬 서버 요구 두 가지에
대한 장병을 극복하여야 함
- 미국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품의 실질적인 완성도와 효용성 뿐만 아니라 인증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제품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에 관해서는 최소한 국제표준인 ISO 27001 획득 필요
- 시스템을 사용할 병원에서 로컬 서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클리브랜드 클리닉이 Telehealth에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고, 클라우드 서버가 로컬 서버보다 보안체계에서 우수한 점을 설명하여 설득
필요

25

보건산업브리프

Ⅵ

결론 및 시사점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제시하는 전략을 수립의 절차인 비전수립, 거버넌스체계 구축, 서비스
디자인 수립, 혁신과 R&D추진의 단계에 따른 체계적 준비 필요
추진 방향

추진 전략

보건의료기관 또는 헬스케어 기업의
최고위층 경영진이 명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비전과 우선순위 제시

비전 수립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비전과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이를 운영, 관리, 조정, 평가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거버넌스
체계 구축

디지털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협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추진
전략을 재설정하고 New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개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을 위한
신기술 도입 및 활용, 비즈니스 모델 구축,
R&D 역량 확보,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및
R&D 전략 추진

●
●
●

●
●
●

시장, 기술, 고객 등의 디지털 환경변화 요인 분석
내재화된 핵심역량 파악
디지털 기술도입 및 지속적 R&D 혁신

디지털헬스케어 거버넌스 체계 구축
추진 사항 평가체계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위원회 설치

서비스 프로토콜, 비즈니스모델, 사용 ICT
  기술 재분석
New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과 프로세스 설계
New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재구성
●

서비스 디자인

●
●

New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 효과 평가
R&D 역량 확보
New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한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

혁신과
R&D 추진

●

●

[그림 27]헬스케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전략 프레임워크


비전수립단계에서는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다양한 수요를 분석하고 디지털헬스케어 기술도입 및
지속가능한 R&D 혁신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분석하는 전략이 필요
- 앞선, 4개 국가에 대한 시범사업의 시사점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전략국에 대한 보건의료 자원, 보건의료산업
실태, 당면 주요보건의료 이슈 등의 현황 및 수요를파악하는 선행 Feasibillity Study 등을 통해 진출 모델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 또한, 현지의 e-Healthm 관련 법‧제도 발전전략, ICT 환경 시범사업 및 민간분야 선행 시범사업들의 운영현황
및 참여 기관, 기업 등의 현황 파악도 중요함


거버넌스구축
단계를 통해 수립 전략 및 비전의 운영, 관리, 조정 등을 할 수 있는 구심체가 중요한 요소로
사업진행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며, 사업의 운영, 관리,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미 비전수립 단계에서 충분한 조사와 대안들을 마련하였음에도 최신 정책 및 제도 등의 변화에 따라 예기치
못하게 발생되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현지에도 협력기관 또는 현지 법인 설치도 고민해 볼 사항임
- 앞선 시범사업의 사례에서도 이미 사전조사를 마쳤지만 시범사업에 필요한 장비의 통관, 기기 등록, 인허가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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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프로토콜의 구체화 비즈니스모델의
상세화는 가장 중요한 전략 요소 임
- 4개국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임상의사가 참여하여 개발된 서비스 프로토콜의 개발 및 현지국가의 e-Helath
추진전략과 연계된 구체적인 비즈니스모델의 수립이 현지에 정착 발전할 수 있는 서비스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었음


마지막으로
혁신과 지속적인 R&D 추진을 통해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의 선순환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이
필요할 것임
- 선순환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나 서비스의 신뢰도 결과뿐만 아니라 서비스
유효성, 경제성, 안전성 등의 결과 분석하는 등의 제품 및 서비스 도입 효과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표준 준수 및 해당국 규제기관의 인증 등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R&D를 추진하고, 경험을 축적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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