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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19(COVID-19) ‘인터넷+의료’
활용사례 및 향후 전망
중국지사장 백승수, 박소현 연구원

	중국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사회 각 분야와 인터넷을 융합시킨 새로운 발전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이를 의료
분야로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중국의 인터넷융합, 즉 ‘인터넷+’ 전략은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혁신을 실현시킬 중요한 전략임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대응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5년 ‘인터넷+(互聯网+)’ 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경제·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발전계획을 발표한 뒤, 2018년 ‘인터넷+의료건강( 互聯网+医療健康)’ 정책을 발표하였고 중국 전역의 여러
성(省)들에서도 잇따라 관련 시행의견을 발표하였음. 이와 같은 발전 과정에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19가 발생, 2020년 1월 춘절 연휴와 겹치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음.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의료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인터넷+의료’ 산업발전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임.

Ⅰ

관련 제도 및 정책

	2014년 8월, 중국의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현재의 위생건강위원회)는 <의료기관 원격의료서비스 추진에 대한 의견
(關于推進医療机构遠程医療服務的意見)>을 발표, 중국 내 원격의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이후 2015년 7월, 중국 국무원은 <‘인터넷+’ 행동 적극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關于積极推進”互聯网+”行動的指導意見)>을
발표하며 향후 3년 및 10년간의 ‘인터넷+’ 발전목표를 제시하였음. 인터넷과 경제·사회 각 분야의 융합 발전을 통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며, 사회발전 영역에서는 의료 등 민생분야에서의 인터넷 응용도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였음.
	2 018년 4월, 중국 국무원은 <‘인터넷+의료건강’ 발전 촉진을 위한 의견( 關于促進“互聯网 + 医療健康”
發展的意見)>을 발표, ‘인터넷+의료’와 관련된 정책적·제도적인 가이드라인을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시하였음.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으로 일부 경증질환과 만성질환의 재진서비스 및 처방을 허용한다고 명시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중국의 인터넷의료서비스의 범위는 일부 경증질환과 만성질환의 재진서비스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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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브리프

	또 한 2018년 9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인터넷진료관리방법
(互聯网診療管理辦法(試行))>, <인터넷병원관리방법(互聯网医院管理辦法(試行))>, <원격의료서비스
관리규범(遠程医療服務管理規范(試行))>을 공동 발표하여 법제화를 촉진하였음.
	마지막으로 2020년 2월, 중국 국가의료보장국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기간에 한하여
실행하는 <코로나19 방역기간 ‘인터넷+’ 의료보험 서비스 추진에 관한 의견(關于推進新冠肺炎疫情防控期
間開展“互聯网+”医保服務的指導意見)>을 발표하였음. 이는 인터넷진료를 의료보험에 적용시킨 첫
사례로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기한 없이 방역기간으로만 명시되어 있음. 위건위의 허가를 받은 인터넷병원 혹은 인터넷진료를 진행하는
지정 오프라인 의료기관들에 한해 일부 경증질환, 만성질환의 재진서비스가 의료보험 범위에 포함됨.

Ⅱ

중국 ‘인터넷+의료’ 산업 현황

中国互联网医疗市场规模及其增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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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 인터넷의료 시장규모 및 성장속도

	2019년 12월 중국산업정보망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의료’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2020년에는 시장규모가 900억 위안(한화 15조 8,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인터넷
의료서비스의 이용자도 5,900만 명에 이를 전망임. 지난 2018년 중국 ‘인터넷+의료’ 산업의 시장 규모는
491억 위안(한화 약 8조 6,6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08% 성장하였으며, 2020년에는 900억
위안에 이르면서 2018~2020 연평균 성장률이 35.39%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임. 또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잇따르면서 인터넷의료 업계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음.１)

１) 中国产业信息网(2019.12.16.),“2019年中国互联网医疗行业市场现状分析及预测(2019년 중국 인터넷의료산업시장 규모분석 및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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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 코로나19(COVID-19) 대응 ‘인터넷+의료’ 활용사례

	‘인터넷+의료’는 5G와 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AI 등 최신 ICT 기술을 융·복합한 현대 의료모델로서 이번
중국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폭넓게 도입되었음. 5G 원격회진·온라인진료플랫폼·스마트선별시스템·
의료서비스로봇 등 융·복합 상품이 활약하면서 중국 코로나19 방역전에서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음.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단시간 내 더 많은 지역의 환자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어 치료의 실효성을 크게 높인 것임.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의 여러 통신사들은 빠르게 플랫폼을 구축하여 오프라인 의료기관들과 협력해
고해상 원격회진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중국 전역의 우수한 의료진을 온라인에 집결시켜 고위험지역과
소외지역 환자들이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임.

[그림 2] 중난산 원사의 차이나유니콤 활용 원격회진 현장

	차이나유니콤(中国聯通)은 호흡기질환계 중국 최고 권위자 중난산 원사가 이끄는 광저우·선전·주하이
전문가들과 함께 광둥성 내 중증 확진자와 위중환자 5명을 대상으로 원격회진을 진행하였음.２)
	차이나텔레콤(中国電信)은 우한에 급히 마련된 야전병원 훠션산(火神山)병원에 5G 원격회진 플랫폼을
설치, 원격 영상랜을 통해 전염병 심각지역 환자들이 원격회진과 의사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음.３)

２) 搜狐网(중국

소호망, 2020.01.31), 又见钟南山！依托联通5G医疗，领衔“最强抗疫天团”远程会诊！(또 한번 중난산을 만나다! 차이나
유니콤 5G의료에 기대어 최강방역 원격회진을 선도), https://www.sohu.com/a/378589301_429401
３) 搜狐网(중국 소호망, 2020.02.02), 中国电信快速完成火神山医院信息系统建设(차이나텔레콤 워션산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쾌속 완성),
https://www.sohu.com/a/370085279_33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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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브리프

	베이징진청의료는(北京縉鋮醫療)는 우한에 CT와 X-ray 협력솔루션을 제공, 의심환자 역학조사에서
CT영상을 정확하게 판독하는 방사선 전문의가 부족한 문제가 해결되었고 격리병실 안팎 어디서나
치료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음. 전문가들은 인터넷으로 전송받은 확진환자의 심전도 모니터링 결과와
초음파 영상 등의 정보를 토대로 원격진료에 들어가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을 높였음.４)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기가 마침 중국의 춘절 연휴와 겹치면서, 방역조치로 즉각 복귀하지 못한 의료진도
많았으나 기존 ‘인터넷+의료’ 산업에 참여하던 중국의 알리헬스(阿里健康), 텐센트의료(騰訊医療),
징둥젠캉(京東健康) 등 여러 기업들이 코로나19 방역을 기회로 삼아 인터넷 의료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하였음. 알리바바의 알리헬스, 텐센트의 위닥터, 평안그룹의 평안굿닥터, 징둥의
징둥인터넷병원 같은 플랫폼들의 주요 서비스 유형은 상호 유사하며, 보통 오프라인 의료기관
진료예약/일부 경증·만성질환에 한한 온라인문진(채팅,전화,화상)/의약품 전자상거래 등이 있음. 그 중
알리헬스가 코로나19 출현 후 제공한 서비스들은 아래와 같음.５)

[그림 3] 알리헬스 앱(APP) 온라인의료상담서비스 메인화면

- 온라인의료상담서비스(在線問医) : 알리헬스는 기존에 이미 온라인 의료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월
1일에는 북경시 위건위 등 부처와 소통하여 알리페이에 정식으로 북경시민을 위한 ‘알리헬스 온라인 의료상담’
플랫폼을 따로 개설, 바이러스 감염을 줄이는 데 일조하며 북경시 내 의료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였음. 기존에 운영 중이던 상담서비스는 코로나19 발병 후 방문자가 급증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의
수가 부족한 현상까지 발생하였음.

４) 中国信息通信研究院(중국정보통신연구원,

2020.02.22), 深度赋能抗疫一线，“互联网+”医疗大有可为(IT로 무장한 방역 최전선, ‘인터넷+’
의료 발전 유망), https://mp.weixin.qq.com/s/LBlYtUrrqp0R_BjcuY60Sg
５) 搜狐网(중국 소호망, 2020.03.09), 阿里健康：网絡诊疗+慢病管理的时机已经成熟(알리헬스: 인터넷진료+만성질환관리의 시기 이미 성숙),
https://www.sohu.com/a/378589301_42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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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진료플랫폼 (義診平台) : 1월 24일, 알리헬스는 모바일 타오바오와 알리페이에 공익진료플랫폼을 가동하여
후베이 지역의 환자를 위한 무료 문진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이용자는 모바일 타오바오 혹은 알리페이 APP를
실행시킨 후 메인 페이지에서 ‘전문가에게 질문(問專家)’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공익진료플랫폼에 접속이
가능함. 2월 10일 20시 기준 누적 방문 이용자 수는 총 1,116만 명으로 누적 온라인 문진량은 104만 회를
기록하였음. 우한 지역을 주 타깃으로 진행한 공익 진료 활동 중, 의사 1명 당 하루 평균 진료량은 100명
이상이었으며 특히 호흡기내과 의사 중 일부는 하루에 2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였음.
- 감염현황 실시간공유서비스(疫情實時動態) : 알리헬스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알리페이에 중국 전역 코로나19
감염 현황 채널을 개설하여 정확한 감염 현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국가질병통제센터와 협력하여
정부 당국의 예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였음.
- 긴급약품배송서비스(急送藥) :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알리헬스의 O2O 긴급약품배송팀은 연합 약국들에게
방호용품을 준비하게 하여 춘절 연휴 내내 쉬지 않고 여러 도시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알리헬스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엔마오를 포함한 자체 온라인 플랫폼과 중국 전역의 약 3만 개의 약국과
협력하여 O2O 약품서비스를 제공

- 외출 없는 약품구매서비스(買藥不出門) :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예방 및 통제 조치가 격상됨에 따라 기존
만성질환 환자들의 약품 구매가 어려워졌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월 6일부터 알리헬스는 타오바오와
알리페이 앱(APP)에서 ‘외출 없는 약품구매서비스(買藥不出門)’를 개설하였음. 온라인 문진 후 약을 처방하고
그 약품을 집까지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만성질환 환자들이 안심하고 필요한 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
서비스는 개설된 지 3일도 안 되어 누적 방문 이용자 300만 명을 기록하였음.

	이러한 인터넷병원 이외에도 개인 건강상태 혹은 감염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코드나 개인 건강정보신고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사용 중임.

[그림 4] 위챗 미니 응용프로그램 穗康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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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브리프

	텐센트가 개발한 중국 국민 메신저 위챗(Wechat, 微信)은 광저우시 정부와 함께 ‘穗康’ 위챗 미니
응용프로그램(小程序)을 출시하였음. 광저우시의 다른 명칭 ‘穗(삭)’과 건강의 ‘康(강)’을 합친 말로, 광저우
시민과 광저우에 방문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편리하게 건강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1월
30일 이후 이미 광저우시의 각 공안기관, 광저우인원관리부처 및 기업들과 지하철 등 많은 곳에서 개인
건강신고용으로 穗康의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음. 또한 穗康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 이동경로도 함께
등록할 수 있고 마스크 예약구매, 온라인 무료 문진(問診)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６)

[그림 5] 알리페이 건강코드

	알리바바의 알리페이(Alipay, 支付宝)의 ‘건강코드(健康碼)’ 시스템은 아파트 단지나 빌딩마다 제 각각인
출입규정을 통일하기 위해 알리바바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개발한 기술로,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와
여행이력,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 등을 입력하면 감염 위험 정도에 따라 3가지 색(빨간색, 노란색, 녹색)으로
나뉘어 개개인 고유의 건강코드가 생성됨. 항저우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이어서 상해, 우한, 쿤밍 등
지역으로 확산되어 사용되고 있음.７)

６) 羊城派(중국

양성신문, 2020.02.05), 24小时服务！广州“穗康”小程序上线在线问诊功能(24시간 서비스, 광저우 “수이캉” 미니 응용프로그램
온라인 문진 기능 출시), https://baijiahao.baidu.com/s?id=1657676349087174069&wfr=spider&for=pc
７) 凤凰网(중국 봉황망, 2020.02.19), 7天落地超100城：支付宝健康码跑出“中国速度”(7일 만에 100개 도시에서 사용, 알리페이 건강코드
“중국속도”), https://tech.ifeng.com/c/7uC3G4X5b7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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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전망

	중국 정부는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2020년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를 개최, 리커창 총리가 지난 22일
발표한 양회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효율적인 투자 확대 부문에서 신형 인프라 건설, 차세대 정보
네트워크 개발, 첨단 신형 도시 개발 등에 업무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음. 특히 신형 인프라 투자의
중점항목은 5G를 비롯해 산업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임. 또한 중국 알리바바는 지난 4월 향후 3년
동안 데이터센터 등 클라우드 관련 인프라 확충에 약 34조 4,62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였고, 텐센트는
지난 26일 향후 5년간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약 86조 3,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음.８)
	이처럼 중국은 향후에도 디지털, ICT 기술 융합 발전에 집중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중국의 ‘인터넷+의료’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됨. 중국의 ‘인터넷+의료’ 산업은 코로나19라는 특수시기를 통해 전에 없던
시장수용도를 얻었으며,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 어떻게 이용자들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어떻게
인터넷 의료서비스 사용습관을 고착시킬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각 플랫폼들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음.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는 인터넷기술 융합·활용 발전에 단기 촉매제 역할을 하였음. 5G 원격회진·스마트
의료로봇 등은 시험단계를 지나 임상단계에 투입되었고 향후 많은 병원에서 활발하게 응용될 것임.
방역·격리조치로 기업과 학교, 공장 등의 복귀시점이 늦춰졌지만, 그만큼 원격 온라인 플랫폼의 성능을
검증하는 시간이 되었음. 이는 인터넷기술 융합·활용의 성장과 성숙을 재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앞으로 의료 분야를 포함한 전 사회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
	인터넷과 의료의 융합은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큰 흐름임. 융합 헬스케어는 인터넷과 의료의 융합을 통해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공공성과 시장성을 함께 갖춘 미래성장 분야임.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에서의 인터넷과 의료의 융합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인의
보건위생 및 의료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방호용품과 더불어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８) 아시아경제(2020.05.29.), “포스트코로나시대, 미국과 격차 줄이려는 중국”, http://n.news.naver.com/article/227/000468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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