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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9년 1,063억 달러 규모의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향후 연평균 29.5%씩 

고속 성장하여 2026년에는 6,394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심화되면서 그 성장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격의료 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우리 

산업계의 주목을 요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데 제약이 크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전화상담‧처방 등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진료 안전성, 수납방법 등에 대한 모호한 지침 등 관련 

규제 및 인프라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앞으로 비대면 의료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관련 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내 원격의료의 효과적 도입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산업 및 

통상 전략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 규제를 합리화하고 시장환경을 개선

하는 산업전략이 향후 선진국의 원격의료 시장개방 압력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통상전략과 동시에 추진될 때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원격의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내의 대표적인 규제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행위 금지와 △웨어러블 기기 활용 및 DTC 유전자 검사항목에 대한 제한, 

△건강-의료 데이터 통합 및 활용에 대한 제약 등이 있다. 각각의 규제 항목에 

대해 일본(원격의료 유형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미국(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및 DTC 유전자 검사 기업 사전인증제 도입), 핀란드(국민 개인 중심의 건강-의료 

데이터 통합 및 활용)의 규제 합리화 모범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격의료 규제 개선을 통해 의료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산업전략의 

기본 방향이다. 다만 보건의료 분야는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복지이므로, 국내 의료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격의료 도입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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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유효성 위협,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의료계 및 관련 업계가 우려하는 원격

의료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술‧데이터 표준, 안전성 평가 및 교육 

체계, 정보보안 가이드라인 구축 등 관련 인프라부터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오진 

확률이 낮은 원격의료 유형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실증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안전성과 비용 대비 효과성을 검증해나가야 한다. 현행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원격의료 체계 구축,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현 시점에서 예상 부작용이 작고 의료소비자 효용이 큰 정책을 추진

해야 한다. △현재 합법인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의 활성화,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과 외국인 환자 대상 원격의료에 대한 규정 명확화, 

△의료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통합 기반 구축, △DTC 유전자 검사항목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원격의료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통상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WTO 회원국의 

의료 관련 서비스는 시장개방수준이 낮고 공급유형 1(국경 간 공급) 형태로 이루

어지는 의료서비스는 상당부분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국가들은 포괄적 

방식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협상을 통해 의료 관련 서비스의 시장개방을 

추구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정보기술협정과 확대정보기술협정으로 인해 원격

의료에 필수적인 ICT 인프라도 구축되어 국경 간 원격의료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 세워진 과도한 무역장벽으로 인해 국가 간 원격의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제한, △데이터 현지화조치, △국별로 상이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체계, △특정 암호화 기술을 강제하는 조치 등이 국경 간 원격의료서비스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디지털무역장벽들이다. 의료정보를 포함하여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과 

활용을 추구하는 새로운 국제통상규범이 FTA를 통해 수립되고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통상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원격의료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정부는 △원격의료기기가 무관세 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ITA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FTA 신규·개정협상시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는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상호개방하고 데이터 관련 조항을 



IIT, 국제무역통상연구원 iii

포함시키며,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합의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통상규범을 선제적으로 우리 FTA에 반영하는 통상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뛰어난 의료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높은 시장 진입규제와 

부처 간 중복규제 등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는 원격의료의 도입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을 

촉진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통한 의료비 절감 등 의료적 

과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단계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향후 원격의료 서비스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상 차원의 전략 마련도 필수적이다.





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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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배경 및 목적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일부 유형의 원격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국내 수요가 확인됨

●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2020.2.24.~별도 종료시)

1. 전화 상담·처방

(허용범위) 의사-환자 간 전화 상담 및 처방

  -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실시

(수가) 외래환자 진찰료의 100%

2. 대리처방

(허용범위) 취약계층(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을 위한 대리 처방

  - ①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③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수가) 외래환자 진찰료의 50%

※ 진행현황: 참여 의료기관 4,751곳, 진료환자 30만 3,000명(2020.6.30.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2020.3.2.), 메디컬타임즈(2020.7.8.) 참고

- 전화상담을 이용한 환자 9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1)에서 87%가 만족하였다고 

응답(불만족 10%, 무응답 3%)

● 코로나19 이후 가장 필요한 비대면 기술
*
로 ‘원격의료’가 꼽혔으며, 취약 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이 가장 중요한 이유
**
로 언급됨(배영임‧신혜리, 2020)2)

 * 원격의료(24.7%), 원격근무(21.8%), 비대면 구매(16.6%), 비대면 금융(16.6%) 순

**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27.5%),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27.4%), 대기시간 절약

(17.1%), 감염위험 감소(13.4%), 우수 의료진 선택(10.0%) 순

 또한 국내 원격의료 규제·인프라의 부재와 의료접근성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됨

● 정부의 한시적 허용은 수요
*
가 낮고 안전성이 떨어지는 전화진료에 국한되며, 의사·

약사의 판단 또는 환자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하게 하는 등 지침이 대체로 모호함

1) 은평성모병원 전화진료 만족도 설문조사(조사기간: 2020.2.21.~3.9)

2) 경기연구원 전국 국민 1,500명 대상 모바일 설문조사(조사기간: 2020.5.6.~8,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2.53%)



2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 전략 - 원격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 원격의료 유형에 대한 선호도는 영상통화(30.7%), 원격진료앱(29.9%), 원격진료 전문기기

(23.8%), 전화통화(11.2%), 문자메세지(2.9%), 이메일(1.5%) 순으로 응답됨(배영임‧신혜리, 2020)

●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왔던 취약계층의 낮은 의료접근성
*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부각되면서,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원격의료가 주목받고 있음

* 전염병에 취약한 7세 이하 영유아와 65세 이상 고령인구 약 119만 명이 응급의료시설의 

15㎞ 밖에 거주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35% 이상은 약국까지 도보로 10분을 걸어야 함

(국토교통부, 2020)

 세계 주요국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원격의료의 허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지만, 국경 간에 이루어지는 원격의료는 무역장벽으로 인해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함

●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등 주요국은 원격의료의 효용성을 인지하여 허용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 추세가 강화됨  

●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원격의료서비스를 저해하는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통상정책이 필요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이 확대되고 기업 간 경쟁*이 점차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선진국 주도의 원격의료 서비스 

시장개방 압력 대응을 위해 산업 및 통상 전략을 함께 고려할 필요

 * (미국) 텔라닥(teladoc)은 리봉고(Livongo)를 인수합병(‘20.8월)하며 세계 최대의 원격

의료 플랫폼 기업에 등극

** (일본) 의료정보 플랫폼 기업 엠쓰리(M3)는 메신저 라인(LINE)과 합작하여 원격의료 

플랫폼 ‘라인 헬스케어’ 출시(‘19.12월)

● 의료서비스의 디지털 전환3) 심화로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 규제를 합리화하고 시장

환경을 개선시키는 산업전략이 필요

● 우리 원격의료 시장에 대한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도 예상되는 바, 주요 통

상협상 동향을 파악하여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통상전략 수립이 요구됨

3)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모바일, 클라우드, AI 등 디지털 신기술로 촉발되는 경영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현행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한 신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A.T. Kearny, 2016)으로, 비대면화(Untact), 탈경계화(Borderless), 초맞춤화(Hyper-customization), 

서비스화(Servitization), 실시간화(Real time) 등 5가지 양상으로 전개됨(김광석,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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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 시장 현황

1.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와 원격의료(Telehealth)의 개념

 디지털 헬스케어란 보건의료 산업과 ICT가 융합되어 개인을 중심으로 건강과 

질환을 관리하는 산업 생태계(이진수, 2014)

● 디지털 전환은 보건의료 산업의 가치사슬을 진단 및 치료 중심에서 건강 관리 

및 질병 예측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음

<디지털 전환의 심화에 따른 의료 패러다임 및 가치사슬의 변화>
디지털 전환 수준  낮음(과거)     ⇛       보통(현재)      ⇛       높음(향후)

데이터 기반 현재 환자의 증상 과거 환자집단의 발병 패턴 빅데이터 알고리즘

의료 패러다임 직관적 의료 증거 기반의 의료 정밀의료4)

산업의 가치사슬               질병의 진단 및 치료                +  건강 관리 및 질병 예측

자료 : 박도휘‧강민영(2020)을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 디지털 전환의 핵심 매개인 ‘데이터
*’를 측정, 통합, 분석5)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생태계가 형성됨

＊ 한 사람이 일생동안 생성하는 건강 데이터는 1,106.4 TB에 달함(김용균(재인용), 2020)

<디지털 헬스케어의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유형 및 기대 효용>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 유형 기대 효용(4P2))

데이터 
측정‧수집

데이터 측정 기반 건강 및 만성질환 관리
‣ (예시) 웨어러블 기기, 의료기기, 어플리케이션, SaMD

1)
 등

개인 참여형 건강 관리를 
통한 질병 예방
→ 의료비 절감

데이터 
연계‧통합

비임상(건강관리) 데이터와 임상(병원) 데이터의 연계를 
통한 의료데이터 통합
‣ (예시) 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의료 빅데이터 기반 
질병 예측과 
질병기전에 근거한 맞춤형 
진단․치료
→ 건강수명 3) 연장

데이터 
분석‧예측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질병 진단‧치료 및 예측
‣ (예시) 원격의료, 개인유전정보 분석,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분석‧예측

 

주1) Software as a Medical Device(의료기기 역할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주2) 미래 의료의 4가지 특징으로 맞춤형(Personalized), 예측형(Predictive), 예방형(Preventive), 참여형

(Participatory) 의료를 의미

주3) 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을 의미

자료 : 최윤섭(2020), 이다은‧김석관(2018)을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4)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는 유전자, 환경, 생활양식 등 환자 또는 건강인의 개별적 특성을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활용하는 의료방식(NIH 홈페이지, “What is precision medicine?”)
5) 데이터의 측정, 통합, 분석이 항상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한 기업의 서비스가 두 개 이상의 과정에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함(이다은‧김석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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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다른 의료인 또는 

환자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원격의료의 유형을 구분

- (목적) 진단․치료 목적의 임상 의료를 뜻하는 ‘원격진료(telemedicine)’와 상담․ 
정보제공 목적의 비임상 의료까지 포괄하는 ‘원격의료(telehealth)’로 구분6)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내 원격의료와 원격진료>

주1) 디지털 헬스케어의 4가지 영역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

주2) 용어 설명

- 건강 데이터 분석: 건강 데이터(라이프로그, 생활습관, 환경, 유전정보 등) 통합 및 분석 서비스

-모바일 헬스: 웨어러블 기기 연동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 등 모바일 단말기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보건의료정보시스템: 환자의 건강 및 의료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저장․공유하는 전자시스템

자료 : Deloitte(2015), 최윤섭(2020)을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 (대상)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기준
*
으로 ‘의사-의료인 간’ 또는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로 구분

＊ 공급자(의사)와 수요자(의료인 또는 환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상이함

공급자
‣(미  국) 의사‧간호사‧조산사‧임상심리학자‧임상사회복지사 등

‣(프랑스) 의사‧치과의사‧조산사 

‣(한  국)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수요자

(환자)

‣(미  국)7) 개인 심리치료, 말기 신장병 등 100개 질병에 대해 초진 환자부터 허용 

‣(프랑스)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초진 환자부터 허용 

‣(일  본) 당뇨, 치매, 정신과 등 원격의료 건강보험 적용 질병에 대해 재진 환자부터 허용

 (예외적인 경우 초진환자도 허용) 

자료 : 김령희외(2020)를 참고하여 연구자 정리

6) telehealth와 telemedicine에 대한 공식적인 구분기준은 없으나 본 보고서는 미국 의회의 구분기준을 참고하여 

작성(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

7) 미국은 수가 주체(연방정부, 주정부, 민간보험사 등)와 주(州)에 따라 원격의료 허용 범위가 달라, 본 보고서에서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Medicare)’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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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본 원격의료의 서비스 흐름은 환자 측정 데이터를  

병원 내 데이터와 통합하고 이를 분석하여 진료에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8)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본 원격의료 서비스 흐름(예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구분  (1단계) 데이터 측정   ⇛    (2단계) 데이터 통합    ⇛  (3단계) 데이터 분석

주체 환자, 건강인
병원, 헬스케어 관련 기업, 

데이터 솔루션 기업 등
의료인, 병원

데

이

터

가

공

내

용
질병 및 건강 데이터 측정 데이터의 전송 및 연계․통합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담․
교육 및 진료․처방

수

단

․ (HW) 웨어러블 기기, 원격 
의료기기, 스마트폰 등

․ (SW) 모바일 앱, 웹 포털 등

․ (기업)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 
데이터 솔루션 등

․ (병원) 의료 및 건강 정보시스템
(EMR/EHR/PHR 등) 등

․ 이메일, 전화

․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화상 통신장비 등

․ 의약품, 디지털치료제
1)
 등 

주요 

서비스

․ (환자) 건강수치(혈압․혈당․체중․
심전도 등) 측정, 식단 조절, 
약물 복용 안내 등

․ (건강인) 건강관리 교육, 식습관 
및 운동습관 관리 등

의료․건강 데이터의 수집, 
전처리 및 연계 통합, 저장

․ (의료데이터) 진단검사 결과 
등 병원 내 임상 데이터

․ (건강데이터) 생체정보, 생활
습관 등 비임상 데이터

․ (원격의료) 상담, 원격 환자 
모니터링, 원격 수술 등

․ (원격진료) 전화․화상진료, 
스마트폰 데이터 판독, 2차
소견

2)
, 온디맨드 처방

3)
 등

관련 법령

(국내)

의료기기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 비식별화조치 
가이드라인 등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주) 용어 설명

 1)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질병 예방, 관리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임상 검증을 거친 앱, 

비디오게임 등 소프트웨어 형태의 치료제

 2) 2차 소견(Second Opinion): 1차 진단의 불명확성, 질병의 희귀성, 수술여부 판단 등의 이유로 다른 

의사의 소견을 추가로 들어보는 것

 3) 온디맨드 처방(Prescriptions on Demand): 환자의 질병을 원격으로 문진하여 의약품을 처방 및 배송

해주는 것

자료 : 연구자 작성

<제1형 당뇨병 환자 혈당에 대한 원격모니터링 예시(스탠퍼드 대학병원)>

               자료 : 최윤섭(2020)

8) 원격의료의 서비스 유형과 법적 허용범위에 따라 데이터 활용 과정의 일부가 생략되거나 다르게 실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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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 시장 현황 및 전망

 원격의료를 비롯하여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매년 빠르게 성장 중이며, 

코로나19 대유행이 그 성장세를 가속화시킴

●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19년 1,063억 달러에서 ‘26년 6,394억 달러로 

연평균 29.5%씩 성장할 전망(GMinsights 통계)

* 지역별 시장규모 비중(‘18년, Markets&Markets): 북미 49%, 유럽 29%, 아시아 16%, 기타 6%

- 분야별 시장규모 비중은 모바일 헬스(53%), 원격의료(27%), 건강 데이터 분석

(13%), 의료정보시스템(7%)의 순(‘26년 전망치 기준)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분야별 시장규모 전망(‘19~‘26)>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분야
시장규모(십억 달러, %) 연평균 

성장률
(%)

2019년 2026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모바일 헬스(mHealth)  35.3 27.2 341.3
*

52.8 38.3 

원격의료(Telehealth)  45.5 35.1  175.5 27.1 21.3 

건강 데이터 분석(Health analytics) 20.9
*
 16.1  83.9

*
13.0 22.0 

보건의료정보시스템(Digitised health systems)  28.0 21.6  45.7
*
 7.1 6.9 

주1) 다음의 시장규모 수치는 statista 통계의 성장 전망치(연평균성장률)를 토대로 추산

     - 모바일 헬스(‘26년), 건강 데이터 분석(‘19년, ‘26년), 보건의료정보시스템(‘26년)

주2) 원격의료 시장규모 및 연평균성장률은 GMinsigts 통계를 참고

자료 : Statista, GMinsights 통계를 참고하여 연구자 계산

- 분야별 연간(‘19년) 투자유치 규모에서는 원격의료(17.6억 달러)와 건강 데이터 

분석(16.4억 달러)이 전체 투자유치액의 52.6%를 차지

<2019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분야별 투자유치액(단위: 백만 달러)>

주) 용어 설명

    - 임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CDSS): 의사 및 기타 의료 전문가에게 임상 의사결정 지원(CDS)을 제공

하도록 설계된 의료정보 기술 시스템

    - 무선 헬스케어 기기 및 서비스: 무선 기술이 적용된 헬스케어 기기 및 서비스       

자료 : Statista 통계를 참고하여 연구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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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19년 455억 달러에서 ‘26년 1,755억  달러로 연평균 

21.3%씩 성장할 전망(GMinsights 통계)

* 주요국 원격의료 시장 규모(‘18년, 백만 유로, Statista): (미국) 2,879 (중국) 1,367 (독일) 491 

(일본) 397 (프랑스) 355

-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상위 100대 스타트업(누적 투자액 기준)의 44%가 원격 

의료 기업일 정도로 최근 원격의료에 대한 투자가 활발함(아산나눔재단, 2019)

- 원격의료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품목군별로 서비스(42%), 제조품(38.9%), 

네트워크 인프라(19.1%) 순으로 시장규모가 큼(Statista 통계, ‘18년 기준)

- 원격진료는 경증질환에 대한 기초 진료, 정신과·피부과 등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 대면 진료 후 경과 관찰 등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음

* 미국 내 원격의료의 질병별 비중(‘18년)은 신체부상(25%), 소화기 질환(13%), 급성 호흡기 

질환(11%), 정신과(7%), 일반 경증질환(5%), 피부과(4%) 등의 순(FAIR Health, 2020)

● 코로나19 사태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수요와 투자를 증대시킴

- 코로나19 발병 이후 미국
*
, 중국

**
 내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자 수가 급증

 * 공적 의료보험을 통한 원격진료 방문자 수가 매주 1.4만명에서 170만명으로 증가(뉴스핌, 

2020.8.4.)

** ‘20년 1월 핑안굿닥터(중국 최대 원격의료 플랫폼)의 신규가입자수 및 진료수는 전월

대비 각각 9배, 8배 증가(홍가혜, 2020)

-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은 올 상반기에만 54억 달러 규모
*
의 투자를 

유치하며 반기당 역대 최고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연도별 월 누적 투자유치 금액(단위: 십억 달러)>

주) 2020년 상반기 투자유치액은 전년도 연간 투자유치액(74억 달러)의 73%에 해당

자료 : Rock Health(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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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시장진출에 대한 규제 등으로 성장이 제한적

●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18년 기준 1.9조 원으로 추산 (김용균, 

2020)9)

* 국내 원격의료 시장 규모에 대한 전망은 파악된 바 없음

● 원격 의료행위 제한, DTC 유전자 검사10) 항목 제한, 데이터 통합 활용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신기술, 투자유치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열위

- ‘19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세계 상위 150대 스타트업
*
 중 국내 기업은 AI 

기반 의료영상 판독기업인 ‘루닛(Lunit)’ 한 곳에 불과함(CB Insights, 2020)

* 미국(116개), 중국(7개), 이스라엘(4개) 등의 순 

-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신기술 특허 출원 경쟁력은 미국의 7% 

수준으로 유럽, 중국, 일본에 비해서도 뒤처짐

* 주요국 맞춤형 헬스케어 특허출원건수 비교(기간: ‘08~‘18년, 단위: 건수, 임효정‧정찬식(2019))

  : (미국) 22,741  (유럽) 6,949  (중국) 4,346  (일본) 3,741  (한국) 1,588

● 국내 의료 인프라 및 데이터 축적 수준을 고려할 때, 규제 합리화와 시장환경 

개선이 뒷받침된다면 산업의 성장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평가

- 병원 내 의료데이터가 단일 건강보험체계 하에 공공기관
*
에 통합적으로 수집

되어 ‘19년 기준으로 누적 6조 건 이상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축적

* (건강보험공단) 전 국민 진료기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의료기관의 보험청구 자료 등

- 데이터의 디지털화 수준을 나타내는 전자의무기록(EMR) 보급률은 92%로 

유럽(84%), 미국(60%)보다 높은 수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7)

* 단, 병·의원 간 보급률 격차가 크고 데이터 표준화가 미흡하여 국내 진료정보 교류율(1%)은 

해외 평균(39%)보다 낮음(이명수, 2015)

 9) 국내 시장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발표한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세계시장 점유율

(1.5%)을 근거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규모를 세계 시장규모(‘18년 1,697억 달러, Markets&Markets)의 1%로 추산

10) DTC(Direct-To-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란 의료기관의 의뢰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판매, 결과 통보하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의 일종(질병관리본부, 20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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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데이터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영상 진단 분야
*
에서 국내 AI기업들

**
이 

두각을 나타내며 국내 AI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잠재력
***

은 높게 평가됨

  * 전문의가 병변을 표시한 흉부 CT스캔 영상의 데이터셋(LIDC-IDRI)은 공개되어 있어 어느 

기업이나 자사의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에 활용 가능(김용균, 2020)

 ** 국내 AI 의료기기에 대한 식약처 허가 기업은 총 11곳, 허가 제품은 총 21종(2020.4.21기준)

    - 루닛(Lunit), 뷰노(Vuno)는 ‘20년 기술평가특례제도를 통해 코스닥 상장 추진 중

*** 국내 AI 헬스케어 시장규모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에 이어 세계 시장의 5.7%(세계 

6위 수준)를 차지할 전망(Markets&Markets 통계, ‘25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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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원격의료서비스 주요 분야 세계 선도기업과 국내 기업 비교

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

 ‣ 미국에서는 높은 의료비용, 부족한 의사 수 등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 세계 최대 원격
의료 서비스 플랫폼 기업인 텔라닥이 성장

 ‣ 국내는 원격의료 금지로 인해 관련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다가 최근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 한시적
허용을 계기로 플랫폼 기업이 성장 중

(국내) 메디히어(Medihere, ‘18년 설립)

매출액: 6,590만원(‘19)

서비스: 원격의료서비스 플랫폼(재외 한인이 주요고객)

- 화상‧전화‧채팅 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원격의료 한시적 허용 이후 서비스 

가입자 1만 여명, 등록 의사 113명, 원격진료 누적환자 

9천 여명 기록(‘20.6)

- 진료 예약 및 의사 선택 후 증상을 입력하면 영상, 

채팅 기반 원격의료 진행, 이후 처방전 약국 전송

  * 환자부담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모델 

- 응급의학, 가정의학, 정형외과, 정신건강, 신장내과 

등 20여 개 진료과목 보유

  * 명지병원과 화상진료 시스템 구축 협업 진행(교수 50명이 

원격진료 참여 중)

(미국) 텔라닥(Teladoc Health, ‘02년 설립)

매출액/시가총액: 5.5억달러(‘19)/169.4억달러(‘20.8)

서비스: 원격의료서비스 플랫폼

- 미국 원격의료 시장의 70% 점유(유럽‧중국‧호주‧
남미 진출)

  * 고객기업 1,200만개, 파트너십 체결 건강보험 기업 50개,

멤버십 회원 4,300만명, 등록 의사 3100명, 전문가

자문 네트워크 5만명 보유(‘20.1)

- B2B2C 비즈니스 모델(보험사-텔라닥-보험가입자)

  * 기업단위로 계약을 맺고 소속 직원 1인당 구독료 150달러

내외, 진료비 1회당 40불 내외 지불 

- 감기, 결막염, 피부질환, 정신과 질환 등 급성질환을 

제외한 대부분의 질환에 대해 원격진료, 비용‧처방 

가격비교 정보 등을 제공

  * ‘20년 1분기 진료수 2백만건( 전년대비 92.4% 증가)

자료 : Crunchbase 통계(검색일:2020.8.30.), 이영진(2020.5.8.), 전자신문(2020.4.17.) 등 참고

② 원격 질병 모니터링 서비스 

 ‣ 미국에서는 원격 의료기기와 민간 건강보험의 결합상품에 기반한 원격 만성질환 모니터링 서비스가
활발하게 운영 중 

 ‣ 원격 의료기기의 활용이 제한적인 국내는 의료기기가 아닌 앱 기반의 건강관리 위주의 서비스가 성장

(국내) 눔(Noom, ‘08년 설립(미국 뉴욕))

매출액: 2,700억원(‘19)

서비스: 건강 및 질병 관리 서비스

- 체중과 당뇨병, 암, 심혈관계질환 등 질병 관리를 위한 

AI 기반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

  * 시리즈 E단계 스타트업(누적 투자유치액 1억 1470만달러, 

Crunchbase(검색일: 2020.8.2.))

- 혈압, 식사, 약 복용 여부, 혈당 등 환자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및 코치-고객 간 채팅 지원

  * 국내에서는 건강인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중 

- 미국(본사), 한국, 일본, 독일 4개국 진출

  *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당뇨 예방 프로그램(DPP)으로 

공식 승인 및 보험수가 적용(모바일 앱 최초)

  * 국내에서는 대학병원(만성‧중증질환), 국립암센터(암)와 질병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임상실험 진행 중

(미국) 리봉고(Livongo Health, ‘08년 설립)

매출액/시가총액: 1.7억달러(‘19)/133.4억달러(‘20.8)

서비스: 원격 만성질환 모니터링

- AI 분석 기반 식단‧운동 추천, 전문 코치의 정기적 

상담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피드백 제공

  * (당뇨환자 혈당관리 프로그램) 가입고객에게 혈당 측정기 

지급→혈당 측정 후 데이터 원격 전송→AI를 통한 데이터

분석→적정 혈당수준을 위한 솔루션 제공→코치-고객 간 

지속적 원격 모니터링

- B2B2C 비즈니스 모델(보험사-리봉고-보험가입자)

  * 미국 내 당뇨병 관련 회원 32.8만명 보유(미국 전체 당뇨병

환자의 1% 수준), 아직 해외진출 경험은 없음

- 당뇨 관리에 집중하다가 최근 고혈압, 비만, 정신과 

질환에 대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

- ‘20.7 텔라닥에 인수합병(인수규모: 185억 달러)

자료 : Crunchbase 통계(검색일:2020.8.30.), 이영진(2020.6.30.), 중앙시사매거진(2020.2.3.)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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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원격의료의 효과적 도입을 위한 산업전략

1. 원격의료 관련 국내 규제 현황 및 사례

 세계 100대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중 63개(누적투자액 기준 75%)가 국내시장 

진입 시 관련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타남(박도휘‧강민영, 2020)

● 63개 기업 중 원격의료 관련 규제로 시장 진입이 어려운 기업이 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원격의료 규제(44%), 소비자의뢰 유전자분석 규제(24%), 데이터 관련 규제(7%), 기타(25%)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국내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국내 규제 >

주1) ‘14년 이후 설립된 스타트업 중 누적투자액 기준 세계 상위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주2) 원격의료와 데이터 규제에 동시에 저촉되는 스타트업 3개사는 주요 서비스에 따라 데이터 혹은 원격의료 

규제 저촉으로 분류하여 계산

자료 : 박도휘‧강민영(2020)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데이터 가치창출 3단계(측정-통합-분석)를 기반으로 

원격의료 관련 국내 주요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 원격의료 행위 자체의 허용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 논의를 확장하여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에서 관련 규제를 분석

- 데이터 분석 단계인 원격의료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를 먼저 다루고, 원격

의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데이터 측정, 통합 단계의 주요 규제를 살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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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분석 단계) 원격의료 행위에 대한 규제

●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거하여 의사-환자 간 진료 및 처방, 

의약품의 비대면 판매 및 배송 등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원격의료 관련 국내 법령>
법 령 원격의료 관련 해석

의
료
법

(제17조) 직접 진찰
1)
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처방전 작성 및 교부 금지

원격의료를 통한 진단서, 검안서, 

처방전 발행 금지

(제33조)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음

의료기관 외에는 

의료행위 금지

(제34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
2)
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음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허용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규정은 부재)

약
사
법

(제23조) 약사 및 한약사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고, 

조제는 약국․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해야 함
의약품의 원격 조제 금지

(제50조)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

의약품의 온라인․비대면 판매 및 

배송 금지

주1) ‘직접 진찰’의 의미를 헌법재판소는‘대면 진찰’로 좁게 해석(원격의료 금지)한 데 반해, 대법원은‘의사 

자신이 진찰’한 경우로 넓게 해석(원격의료 허용)함11)  

주2) 의료인의 범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료법 제2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법령을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사례) 3R코리아社의‘의약품 화상투약기’

ㅇ 의약품 화상투약기는 약국이 문을 닫은 밤이나 주말, 공휴일에 약사와의 화상 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판기 형태의 의약품 원격 판매 서비스

ㅇ 국내에서는 약사법 제50조에 따라 의약품 화상투약기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

<국내 화상투약기 허용 추진경과>
연도 내용
2011 3R코리아 개발 화상투약기 특허 출원 

2013 약국 설치 후 약사 반발로 3개월여 만에 철수

2015 법제처 유권해석: 화상투약기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 불가

2016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화상투약기 도입)→국회 임기만료(폐기)

2019.1 3R코리아 규제 샌드박스 신청

2020.6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실패 

ㅇ 반면, 주요 선진국은 소비자의 자가 치료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한하여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고 있음

- 스웨덴은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에 한하여 화상투약기 판매를 허용 

-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도 화상투약기 판매를 허용

* 환자가 본인의 고유식별번호를 화상투약기에 입력하면 약사에게 전자처방전이 전송되는 방식

자료 : 서울경제(2020.7.1.) 등 언론보도 참고

  

11) 2010헌바83(헌법재판소, 2012.3.29.), 2010도1388(대법원, 2013.4.11.), 2019두50014(대법원,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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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된 원격의료 행위도 관련 인프라와 구체적 가이드라인의 미비, 의료계 

일각의 거부감 등으로 인해 그간 활성화되지 않음

-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합법이지만 인프라
*
, 수가체계

**
 등의 미비와 

제도 활용에 대한 의료계의 인식 저조로 활용도가 낮음

 * 국내의 의사 간 원격협진은 의사 개인의 인맥을 활용한 전화 자문이 대부분이며, 각 급 

병원 간 공식적인 협진 루트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병원 인터뷰, 2020.7.16.)

** ‘20.7월부터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수가(원격협의진찰료) 적용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중 원격 모니터링은 유권해석 상 일부 허용되고 

있으나 수가체계 미비, 위법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원격의료 주체 및 행위에 따른 법적 허용 여부>
주 체 행 위 내 용 법적 허용 여부
의사

↕
의료인

원격자문

원격지 의사가 원거리 위치한 의료인의 의료과정에 대해 

지식/기술 자문 및 협진 허용

원격 가정방문간호, 원격 응급의료, 원격 자문 등

의사

↕
환자

원격 

모니터링

의료인이 환자의 질병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관리 
제한적 허용

1)

(법령 미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 모니터링

원격진료

의료인이 대면진료를 대체하여 원격으로 환자 상태 진단 

및 처방전 발행
불허

화상진료, 전화진료, 채팅진료, 2차소견, 모바일 데이터 

판독, 온디맨드 원격처방 등

주1) 의사의 진단·처방 없이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 상태를 파악하거나 이상 시 내원을 권고하는 원격 

모니터링은 위법이 아닌 것으로 유권 해석됨(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2013)를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사례) ‘체내삽입형 제세동기’의 원격 모니터링 기능

ㅇ 체내삽입형 제세동기(ICD)는 이식형 심장기기12)의 일종으로, 부정맥 환자에게 비정상적인 

심장박동이 포착되면 전기충격으로 심장박동을 정상화하는 원격 의료기기

- 제세동기의 측정 정보는 24시간 무선으로 외부서버에 자동 저장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의료진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탑재

ㅇ 미국, 일본 등 대다수 국가에서 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세동기의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원격의료 금지로 인해 해당 기능을 끈 채 활용 중

- 미국부정맥학회(HRS)는 제세동기 체내삽입 후 기기 추적관찰 및 질환 관리를 위해 원격 모니터링을 

강력하게 권고(Slotwiner et al., 2015)

- 대한심장학회 및 대한부정맥학회에서도 기기 오작동 예방* 등을 위해 원격 모니터링 기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원격 모니터링 활용 시 부적절한 전기충격 52% 감소, 이로 인한 입원율 72% 감소(Guédon-Moreau et al., 2013)

자료 : 서울경제(2020.5.21.), 조선일보(2019.7.24.) 등 언론보도 참고

12)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부정맥 환자의 급사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의 심장에 삽입하는 원격 의료기기로 체내

삽입형 제세동기, 인공심장박동기, 심실 재동기화 치료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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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측정 단계) 웨어러블 기기 활용 및 DTC 유전자 검사항목에 대한 규제

● (웨어러블 기기) 원격의료에 활용될 소지가 있는 웨어러블 기기는 의료기기 

허가가 지체되거나 허가 이후에도 제한된 방식으로 활용됨

- 원격의료에 활용되지 않더라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능을 차

단한 채 출시할 수밖에 없어 제품 경쟁력이 약화됨

- 의료기기로 허가13)받더라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금지로 인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제한된 방식으로 활용

(사례1) 심전도(ECG) 측정 가능한‘삼성 스마트 워치’  

ㅇ 삼성 스마트워치의 심전도 측정 기능은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다보니 의료기기 허가가 늦어져 기능을 차단한 채 ‘18년 

출시

* 병원 방문 없이 통신망에 연결된 의료기기로 심전도, 혈압, 혈당 등 특정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것은 진료행위로 간주되어 현행 의료법에 저촉됨 

- 경쟁 제품인 애플워치는 ‘18년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아 심전도, 부정맥

(심방세동) 측정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이미 출시함

ㅇ 최근에서야 혈압 및 심전도 측정 기능이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나, 원격의료 금지로 

인해 국내에서는 측정 데이터의 전송 기능은 차단하여 출시 가능

* 의료기기 역할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SaMD)로 허가됨(‘20년 5월)

(사례2) 네오펙트社의 원격 재활의료기기‘스마트 글러브’

ㅇ 뇌졸중 및 중추신경계 환자용 재활의료기기인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는 센서를 통해 손가락의 구부림 정도 등 데이터를 

측정하고 이를 AI가 분석해 환자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

* ‘14년 한국 식약처(8월)와 미국 FDA(12월)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이후 40여 개국에 수출 중 

ㅇ 미국에서는 스마트글러브를 낀 환자가 컴퓨터 영상을 통해 재활치료사의 설명과 지시에 

따라 원격으로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음

- 국내에서는 원격의료에 해당되어 병원에만 납품하고 가정용으로 판매 금지 중

* ‘20년 6월, 국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선정되어 향후 2년간 실증을 거칠 예정 

자료 : 최준호(2019), 한국경제(2020.5.24.), 머니투데이(2019.5.13.) 등 참고

13)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도가 낮은 1등급을 제외한 2~4등급으로 분류된 기기는 인증 및 허가를 받아야 

제조․수입 가능(식품의약안전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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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C 유전자 검사) 개인 특성, 건강 관련 항목
*
에 대한 원격 유전자 검사를 

허용 중이나 진단․치료 관련 항목은 검사가 불가능

* (국내) 영양소, 식습관 등 질병과 무관한 56개 항목에 한하여 검사를 허용 중이며 복지부 

인증제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4개 검사기관14)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기관은 11개 항목만 

검사 가능

* (미국) 질병 및 처방 관련 일부 항목15) 외 모두 허용 (네거티브 방식)

- 검사 허용 항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질병, 보인자, 약물 민감도 등의 항목에 

대한 검사는 불허

* 검사 허용 항목이 56개에서 70개로 확대될 예정이나 여전히 웰니스 검사항목에 국한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4.29)

-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검사항목도 복지부 공용기관생명윤리

위원회(IRB) 심사
*
를 통과하지 못해 시범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함

**

 * 참여대상자 모집의 적절성, 연구대상자 건강 위해 방지방안, 연구대상 질병에 대한 실증 

가능성 등을 심사

** 실증을 위한 특례 사업임에도 실증 가능성 심사를 위해 연구계획뿐만 아니라 백업 

데이터까지 요구하여, ‘19년 선정기업 4곳 중 3곳이 시범사업을 아직 개시하지 못함 

<‘19년 DTC 유전자 검사 실증특례1) 선정 기업의 사업 추진 경과>

기업
(유전자 검사기관)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승인 검사항목

복지부 IRB
허용 검사항목

사업 개요

장소/기간/규모 추진경과

테라젠바이오 24개  6개(비만)
2)

서울/18개월간/1천명 시행

마크로젠 13개 1개(당뇨) 인천(송도)/2년간/2천명

미시행디엔에이링크 32개 0개 광주/2년간/2천명

메디젠휴먼케어 13개 0개 수도권/2년간/3천명(대학생)

주1) 산업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선정기업을 의미16)

주2) 비만관리 검사항목: 식욕 조절, 지방 대사, 염증, 당 대사, 에너지 소모, 스트레스 

자료 : 매일경제(2020.7.15.) 참고

14) 랩지노믹스, 테라젠바이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보건복지부, 2020.3)

15) 미국 DTC 유전자 검사 규제 항목: 유전질환 보인자 검사(사전검토는 면제), 질병 위험도 유전자 검사, 약물 유

전체 검사, 암 발병 가능성 검사(FDA 홈페이지, 검색일: 2020.8.10.)

16) 산업부의 실증특례 사업은 유전자 검사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인 데 반해, 복지부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 

전반에 대한 질을 관리하는 관점에서 기업을 심사하기 때문에 허용 검사항목에 차이가 발생함. 한편, 산업부 실

증특례 선정기업이 향후 상업 목적의 DTC 유전자 분석을 위해서는 복지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산업부, 

201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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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통합 단계) 건강-의료 데이터 통합 및 활용에 대한 제약

● 원격의료 금지, 데이터 이동권 규정 미비로 인해 건강-의료 데이터 간 통합을 

통한 환자 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임

- 환자가 측정·생성한 데이터를 병원 내 의료정보시스템에 전송, 통합하여 원격

의료에 활용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

* 현재 고려대의료원의 주도로 진행 중인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사업’은 건강

-의료 데이터 통합으로 PHR17) 기반 원격의료시스템(inPHRcare) 등의 구축을 추진

- (1단계 사업) 2020년까지 고려대의료원에 적용하여 실증

- (2단계 사업) 2021년부터 국내 2~3차 병원에 보급, 확산시킬 계획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2단계 사업에서 건강-의료 데이터 간 

통합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진단 및 치료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사업 구조 및 향후 계획>

자료 : 이상헌(2020)

17)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은 환자 개인이 직접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 평생 건강기록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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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
*
에서는 의료데이터의 정보주체인 환자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거나 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름

* 의료데이터의 소유권은 환자 개인에게 있으나(의료법 제21조), 의료데이터의 생성 및 

보관 주체는 의료기관임(의료법 제22,23조)

․ 비식별화된 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은 최근 일부 허용
*
되었으나, 개인의 

데이터 이전, 통제에 대한 규정
**
이 부재하여 향후 환자 개인 중심의 의료

데이터 활용18)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임

 * 진료기록, 유전정보 등의 민감정보도 가명처리 후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보존에 활용 가능(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4.29)
** 개인(정보주체)이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데이터 

이동권’과 ‘자동화된 의사결정 및 프로파일링에 관한 규정19)’ 등이 규정되어야 하나, 

데이터 3법에서는 개인 신용정보 외에는 해당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음

(해외사례) 애플(Apple)社의 건강-의료 데이터 간 통합 플랫폼  

ㅇ 애플(Apple)이 제공하는 ‘헬스키트(HealthKit)’ 서비스는 사용자(환자)가 헬스케어 기기와

앱을 통해 측정한 본인의 생체 데이터를 관리하는 건강데이터 플랫폼

ㅇ 헬스키트에 저장된 데이터의 활용 권한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데이터의 저장, 

접근, 타 기관으로의 전송 여부 등을 사용자 본인이 직접 결정

- 사용자 동의 시 자신이 측정한 생체 데이터와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을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음

* 스탠퍼드 병원, 존스홉킨스 의대, 클리블랜드 클리닉 등 22개 병원(‘14년 기준)

- 일부 병원에서는 헬스키트의 환자 데이터 활용 시 옵트아웃(Opt-out)20)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병원 시스템과 환자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자동 연동됨

※ 미국 정부는 의료데이터의 사본에 대한 권리를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고 환자의 참여를 증진시켜 소비자 주도의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블루버튼 이니셔티브

(Blue Button Initiative)’ 캠페인을 진행 중

자료 : 최윤희‧정일영(2017), 정일영‧구원모(2018) 참고

18) 민감정보의 산업적 남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데이터 이동권, 데이터 처리에 대한 

제한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자신의 데이터가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는 마이데이터

(My Data) 관점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음

19)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받을 권리, 데이터에 접근할 권리, 데이터 수정을 요청할 권리, 삭제를 요청할 

권리, 처리 제한의 권리, 반대할 권리 등(Rights related to automated decision making including profiling, 

EU GDPR)

20) 옵트아웃(Opt-out)은 정보주체(소유주)가 정보 수집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때만 정보 수집을 중단하는 정보 수집 

방식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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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원격의료 허용 추진 경과 및 한계점 

 ‘06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입법이 수차례 

시도되었으나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됨  

 ‘18년 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4가지 유형*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재점화됨

＊의료인이 없는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20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을 공식화하면서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찬반논쟁이 재개됨 

<국내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입법 추진 일지>

연도 내용 의의

1988
• 원격 영상진단 시범사업 (전송속도 등 기술적 문제로 중단)

- 3개 대학병원(서울대, 한림대, 경북대) 및 3개 보건의료원
최초 원격의료 시범사업

1996 • 치매환자 원격진료 시범사업 (서울대병원 치매센터)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2000 • 강원도 16개 시․군 보건진료소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2002
•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

• 월드컵경기장 원격 응급 진료 서비스 시행(세브란스병원)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최초 허용

2006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의료계 반대로 성과 없이 종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추진 

2010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개정안 발의

 (18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2013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재추진

• 의료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14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개정안 재발의

 (19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2016
• 의료법 개정안 입법 재발의

 (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2018

• 정부, 원격의료 단계적 추진 입법 발표

- 군부대, 원양어선, 교정시설, 의료인이 없는 도서벽지 등 4개 

유형에 대해서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2019
•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특구 지정, 원격의료 허용

- ‘20년 5월 착수하였으나 기업 참여 저조로 무산 위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제한적(지역) 허용 시도

2020

• 정부, 코로나19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2월)

• 청와대,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공식화(5월)

• 정부, 재외국민 원격의료 허용(규제 샌드박스, 6월)

원격의료 허용/금지 논의 

재점화

자료 : 각종 언론보도, 발표자료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 정리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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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찬반논의는 의료 접근성, 의료 품질 및 안전성, 비용 

효율성, 책임소재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대립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국내 논의의 쟁점>

구분
반대

(의료계 다수/시민단체/소비자 소수)
찬성

(기업/의료계 소수/소비자 다수)

의료
접근성

‣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의료접근성 저하

‣ 원격의료보다 공공의료 강화가 시급

‣ 방문진료(왕진) 확대가 우선

‣ 의료사각지대 감소로 의료접근성 확대

‣ 의료시설 이용의 편의성 제고

‣ 만성질환자 의료접근성 향상

의료
품질 및 
안정성

‣ 대면진료 대비 의료품질 저하

‣ 원격 의료기기 안정성·유효성 미검증

‣ 만성질환 관리 및 질병 예방에 효과적

‣ 원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비용 
효율성

‣ 고가 장비에 대한 비용부담

‣ 의료비 상승 우려

‣ 건강보험 의료 수가체계 미비

‣ 단계적 허용을 통해 비용부담 완화 가능

‣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 효과

‣ 의료 수가체계 정비 가능

책임
소재

‣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모호

 (기기 및 시스템 오작동 등)
‣ 명확한 의료책임 분담제도 확립 가능

기본권
보장

‣ 개인정보 관련 권리 침해 및 보안 문제

‣ 오진 가능성 높아 환자 건강권 침해

‣ 개인정보 관련 규정 정비로 문제 예방

‣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선택권 보장 필요

기타
‣ 대형병원에 의한 시장 과점 심화

‣ 비용부담, 정보격차 등으로 활용성 의문 

‣ 원격의료에 대한 국내 수요는 제한적

‣ 원격의료는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무관

‣ 의료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필요

‣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촉진

자료 : 이한주(2018), 김민아‧김경아(2018), 각종 언론보도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 정리 및 재구성

● 해외에서도 의료 품질 및 안전성, 책임소재, 보험 수가 적용, 개인정보 보안 

등을 원격의료 도입 시 주요 우려사항으로 인식

<원격의료 도입 시 우려사항에 대한 해외 설문조사 결과>

환자측 응답
(1,103명)

의료진측 응답
(1,423명)

주) Medscape(세계 최대 의료정보 포털)에서 활동하는 의료진 및 환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자료 : 홍가혜(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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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 허용을 둘러싼 국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사례가 부족하기 때문

● 해외의 입증사례
*
가 일부 있으나 해당 국가의 사례를 국내의 특수한 의료

시스템에 대입할 수 없다는 반대 논리에 부딪혀 설득력이 떨어짐

‣ 유효성 입증 사례

• (미국) 원격진료는 환자들의 걱정, 우울증,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고 입원율과 치료비를

경감시킨 것으로 나타남(Pande et al., 2015)

• (영국) ‘08년부터 2년간 실시된 Whole Systems Demonstrators(WSD) 프로젝트에서 원격

의료를 통해 사망률, 불필요한 입원, 재원일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Henderson et 

al., 2013)

‣ 안전성 입증 사례

• (미국)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원격진료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로 이어진 의료사고 소송

건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Fogel & Kvedar, 2019) 

● 국내의 시범사업은 대부분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되거나 지역 의료기관의 

참여 저조로 유효성,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함 

＊ ‘20년 5월 착수한 강원도 원격의료 실증사업 또한 의료기관 참여 저조로 난항을 겪는 중 

(의사신문,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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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주요국 원격의료 관련 규제 및 정책 현황

 세계 주요국은 일정 조건 하에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의료 행위 및 수요자, 

보험 적용의 허용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

●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각국은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 

중이며, 이를 계기로 향후 허용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미국) 농촌지역, 전문의 부족 지역에 한해 원격의료 시행(‘93)→ 원격상담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97)→ 원격진료, 심리치료, 약물치료, 영양치료, 말기 신장질환 등 보험 적용범위 확대(‘00~)→

코로나19 이후 장소요건 완화 및 대면진료와 동등한 수가 적용(‘20)

*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Medicare)’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작성. 메디케어의 적용범위는 주(州)마다 상이함

(일본) 도서·산간벽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97)→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의료 소외

지역에 대해 원격의료 허용(‘11)→ 만성질환 중심으로 원격의료 전국 확대 허용(‘15)→ 원격

의료 건강보험 적용 및 3개 특구에서 원격 조제 허용(‘18)→ 코로나19 이후 재진환자 한정 규정 

완화 및 진료과목 확대(‘20)

(프랑스) 의료복지시설,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14)→ 

원격의료 허용 및 건강보험 적용(‘18)→ 동네 의원의 원격진료 장비 구입비용 지원(‘20~)→ 

코로나19 이후 재진환자 한정 규정 완화(‘20)

 (중국) 원격의료 집행자격 및 내용 규정(‘99)→원격의료 자유화(신고제)(‘09)→ 의사-환자 간 원격

의료 허용 및 광동성 온라인병원의 원격의료 개시(‘14)→ 원격의료서비스 관리규범 등 스마트 

의료 발전방향 제시(‘18)→ 코로나19 이후 원격진료 및 전자처방에 의한 약품 등 의료보험 적용(‘20)

자료 : 김령희외(2020), 이찬우(2017), 조은교(2020) 등에서 주요 정책만 발췌하여 연구자 정리

※ 세계 각국의 원격의료 관련 규제(법령 또는 전략, 정책) 정비 현황21) 

규정 유무 허용 여부 국가

규정 정비
1)

허용
그리스, 뉴질랜드, 독일, 덴마크, 벨기에,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캐나다, 코스타리카, 호주

제한적 허용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일본, 헝가리

규정 정비
2)

(구체적 법령X)
허용

노르웨이, 네덜란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미국, 아이슬란드, 

핀란드

규정 미비
허용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 스위스, 에스토니아, 체코, 칠레, 터키

주1) 원격의료 관련 별도 규정을 정비하여 허용(제한적 허용은 특정 질환, 환자 유형 등에 한하여 규제)

주2) 원격의료 관련 별도 법령 없이 전략 및 정책 수준에서 허용하거나(노르웨이·네덜란드·아이슬란드·핀란드), 

국가 단위의 전략 및 정책이 있으나 지방에 통제권을 위임하는 경우(미국) 등

※ 한국, 중국은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음

자료 : OECD(2020)

21) OECD보고서는 각 국가별로 원격의료 활용에 관한 법령(legislation), 전략(strategy) 또는 정책(policy)이 갖춰져 
있는지(Yes/No)를 조사하였으나 원격의료 허용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지는 않고 있음. 이에, OECD 보고서의 ‘Table 1.1. 
The policy, regulatory and financi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use of telemedicine’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규정 정비 국가’와 ‘규정을 정비했으나 구체적 법령이 없는 국가’, ‘규정이 미비하나 허용 중인 국가’ 등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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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범위 및 코로나19 이후 대응>

구분 미국(메디케어) 일본 프랑스 중국

범
위

환
자
·
지
역

• 메디케어 가입자
 -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의 특정 장애 
보유자, 신장질환 말기 
환자(연령 불문) 등

 - 초진환자 허용
• 농촌, 전문의 부족지역의 

지정된 의료시설

• 초진 후 6개월1) 이상 
매월 동일한 의사에게 
대면진료를 받았거나 
최근 1년동안 6회 이상 
통원한 재진환자 

• 지역 제한 없음

•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진료비의 70%) 

보장 조건(예외有)
 (1) 주치의 의뢰 전제
 (2) 최근 1년간 대면
    진료 받은 재진환자
• 지역 제한 없음
 (단, 의료소외지역 중심
으로 정부지원 중)

• 중앙정부는 非의료인에 
의한 원격의료 금지 등 
원칙적 내용만 규정

 - 원격의료 주체, 수가, 
서비스 범위 등 세부
사항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

• 지역 제한 없음

진
료
과
목
·
수
단

• 보건복지부, 의료공급자, 
기타 이해당사자가 신청한
진료과목을 매년 보험청
에서 심사·승인(‘20년기준 
100개 항목)

• 실시간 영상 기반  원격
의료만 인정

  (화상진료, 영상판독, 
원격 모니터링 등)

 * 저장-전송 방식은 알래
스카, 하와이만 허용

• 의료기관이 지정한 특정
의학관리료 대상 환자
(만성질환 중심)

• 원격진료(진단·처방),
원격 내원 권장, 원격
건강의료상담 등 허용

 * 원격진료와 원격 내원
권장(일부)에 대해서만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 (‘18.3)’
적용

• 진료과목 제한 없음
 * 건강보험 적용 조건
 (1) 원격진료 품질 및 의료

정보 보안을 보장하는 
영상통화

 (2) 보안 솔루션 접속
• 5가지 유형의 원격 의료 
행위 인정

 - 원격 상담, 원격 모니터링,
원격 자문, 원격 의료지원, 
기타 필요한 경우

• 만성질환 및 일부 경증
질환 중심

• 원격진료(진단·처방),
원격상담, 원격 영상
의학 진단, 원격간호, 
원격 모니터링 등 허용

 - 비처방 조제약 및 처방
조제약의 원격 조제, 
판매, 배송 가능

정보
보호 및 

보안

• 건강정보의 이전 및 
그 책임에 관한 법률
(HIPPA)

 - 기본적으로 대면진료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제3자가 듣지 못하는 
장소에서 원격진료

    실시
• 민감정보 활용 사전동의 

필요 

• 의료정보 시스템 안전
관리 가이드라인

 - 환자에 대한 의사의 보안
관련 위험 및 책임 고시, 
원격진료시스템 사업자의 
보안유지 등 의무조항 적시

  * ‘20년 6차 개정 예정
• 민감정보 활용 사전통지 

필요 

• 개인의료정보 보호 및 
보안규정

 - 원격진료 정보시스템 
및 장비, 의사 인증
절차 등

• 의료정보보안지침
(PGSSI-S) 적용

 - 원격진료 솔루션(영상
통화시스템, 보안 메신저, 
플랫폼 등)  

• 환자정보, 유전자 데이터
등의 불법적 매매행위 
및 정보 누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벌에 처함

  (‘18 인터넷+ 의료건강 
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

법적
책임

• 원격지 의사와 환자의 
상황에 의존(판례)

 * 면허규정 및 치료기준 
준수, 필수기록 보존 시 
대면의료에 비해 의료
사고 위험이 높지 않다고

 보고 (Medical Economics,

 ‘19.6.28)

• 의료사고 발생 시 최종 
책임은 원칙적으로 의사
에게 있음 (대면진료와
동일)

 - 단, 의사가 환자 혹은 
가족에게 주의를 준 
경우, 환자 귀책사유 
등은 제외

• 원격의료 중 발생한
의사의 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은 대면진료와 동일

 - 의료과실 증명 책임은 
환자에게 있음

• 장비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시 의사 책임

• ‘의료 품질안전 사건의
보고 및 일시중단 규정’
적용

• (의사-환자 간) 해당 
의료기관이 책임져야 함

• (의료인 간) 법률 및 
쌍방이 체결한 협정 
내용에 따라 분쟁 처리

코로나
19 

이후
대응

(한시적 
허용)

• 장소 요건 완화
 - 농촌, 전문의 부족지역의 

모든 의료시설과 자택
• 원격의료 수가범위 확대 

및 대면진료와 동등한 
수가 적용

• 원격진료 수단 확대
 - SNS 기반 화상시스템을 

통한 원격의료도 한시적
으로 허용

• 초진 환자도 허용
• 진료과목 확대
 - 코로나19로 인한 폐렴, 

꽃가루 알레르기 등
• 비대면 처방 및 약 수령

(택배) 허용
 - 온라인 복약지도 허용 

 (‘20.9∼) 

• 주치의 의뢰 없이도
원격진료 허용

• 초진환자 허용
• 진료비 100% 보험 적용

• 원격진료비, 전자처방에
의한 약품비 등 의료보험
적용

• 해외 거주 중국인 대상 
무료 원격진료 서비스
실시(알리바바헬스)

• ‘코로나19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 구축
(알리바바, 바이두 등 
총 11개 기업 참여)

주1) 2020년 의료수가 개정에 의해 3개월로 완화될 가능성 있음

자료 : 김령희외(2020), 김재현(2019), 김민아‧이경아(2018), 박도휘‧강민영(2020), 김진숙‧오수현(2017)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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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요국의 원격의료 관련 정책 모범사례

● (데이터 측정) 미국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aMD) 및 DTC 유전자 검사 분야에 

기업 단위의 사전인증(Pre-Cert) 방식을 신설, 운영 중

* 우리나라도 혁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와 DTC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나, 포지티브 규제 존속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비교적 낮음

(사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사전인증 파일럿 프로그램’

ㅇ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회사에 ‘사전인증(Pre-Cert)’을 부여하여 제품 출시 전 심사를 위한 제출

의무(Pre-Market Submission)를 면제하고, 출시 후 실제 사용 데이터(Real World Data)를 통해

사후 검토하는 규제방식

- 기존 기기 단위의 인허가에서 기업 단위의 인허가 절차를 신설하여, 사전인증을 받은 의료

기기 제조기업은 임상시험 등의 사전규제 없이 출시 가능

ㅇ ‘17년 미국 FDA는 해당 규제방식을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aMD) 분야에 도입

<미국 SaMD 사전인증 파일럿 선정 기업 명단(‘17년 9월 선정)>

선정 기업 분야

‧ 애플(Apple)

‧ 삼성(Samsung)
글로벌 테크 회사

‧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

‧ 로슈(Roche)
제약회사

‧ 핏빗(Fitbit)

‧ 피어 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

‧ 포스포러스(Phosphorus)

스타트업

‧ 타이드풀(Tidepool) 비영리재단(당뇨병 데이터 공유 추진)

‧ 버릴리(Verily) 알파벳(구글)의 헬스케어 분야 자회사

ㅇ DTC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도 사전인증 방식을 적용

* 최초 1회만 99% 이상의 분석 유효성(analytical validity)을 증명하면 해당 기업은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아 그 이후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출시 전 인허가를 면제  

- ‘17년, 알츠하이머 질환, 파키슨병, 셀리악병 등 10개 질환 및 질병 위험도(GHR)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사전 승인

- ‘18년, 유방암 및 난소암 관련 BRCA 유전자 변이에 대한 유전자 검사(진단 목적 제외), 

약물 대사 관련 유전자 변이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추가 승인

*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특정 의약품에 대한 환자 반응 예측 검사에 대해서는 ‘안전성 논의사항(Safety 

Communication)’을 배포하여 검사의 위험성을 사전에 고지

※ ‘19년 1월 업데이트된 작업모델(Working Model 1.0)을 발표하여 시험 계획(Test Plan)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는 

등 현재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 중  

자료 : FDA 홈페이지(검색일: 2020.8.10.), 박정연(2017), 최윤섭(홈페이지), 메디게이트뉴스(2018.12.20.)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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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통합) 핀란드는 국가 주도로 국민의 건강 데이터를 통합하고 국민 

개인이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이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제약사나 연구기관, 신약 개발사 등은 국가 데이터 통합 플랫폼에 접속하여 

국민의 의료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
*
할 수 있음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데이터가 익명으로 처리되는 경우 연구에 활용 가능

- 정보주체인 개인은 데이터 플랫폼에서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열람, 다운로드

하거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요청
*
하는 권한 보유22)

* 핀란드 국민은 데이터 오퍼레이터(개인정보 관리 회사)에 요청하여 A병원이 보관 중인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B기업에 옮길 수 있음(법제처 행정법제국, 2017.12)  

(사례) 핀란드, 국가 주도의 국민 의료데이터-유전자 정보 간 통합 추진 

ㅇ 핀란드는 국가 주도로 국민 개인의 의료데이터와 유전자 정보를 결합하여 질병의 

유전적 연관성 연구 등 헬스케어 산업의 공공․민간 분야 혁신을 유도 

- (의료데이터) 진료기록, 처방전, X-ray․CT 영상검사 결과 등 1950년대부터 수집한 

국민의료기록을 의료데이터 플랫폼 ‘칸타(Kanta)’에 통합하여 2007년부터 관리 중 

* 국민 개인은 본인의 과거 의료데이터를 확인하거나 전자 처방전을 발행받을 수 있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의 동의하에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 (유전자 정보) 2023년까지 국민 50만 명(인구의 10%)의 유전자 정보를 바이오뱅크23)에 

수집, 분석하는 ‘핀젠 프로젝트(FinnGen Research Project)’를 2017년부터 진행 중

* 10개 권역별 공공병원의 바이오뱅크에 27만3000명의 유전체 샘플을 수집함(~2019년)

ㅇ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국민을 설득시키는 한편,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비하여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임

* 바이오뱅크법(2013), EU GDPR(2018), 보건․복지 데이터의 2차 활용에 관한 법률(2019) 등

- 데이터 통합 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정보의 

소유권과 활용 권한을 보장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정책 추진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

*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디지털 양식으로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위해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및 이동성을 보장하는 법․제도 및 기술 인프라   

- 국제표준코드에 따라 의료데이터를 저장․관리하고,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준수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연구 목적의 데이터 활용을 허용 

      자료 : 안지영(2019), 최은희(2019), 법제처 행정법제국(2017.12), 머니투데이(2019.5.1.) 등 참고

22) 개인정보를 개인이 다운로드 받거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정보의 이동권’으로 EU 

GDPR 제20조(Right to data portability)에 명문화됨

23) 바이오뱅크(Biobank)는 의료 및 건강 증진 목적을 위한 미래 의학연구 및 제품 개발을 위해 기증자의 동의하에 

수집된 생물학적 샘플 및 데이터 모음을 의미(최은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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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분석) 일본은 원격의료의 유형별 개념과 허용범위를 명시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추후 제도의 지속적 개정
*
을 위한 토대를 마련

* 2005년 신설된「의료정보시스템 안전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2020년 6차 개정 예정 

- 의학적 판단의 포함 유무 등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 행위를 구분

<일본 정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유형별 정의1)>
유형 정의

진단 등 

의학적 

판단 

포함

온라인 진료
‣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환자를 진찰․진단하고 진단 결과의 전달 및 처방 

등 진료행위를 실시간으로 하는 행위

온라인 진료 

권장

‣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환자를 진찰하고, 의료기관의 검진 권장을 

실시간으로 하는 행위

‣ 질환명 열거, 진료과 선택 등 환자의 심신의 상태에 따른 의학적 

판단이 동반되는 진료 권장 행위

일반적 

정보 

제공

원격

건강

의료

상담

의사
‣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정보 교환을 통해, 환자의 심신 상태를 바탕으로 

필요한 의학적 조언을 하는 행위

의사 

외

‣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정보를 교환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정보 제공 

및 일반적인 검진 권장에 그침

‣ 상담자의 개별적인 상태를 바탕으로 한 질환의 발생가능성의 제시 및 

진단 등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는 행위

주1)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후생노동성, 2018.3) 

자료 : 김령희외(2020), 김민아‧이경아(2018)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유형별 허용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 가이드라인1)>

허용 행위 온라인 진료 온라인 진료 권장
원격건강의료상담
의사 의사 외

IT기기를 활용한 진찰 O O X X

초진 X(예외 有) O X X

구체적 진단 및 처방 O X X X

환자 증상에 대한 발병가능성이 있는 

특정 질환명의 열거
O O X X

일반적 증상에 대한 발병가능성이 
있는 특정 질환명의 열거

O O O O

환자 상태에 대한 의학적 조언 O O O X

검사 지시 및 조언 - O O O

일반의약품 사용에 관한 조언 O O O O

특정 의료기관 소개 O O O O

주1)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후생노동성, 2018.3) 

자료 : 보험개발원(2020)

- 원격의료 서비스 기업은 정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운영

(사례) 일본 LINE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약관의 주의사항 中

“본 서비스는 채팅을 중심으로 한 <원격의료건강상담>으로, 의사의 증상 진단 및 치료, 처방 등을 수반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진료 서비스>와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주십시오. 또한 상담은 전화나 영상 통화가 
아니라 텍스트 메시지로만 가능합니다.”

자료 : 보험개발원(2020)



26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 전략 - 원격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 원격의료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자 환자 중심 의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면으로, 오히려 의료 공급자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기반을 마련해야 함(F중
증종합병원, G병원, 웨어러블 기기 H사)

✔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기존의 의료가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경증 및 초경증 질환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새로운 니즈가 발굴될 것. 따라서 원격의료의 허용은 기존 시장에서의 

경쟁이 아닌 새로운 시장의 창출로 이해해야 함(웨어러블 기기 I사)

4. 원격의료 관련 규제에 대한 업계24) 의견 조사

<조사 개요>

중증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의료기기 및 IT솔루션 기업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 14곳을 대상으로 

시장진출 현황 및 원격의료의 효과적 허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 

 - 조사기간: 2020년 6월 22일~7월 16일

 - 조사방법: 인터뷰, 전시회 부스 방문, 관련 전문가 세미나 수강 및 의견 청취(질의)  

 - 조사대상(괄호 안은 기업 수): 중증종합병원(4), 병원(1), 웨어러블 기기(2), 원격 의료기기(3), 

유전자 분석(1), EMR․EHR(1), 데이터 클라우드(1), IT솔루션(1)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금지로 인해 기업들은 제한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원격의료가 허용된 해외시장부터 진출을 시도  

✔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기기를 수령하고, 데이터 측정 후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활용 중. 환자에게 진료의 수단이 아닌 

진단의 보조 수단임을 인지시킴(심전도 모니터링 기기 A사)

✔ 국내에서는 불법이므로, 현재 미국의 대형마트 연계 클리닉에 기기를 비치하여 데이터 

측정결과를 주치의에게 전송, 진단에 활용하는 유료서비스 론칭을 추진 중(안과 관련 원격 
검진기기 B사) 

✔ 개인건강기록(PHR) 기반의 원격의료시스템(화상진료, 영상 원격판독 등)을 이미 구축하였으나, 

국내 활용은 불가능하여 해외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 활용 중(C중증종합병원)

✔ 현재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인허가 후에도 원격의료 금지로 인해 활용이 

제한될 것이므로 해외 진출 가능성 검토 중(가정용 구강 관리기기 D사)

✔ 현재 병원을 통한 유전자 분석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DTC유전자 검사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면 유전자 검사 키트 시장에 진출할 의향 있음. 해외 시장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사실상 진출이 쉽지 않음(개인 유전자 분석 E사)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과 새로운 수요 창출,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통한 의료비 

절감 등을 위한 수단으로서 원격의료의 허용이 필요함

24) 단, 의견을 파악한 14곳 모두 원격의료의 도입을 찬성(또는 조건부 찬성)하고 있어, 반대하는 업계 의견은 대한

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의 의견을 정리한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본 보고서 p.27, p.38에 별도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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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수행하므로, 법적 허용 시 개인 건강관리서비스, 의료기기, 제약 및 디지털치료제, 보험, 

광고 등 헬스케어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IT솔루션 J사)

✔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지나치게 높고, 만성질환에 지출되는 

의료비**가 막대함.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건강관리, 질병예방 목적의 의료서비스 활용을 

확대한다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웨어러블 기기 I사)

 *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10~‘19년)는 16.6회로 OECD 국가 중 1위(김주경, 2020)

** 국내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의 79.8%, 비감염성질환(만성질환) 진료비는 57.1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3.9%를 차지(질병관리본부, 2019)

✔ 원격의료의 각 세부유형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경과 관찰과 단순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경증환자에 한하여 허용해야 하고, 의료

사고 예방을 위해 재진환자로 한정지어 허용해야 함(L중증종합병원)

✔ 최근 재외국민 대상 원격의료가 2년간 임시허가되었는데, 외국인 환자(한국 방문치료 후 

모국 복귀)에 대한 의학적 상담, 원격 모니터링 등에 대해서도 허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수가(비급여) 적용이 필요함(C중증종합병원, G병원) 

✔ 단기적으로 도서‧벽지, 의원급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제한범위를 점차 

완화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K중증종합병원)

✔ 대면진료 대비 원격의료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격의료를 허용하더라도 대형

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 다만, 병‧의원 간의 경쟁 심화, 이에 따른 쏠림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F중증종합병원)

 원격의료의 효과적 허용을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교육․훈련 체계, 데이터 통합을 

위한 표준화 등 법‧제도‧기술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함 

✔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더 나아가, 원격 모니터링 등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수가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내 시장은 수익성이 부족하여 원격의료

를 허용해도 시장이 성숙하지 못할 것(원격 의료기기 H사, K중증종합병원)

✔ 원격의료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책임소재 문제에 대비하여 의무사항, 보험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의료서비스 공급자 및 수요자 대상 교육‧훈련 체계 등 

관련 인프라를 먼저 정비해야 함(L중증종합병원, G병원)

✔ 정부는 의료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을 위해 2014년 이후 각종 사업*을 진행 중이나 개별 

사업의 방향성이 서로 이질적이고, 데이터 입력 단계부터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적절한 보상체계가 미흡함(M중증종합병원, EMR·EHR N사, 데이터 클라우드 O사) 

*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사업, 의료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사업,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사업 등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는 원격의료의 단계적 허용이 

바람직하고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정책적 보완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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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격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산업전략 제언

 보건의료 분야는 앞으로 성장이 유망한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복지이므로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

 산업의 수요자이자 복지의 수혜자인 의료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

● 단, 보건의료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규제 산업이므로 소비자 효용 

극대화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절차적 정의가 필요

 따라서 의료공급자 측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의 최소화를 전제로 의료 소비자 효용을 

극대화하는 원칙하에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해야 함

‣ 제1원칙: 예상 부작용 최소화

- 원격의료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효용 감소요인을 제거

‣ 제2원칙: 의료소비자 효용 극대화

- 원격의료의 효과적 도입을 통해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

 자료 : 연구자 작성

● 제1,2원칙에 따라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산업전략을 도출하고, 현 시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예상 부작용 최소화 방안

● 국내 의료시스템의 특수성
*
과 현안 문제

**
를 전제로, 원격의료 도입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산업전략의 방향을 도출

 * 단일보험제도, 민간 중심 의료공급, 행위별 수가제 등

** 만성질환 관리 미흡과 잦은 외래진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 취약계층의 낮은 의료접근성,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높은 증가율,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큰 격차 등

- 의료공급자 측은 원격의료 도입 시 안전성 위협, 불확실한 유효성, 의료시스템 

붕괴, 책임소재 모호에 따른 사회적 효용 감소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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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오진 가능성이 낮고 효용이 큰 원격의료 유형
*
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되 기술 표준, 안전성 평가 및 교육 체계, 정보보안 가이드라인 구축 

등으로 관련 부작용을 예방 

* (예시) 원격 방사선 영상진단을 통한 자문·2차소견,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등 

‧ (유효성) 원격 모니터링 등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원격의료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비용 대비 효과성 검증을 위해 실증 시범사업
*
을 확대

* (해외사례) 일본은 3~10년 단위의 원격의료 장기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된 유형부터 보험수가 책정 및 제도화 추진

- 원격 병리진단은 2000년, 원격 방사선진단은 2002년부터 수가 적용(송태민, 2009)

- 현재는 난치병 외래지도, 통원이 어려운 정신과 환자, 치매환자 등 10개 영역의 질환에 

대해 보험수가 적용 중(김령희외, 2020)

‧ (의료시스템) 의료전달체계 상 각급 병원의 표준업무*에 부합하는 원격 의료‧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 의료행위에 대한 예외적 

보험수가 적용을 검토  

* 의료전달체계 상 1,2,3차 병원의 표준업무(보건복지부, 2019.9)

- (의원)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 간단한 외과적 수술․처치 등

- (병원․종합병원) 일반적인 입원․수술, 분야별 전문진료 등 지역사회 의료의 중심

- (중증종합병원) 고도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진료, 교육 및 연구․개발 등

‧ (책임소재) 의료사고 상황별로 세분화된 책임 규정과 응급 대응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원격의료의 기술적 한계나 오작동으로 인한 의료사고
*
에 

대하여 추가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

* 현행 의료법(제34조 제3항)은 ‘원격의료를 하는 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기술적 한계 또는 기기·네트워크 등의 

오작동으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관련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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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도입 시 예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산업전략 방향>

효용 감소요인 관련 부작용 산업전략 방향

안전성 

위협 

의료

행위

‣원격의료 기술적 한계에 의한 오진

‣의료기기‧시스템 오작동에 의한 오진

‣오진 가능성이 낮은 원격의료 유형부터 단계적 허용

 *(프랑스)품질‧정보보안이 보장된 영상통화만 보험 적용

 *(OECD)원격 방사선 영상진단의 활용이 가장 활발함

‣원격의료 기술 표준화 및 안전성 평가기준 개발

 *(국제)ISO/TS13131 (호주)ATHAC표준·APHRA가이드라인

(미국)ATA표준

‣원격의료 기기‧시스템 활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

 *(미국)원격보건정보센터(TRC)를 통해 환자, 의료기관 

대상 원격의료 관련 정보 및 안전교육 제공

‣불충분한 소통에 따른 오진 ‣정기적 대면진료 병행을 통한 오진 예방

 *(일본)초진 및 급성질환 환자는 대면진료 우선 원칙

개인

정보

‣개인 의료정보 오‧남용

‣개인 의료정보 도용‧유출

‣익명화된 의료정보의 재식별화 문제 

‣마이데이터 기반 환자 중심(PHR)의 데이터 활용 추진

 *(핀란드)환자 개인의 데이터 소유‧활용 권한 법제화

‣개인 의료정보 보안 및 관리 가이드라인 구축

 *(프랑스)의료정보보안지침(PGSSI-S), EU GDPR 적용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사용 동의 및 추적기술 등 보안

기술 활용

유효성 

불확실 

비용

효과성

‣고가 장비 비용부담

‣불필요한 진료 증가→의료비 상승

‣의원급 대상 원격의료 인프라 구축 지원

 *(프랑스)동네의원 원격진료 장비 구입비 지원

‣비용효과성 실증 후 보험수가(급여) 적용여부 판단

 *(미국)당뇨병 퇴원환자 원격 모니터링→의료비 42% 절감

의료

품질

‣대면진료 대비 의료품질 저하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원격의료 유형 우선적 허용

 *(예시)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등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의료 유형 제한적 허용

 *(예시)거동 불편, 도서벽지 거주 환자 대상 원격진료 등

‣실증 시범사업 확대를 통한 유효성 검증 강화 

‣정보통신기술 접근성 격차 심화→
 의료소외계층 의료접근성 저하

‣원격 방문간호(협진)를 통한 의료소외계층 원격의료 

활용 지원 

 *현행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커뮤니티케어) 연계

의료

시스템 

붕괴

의료

전달

체계

‣대형병원 환자 집중→동네의원 폐업

→의료전달체계 붕괴

‣각급 병원 표준업무에 맞는 원격의료체계 운영

 *(예시)상급병원은 중증질환자의 재진 등에 한해 허용

 *(예시)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의원에 한해 허용

‣지역사회 기반 원격의료 협진체계 구축

 *(예시)상급병원 원격의료+동네의원 대면진료 연계  

보험

수가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 원격의료 

 편입 어려움

‣건강관리, 질병예방 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한 예외적 

보험수가 적용

 *(예시)원격 의료기기의 생체신호 측정 및 데이터 서버 전송

책임소재

모호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상황별 책임규정 세분화 및 응급 대응체계 구축

‣원격의료 실시 전 의사-환자 간 합의 전제

 *(일본)사전동의서 규정(기기 오작동 및 위급상황 대처방

안, 원격의료 중단 관련 사항 등에 사전동의)

‣원격의료 중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보험 지원

 *(캐나다)원격의료 관련 법적 분쟁 시 의사 법률지원

(CMPA)

자료 : 바른의료연구소(2020), 이희주 등(2015), 김진숙‧오수현(2017), 김민아‧이경아(2018), 한종선(2020)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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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소비자 효용 극대화 방안

● 현 시점에서 예상 부작용이 작고 의료소비자 효용이 큰 정책을 제안

① 현재 합법인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의 활성화

●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02년부터 허용되었으나 시범사업 참여 저조, 

협진에 대한 보상체계 미흡
*
 등으로 현재 활용도가 낮음

* ‘20.7월부터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수가(원격협의진찰료) 적용

● 장비‧통신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수가체계 합리화, 실효성 확대로 의료계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실질적인 활용을 유도해야 함 

- (인프라) 향후 다양한 형태의 원격의료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범용성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 (수가) 병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는 수가체계 개선이 필요함

* 요양병원 장기환자는 포괄적 의료행위에 대한 정액수가가 적용되어 원격협의진찰료 별도 

산정 불가 → 원격협진 참여유인 저조 우려

- (실효성) 장기간 처방이 동일한 의료취약계층 환자에 대해 원격 처방,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하는 등 원격의료의 실효성을 제고

* 현재 의사-의료인(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는 검사와 상담 등은 가능하나 약 처방 및 

전달은 불가능하여, 의료행위의 완결성(진단-처방-치료)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음 

② 허용 중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유형에 대한 규정 명확화

(1) 의사-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

● 의사-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내원 권유는 유권 해석으로 허용되었음에도 

명확한 지침의 부재로 인해 여전히 업계의 혼란 초래25)

25) 보건복지부는 현행법 상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하였으나(금지되지 않았으므로 허용됨)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일부 논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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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휴이노社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메모워치’

ㅇ 국내 최초로 웨어러블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휴이노사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 (메모

워치)가 내원을 전제로 한 대면진료용 장비로 ‘20년 5월 건강보험에 편입됨

- 측정된 심전도 데이터를 통해 부정맥 여부를 판단하고 내원을 권유하는 의료행위는 

건보료*가 인정되었으나 데이터를 전송하고 원격 모니터링하는 행위는 건보료 적용 제외

* 수가코드: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E6546)

ㅇ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전송된 심전도 데이터를 통해 환자의 내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의학적 판단(원격의료에 해당) 없이 불가능하고 데이터 전송 도중 의료사고 우려로 반발 중

자료 : 매일경제(2020.5.26.), 메디컬타임즈(2020.3.25.), 서울경제(2020.5.21.) 등 참고

● 체내삽입형 제세동기 등 이식형 심장기기는 임상적 효과
*
가 검증되었음에도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및 데이터 전송이 제한됨

* (EU) 심장질환자 삽입형 제세동기 원격 모니터링→재원일수 35%, 외래횟수 10% 감소

● 유권해석에 그치고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의 허용범위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을 세분화하여 규정한 구체적 지침이 필요  

- 원격 모니터링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허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전반에 대한 예외적 수가 적용 검토

* (예시) 체내삽입형 제세동기를 통한 원격 모니터링의 단계별 허용 및 수가 적용(안)

단계별
행위

(1) 데이터 측정 (2) 데이터 전송 (3) 데이터 분석

심박동 실시간 
측정

서버 무선 
전송/저장 

이상징후 의료진 
알림

내원 권유 진단/처방

현행 허용 불허
허용

불허

개선(안) 허용(예외적 수가
*
 적용 검토) 허용 검토

* 데이터 측정 및 전송 시스템 전반의 구축‧운영에 대해 행위별 수가제 적용은 어려우므로 예외적 수가 적용 필요

자료 : 연구자 작성

(2) 국내 의사-외국인 환자 간 원격의료26)

● 현재 국내 내원치료 후 모국으로 복귀한 외국인 환자에 대해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병원27)이 있으나 관련 규정 부재로 활용이 제한적임

26) 의료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국외 환자의 주재국으로 보는 ‘환자기준설’에 따르면 국가 간 의사자격 상호인정 협약을 

맺어야 외국인 환자 대상 원격의료가 가능하나, 원격지 의사의 주재국으로 보는 ‘의사기준설’에 따르면 국내법

에서만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해외 자국법에 의하여 원격의료가 허용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원격의료 제

공이 가능(윤석찬, 2020.9.3.)

27) 국내 의사-외국 환자 간 원격의료 실적 통계는 없음. 한편, 국내 의사-외국 의료인 간 원격의료(진료의뢰, 

사전상담, 사후관리)는 국내 21개 의료기관(병원급 11개, 의원급 10개)이 11개국(미국, 러시아, 우즈벡, 동남아지역, 

중동지역 등) 대상 2,200여건의 원격의료 실적을 기록함( ‘13년 6월 기준, 보건복지위원회,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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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의료법 저촉 우려로 인해 수술 치료 후 모국 복귀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상담·자문 등 제한된 형태
*
의 원격의료만 제공 중

* 일부 병원에서는 법 저촉 우려로, 에이전시를 통해 상담‧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외국인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제공 중(△△병원 인터뷰, 2020.6.30.)

- 수가체계 미비로 원격의료 행위에 대한 비용 청구가 어려워, 중간 단계의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에이전시의 수수료로만 과금되고 있음

● 외국인 환자 대상 원격의료는 국내 원격의료에 비해 물리적 한계로 인한 수요가 

크고, 의료서비스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함 

- 국내 의료전달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 관련 부작용은 작은 것으로 평가

(보건복지위원회, 2015.12)

● 외국인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의 허용범위에 대한 지침을 신설하고, 수가

(비급여)를 책정하여 병원이 합당한 보상을 취할 수 있게 해야 함

- 의료서비스의 안전‧신뢰성을 감안하여 원격의료 행위 주체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소속 의사로 제한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 현지 자국법에 의해 원격의료가 허용된 국가와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유형의 

환자·의료행위
*
에 대해서만 허용하여 의료사고 발생 시 관할권

**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예시) 국내 내원치료 후 모국으로 귀국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원격 모니터링(수술 후 단순 경과 관찰, 화상 상담, 현지 의료기관 진료 권유 등)

** 환자(현지 의료법 적용)와 의사(국내 의료법 적용) 간 책임소재 규명에 대한 관할권

③ 의료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통합 기반 구축 

● 환자 개인 중심의 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마이데이터 정책은 글로벌 트렌드
*
이자 

향후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효과적 접근방식

* (미국) 블루버튼 이니셔티브를 통해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 열람·다운로드, 제3자 이전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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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보은행을 통해 개인이 스스로 본인의 정보를 유통하고 대가와 서비스를 받는 

권리 보장 

* (핀란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여부를 관리하고 동의 수준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중개 서비스 제공

- 마이데이터 기반 의료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통합은 맞춤형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
 해결을 위한 효과적 대안

* 환자 개인에게 본인의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줌으로써, 제3자의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남용과 이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의 이슈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음  

● 국내에서도 데이터 3법 통과로 가명정보로서 의료정보의 활용범위가 확대

되었으나 마이데이터에 대한 논의는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개인의 주체적인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쉬운 통신·금융 정보와는 달리 의료

정보는 정보의 비대칭성
*
이 강해 환자 개인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하기 어려움

* 환자의 기록열람 권한을 보장(의료법 제21조)하고는 있으나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공유

체계가 미흡하여 환자의 데이터 접근성이 떨어지고, 환자의 주체적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정은 미비함

- 환자 의료정보의 소유권에 대한 주체가 불명확*하고 이에 대한 논의도 충분하지 

않아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성과가 미흡

* 의료계는 개인정보의 소유권은 환자에게 있으나 검사 결과나 의학적 판단, 건강보험 정보 

등이 포함된 진료기록의 소유권은 이를 생성하고 보관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있다고 

주장

● 환자 개인의 데이터 이동권과 데이터 활용에 대한 보상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확대해야 함

- 데이터 통합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와 난해한 의료정보의 재가공, 정보보안 등 

기술적 요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또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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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DTC 유전자 검사항목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 DTC 유전자 검사는 유전체 빅데이터의 축적과 응용(신약 개발 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국내 활용은 저조한 상황

* ‘19년 미국과 일본의 DTC 유전자 검사 연간 이용자 수는 각각 1,230만 명, 350만 명이나 

국내 이용자 수는 10만 명 수준으로 추정(한국경제, 2019.5.21.)

● 복지부 인증제 참여기업
*
에 대하여 위험도가 높은 일부 검사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

* 랩지노믹스, 테라젠바이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보건복지부, 2020.3)

●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IRB 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실증 가능성, 질병 예방 기여도 등 시범사업 계획단계에서 확실히 밝혀내기 

어려운 심사기준을 합리화하여 실증성과를 제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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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원격의료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통상전략

 우리 원격의료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 통상정책이 필요

1. 원격의료와 관련된 국제통상규범

 WTO 체제 내에서 회원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의료서비스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조치의 수준은 서비스 분야별 각 회원국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양허 내용에 따라 결정

● WTO/GATS 체계 내에서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건강 및 사회서비스’ 분야는 

‘여행 및 관광서비스’ 또는 ‘은행 및 금융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 분야에 비해 

시장개방수준이 낮음

<서비스 분야별 WTO 회원국의 양허 현황>

(단위: 회원국수)

 주1) EC(12개국)은 1개국으로 간주

 주2) 파란 막대는 해당 서비스 분야를 양허한 WTO 원회원국 개수, 빨간 막대는 해당 서비스 분야를 양허한 

WTO 출범 이후 가입국 개수를 의미
        * 사업서비스 중 전문서비스와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제외

       ** 운송서비스 중 해상·항공운송서비스 및 운송에 부수된 서비스 제외



IIT, 국제무역통상연구원 37

- GATS 서비스분류목록(W/120) 중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세부분야는 ‘의료 및 

치의료서비스(medical and dental services)’, ‘병원서비스(hospital services)’, 
‘기타 인간건강서비스(other human health services)’,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기타(other)’임
- 우리나라·캐나다 등은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미개방한 상황이며, 

미국·EU·일본 등도 대부분의 하위 의료서비스 분야를 개방하지 않음

<우리나라의 서비스 분야별 GATS 양허 현황>

구분 서비스 분야

양허

전문서비스(의료 및 치의료서비스 제외), 관광·여행서비스, 은행·기타금융서비스, 

보험서비스, 전문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통신서비스, 컴퓨터서비스, 건설서비스, 

환경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유통서비스, 기타운송서비스, 해상운송서비스, 운송에 

부수된 서비스, 시청각서비스

미양허 건강·사회서비스, 오락·문화·스포츠서비스, 우편·쿠리어서비스, 교육서비스

자료 : 연구자 작성

- 반면, 중국과 스위스는 의료 및 치의료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고 공급유형 1

(국경 간 공급)28)과 공급유형 2(해외소비)29)의 경우 해외 서비스공급자에게 

어떤 제한도 가하지 않기로 약속

●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또는 원격의료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급유형 

1의 경우 상당수 WTO 회원국은 시장개방을 양허하지 않음

- 공급유형 1을 통한 서비스무역의 경우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대면접촉 없이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공급됨

- 온라인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90년대에 양허 협상이 이루어져 의료 안전성, 

통신네트워크 안정성 등을 이유로 회원국은 국경 간 공급되는 의료서비스를 

엄격히 제한

28) WTO/GATS 체제 내에서 서비스가 공급되는 4가지 유형 중 하나이며,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동없이 서비스 자체만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방식이다. 온라인 도박서비스, 전화를 통한 법률자문서비스, 우편을 통한 회계감사 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29) WTO/GATS 체제 내에서 서비스가 공급되는 4가지 유형 중 하나이며, 공급자가 위치한 영토 내로 소비자가 이동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이다. 의료관광, 해외여행, 유학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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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의 의료 관련 서비스 세부양허 현황>

(단위: 회원국 수)

구분
의료 및 

치의료서비스
간호사, 

조산사 등
병원

서비스
의약품

소매서비스

전체 66 35 58 43

시장접근

공급유형 1

전체양허

부분양허

미양허

24

12

30

9

6

20

22

1

35

32

3

8

공급유형 2

전체양허

부분양허

미양허

49

14

3

24

10

1

50

5

3

39

1

3

공급유형 3

전체양허

부분양허

미양허

19

40

7

7

26

2

25

24

3

31

9

3

공급유형 4

전체양허

부분양허

미양허

0

60

6

0

33

2

0

54

4

0

40

3

내국민

대우

공급유형 1

전체양허

부분양허

미양허

27

10

29

10

6

19

25

1

32

33

2

8

공급유형 2

전체양허

부분양허

미양허

48

13

5

24

10

1

50

5

3

39

1

3

공급유형 3

전체양허

부분양허

미양허

32

28

6

21

12

2

37

17

4

38

3

2

공급유형 4

전체양허

부분양허

미양허

1

60

5

2

31

2

2

51

5

6

35

2

주) ‘09년 10월 기준, EU는 개별 회원국 기준

자료 : Adlung (2009)

 WTO의 다자협상을 통한 서비스 시장개방 논의에 진전이 없자, 주요국은 

양자·지역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의료 관련 서비스의 시장 개방을 추구

● 1995년 WTO 출범 이후 도하라운드(Doha Round)의 실패로 서비스 시장개방 

논의는 더 이상 진전 없이 답보 상태

● FTA 서비스협상은 열거적 방식(positive-list approach)  또는 포괄적 방식

(negative-list approach)으로 이루어지며, 서비스 국내규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거적 방식이 유리하고,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괄적 

방식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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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FTA 서비스협상방식

▣ GATS 협상방식과 달리 FTA 서비스협상은 개별 FTA마다 열거적 방식 또는 포괄적 방식을 

택하여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

ㅇ (열거적 방식) GATS와 마찬가지로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는 시장개방의 대상이지만, 양허표에

기재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개방 의무가 없음. 서비스에 대한 국내규제 권한을 

유지하려는 EU 또는 서비스 시장개방에 보수적인 개도국이 주로 선호 (예: 한-EU FTA, 

한-베트남 FTA)

ㅇ (포괄적 방식) 유보(reservation) 목록에 기재된 서비스 분야 이외에는 모두 시장개방의 

대상이며, 명시적으로 기술된 유보 사항 이외에는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등을 제한하는 

국내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음.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추구하는 미국이 주로 채택 

(예: 한미FTA)

<협상방식별 우리나라 FTA 서비스협정 현황>

방식 상대국(서비스협정 발효년도)

열거적 방식

(총6건)

EFTA(‘06.9.1), ASEAN(‘09.5.1), EU(‘11.7.1), 중국(‘15.12.20)1), 
베트남(‘15.12.20), 터키(‘18.8.1)

포괄적 방식

(총10건)

칠레(‘04.4.1), 싱가포르(‘06.3.2), 인도(‘10.1.1), 페루(‘11.8.1), 
미국(‘12.3.15), 호주(‘14.12.12), 캐나다(‘15.1.1), 뉴질랜드(‘15.12.20), 
콜롬비아(‘16.7.15), 중미(‘19.10.1)2)

주1) 한-중 FTA 서비스협정은 발효 2년 후 포괄적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합의. 현재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진행 중

주2) 한-중미 FTA는 부분적으로 발효(온두라스·니카라과: ‘19.10.1 발효, 코스타리카: ‘19.11.1 발효,

     엘살바도르: ‘20.1.1 발효)

자료 : 연구자 작성

- (열거적 방식) 공급유형 1의 형태로 공급되는 의료서비스 또는 디지털 헬스

케어서비스가 명시적으로 양허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서비스를 

규제하는 국내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한-EU FTA) 대다수 EU 회원국은 공급유형 1로 제공되는 의료 관련 서비스는 

양허하지 않은 반면, 공급유형 2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우리나라는 의료 관련 서비스 일체를 양허하지 않아 국경 간 공급

되는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에 대한 국내규제권한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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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의 의료 관련 국경 간 서비스 양허 현황>

분야 또는 하위 분야 EU 한국

의료서비스(심리학자 포함) 및 

치의료서비스

공급형태 1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양허 안함

양허 안함

조산원서비스 및

간호사·물리치료사·의료보조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형태 1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양허 안함

의약품 소매·의료·정형외과

상품 소매 및 약사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공급형태 1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양허 안함

자료 : 한-EU FTA 서비스 양허표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 (USMCA) 멕시코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양허함. 공급유형 1로 제공되는 의료 및 치의료서비스의 시장접근을 전면 

허용하여 북미 원격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멕시코 의료시장 진출이 가능

<USMCA의 의료 관련 서비스의 시장접근 양허 현황>

국가 분야 내용

멕시코

의료 및 치의료서비스
공급유형 1

제한 없음

민간병원서비스
공급유형 1

양허 안함

기타 인간건강서비스-임상연구소의 민간서비스 중 

의료진단에 부수된 것

공급유형 1

양허 안함

의료진료에 부수된 기타 민간서비스
공급유형 1

양허 안함

미국 전면 개방

캐나다 전면 개방

자료 : USMCA Annex II를 기반으로 연구자 작성

- (포괄적 방식) 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유보목록에 원격의료서비스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시장개방의 대상이고, 기재된 유보 사항 이외에 무역을 제한하는 

국내조치는 협정 위반임

· (한미 FTA)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국내규제권한을 유보하여 

원격의료서비스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확보함. 반면, 미국은 어떠한 유보

사항 없이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를 우리나라에 모두 개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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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보건의료서비스 유보 현황>

구분 한국 미국

분야 사회서비스-보건의료서비스

전면개방

관련의무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현지주재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하생략)

자료 : 한미FTA 서비스 유보목록을 기반으로 연구자 작성

· (USMCA) 멕시코는 자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만 국경 간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유보하였고 기타 차별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함.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국내와 해외 서비스 공급자를 차별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합의

<USMCA의 의료 관련 서비스 내국민대우 유보 현황>

국가 분야 내용

멕시코 의료서비스

국경 간 서비스무역

멕시코 영토 내에서 멕시코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멕시코 기업 내에서 사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 전면개방

캐나다 전면개방

자료: USMCA Annex I을 기반으로 연구자 작성

· (일-EU EPA) 독일은 의사와의 사전 대면 접촉이 동반된 기초 진료

(primary treatment) 차원에서만 원격진료(telemedicine)가 가능하도록 

유보함. 또한 원격진료에 사용되는 ICT 서비스의 공급자 수를 제한하는 

규제권한을 유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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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EU EPA의 원격진료 관련 유보 현황>

국가 분야 내용

독일

의료·치의료·조산사

·간호사·물리치료사

·응급의료서비스

국경간 서비스무역-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원격진료(telemedicine)는 의사와의 사전 대면 접촉이 동반된 기초 진료

(primary treatment) 차원에서만 제공될 수 있다. ICT 서비스 공급자의 

수는 상호운용성, 호환성 및 필수 안전표준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된다.

건강 및 사회서비스

국경간 서비스무역-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원격진료(telemedicine)는 의사와의 사전 대면 접촉이 동반된 기초 진료

(primary treatment) 차원에서만 제공될 수 있다. ICT 서비스 공급자의 

수는 상호운용성, 호환성 및 필수 안전표준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된다.

자료 : 일-EU EPA Annex 8-B-I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정보기술협정(ITA I)과 확대정보기술협정(ITA II)으로 반도체·휴대전화·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의 관세장벽이 낮아지고 원격의료에 필수적인 ICT 

인프라가 구축

● 1997년 29개국 간에 ICT 제품30)의 관세를 철폐하는 ITA I이 체결되었으며 

ITA 비참여국에게도 무관세 혜택 부여

●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무관세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는 ITA II가 2015년 12월 

체결되었으며 201개 첨단기술제품31)이 새롭게 포함

- ICT 제품뿐만 아니라 IT가 접목된 첨단의료장비의 관세도 철폐되어 안정적

이고 효율적인 원격의료를 위한 토대가 마련

2. 국경 간 원격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제통상규범의 역할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32)에 대한 무관세 선언(WTO, 1998)이 

WTO에서 채택되어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가 

금지 

30) 컴퓨터, 휴대전화, 디스크, 반도체, 반도체조제조기기, 광학측정기기 등.

31) 차세대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터치스크린, GPS 내비게이션 장비, 초음파영상진단기 등.

32) 무역의 관점에서 디지털 형식으로 국경 간에 이루어지는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으로서 디지털무역 환경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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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서비스를 포함하여 해외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가 금지되어 

시장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

● 무관세 선언에 대한 개발도상회원국의 반대와 효력범위에 대한 문제점도 

여전히 존재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

- 무관세 선언은 새로운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2020년 6월까지만 한시적

으로 유효. 선진국은 무관세 선언을 영구화하자는 입장이지만 개도국은 관세를 

징수하여 얻는 재정 수입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

- ‘전자적 전송’의 정의가 모호하여 주요국 간 무관세 선언의 효력범위와 무관

세 대상에 대한 논란이 지속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또는 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새로운 통상규범이 선진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형성

● 환자와 의료진이 물리적으로 인접해있지 않은 원격의료의 특성 상, 환자의 

건강·의료정보 등이 디지털화되어 외국 의료진에게 자유롭게 전송되지 못한다면 

원격의료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음

● 미국은 데이터 이전이 온라인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FTA의 전자상거래 챕터 또는 디지털무역 챕터에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시킴

- 한미FTA에 무역협정 최초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의무조항이 아닌 노력조항에 그침

- CPTPP, USMCA, 미-일 디지털무역협정은 협정당사국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의무적으로 허용

<주요 FTA에 포함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조항>

구분 한미FTA CPTPP USMCA
미-일 

디지털무역협정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노력 조항

의무화

(예외 인정)

의무화

(예외 인정)

의무화

(예외 인정)

자료 : 해당 FTA 협정문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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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세계적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역과 

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의료 데이터를 국가들이 공유할 필요성이 증가

- 무역협정을 통해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공유

체계를 설립하고 이를 위해 보안기술(익명화, 블록체인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함33)

 과도한 데이터 현지화조치로 국경 간 의료정보의 이전이 제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터 현지화조치를 금지하는 새로운 통상규범이 형성

● 데이터의 민감성을 이유로 개인의 의료정보를 국내에 설치된 데이터서버에

서만 저장·가공토록 하는 데이터 현지화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

- 과도한 데이터 현지화조치는 무역을 제한하고 사실상 온라인 공간에 무역

장벽을 세우는 디지털 보호주의(digital protectionism)로 변질될 가능성이 큼

<주요국의 의료정보현지화 규정>

국가 규정 내용

호주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전자건강기록법 모든 개인건강기록은 호주 내에 저장되어야 함

캐나다

정보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

(브리티시콜롬비아 州)

개인정보 해외노출보호법

(노바스코샤 州)

일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병원이 보유한 

캐나다인의 개인정보는 캐나다 내에서만 저장 및

접근이 가능함

중국 인류유전자원관리조례

유전자데이터는 중국 내에 저장되어야 하며, 모든 

가공 공정이 중국 현지 기업에 의해 중국 내에서 이루

어져야 함. 외국기업은 중국인의 유전자데이터에 접근

할 수 없음

인도 데이터 보호법 초안
중요 개인정보로 지정된 민감한 개인정보의 저장·
가공은 전적으로 인도 영토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함

러시아 개인데이터법

러시아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이터관리자는 

러시아 영토 내에 위치한 데이터설비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기록·체계화·축적·저장·수정·업데이트·
추출해야 함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의료정보를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함

터키 개인데이터보호법
유전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함

자료 : Cory and Stevens (2020)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33) IBM 디지털무역 제7원칙(Encourage Cross-Border Data Protocols to Accelerate Pandemic Response and 

Medical Research during Global Public Health Crises).



IIT, 국제무역통상연구원 45

● 최근 체결된 FTA는 독립적인 조항을 통해 국경 간 디지털서비스 거래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데이터 현지화조치를 금지함

- 한미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데이터 현지화 금지 조항이 CPTPP, USMCA, 

미-일 디지털무역협정에는 의무규범으로 포함

<주요 FTA에 포함된 데이터 현지화 금지 조항 비교>

구분 한미FTA CPTPP USMCA
미-일 

디지털무역협정

데이터 현지화 

금지
-

의무화

(예외 인정)

의무화

(예외 불인정)

의무화

(예외 불인정)

자료 : 해당 FTA 협정문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상이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간 호환성(compatibility)을 보장하여 국경 간 

디지털무역을 촉진하는 통상규범이 주요 FTA에 등장

● 각국이 상이한 수준의 온라인 개인의료정보 보호법체계를 유지한다면 글로벌 

원격의료서비스 공급자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지 못하고 국경 간 원격의료

서비스가 사실상 제한됨

● USMCA는 개인정보 보호법체계 수립시 APEC과 OECD가 세운 국제원칙34)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체계 간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APEC Cross-Border Privacy Rules’를 제시

<주요 FTA에 포함된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조항 비교>

구분 한미FTA CPTPP USMCA 미-일 디지털무역협정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

국제원칙을 

명시하지 

않음

APEC Privacy Framework, 
OECD Recommendation 및 

APEC Cross-Border
Privacy Rules 명시

국제원칙을 명시하지 

않음

자료 : 해당 FTA 협정문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미-일 디지털무역협정은 웨어러블 기기 등 암호화를 사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에 특정 암호화기술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금지

34) APEC Privacy Framework 및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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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기기에서 측정·수집된 건강·의료정보를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서는 이를 암호화하여 정보의 변질·조작·유출을 방지해야 함

● 미-일 디지털무역협정은 무역협정 최초로 독립적인 암호화기술 조항을 

도입하여 암호화기술과 관련된 독점적 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토록 하거나 

현지 기업과의 공동사업을 강요하거나 특정 암호화기술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엄격히 금지함

<주요 FTA에 포함된 암호화기술 조항 비교>

구분 한미FTA CPTPP USMCA 미-일 디지털무역협정

암호화기술 

강제 금지
- -

암호화기술

강제 금지

(부속서 12-C)

암호화기술 강제 이전 금지,

강제 협업 금지,

특정 암호화기술 강제 금지

자료 : 해당 FTA 협정문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3. 원격의료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통상전략 제언

 원격의료에 필수적인 웨어러블 의료기기, 가정용·휴대용 원격의료기기 등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ITA 적용품목을 확대

● 손목시계, 벨트, 운동화, 모자 등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헬스기기 및 ICT와 

결합된 가정용 의료기기를 ITA 품목에 포함할 필요35)

<ITA 확대협정 품목에 포함된 주요 의료기기의 관세철폐 일정>

HS 품명 2019년 2020년 2021년

9018.11.1000 심전도 2.7% 1.3% 0%

9018.20.1000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2.7% 1.3% 0%

9018.50.1010
레이저 작동식 

안과용 기기
2.7% 1.3% 0%

9022.90.9010 X선 사용기기 부품 2.7% 1.3% 0%

주) 한국 수입관세 기준

자료 : 연구자 작성

35) 구체적인 스마트 헬스기기와 가정용 원격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장현숙 외, ‘2019 주목해야 할 5대 신산업,’ 한국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제3호 (2019) 및 박승혁·박소영, ‘중국 스마트 의료시장 현황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제26호 (20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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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FTA 개정 및 신규 FTA 협상시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는 일부 의료 및 

건강 관련 서비스를 상호 양허하고, 데이터 관련 조항도 포함하여 우리 

원격의료업계 및 디지털 헬스케어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

● 국내 의료현실을 반영하여 전면적인 의료서비스 시장개방보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협상상대국과 공급유형 1의 상호 개방을 우선적으로 추진

- 포괄적 방식의 협상인 경우, 일-EU EPA에 포함된 독일의 원격진료 유보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유보 내용을 정교하게 기술할 필요

● 과도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금지조치, 데이터 현지화조치 등이 국경 간 원격

의료를 저해하는 디지털무역장벽으로 작용하므로 향후 진행될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시 데이터 규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

 현재 WTO에서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합의가능성이 높은 디지털통상

   규범을 선제적으로 우리 FTA에 반영

●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상품과 서비스 및 데이터 이전에 대한 새로운 통상규범을 

논의하는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이 2019년 초 개시

- 현재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EU, 호주, 싱가포르 등 약 70여 개국이 

협상을 진행 중

-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선언,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데이터 현지화조치 

금지, 특정 암호화기술 강제 금지뿐만 아니라 원격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서비스의 추가 시장개방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음

●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합의된 디지털통상규범이 다자규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합의가능성이 높은 규범을 기존 및 신규 FTA 전자상거래 

챕터에 포함하여 변화하는 국제통상환경을 빠르게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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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디지털 헬스케어는 연평균 29.5%의 고속 성장이 전망되는 신성장 산업으로 

합리적인 규제와 시장환경 개선으로 국내 산업의 육성이 필요

● 코로나19 이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

● 우리나라는 뛰어난 의료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높은 시장 진입

규제와 부처 간 중복규제 등이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새로운 수요 창출과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통한 의료비 절감 등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 원격의료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 

● 원격의료의 도입은 건강관리서비스 등 개인 참여형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여 

제약, 보험 등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새로운 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다만, 업계에서는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수가

체계가 수반되어야 관련 시장이 성숙할 수 있다고 평가 

●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원격의료는 효과적 방편이 될 것으로 기대

* 현재 대형병원의 장기처방 중심으로 만성질환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다보니 우리나라는 

높은 기대수명(82.7년) 대비 건강수명(64.4년)이 높지 않음(‘18년 기준, 통계청(2019))

● 대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대면의료에 비해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원격의료 유형을 우선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함 

- 대면/비대면(원격)의 이분법적 논의에서 벗어나, 데이터 활용(측정-통합-분석)의 

관점에서 국내 원격의료 규제의 단계적 개선을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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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 도입 시 예상되는 부작용의 최소화를 전제로 의료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원격의료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

● 법령이 미비하거나 유권해석에 그치고 있는 원격의료 유형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원격의료 도입 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예방

- 이를 위해 기술 및 데이터 표준, 장비‧네트워크, 교육․훈련 체계, 책임소재 

관련 규정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기초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함 

● 현 시점에서 안전에 대한 부작용이 작고 유효성이 큰 원격의료 유형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의료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

- 대면진료의 보완재
*
 또는 대체재

**
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원격의료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평가기준과 이에 따른 법적 허용

수준을 다르게 적용(보완재의 경우 대체재에 비해 완화된 평가·허용 수준 적용)

 * (예시) 원격 자문‧상담, 원격 방사선 영상진단을 통한 2차소견,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만성

질환 관리 등 

** (예시) 원격 응급의료, 전화․화상진료 등

 원격의료 활성화와 국내 원격의료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원격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팬데믹 대응형 통상정책이 필요

● FTA와 복수국간 무역협정 등을 통해 무역상대국과 점진적으로 국경 간 원격

의료를 상호 허용하고 향후 세계적 보건위기 발생시 관련 국가들이 협업하는 

국제공조 기반 마련

● 과도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제한 등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ITA 

대상품목에 원격의료기기를 포함하여 원격의료 인프라를 확충

●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통상규범을 우리 FTA에 

선제적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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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하는 국내‧외 제도 및 통상 요인>

자료 :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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