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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이 산업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의료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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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의료산업

의료산업과 정보통신기술

변화에 미친 영향

W

의료산업의 당면과제와 미래

Abstract
의료산업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급속도로 밥진하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이다

의료산업은 국민의 복지수준과 직결된 산엽으로 국민의 건강을 유지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료산업과 정브통신기술의 관계와 전자의료기기기

산업에 대해 알아보고， 왼격의료와 e →비즈니스가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정보통신기술이
의학교육에 마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정보통신기술의 관점에서 의료 산업이 당명하

고 있는 과제와 미래 변화모습에 대해 예측해 본다

왼격의료는 포탈 사이트 측연에서는 의

료전문가， 환자， 병원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재해 측면에서는 일반재해시와 전쟁시에 활용이
띨 수 있다

또한 e 비즈니스는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에 대한 구입과 선달에 새로

운 방식을 제시하고， 나아가서는 병원，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 보험회사 등 여러 의료관련
기관들을 통합하여 사이버 병원 구축도 가능하게 한다

그라고 의학교육에서는 정보화 및 지

식사회에서 변화하게 될 미래 의료환경의 준비닫 위해 의료정보학이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

정보통신기술이 의료산업에 도입됨에 따라 의료 표준과 보안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표준화
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정보풍신

기술의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래에논 의료전문가와 환자 사이에

서울 1대학교 교수

‘

보안과 인증 문제를 해걸할 수 있는

서윷대학교 박사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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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사라져 의료전문가들은 진료과정 및 병원 관리에 있어서 환자들의 입장을 지금보다 더
욱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I
1

서

론

연구의 배경과 의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우리 생활

산업 활동 등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를 찾아내기

힘틀 정도로 여러 분야 변혁을 가져다 주고 있다

특히， 의료분야에 있어서 컴퓨터 의료기기

원격진료， 각종 의료관리 활동 등 의학분야 전반에 걸쳐서 컴퓨터 응용이 질적， 양적으로 급
격히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 활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시장에 있어 생산자와 소

비자의 직거래가 활성화되듯，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의 거래 방식이 바뀌고 진료의 내
용과 전달체계에 있어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에 의하여 유발되는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존의 의료 관련 행위뿐만 아니라

의료 산업 구조 전반에 걸쳐 변화를 일으카고 있다는 점에서 과히 혁명적이라 말 할 수 있
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활용이 특정 산업， 즉 의료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가

를 고찰하고， 또 앞으로 나가갈 방향을 전망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한 과제이다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의료산엽은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 식료품산업， 의료서비스산업， 화장풍산업 등으로 그

부분을 세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숭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을 대상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전체적 흐름을 살펴보면， 제 2 장에서는 의료산업의 규모와 특성 및 정보통신기술
이 의료 부문과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정보통신기술이 집약된 전자의료기기산
업에 대해 살펴본다

제 3 장에서는 원격의료. e- 비즈니스가 의료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얄아보고， 정보통신기술이 의학교육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마지막

제 4 장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관점에서 의료산업이 당변하고 있는 과제와 향후에 어떻게 변화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I. 의료산업과 정보통신기술
의료산업 (Health related lndustry) 은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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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 판매 · 유통하는 산업으로 그 활동자체가 건강 및 복지 수준의 향상이

라는 사회적 측면은 물론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P~ 력까지도 함유하고 있
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료산업은 국민의 복지수준과 직결된 산업으로 국민의 건강

을 유지시키고 증진시컴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반을 제공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1.

의료산업의 규모 및 특성

국내 의료산업의 각 부문별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표 1 )과 같은데， 의약품산업은 2000 년도
총생산액이 7 조 1.350 억 원으로 1999 년도 7 조 5.040 억 원으로 감소 (-49%) 했지만， 의료기

기산업은

2000 년

(26.6% )을

8.700 억

원으로

1999 년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870 억

왼과 비교해

볼 때

폭발적인

성장

이는 의료서비스에 전자의료기기가 대폭 도입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표

2)

연도멸 의약풍/의료기기산업 총생산실적
(단위
제조업

십억왼)

년도

의약풍

의료기기

합계

1995

6.057

289

6.346

110.826

377.349

1996

6.815

335

7 ‘ 150

120.759

418 .4 79

1997

7.377

401

7.778

130.968

453.279

1998

7.221

435

7.656

137.152

444.508

1999

7.504

687

8.191

148 .402

482.744

2000

7.135

870

8.005

163.283

52 1. 959

GDP

의료산업의 각 부문별 특정을 개괄하연 다음과 같다(백화종.

GDP

2000)

의약품산업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생산기술별， 약효군별로 분화되어 있고， 의약품 연구개발 1
왼료생산， 완제의약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과정마다 각기

다는 점을 지적해 둘 수 있다

다른 지식과 기술수준을 필요로 한

이 점과 관련 국내 의약산업의 현실은 연구개발， 생산구조， 유

통구조， 기업경영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구개발 측면에서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신약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익확보가 가능한 드링크류 같은
제품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영세업체 난립으로 기술수준이 낙후 하다는 점이다

의료기기산업은

1980 년대

중반까지

의료용

소모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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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들어서 전자의료기기에 대한 업계의 투자노력에 힘입어 내수는 물론 수출에까지
전자의료기기가 의료기기분야의 중심을 형성하게 되었다(홍성인.

1999)

의료기기산업은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 국제화 정도가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소기업이 단순 범용기기의 생산 및 간접판매에 의존하고 있으나 전문

기술을 갖춘 중견기업의 경우 개도국 시장에서 선진국 제품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기술수준도
선진국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초음파진단기. MRI 등의 의료기기가 동남아 지역

에 꾸준히 수출되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도 수출과 아울러 합작형태의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하
고 있다

2.

그리고 수술기구 같은 단순 의료기기의 경우도 해외로 생산라인을 이전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의료 부문의 결합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일자리의 창출 및 인플
레이션의 억제를 통해 경제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 통신 기술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이 가져다 주는 편리성 때문에 현재 인터넷의 사용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

며， 다른 어느 기술보다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인터넷 컨설팅 및 개발업체인 NUA1) 는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가의 수가 2002 년 2 월 기준으로 5 억 4 천 4 백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2)

Date; 2002 , 3.31
Sourιe Nua( lr\IWW, nua , iel

The Number 01 Internel Users all over the world
전세계 인터넷이용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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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 ; Million

2

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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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r 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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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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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IRIIC Korea Ne!wo rk Informatlon Center
〈그림

1>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 현황

1) www.nua.ìe
2)

한국인터넷정보센터

(http://stat. nic. or. kr) 의

통계보고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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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폭발적인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로 인해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병왼， 약국

보험회사 등 의료 기관들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활용은

이들 기관 역시 정보통

신기술 도입을 통해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제는 대부분의 병원이 흠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병원을 홍보하고， 건강 관
리 및 병치료와 관련된 정보쓸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예약 서비스 및 상답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판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최신 기술논문이나 정보， 필요한 문헌， 뉴스 등을 검색 ·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이 의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그 폭이 커지고 있다(문성기

외 2 명. 2000)
정보통신기술이 의료 부문과 결합할 경우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
며， 병원 빛 의료기관들의 자왼이용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의료부문은 개인의

삶의

짐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적절한 정보의 제공 빚 윈격의료의

수행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이랴한 정보제공 장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이트들이

바로

physical porta l.

patient porta l. hospital portal 과 같은 다양한 포탕 사이트들이다 이용자들은 포탈 사이
트들을 통해서，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나， 새로 발명된 의학기술이나 약품에 대한 정
보， 건강상식 등을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의 건강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B2B. B2C. B2G

전자처방전달체계와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근간으로

더불어
의료분야

형태의 각종 비즈니스 모델들이 속속 등장해서 과거의 의료체계를 획기적

으로 개선시키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병원과 환자， 병원간，

병원과 의약 및

의료기기부문간의

연결고리로서

인터넷을 이용해 과거보다 더 효과척으로 프로세스쓸 개선해서 내부적으로는 경영의 효율성
을 높이고 외부적으로는 국민의 의료혜택을 향상시키고 있다
은 서비스릎 제공하기 위해 진료

왼무 ·경영

교육

품개발 등 각 분야에 컴퓨터 · 동신 · 원격시스템 등의

인사

즉， 의료서비스분야에 수준 높
구매 ·의사소통

생산·물류·제

첨단기술을 이용해 의료산업에도 디지

털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의료시대에서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와 함께 최상의 질과 정확한 진료를 대기시

간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하는 것이 생공윤 판가픔하는 최대 관건이다
관들은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PACS) . 주문자처방전딸시스템 (OCS)

정보화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플 위해 의료기
전자차트시스템

등

다양한 의료정보 및 의료기기 전문업체들이 보건의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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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개발하고 디지럴관련 첨단의료기기를 선보임으로써 의료산업계의
정 보화가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다

전자의료기기산업

3.

가

전자의료기기산업의 정의와 현황

최근 선진국에서는 보건산엽을 정보통신， 신소재， 메카트로닝스 분야와 함께 4 대 핵심전략
산업으로 주목하고 21 세기 국가핵심산업으로 전략화 하여 국가적 투자를 하고 있다

보건산

업의 한 분야인 의료용구 3) 산업은 질병의 진단， 치료， 재활 및 예방수단에 이용되는 기기 및
용품을 다루는 산업이다

더욱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

고 있는 산업이며， 경제수준의 향상， 국민 평균수명의 연장， 복지향상에 대한 인식제고 등으
로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의료용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

고

있는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서，

국가적인

육성이

필수적인

산업분야이다(정두채，

200 1)
의료기기산업

하고 고부가가치

중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자의료기기산엽은 대상 품목이

첨단산업으로 선진국의

중점

관심산업의

매우 다양

하나로 발전되고 있으며， 생산과

지식이 결합된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 (Knowledge→ based industry) 이라 할 수 있다

의료기기 산업은 전자공학 기술의

전자

급속한 발전을 배경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 전자계산

기， 통신기기， 전기계측기 등과 함께 전자산업의 중요한 한 분야를 형성하고 있다

전자 의료

기기는 입상의학 분야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인체에 대한 생물학적， 의학적 지식과 전기， 전
자공학을 중심으로 캠퓨터， 기계공학 등의 공학기술을 응용하여 제작한 모든 기구， 기기 및
장치를 의미한다
전자의료기기는 사용목적 및 대상， 이용기술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될 수 있으며， 심

전계， 맥진기， 관찰모니터 등의 생체신호계측 및 감시장치， 의료정보를 제공하거나 네트워크
를 통해 진단하는 의료정보 전산시스템

CT. MRI

초음파 영상진단기 등의 의료영상진단기

기， 전동 휠체어， 초음파 지팡이 등의 재활 및 보조장치， 각종 분석장치 빛 겁사장치， 인공장
기， 전기전자 및 레이저 수술기기 및 쇄석기 등의 치료 및 수술장치， 소독기， 전자혈압계， 혈

당측정기 등의 가정용 의료기기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홍성인.

3)

1999)

본 연구에서는 의료용구와 의료기기를 통일하다고 간주해서 혼용해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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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료기기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0 년 기준 세계 전자의료기기 시장에서 미국， 일
본， 유럽 등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124 억 틸러， 유럽

로 세계시장의 약 87%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7 억 달러， 일본 37 억 달러

단일국가로는 미국과 일본이 전제 시장

의 64% 를 차지하고 있어 양국의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을 제외한 대만，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는 규모는 12 억 탈러로
전체시장의 5% 로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전체 시장 성장률을 살펴보연 99 년 222 억 달리에

서 2000 년 236 억 달러로 6.3% 의 성장을 기록했다
기기 시장에서

그러나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의료

X-ray. 보청기， 방사선기기 등의 시장 규모는 감소

정체 중에 있고 정보통

신기술이 집약된 치료기기， 전자의료기기 등은 성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김동석.

나

200 1)

전자의료기기산업의 특정

최신 정보통신기술이 사용되는 전자의료기기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홍성인，

1999)
첫째， 전형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산업이다

전자의료기기는 종류가 수 천 가지가 넘으며，

생산수량은 품목당 10 만대를 초과하는 품목이 거의 없고， 대체로 연간 만대 미만이 생산되고
있다

제품의 종류， 기종이 여러 갈래에 걸쳐 있고， 의료기관마다 사용방식에 차이가 있으므

로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응용기술이 빠르게 변화하여 제품의 수명주기

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대량생산에 적합하지 않고 생산방식이 유연해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개도국들은 개발바 부담 및 시장확보의 어려웅

으로 산업 구조가 취 약하다

둘째，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가의 첨단고부가가치 제품시장과 중소기업 중심의 다품종 소량
품목시장이 구분되어 있다

즉， 초음파.

MRI. CT

등의 고가 장비는 선진국의 소수 대기업

들이 주도하고 있고 생체계측 빚 검사장비， 임상분석기 등의 제품들은 전문 중소기엽틀이 시
장을 장악하고 있다
셋째， 가격이 비탄력적이고 규격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다

전자의료기기는 인체를 다룬다는

특성 때문에 병원급 시장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은 상당히 낮으며 품질에 대한 안전성 보장이
중요하다

특히 사용자가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며， 인간의 생명을 다룬

다는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기존 선도업체의 제품이 선호되고 있어 신규업체의 시장참여가
매우 어려우나 일단 확보된 시장은 안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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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대비 성능비교를 통해 구매가 이루어지는 추세가 두드러지연서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높
아지고 있다

또한 전자의료기기는 여타 전자기기기보다 한 단계 위의 안정성 관리가 요구되

며 각국마다 FDA , TUV , CE marking 등의 안전규격을 통하여 전자의료기기를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규격을 획득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신규 업체의 침투가 매우 어

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초기 개발비 등 연구개발비의 부담이 크다

전자의료기기는 약사법의 규제를 받으며，

기기의 제조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임상데이터가 펼요한 경우가 많다
로 인해 제품개발부터 시장참여까지
다

2-5

이

년의 장기간이 요구되어 연구개발비의 회수가 더디

다른 소비재 시장보다 시장규모가 훨씬 작고， 제품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수

반되는 자금부담이 크다

또한， 의료기기에 적용된 기술이 의료기기 자체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거의 없고 다른 분야의 기술을 접목한 것이 많기 때문에 경쟁사에 대
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면 빠르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신제품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의 부담이 크다

다섯째， 기업 간 인수합병 및 전략적 제휴가 활발하다

세계 전자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경

쟁이 치열하고， 의료기기 업체간 적대적 경쟁과 동시에 협력도 추구하는 전략적 제휴 및 인
수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내시경을 비롯한 N eurosurgery , 3 차왼 초음파 진단기와

같은 성장기에 있는 몇몇 전자의료기기 시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전자의료기기산업이 성
숙단계에서 포화단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많은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데 필요한 규모

의 경제， 범위의 경제， 스피드의 경제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핵심역량을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기술개발비용은 갈수록

증가하지만， 제품수명은 짧아져 그만큼 개발기간의 단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완적 기술력을

가진 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여섯째， 정부 의료정책의 영향이 크고. 특히 시장형성에 의료보험수가의 영향이 지대하다
대부분의 전자의료기기는 수요처가 병원， 진료소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일반 경기변동과

더불어 정부의 의료정책 변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의료보험수가가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와 직결되기 때문에 전자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인정되는 보험수가의 동향이 전자의료기기 수

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한 예로 1990 년대 초 급증하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고자 했던 미

국의 의료보험 개혁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의료기기 시장은 물론 세계 전자의료기기 시장이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일곱째 1 수입관세 및 규제가 거의 없으나 안전규격 및 품질규격을 통해 보이지 않는 진입

58

정보통신기술이 산업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의료산업을 중심으로-

장벽이

형성되어

있다

전자의료기기산업이

수입관세 및 규제가 거의

없으나

국민보건파 관련된 산업이라 대부분의

선진국 시장의

진입장벽은

FDA. UL. ISO

국가에서

등의 규격을

획득하기가 어려워 높은 편이다

다

전자의료기기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요인

전자의료기기시장이

활성화되는 원언을 의료비용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압력과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료공학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의료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의료 혀1 태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 움
직임이 있었다
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점차 소비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그플의 사회적 권리라는 시각에
이런 상황에서 기엽은 총비용을 낮추떤서 의료혜택을 향상시키고자 침단 의료

공학이 적용되고 있는 전자의료기기릎 도입해서 의사 및 환자 뿐반 이니라 사회 · 경제 전반
에 걸쳐 명백한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더불어

의료공학의

발전은 신제품 개발에

커다란 영향을 ll] 치고 있는데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는 다음 네 가지를 틀 수 있다(김현청.
첫째， 조직공학분야이다

는 실험실에서

이중에서

급속한

2002)

노화원 인처1 조직 혹은 손상된 조직의 치료와 대체를 가능하게 하

배양된 뼈， 연골， 혈관‘ 피부 같은 인조조직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둘째， 나노기술분야이다
고 다니면서

인체

분자수준에서의 조작이 가능하게 하는 나노기술의 경우 혈관을 타

장기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초소형의료로봇을 만틀 수 있는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스마트 의료기구분야이다

저장， 이동성， 무선기술 등의

확산되고 있는 포스트 PC 의 시대가 데이터 변환， 메모리，

최신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세대의

의료제품으로 유도되고

있다
넷째
다

e~ Healthcare 분야이다

정보기술에

인터넷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자

환자

대한 요구는 의료공학사회에서도

높아지고 있

의료 8] 지출자 사이에 표준을 공유하려는 의료 정

보의 수단으로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전자의료기기 산업은 더욱 받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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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보통신기술의 의료산업 변화에 미친 영향
1 . 원격의료 (Telemedicine)
정보통신기술 중 특히 인터넷이 의료부문과 결합하여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용어 중의 하
나가 바로 왼격의료이다

원격의료란 말 그대로 멸려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의사와 환자가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연서
나， 의료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한다

환자가 의료전문가로부터 진료를 받거

즉， 정보통신의 다양한 기술들과 의료서비스가

융합된 개념으로 의학영상 · 동영상 · 환자기록 둥 각종 데이터를 통신망을 통해 주고받는 것

을 말한다

원격의료는 원격진단 · 원격진료 • 왼격회의 · 재택진료 등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원격의료는 진단 및 치료를 받는 환자와 진료를 하는 의사가 동일 장소에 있지 않고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없는 정도의 거리를 두고 펠어져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진료행위를
지칭한다

특히 환자가 자신의 집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재택진료라고 언

급한다

가

등장배경

원격의료의 등장은 전화가 처음 사용되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예를 들어 1877 년에

21 명의 의사들이 지역 약국과의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전화교환장치를 만들었던 것
을 일종의 초기 원격의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초기의 노력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의

료서비스의 전달에 사용한다는 왼격의료에 대한 광의의 정의에는 부합하지만 현재와 같은 특
성의 원격의료는 주로 지난 30 여 년 통안 발전되어 왔다(안중호.

2000)

현재의 특성을 지닌 원격의료는 1970 년대부터 개념화되기 시작하였는데

1970 년대의 정

보통신 인프라는 비디요나 오디오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으며，
이를 실현시키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요구되었다
현실로 실현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1970 년대의 개념적 연구가

비록 1970 년대의 원격의료에 대한 시도들이 대부분 무위로 툴

아가기는 하였지만 일부 성공적인 시도툴도 존재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Alaska 에서의

Radio Medical Network 이 다
이 프로그램은 Alaska 의 외딴 마을의 주민들에 대한 왼활한 의료 서버스 제공을 위해 고
안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Alaska 의 외딴 마을의 의료 보조왼들은 Indian

Service Care 에 의해 수립된 지시사항에 따라서 환자틀을 진료하도록 엄격하게 훈련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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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마일 떨어진 보다 큰 도시의 의사틀로부터 환자들을 진료하도록 허가되었다

이들은 매

일 정해전 시간에 라디오를 통해 도시 의사들에게 환자틀에 대한 정보와 치료내용을 송신하
였다

송신이 이루어지면 도시의 의사들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 보조원들에게 특정한 치

료방법이나 사후 판리 서비스에 관한 지시를 해 주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프로그

램은 비록 단순한 기술만을 사용하고 있지만 Alaska 의 외딴 마을의 의료서비스의
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과 의료부문의

결합이 특정한 상황에서

질을 향상

개인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예가 되었다
1970 년대에 개념화되었던 원격의료는 1990 년대에 들어서면서 현실 속에서 실현되기 시작

하였다

이는 미국 정부의 정보고속도로 (information

진과 고속 정보통신기술의

super highways) 에 대한 강력한 추

발달， 상호작용적인 왼격회의 시스템의 개발

빔에 대한 관심의 증가 등을 주요한 요인들로 들 수 있다

통합 건강관리 시스

이 시스템은 본래 기업에서 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직원들간의 화상 회의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이에 대한 연구
가 지속되어 비용은 감소하고， 질은 높아지연서

시작하였다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비록 X-ray 와 같은 방사선 영역에 있어서는 고해상도와 회색조의 미세함 명암，

엄청난 데이터 볼륨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실현되기에는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

외의 많은 영역에서 원격 회의 시스템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런 원격의료는 크게 포탈 사이트 (Portal site) 측면과 재해 (disaster)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 볼 수 있다(안중호.

나

2000)

포탈 사이트 측면

1)
현재

의료전문가를 위한 포탈 (Physician

병 · 의원에서

porta l)

사용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은 대부분

physician practice mana-

gement system(PPMS) 라고 불리는 업무관리용 소프트웨어나 재무관리용 소프트웨어에 한
정되어

있다

이들

PPMS 애플리케이션틀은 스케줄링 기능과 지불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의뢰 관리 시스탬이나 전자 의무 기록으로의 연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PPMS 의 광범위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직도 병 · 의왼의 자동화는 일반화되지 못하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은 병 · 의원 업무의 자동화를 촉진시키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인

터넷을 이용할 경우 클레임들과 기타 다른 행정적인 절차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으며， 치료와 판련된 정보를 환자들에게 손쉽게 전달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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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적절한 physician portal 을 형성하기

위해 많은 회사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회사들은 다른 시스템들과의 통합이 가능한 의료
응용시스템들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Physician portal은 말 그대로 의사들을 위한 포탈 사이트로 의사틀을 위한 다양한 서비
스들이 제공되고， 의사들의 가상 조직이 형성될 수 있는 사이트를 말한다

2) 환자를 위한 포탈 (Patient porLa l)
Patient portal 역 시 말 그대 로 환자들을 위 한 포탈 사이 트를 의 미 한다

Physician

portal 0 1 의사들의 업무수행상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 및 정보의 제공을 통해 의사들이 제
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면， patient portal 은 환자들

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이 정보 불균형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입파워먼트 시키고，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가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며 , 환자가 진료서
비스를 보다 펀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Patient portal 은 특성상 어떤 정보시스템이나 거래처리 시스템과는 거의 관련이 없으며
주로 상담 서비스의 제공， 정보의 제공 등과 같은 서비스의 제공과 많은 관련을 맺고 있다

3)

병원을 위한 포탈 (Hospital

porta l)

Hospital portal 은 physician portal 과는 달리 병왼이 개별적으로 제작 • 운영하는 포탈
사이트를 의미한다

앞에서 설명한 physician portal 이나 patient portal 은 의사나 환자가

아닌， 제 3 의 기업에 의해 제작 ·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나 hospital portal 은 병원의 운영상
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1 병원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병원에서 직 · 간접적으로 제작

운

영되는 경우가 많다

4) 비용지불과 관련된 영역을 위한 포탈 (Payor porta l)
지불， 보험료 산정 등의 비용 지불과 관련된 영역은 진료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는 않지만， 의원들이나 병원틀에게 업무상 많은 부담을 준다

보험 산업의 발달로 인해

의사들이나 병원들은 여러 지불 기관 및 보험 회사틀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이들과 거
래를 지속해야 한다

Payor portal 은 이러한 업무를 인터넷 상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거

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업무와 비용의 절감을 가져다 준다

Payor portal 은 앞에서 언급된 3 개의 portal 틀과는 달리 정보 제공이나 커뮤니티 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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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산업을 중심으로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지불 가관 및 보험회사와 의사 및 병원간의 거래에 수
반되는 업무와 비용을 감소시카는데 초점을 둔다

다

재해

(Disaster) 측면

윈격의료는 일반척인 상황에서도 사용자들에게
지가 가장 빛나는 영역은 재난 영역이다

많은 효용을 가져다주지만

원격의료는 재난 발생 시에

하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릎 세공함으로써

왼격의료의

가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재난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한다

1 ) 일반 재해 시에 이용되는 왼격의료
사회에는 많은 재난이

존재한다

폭풍， 폭우，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도 있으며， 교통사고，

폭발， 화재와 같은 인간에 의한 재해도 존재한다
용하기

위해

연구

management

중은 원격의료

nctwork.

응용

virtual

통신시설의 파손에 영향을 적게

장치에는

reality.

computcl 등이 있다 (Victoria 외 1 인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wireless broadcast media. disastel

personal

1999)

받는다는 장점이

활용되고 있거나 활

digiLal

이 중 특히
있다

assistant.

wearable

무선 통신은 재난에 의한 기간

물론 전파 송신탑이나 기지국， 재생

기의 파손은 무선 통신을 불가능하게 하지만， 유선 동신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영향을 받는
다

따라서 재난 상황에서 통신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서럼 무선 기술을 활용한 왼격

의료는 일반 재해 시에 발생한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2)

군사 영역에서의 왼격의료

전쟁이 발생하면 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부상을 당하며， 부상당한 사람들에

대한 응급

조치 및 차후 치료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보플 전달할 수 있는 원격의료가 군사 영역에서 많
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군사 영역에서

의료서비스릎 전달하는데

의료 서비스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웠다

있어서의 가장 큰 푼제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과거에는 이려한 문제로 인해 부상병들에게 적절한 의료

그러나 원격의료는 의사틀과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보다 긴빌하게 협력할 수 있도룩 하며

시

의사들과 전푼 의료서비

스 제공자들간의 긴빌한 협조릎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원격의료를 이용할 경우， 전쟁터에

있는 의무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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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에게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전문가플로
부터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법을 지시 받을 수 있다

즉， 원격의료는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의사 및 환자를 연결함으로써 환자를 수송하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치료를 가능케
하여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시간과 비용의 절감에도 기여한다

라

의료산업에 미진 영향 및 현황

정보통신기술은 의료부문과 결합하여 병왼 및 의료기관들의 자원이용효율을 증대시킨다
왼격진료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직접 병왼들 찾아가야 하는 수고를 덜어준다

이러한

원격진료는 감기나 배탈， 두통과 같은 가벼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틀에게도 많은 편의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특히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원격 진료는

재난을 당하여 응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통안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의료기관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이송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환자에
게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에 대한 전문가의 지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위급한 상황

에서뿐만 아니라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으로도 활용
될 수 있다

이렇듯 원격진료는 환자와 의사가 통일한 공간에 존재하지 않아도 진료 및 치료

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 국방성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
틀의 지원 아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었으며

1

온라인을 통한 재택의료， 무선매체를 활용

한 환자의 지속적인 상태 측정 등은 이미 실용화되어 일부 병원들을 통해 제공되고 었다
그러나 왼격 의료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축에 많은 비
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한적으로만 제공되고 있으며 현재 일반화되지는 못하고 있
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왼격의료 서비스의 대부분은 이미 기반구조가 구축되어 있는 전화，

라디오， 팩시밀리나 e-mail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Virtual reality( 가상현실)나

telerobotics 등의 기술에 기반한 원격의료 서비스는 아직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2.
가

e-비즈니스와 의료산업

등장배정과

e

비즈니스의 효익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양하고 유용한 자료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인터넷의 장점 때문에 전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e- 비즈니스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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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돌입，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은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교류의

어떤 기업

장을 만들고 있고 !E 어떤 기업은 웹사이트를 통해 자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의료분야에서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의료부문은 우리의 생
활과 직접 밀착되어

있는 부문이라서 더욱 정보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고

현실적으

로 인터넷 상에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병원의 수가 기하급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제공하는 서
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손상영 외

이런 가운데

1 인，

의료산업에도 e 一비즈니스 4) 의 도입이

1998)

활성화되고 있다

e 비즈니스는 경제주

제간 거래 방식을 전자적으로 치리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 위해 조직구조
가 변하고 시장 구조가 변하며 나아가 산업구조까지 변모시킬 가능성이

미가 있다

즉

충분히

크다는데 의

이는 변화된 거래 방식에 적용하기 위하여 조직 내 활동을 효율적으로 재배

치해서 조직구조에 변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으며 조직 외적으로는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새로
운 재화와 서비스의 선택 및 제공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기존의 경쟁관계와는 또 다른 양상을

도출하게 될 것이다(이견직 외 2 인，

2000)

이미 선진국에서는 인터넷이 병왼과 환자
적

병원간

병원과 의약 및 의료기기부문간에 전자

컨텐츠， 공동체， 상거래 및 진료의 제공을 위한 연결 통로로서 고객욕구와의

범위

확대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Bernard ，

병 · 의왼 경영의

2000)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노력과 이를 넘어

이

상호 교호적

뿐만 아니랴 기업

보건의료 및

통한 시너지적 비용절감 및 효파증대에까지 그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관련산업의
이처럼

내적으로
세분화릎

디지털화의

진

전과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확산 및 가치의 이똥은 보건의료부문 내부 조직 및 산업의 구조조
정 수단으로 자리 매검하고 있다(이견직，

2001)

마소토 (Masotto) 는 기업이 전자상거래룹 통해 추구 할 수 있는 효익은 마케팅
왼， 공중 관계‘ 내부 의사소통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Masotlo ，

소비자 지
이것을 의료

1995)

산업에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케팅 측변에서
많은 정보의 제공

병 · 의왼은 환자들과의 관계 증진， 정보를 찾고 있는 고객에게 더

다양한 피드백 정보의

획득을 통한 고객 서비스 강화， 유통 경로에서

발

생하는 비용의 급격한 감소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둘째，

펴보면

4)

병 · 의왼은 전자상거래플 도입함으로써 고객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고객 지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본 연구에서 언급헤어지고 있는 천자상거래를 광의보 해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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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

;，11 공되는 제품 · 서비스에

e

비즈니스와 혼용해서

대한 정보를

사용하기로 하겠다

*행營↑홉報훌홉훌훌

지속적으로 줄 수 있으며 , 고객의 요구와 불만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 고객과 유대를 강화
할 수 있다

셋째， 전자상거래 도입으로 공중 관계 (Public relations) 측면의 병

객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병

의원의 효익은 .CD 고

의왼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으며. (2) 투자 정보와 구애정

보를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공중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를 도입함으로써 병

의원이 얻게 되는 내부 의사소통 측면익 이점

은 프로젝트 공동 수행， 아이디어 공모 및 그룹 토의 등이 가능하게 되며‘ 팀

부서 간 의사

소통을 통합적으로 진행하고 조직학습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e

비즈니스가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중대형 병 · 의왼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홍보 및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의 의료정보 획득의 기회도 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e 비즈니스는 대상자의 의료 욕구에 대한 상호작용을 이루는 새로운 기
회를 창출하고 또한 보건의료 관련키기에 대한 구입과 전달에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e- ll ] 즈니스는 여러 병원，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 보험회사 등 여러 의료관련 기
관들을 통합하여 사이버 병왼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e- 비즈니스가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컨텐츠
〈그립 2) 와 같이 살펴 볼 수 있다(이견직 .

공동체， 상거래， 진료의 네 가지 범주에서

2001)

컨텐츠의 영역은 건강과 질병정보， 온라인 의사소통， 그리고 자동치료도구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료기관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의료광고， 건강 및 질병에 대
한 정보제공. 의사 · 의료기관

등을 제공해 준다

의료서비스의 선택， 의료상담 및 소비자 서비스 확대의 기회

또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와 소비자간에 있어서는 제품광고， 건강정

보제공 및 소바자 서비스 확대의 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의료기관과 제조업체간에 있어서

는 제품 및 서비스의 광고의 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다

다음으로 공통체의 영역은 웹기반의 의사소통， 네트워킹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료기관과
소비자간에는 환자간 모잉방， 환자 모니터링

예약 및 등록 서비스， 소비자 정보 및 서비스，

제공자의 선택 폭 확대의 기회를 생산하게 된다
및 서비스

또한 제조업체와 소비자간에는 소비자 정보

제공자 선택 혹은 확대의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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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회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의료기관과 소비자간에
험판매의

기회 등올 제공한다

있어서는 온라인 쇼핑， 건강설계 및 보

또한 제조업체와 소비자간에는 온라인 쇼핑

기회 등을 부여하며 의료기관과 제조업체간에는 구매 및 조달기능

및 인터넷 약국의

공급망 관리 및 전자시장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면 타 부문

전자상거래와 달바

의료부문 전자상거래는 진료의

67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

*￥營↑협報훌옵훌

진료의 영역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치료의 기록， 측정， 모니터， 관리， 그리고 배달 등을 수행
하는 사이트나 실체가 포함된다
의료부문에서 전자거래가 가장 크게 부상될 분야로는 인터넷 의료광고， 인터넷 약국， 인터

넷을 통한 의료용품 판매 분야를 틀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먼저， 인터넷 의료광고는 상업척 목적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공되는 정보
의

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의

가이드라인이

될만한 외국의

Internet

Healthcare Coalition의 e-Heal th code of ethics 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5)
첫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사이트를 통해서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익

이해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 q(Candor 의 왼칙)

둘째， 거짓 없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비자를 속여서는 안된 q (H onesty 의 왼칙)
셋째，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Quality 의 원칙)
넷째， 사용자 개인 정보가 수집되고 사용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알리고

사용자의 똥의를 얻어야 한 q (l nformed Consent 의 원칙)
인터넷 약국은 전자적인 매체를 통하여 의약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상공간을 말한다
현재 인터넷 약국은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가능한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허용에 대한 문
제와 해외 의료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의 거래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의료기기의 판매는 의료기기의 판매업소 개설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의료기기
를 판매하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e- ll ] 즈니스와 의료계의 변화 중 최근 정부 주도로 실험 운용되고 있는 “의약품
유통 종합 정 보시 스템 (HELP line: High quality easy system and fast service line l"
이

있다(김주형.

2000). 1960 년대 시작된 미국의 조직간 정보시스템 (inter-organization

system) 중 AHS(American Hospital Supply) 에서 본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조직간 정보
시스탬이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 재고관리 및 주문 처리의 효율성을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확
연히 얄 수 있는 방법이다

기본 원라는 병원. 제약회사. 건강보험 심사왼과 지불수단으로의

은행간에 네트원을 형성하고， 이 조직틀 간에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에 중점이 있어 생산， 판

매， 재고 관리가 정확하고 쉬워지며 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료

비용 중 의약품 및 소모품 비용이

이들 가격을

5)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http://www .ihealthcoalition .org/ethics/ehcode.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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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결정， 고지하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쟁에 의한 구매 비용을 줄일 수 없다는 큰 단
점이 있다

3

가

으|학 교육

등장 배경

의학의 어려움 중 하나는 인간과 사회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의학

분야의 기술발전으로 신약개발 및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로 인해 의학지식은 급격히 팽창하고
있어 이를 적절히 사용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도말하였다고 본다(김주형，

데 효과적인 의학교육을 하기에는 향후 많은 어려움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진들은 현행의 의학교육이

발생할 수 있다

2000)

이런 가운

현행 의과대학 의학

최신 진단 및 치료기술을 포함하는 입

상의학적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관행적인 의학교육을 답습하고 있어 현재는 물론 미래 의

료환경에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의과대학생과 잉상의사틀은 날로 새로이

제공되는 최신 의학정보에 과잉 노출되어

고 있다 (Piemme ，

있어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

1998)

특히， 의학교육 중에서도 대학원 의학과 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라는 공통점이

수강생이 의사

있지만， 각자가 소속된 직장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생들은 수련의 과정을 이수하면서 동시에

대학왼을 다니고 있으며

로서 대학원 과정에 적을 두고 있기도 하다

다만 수강생의

역할을 하며， 정상적으로 대학왼 과정을 이수한다
있는 공통과목의 경우이다

많은 수강

일부는 개엽이나 봉직의

일부만이

기초학 교실에서 조교

또 다른 어려움은 대학원과정에 개설되어

세부전공이 다른 여러 부류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통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강의주제를 선정하고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시키는 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수강생 각자의 현실적인 처지와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출석률을 높일 수 있

는 수업시간을 정하는 것도 해결이 어려운 것 중의 하나이다(노승무‘

2000)

아마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네트워킹이라고 많은 의학
자들이 언급하고 있다(조훈 외

l 인，

2001)

대표적인 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강의인 가

상 교육을 들 수 있다

나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의학교육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의학교육은 강의 방식 측면에서의 가상 교육과 정보화 및 지식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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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화하게 될 미래 의료환경의 준비를 위한 의료정보학 도입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현재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가상교육 개념은 여러 나라에서 서로 다른 모습
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기존의 대학이나 원격교육대학의 교육 방식을 전자화하려는 노력부터

기존 대학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상대학을 설립하려는 노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인터넷이 세계적인 통신매체로 이용되기 시작한 1990 년대 중반부터 수를 헤아리기 어
려울 정도로 각 나라의 대학 수준에서 가상수엽이 많이 개설되었다

의료부분에서도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의 일부 학부과정 수업이 인터넷 등 온라인
네트왼을 이용해 전달되는 형태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런 형태는 가장 일반적인 가상교육으

로 전통적인 왼격교육과 유사하게 진행되면서 전자우편， 전자토론을 이용한 상호작용 기회를
확대하거나 교수자가 교실수업과 같은 형태로 비실시간 수업을 제공하는 종류， 인터넷의 웹

을 이용하여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하는 종류 퉁이 있으나 국내의 경우 대부분 전
자우편과 비실시간 상호작용 및 수업 제공이 주를 이루고 있다(박현애 외 1 인，

2000)

충남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동안 사이버 강의를 진행한 후에 실
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상강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의학과 과정，

특히 공통 과목의 경우에 적용하기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밝혔다(노숭무，

2000)

의료정보학 (Medical Informatics) 은 급변하는 미래 의료환경을 대비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에게 필요한 필수 정보학 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보기술 및 정보 기초개념을 학습하
여 미래 정보화 기반사회에서의 정보와 의료를 통합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1999 년 3 월에 의료정보학교실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설립된 것으로

기초로 많은 대학에 설립되고 있는 추세이다

의료정보학은

AMIA(American Medical Informatics Associaiton) 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크게 7 가지 분야로 정의 될 수 있다
첫째， 컴퓨터 조작 방법이다

의료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이 아무리 훌륭하게 결합된다 하더라

도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기술을 다룰 수 없다면 혼란과 부담만을 초래한다

따라

서 의료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특히 효과적인 컴퓨터의 활용에 대한 연구
와 조사가 이루어져서 디지털의료시대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의료정보학의 목적이다

둘째， 통신분야이다

대용량 멀티미디어 정보의 고속 전송이 펼요한 의학분야의 특성상 통

신 기술에 대한 이해와 통신 기술을 의료 분야에 활용하는 방볍 및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활용 영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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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보의 검색과 관리 분야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새로운 발견이나 새로운 치료법의 개

발이 즉시 입상에 적용되고 있어 의료 부문 종사자틀은 그와 관련된 많은 논문이나 보고서플
을 검색하고 그 지식을 홈수하여

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

정보를 겁색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이것을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폭 의료 정보의 체계적인 분류방법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컴퓨터 보조 학습 (Computer

Aided Learning: CALJ 이다

이것은 컴퓨터와 캠퓨

터에 저장된 여러 학습 자료를 이용하이 상호 작용 하에서 의학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실

제 상황의 재현뿐만 아니라 가상의 현실까지 섣현할 수 있는 컴퓨터기술을 통해 교육의 효용
과 능률을 높일 수 있다

다섯째，

환자관리와 의사결정

분야이다

의료부문에서

의사결정지왼시스템 (OSS) 을 통해

의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자료나 지식을 제공하며， 특정 환자의 진료시 득정 환자에
게 적합한 진단과정을 제시하고， 의사의 판단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푼을 행할 수 있다

현재

의료 부문에서 OSS 가 활용되는 범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여섯째， 의료사무관리(왼무)

분야이다

병 · 의원에서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각종 정보를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무처리에 활용함

으로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켜주고 병상과 같이 한정된 자원들의 활용도를 높여주
며， 의왼에서논 의사들이 진료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곱째， 병원정보시스템 (HIS) 분야이다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병원의 각 영역을 서로 연결

시켜 정보를 교환하고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이라한 시스템의

구츄과정 벚 시스템의

운영절차， 그리고 시스탬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한계점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맺히 이루
어져야 한다

IV
[

의료산업의 당면과제와 미래

당면과제

지금까지 정보통신기술이 의료산업에 도입된 후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

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은 지금보다 더 빠프게 발전할 것이고 1 이에 따라 의료산
업도 지금보다 더

많이 변화할 것이다

그러나 양자간의 결합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지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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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표준화， 보안 등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정보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산업 전반의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한 표준 선점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특히 의무기록은 의료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 내용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일

찍부터 전산화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의료정보는 보건의료의 업무개선과 발전을 위해 활용되

어지는데. 많은 관련된 사람틀이나 기관이 이들 정보를 취득 활용하면서 보건 의료 대상인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의료정보화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게 유통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정보가 원활하

유통이 되려면 정보를 제공하는 쪽과 받는 쪽 사이에 약속이 필요하고

이틀 약속이 표준화이다

표준화는 의료행위를 나타내는 용어의 표준화부터 진료기록의 형식

및 서식， 이들 정보를 통신하는 방법， 이에 필요한 기자재 등의 표준화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료 정보의 표준화는 이러한 정돈되어 있지 않은 체계를 가장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형태로 정의함으로써 진료행위 및 이에 관련된 모든 업무에 참가하
는 모든 행위자들에게 일관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한다(조한익.

1997)

이런 의료정보의 표준화는 기술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정보기술만이

표준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보건의료정보 표준화는 초기단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해결 되야 할 과제는 거의

무한하다

초고속통신만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관간 의료정보의 교환과 공유를 위한 전자의무기록표준화는 입상 분야별 진료정보 · 의
학정보 · 간호정보 · 영상정보 · 검사정보 · 약품정보 · 물류정보

7. DICOM

등이

표준화되어야

하고

HL

등 네트워 통신 프로토콜의 표준화도 선행되어야 한다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와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의료정보가 누설될 경우 실제

로 환자의 사회적 고립뿐만 아니라 생명도 위협하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과 보호를 필요로 한
다

그러나 디지털 의료시대의 도래로 의료기관간에도 의료정보의 교환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정보는 의사 · 간호사 등 사용자 식별을 통한 진료 기록의 접근 통

제 및 사용권한에 따라 의료정보의 암호화 수준 또는 저장방법 · 처리 기법 등의 시스탬이 필

요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의료정보의 운영 조직과 관련된 보안도 고려해야 한다

운영에 참

여한 구성원은 의료정보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의료정보 취급자의 책임 강
화 및 합법적 접근에 대한 명백한 정의 부여 등 지침을 만틀어 운영해야 한다

2

의료산업의 미래

앞에서 제시한 문제들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 남아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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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의료산업을 중심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변화 양상을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병 · 의원의 전산화는 가속화되어 모든 의료기관들을 연결하는 네트원과 의료데이터베

이스가 구축될 것이다

이러한 네트획이 구촉될 경우， 환자들은 전국 어디에 병원에 가더라

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터마이닝과

DSS

데

기법을 통해서 질병이나 치료 방법에 유용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환자틀

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의료 포탈 사이트의 등장으로 가벼운 질병만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굳이 병

왼에 가지 않아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원격의료 서비스 체제를 이용해 제공받을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환자나 그 가족들은 인터넷 상에서 가상공동체를 형성하여 환자들과 그 가족틀

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고통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인터넷의 폭넓은 활용으로 특정 소수만이 공유했던 의료정보가 일반인들도 접근

할 수가 있게 되어 환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점에 따라 환자들은 그동안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한편 그간 의료 전문가들과 환자들 사이에 정보불균형이 존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료 분
쟁이 발생하거나 진료 과정에 있어서 환자틀의 권리가 무시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환자들간의 의견교환이 자유로워지고， 환자들의

증대되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능력이

어 환자들이 의사나 병원에 대한 자신틀의 권리를 주장하게 될 것이며， 인터넷이나 가장 공
통체를 통해 병왼이용 거부 운동과 같은 집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따

라서 의사들과 병원들은 앞으로는 진료 과정 및 병원 관리에 있어서 환자틀의 입장을 더욱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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