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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해외원격의료사업을 시행하는 병원의 원격 전담팀 유무, 진

료 전문 과목 유무, 해외원격의료사업 상대국간 관련법령 유무, 원격진료

비 설정 유무, 해외환자유치업자 유무, 병원 경영팀의 능력 등의 요소들

과 국가 간의 원격의료, 협진 등에서 잘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활성화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해외원격의료사업의 지속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현재 많은 국내종합병원에서 계획 중에 있는 해외원격의료사업

에 있어서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수정 및 정책 학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 전담팀 유무, 진료 전문 과목 유무, 원격진료비 설정 유무,

관련 법령 유무 등이 해외원격의료사업의 성공에 중요결정요소로 인식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진, 환자간의 원격의료시간 맞추기 등이

종합병원에서 해외원격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해외원격의료사업

의 유지 및 성공에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병원장 등 정책결정 행위자들의 영향력과 종합병원의 해외원

격의료의 문제점 대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다

중회귀 분석을 통해 추가로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 해외원격의료 전담팀

이 구비되어 있는 병원에서 그렇지 않은 병원들에 비해서 정책결정자의

직접적인 통솔수준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결정력이 높을수록 해외원격의료 전담팀

에서 대상국간의 다양한 문제점 대응 시에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성

있게 대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

주요어: 해외원격의료, 정보통신기술(ICT), 인터넷, 종합병원

학번: 2014-2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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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해외진료환자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는 해외원격진료
사업 활성화요인과 어려움에 대처하는 국내 종합병원에서의 대응능력에 
대한 영향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원격의료에 대한 활성화요인 및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해외원격의료제도의 시행조건이  해외환자관리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해외원격의료 실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격의료 행위를 지속하고, 원격의료 환자의 국내 유입을 통한 의료 수
입 증가에 있다. 따라서 해외원격의료 성공을 가능할 수 있는 척도를 살
피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원격의료 시간의 적절
성(시차 문제), 원격 의료 법규 유무, 원격의료 전담 센터 유무, 원격 진
료과목 유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유무 등이 원격진료 유지 등의 다양
한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 미
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국내 종합병원들의 국제적인 경
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원격의료 시행중의 실수와 비효율적인 실패가능성
을 감소할 수 있는 학문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외원격의료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및 외교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며 선 진출한 병원들이 경험을 통한 노하우
(Know-how)를 공유하는 배려가 필요하며, 신규 진출하는 병원들 역시 
해외 원격의료 대상국의 정보 분석과 전략 도출을 위한 통찰력 배양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각 병원은 접근 가능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실전 적용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국
내 병원의 해외 원격진료 진출을 도모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해외 원격의료는 최근 병원들의 외국환자 진료 확대라는 정책 하에서 
해외환자 모객을 위한 기본정책으로서 활용되고 있는데 해외원격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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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특정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보
편적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원격의료 프로토콜을 제작하여 이용하기 보다
는 특정병원의 진료체계와 진료 문화를 반영하여 해외환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났고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원격의료 중계센터 공동 운영(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유태규·최영훈, 
2014). 해외원격의료의 난관, 이와  관련한 사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
는 연구가 있으나 (Ramsay, 2009), 해당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
해서 교훈을 도출하고 실질적인 원격의료 시스템구축을 제시하지는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의 이유로 많은 종합병원들이 해외진출을 시도하

고 있지만, 철수하는 기관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해외에 진출

한 의료기관은 125건이며 2014년 기준으로 해외 진출한 대상 국가는 총 

19개국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미국, 동남아, 몽골, 중동, 러시아/CIS 순으

로 나타나며, 중국, 미국에 대한 진출이 전체 해외 진출 대상국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나 철수하는 의료기관도 적지 않다. 2013년 진출했던 111

건에서 28건 즉 25%가 철수했고, 2건은 정부에서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

였다. 국가별로는 중국(15), 미국(5), 카자흐스탄(2), 러시아(2), UAE(1), 몽

골(1), 베트남(1), 네팔(1) 등이었다. 외국에 진출했다 철수를 결정할 때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이라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경영 부진과 파트너사와

의 다툼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격의료를 시행했던 대학 병원급 기관들에서 
수행했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여 보다 유용한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한다. 
  해외원격의료는 국내에서의 방식과는 다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구조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를 수행 할 때 발생가능한 문제점 
해결방법에 대한 국내 종합병원의 경험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원격의
료 대상국가 들인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몽골, 러시아 등은 의사와 병
원의 숫자가 부족하고 국토면적이 넓어 환자의 병원 접근이 어렵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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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내와는 의료 환경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각 도서지
방과 군부대와 같은 지역은 의료인과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렵기 때
문에 이러한 지역의 환경은 의료 접근적 측면에서 해외원격의료 대상국
가의 상황과 비슷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격의료분야의 해외진출 통계 자료 및 사례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무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종합병원의 해외병원과의 원격의료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법론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상국의 실정과 국내 병원이 파악한 정보
의 차이점 속에 불가피하게 감수해야만 했던 손해 및 손실을 극복하기 
위한 활성화 프로토콜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정책결정권자의 관심과 지원 하에서 지속적인 
의료진 교육과 환자교육 및 원격의료 방법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국가 간
의 원격의료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계
속적인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각 병원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극복하는 것은 효율성, 경제성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
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들의 부족이라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
여 해외원격의료와 관련하여 난관에 봉착했던 사례 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교훈을 도출하고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인 해외원격
의료를 위한 전략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효과적인 해외원격의료 방법론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
은 종합병원 국제협력 담당자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적으로 본 논문에서의 설문 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원격 의료 서비
스의 성공 가능성을 유추하고, 서비스 시행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여 국내 사업 수행 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원격
의료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축척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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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절 원격의료에 관한 이론 
  
  1. 원격의료에 관한 선행연구

  원격의료란 "의료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통신의 사용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Perednia &, Allen,1995), "정보전달을 의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한 의료상담과 의료교육의 제공"이라고 하였으
며(Kearney,1997) "지리적·시간적·사회적·문화적 한계를 넘어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고 의료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의 사용"
으로 정의하고 있다(Caryl,1997). 원격의료는 환자가 의사와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 환자 진료가 가능하며 이는 진단뿐만 아니라 검사 결과의 전
송을 포함하여 인체기관의 주요 기능 모니터링 역시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현대인의 건강 지향적인 라이프스타일 추
구, 그리고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성장함에 따라 원
격의료의 수요는 증가하여 BCC Research에 따르면, 세계 원격의료 시
장은 2016년까지 평균 18.6% 성장률을 보이며 그 규모가 273억 달러
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Global Markets for Telemedicine 
Technologies 2016.5). 원격진료행위는 대개 의사와 환자가 떨어져 있
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내지 의사와 환자간의 비대면 의료행
위를 지칭하며,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것이다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는 “원거리로부터 
원격통신체계를 통하여 전달된 임상자료, 기록, 기타 정보를 토대로 질
병에 대한 중재, 진단, 치료를 결정하고 추천하는 의료행위”라고 정의
하였다 1999년 미국 의회에서는 ‘진단, 치료, 교육과 관련된 의료정보
를 전달하기 위해 정보와 원격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보건의료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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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고 하였다. 즉 원격의료는 환자와 보건전문가가 
같은 장소에 있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생물학적․생리학적인 측정치, 경고,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또는 
예방, 진단 치료와 환자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다른 형태의 자료와 같은 
임상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전송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원격의료란 첫째, 환자와 의사가 동일 장소에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일대일 대면진료를 하지 않으며  둘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정보통신 기술에는 인터넷, 전화, 스마트폰, 기타 서
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되며.  화상으로 통신하는 것만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셋째, 의사의 상담, 진단, 치료, 처방 등 의료행위가 행해진
다는 점이며 넷째, 의료행위에 필요한 각종 생물학적, 생리학적 측정값 
등을 환자로부터 직접 측정하여 의사에게 보내고 의사가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는 각종 측정 장비의 소형화, 디지털화, 전송가
능, 개인D/B로 관리가능 등 전자측정 장비의 발달과 함께 개인이 측정할 
수 있도록 단순화되었고,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 주요 질환이 
됨에 따라 개인이 스스로 실행하는 질병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원격 측정기술은 전화선을 통하여 심전도의 전송을 시도한 “Le 
telecardio gramme" 이라는 논문에서  발표된 것이 처음(Einthoven, 
1906)이라고 한다. 이후 미국 NASA에서는 우주기술을 이용한 원격의료 
측정을 개발하여 1972년 미국 아리조나 주의 인디언 보호구역의 주민 
진료에 활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Arnauld, 2001).  최근에는 알래스카
에서 헬스 스폿(Health spot)이라는 키오스크(KIOSK)형태의 장비를 이
용해 의사가 환자를 원격을 청진하고, 체온, 혈압, 산소포화도 , 동공 등
을 측정하고 상담과 처방을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안무업 등, 
2009). 
  원격의료 제도는 방대한 국토를 가진 미국에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
여 열악한 의료서비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작된 제도이며 1877년에 21명의 의사들이 지역 약국과의 원
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전화교환장치를 만들었던 것을 시초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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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무선통신망연결, 동축선(coaxial cable)을 이용한 원격방사선판
독을 시도하였다. 이후 미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등에서
도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는 원격의료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1997년 연방원격지원법(Balanced Budget Act) 을 제정하여 DHHS(미
국복지부)내 OAT(원격진료활성화전담과)를 중심으로 u-Health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 인프라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1997
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법제화를 추진하였으며, 1993년 원격 진료기
관인 미국원격진료협회(ATA: America  Telemedicine Association) 
가 설립되고 관련법제로는 1996년 '건강보험정보 활용 및 책임에 관한 
법(HIPP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이 
제정되어 의료정보서비스가 허용되었다. HIPPA는 개인 건강 정보의 사
용과 노출은 물론 개인이 자신의 건강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이
를 통제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위한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가장 포괄적인 원격의료법으로서 다른 주들
의 원격의료법들의 모델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후 2009년부터 오바마 
정부는 경기부양책에 의료기록 전산화를 포함 향후 11년간 $192억을 
보건정보기술(HIT: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에 투자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언제 어디서나 의사가 환자상태를 확인, 각종 처방 및 
진료를 할 수 있는 무선 장치를 통해 보다 빠르고 편리한 원격 진료도 
가능할 전망이며 이를 위한 별도주파수 지정 등 활성화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어 이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의료용인체 통신망(Medical 
Body Area Networks. MBAN)도입을 위해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진행
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는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서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
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
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 규정은 의료인간에만 원격의료를 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생체정보의 



- 7 -

원격 전송은 시도하지 못하였다. 국내에 원격의료를 도입을 위해서는 의
료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
며(이규식. 2016) 이를 통해 만성질병을 갖는 사람들을 위한 원격의료
가 추진돼야 국민의료비도 줄이고 가정에 있는 환자도 편리한 시스템으
로 발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시
범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생체신호
측정, 원격상담 등을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시도하기도 하였다(김주원 등 
2011. 스마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도입 방안,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
트 폰의 대중화에 따라 많은 의료관련 정보기술(어플리케이션: 앱)도 개
발되고 있다. 현재 스마트폰 앱 중 ‘메디칼 카테고리’에 약 3,600개의 앱
이 개발 사용되고 있다. 혈압, 혈당, 운동 , 영양 등 만성질환관리와 관
련된 개인 측정 자료를 D/B형태로 관리하는 앱이 많으나, 원격 모니터링 
& 진료시스템(HUS, 건국대 심혈관센터), 욕창관리(Wound manager,서
울대 분당병원-KT공동운영) 등 병원과 직접 연결된 앱도 있고, 메디칼 
톡(인포니즈)와 같이 실시간 상담 프로그램도 있다. 또한 휴대폰에 저장
된 개인의 혈압, 혈당 자료를 의료기관으로 실시간 전달하는 방법(인성
정보, 헬스피아), 옷처럼 입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관
찰하고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는 방법(대구 바이오 셔츠 시범사업)등을 
시도하였으나 기술 시범에 그친 상태로 아직 상용화 되지는 못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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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병원들의 해외원격의료의 역사

  국내의 해외원격의료사업은 2003년 5월 삼성서울병원이 협력병원인 
미국 MD앤더슨 암센터와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화상운영회의를 진
행하면서 시작하였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006년 공적개발원조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의 일환으로 우크라이
나 수도 키예프 소재 시립병원·응급센터·암센터·검진센터 등 4개 의
료기관에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은 2011년 미국 애틀랜타의 한인계 종합병
원인 '소망병원'과의  원격 화상진료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같은 해에 
원격화상 진료시스템인 ‘유헬스케어 시스템’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한국관광공사지소에 개통하여 러시아 하바롭스크, 이르쿠츠크에 확대하
면서 2년 만에 원격 환자진료 상담 건수 500례를 돌파하였다고 보고하
였다. 이후 몽골에서의 원격의료사업도 시작하여 현지의 낙후된 의료사
정에 의해 진단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점차 심해지는 척추 변형으
로 성장과 호흡에 장애를 받아오던 소아환자가 한국에서의 치료 가능성
에 대한 상담을 희망해 첫 원격 화상진료를 시행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되
었다. 2014년에는 카자흐스탄 알파라비 국립대학 건강검진센터 건립 프
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원격의료장비(Telemedicine)를 활용한 진료협력 
시스템을 시험 가동하였고. 카자흐스탄 현지의 신환 환자들은 물론, 건
강검진 후 발견된 질환이 있는 대상자와 현지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질환을 가진 국내 전원 희망 환자까지 유치할 수 있게 되었고 의료
연수교육, 원격의료 2차 소견(Tele-Medicine Second Opinion)사업 등
을 개발하여  최소비용으로 한국형 의료시스템을 수출하는 신사업모델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2015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은 위탁 운영 중인 아랍에미리트 셰이크칼
리파병원에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전산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PPCC: Pre-post Care Center)를 개소하였으며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
원은 우선적으로 영상의학, 핵의학, 병리학, 신경의학(뇌파검사) 4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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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필요할 경우 서울대 병원으로 판독을 의뢰하고 서울대병원은 의
뢰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며 이를 위해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과 서울대병원을 연결하는 글로벌 연구교육 전용망이 설
치되었다.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은 의료진이나 환자가 다른 의사의 2
차소견(Second opinion)을 원할 경우, 병원에 세부전문분야 전문의가 없
는 증례(case)일 경우 ,의학적 소견과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 ,진단을 
내리기에 어렵고 복잡한 증례(case)일 경우에 서울대병원에 원격의료자
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종합병원으로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캄
보디아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위치한 부산시 
의료관광거점센터와의 원격의료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카자흐스탄 알
마티 동산병원에 원격의료센터를 개소하였고, 현지인과 고려인에게 원격
진료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부산대병원은 KT, 부산테크노파크, 동남권원
자력의학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카자흐스탄의 알파라비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서카자흐스탄 주립의대, 악토베 주보건청 및 4개 유관기관
과 '디지털헬스케어 사업과 방사선 암치료기기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양
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향후 원격의료 도입을 통
해 카자흐스탄 현지의 열악한 의료환경 및 영아사망률의 개선에 크게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협약에 따라 심혈관 질환, 암, 호흡기 
질환 등 현지에 만연한 질병을 소량의 혈액과 소변으로 진단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진단솔루션을 카자흐스탄의 동부 알마티 소재의 알파라비 국립
대학, 서부 악토베주립병원에 시범 설치하였다. 측정된 건강 정보는 알
파라비 국립대 내 설치 될 건강정보센터에 전송되며 부산대학병원 의료
진의 자문과 카자흐스탄 의료진의 부산대 의료연수 등을 통해 체계적으
로 관리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과는 분당서울대병원-멕시코 종합병원간, 서울성모병
원-멕시코국립의료원, 한양대의료원-상파울루 대학 산하 INCOR 병원
간의 원격의료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페루의 까예따노 
에레디아병원과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며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응급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시범사업 6개 거점병원(제주한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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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춘천성심병원, 안동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목포한국병원 포함)중 하
나이다. 의료 취약지에 위치한 강화병원, 백령병원, 연평보건지소, 덕적
보건지소 등 4개 의료기관과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다. 페루 까예따노 에레디아 병원과 지난 2015년 원격의료 
MOU를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 본격적으로 페루 산모관리를 위
한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주도하고자 하였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2016년 중남미 원격의료를 위해 콜롬비아·볼리비아·파라과이 3개국 방
문 및 '스마트 의료 시스템 및 원격의료 활성화'를 시작하여 모바일 헬스
케어를 통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최근에는 서울성모병원-상하이 루이진병원, 연세의료원과 필리핀 대
학병원, 이대목동병원과 몽골 국립모자병원과의 원격의료를 통한 해외 
진출이 시작되는 등 많은 종합병원에서 해외원격의료를 확대해 가고 있
다. 이화의료원은 몽골 국립모자병원과 원격의료 서비스를 위한 협력 계
약을 체결하고 몽골 내 의료 소외 지역 환자들을 위한 원격의료 서비스 
개발과 몽골 의료진 교육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이 계약
에 따라 이화의료원은 원격의료를 위한 장비와 재료를 제공하고 전문가
를 파견해 예비 조사, 장비 설문 조사, 시스템 구축 및 현지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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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절 선행연구의 검토

  1. 해외 원격의료의 활성화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해외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
며 원격의료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원격의료의 효과와 당위성만을 찾
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원격진료시행 시 실질적인 문제나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
까지 캄보디아 국립병원(꼬사막 병원, 크메르-소비에트 친선병원) 두 
곳 및 민간병원(쏘크렛 병원) 한 곳과 협력하여, 캄보디아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해외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의 보고가 해외원격의료 관
련한 설문연구로는 유일하다. 캄보디아는 1970년대의 킬링필드 학살로 
인해 의료관련 전문인들 대부분이 희생을 당했으며 현재 국민 5000명당  
의사 1인이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1인당 500명을 담당하는 국내
의 10%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캄보디아의 의료진들을 위해 매년 
3명씩 1년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시키고 이를 통한 인맥을 활용하
여 현지에  해외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협조를 얻을 수 있
었다. 원격의료의 대표적 두 축인 만성 환자를 위한 재택건강관리와, 병
원 의료진들 간의 원격협진을 포함한 캄보디아병원과 국내병원 간의 해
외원격 화상 진료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이원재 등, 2008),(이현석 등 
2010),(박수경 등 2004). 캄보디아는 국내에 비해 통신 환경이 열악하
고, 환자들의 교육수준 또한 낮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그런 환경에서
도 충분히 원격 의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었고, 환자들의 낮은 교육 
수준 또한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런 결과를 통해 유추
해보면  향후 캄보디아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내 
뿐 아니라 해외로도 활발하게 원격의료 시스템을 보급하는 노력을 기울
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osie Qin,2014),(오주환,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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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격관리 운영상의 난점에 관한 연구

   해외에서의 원격의료운영과 관련한 난점에 대한 연구는 없으나 유사
한 해외 원조 사업을 통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연구한 논문에서 (이은진, 

2015) 녹색 ODA가 수여대상국을 위한  정책이 되려면 상이한 인식을 가

진 이해관계자들 간의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

다.  한국 공적개발원조(ODA)로 시행되었던‘그린 몽골리아’사업을 중

심으로, ‘녹색 ODA’에 대한 수원국과 공여국의 인식 격차 등을 분석

한 결과를 통해 환경·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의 각 측면별 인식을 분

석함으로써 같은 정책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는 것을 보고하였다. 2010년부터 시행한 몽골 사막화를 방지 하는 조림

사업이 주된 연구대상이었는데 국내외 문헌 및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행한 분석 결과, 수원국과 수여대상국 각각의 정부와 원조 시행 

기관은 대체로 그린 몽골리아 사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으나 한

국의 일반 시민이나 직접적 수혜자인 몽골 주민들은 해당사업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한 편이었으며,  NGO 및 시민 단체가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 ODA가 진정 수원국을 위한 정책이 되려면 상이

한 인식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간의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

을 주장하였다. 

   국내의 원격의료 운영관련 연구에서 원격관리 응용시스템이 보건진료
소의 기존사업 응용시스템과 호환이 안 되어 단독으로 근무하는 환경에 
있는 보건진료원에게는 업무 부담과 과중으로 느끼는 보고로 화상진료를 
위해서는 원격지 의사, 환자, 보건진료원이 동일한 시간에 스크린 앞에 
있어야 하므로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는 보고가 있다. 원격관리에 참여하
는 원격지의 의사는 대부분 공중보건의사로써 일반의이기 때문에 보건진
료원 및 지역주민들이 의사의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유로 
인해 주민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원격관리 운영에 대한 불
만 및 불편 사항으로는 전문인다운 태도나 자세가 부족한 공중보건의사
에게 의뢰하고 처방받는 중간매개자나 통역이라는 역할을 하는 것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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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않은 감정을 느끼면서 주민으로부터 지금껏 쌓아온 신뢰감에 손상을 
입지나 않을까하는 두려움을 갖기도 한다고 하였다. 원격관리에 대한 대
상자의 반응주민들은 원격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 못하는 면도 있지
만 그것보다 보건진료원의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웬만한 서비스
와는 비교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보건진료원이 지
역주민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가족처럼 지내면서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성과평가 원격관리운영과정에서 어려웠던 
점들은 원격관리 응용시스템이 기존 응용시스템과 호환이 불가함에 따라 
검사 결과 등 입력 업무 중복으로 인한 업무 과중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
다고 하였으며, 원격진료 운영에서의 지리적, 시간적, 공간적 제한으로 
특히 오지 지역의 환자 및 보행의 기동력 문제가 있는 환자관리의 어려
움, 환자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성이 결여된 의사의 의식과 태도에 
대한 불만, 예를 들면 이상 증세가 발견된 환자나 관리가 잘 안 되는 환
자들에 대해서는 협력병원의 지도의사 등에 의뢰하도록 운영지침에 제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이
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원격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고려사항을 
제언하였다. (유태규·최영훈,2014). 외국인환자 모객 활성화를 위한 해
외 ‘원격의료’센터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필요한 사항으로 첫째는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의 충실한 시행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2012
년도 공공 u-헬스 운영지침' 에 의하면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을 비롯
하여 운영체계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특히 환자관리를 위한 기관
별 역할에서 제시된 역할들을 각 기관들이 충실히 시행하도록 하고, 신
규 원격관리 담당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관리에 대한 철저한 오리엔
테이션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는 만성질환관
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 인력별 역할 재조정 및 평가지표(도구)확대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원격관리 시스템 실적 및 평가항목에 만
성질환자에게 중요한 식이 및 운동 등의 생활습관개선 활동이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는 환자의 원격진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건(지)소 
전담의사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교통이 불편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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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해서는 환자가 필요할 때 원격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계
적인 환자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동기부여 및 책임감이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보건진료소 원격관리를 위한 
제도적∙법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보건진료소 사용 약품 확대 
및 원격관리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정의 등이 모호하여 사고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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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의 한계점 및 본 연구의 의의
   우리나라의 원격의료는 1988년 사울대학교병원과 연천군보건소 간에 

원격영상진단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논의가 시작되었고  일반 공중전

화망을 이용하여 원격의료영상진단과 원격문진을 시범 실시하면서 시작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한계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1990년대 중

반이후 화상통신을 이용한 원격의료나 방사선촬영화면 등의 원격 판독 

등 다양한 원격의료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초반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유비쿼터스 헬스케어(ubiquitous 

Healthcare. u헬스케어 )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원격의료보다 확장된 의

미로 u-헬스 라는 용어가 원격의료 대신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2002년 의료법이 개정되며 원격의료의 개념이 의료법에 도입된 이후 

정부주도로 공공의료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모델 발굴 사업들이 추진되어 

관련사업들이 집중적으로 시행되었다. 2006년부터는 정보통신부(현 지식

경제부)주관으로 의료취약계층문제 해소, 의료복지 수준향상, 사회적 편

익 및 안전망확충 등 사용자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격의

료, 응급, 안전관리 분야 등 다양한 u-헬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적

용하였다 (이준영, 2008).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연속하여 u-헬

스 관련 기술, 콘텐츠 개발,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
내 원격의료 서비스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지
만 현행 의료법 상의 서비스 유형 한계, 원격의료에 대한 보험수가가 개
발미비, 원격의료기술 표준의 부재, 원격의료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송태민 외, 2011).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해외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해외원격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원격의료 대상국의 현지 환경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해당국에 대한 이해와 현지 주민 등 이해관계자

들의 사회적 합의와 지지 없이는 시행 자체가 힘들다는 점이다. 환자연

계방식의 한계가 주요한 문제점인데 현지 u-헬스케어시스템은 환자기록 

일체를 현장에서 직접 국내병원으로 송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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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등을 통해 환자기록을 송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을 현지 언어에서 영문으로 번역을 요청하거나 

진료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그 제출기준이 환자 혹은 병원

마다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불편함은 외국인환자가 원격의

료상담에서 느끼는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지 원격진료부스에 원격의료를 접수한 뒤에도 국내 병원 진료부스로 

송부되는데 평균 2-3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그 이후 국내 의료진의 상담

예약을 위해서도 3-4일이 소요되는 등 상담조정(1단계)에서만 일주일 이

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해외원격상담 대

상환자가 원격진료 대기시간으로 인해 불만을 느끼게 되고 그에 따라 국

내병원모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원격

의료’절차의 불편이다. 원격시스템은 상담조정(1단계)과 원격의료(2단

계), 진료 및 사후관리(3단계) 등 3단계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단

계별로 절차가 중복되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원격의료’를 통한 

국내 종합병원의 전략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한 영향에 대한 확인

되지 못한 사실들이 혼란을 줄 수 있다.  2011년 한국관광공사-세브란스

병원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시에 구축한 u-헬스케어 시스템은 외국인 

환자의 사전상담기능과 일정부분 모객창구 역할을 했다면 금번 논의되고 

있는 해외‘원격의료센터 구축(안)’은 기존 u-헬스케어시스템이 문제점

으로 지적되어 온 환자연계방식의 한계와 현지 원격의료절차의 불편함 

극복에 초점을 맞춰  환자모객을 담보로 확실한 수익증대와 의료의 

‘질’ 확보 등 임상적 효과가 동시에 구축(유태규 등, 2014)하였다.

  또한 개별 의료기관의 특성이나 현지 헬스부스 담당자의 변경 등으로 
인해 외국인환자의 불편함이 개선되기 보다는 불편한 절차가 반복되면서 
원격진료 대기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문종윤 등,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원격의료사업에서 난제대응방안에 대한 병원 
원격의료전담팀의 대응능력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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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가설 및 연구설계

  제 1절 연구가설 

  1. 원격진료 유지건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

   해외 원격의료의 성공과 실패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해외

원격의료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종합병원의 보고서를 통하여 해외원격의

료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해외원격의료를 통해 얼마나 

국내로 환자가 유입하고 있는가?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응능력이 적절

한가? 를 분석하여 해외원격의료 핵심기반이 잘 유지되는지를 간접적으

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해외원격의료 핵심기반”이라고 정의를  해
외원격의료유지, 국내환자유입, 난제대응능력이라는 요소로 평가하고 결
과에서 보고하고자 한다. 복지부의 외국인환자유치 실적조사 결과보고서 

(2013,2014)와 강남세브란스병원 보도자료 (2013,2014)를 통한 분석을 통

하여 해외원격의료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때 환자의 유입 등이 긍

정적으로 증가함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원격의료와 관련한 여러 요소들 중에 사용할수록 사용하지 않

은 병원들보다 원격진료 유지에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있다.

연구가설 1-1: 원격의료 전담팀이 구비될수록 그렇지 않은 곳보다 원격  
          의료 유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진료과목별 전문의 등 진료과가 충분히 부여될수록 그렇  
          지 않은 곳보다 원격의료 유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비용을 지불하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원격의료 유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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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원격의료 관련한 책임소재에 대한 법규관련법령이 완비  
         될수록 그렇지 않은 곳보다 원격의료 유지 결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1-5: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원격의료 유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6: 병원장의 해외진료 참여도가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곳보  
         다 원격의료 유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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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로의 환자유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

   해외원격의료를 통해 얼마나 국내로 환자가 유입하고 있는지 를 분석

하여 간접적으로 해외 원격의료의 성공과 실패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격의료와 관련한 여러 요소들 중에 사용할수록 사용하지 않은 

병원들보다 국내로의 환자유입에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있다. 

연구가설 2-1: 원격의료 전담팀이 구비될수록 그렇지 않은 곳보다 국내  

         로의 환자유입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진료과목별 전문의 등 진료과가 충분히 부여될수록 그렇  

          지 않은 곳보다 국내로의 환자유입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비용을 지불하면 그렇지 않은    

         곳보다 국내로의 환자유입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2-4: 원격의료 관련한 책임소재에 대한 법규관련법령이 완비   

         될수록 그렇지 않은 곳보다 국내로의 환자유입 결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곳보다      

         국내로의 환자유입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6: 병원장의 해외진료 참여도가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곳보  

         다 국내로의 환자유입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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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난제대응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 

   원격의료와 관련한 여러 요소들 중에 사용할수록 사용하지 않은 병원

들보다 해외원격의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난제에 대한 대응능력이 좋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이 가정하고 있다.

연구가설 3-1: 원격의료 전담팀이 구비될수록 그렇지 않은 곳보다 난제  

         에 대한 대응능력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진료과목별 전문의 등 진료과가 충분히 부여될수록 그렇  
         지 않은 곳보다 난제에 대한 대응능력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비용을 지불하면 그렇지 않은   
          곳보다 난제에 대한 대응능력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원격의료 관련한 책임소재에 대한 법규관련법령이 완비  
         될수록 그렇지 않은 곳보다 난제에 대한 대응능력 결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5: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곳보다     
         난제에 대한 대응능력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6: 병원장의 해외진료 참여도가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곳보  
         다 난제에 대한 대응능력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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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 연구의 가설은 <표1>과 같고 주요초점은 어떤 요인들이 해외원
격의료 성공 (원격진료유지, 국내로의 환자유입, 난제대응능력) 에 영향
을 미쳤는가에 관한 것이다.
<표1> 연구가설 설정

가   설 

원격
진료 
유지
건수

(1) 원격의료 전담팀이 구비될수록 원격의료 유지 결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진료과목별 전문의 등 진료과가 충분히 부여될수록 원격
의료유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비용을 지불하면  원격의료유
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원격의료 관련한 책임소재에 대한 법규관련법령이 완비
될수록 원격의료유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있으면 원격의료 의뢰건수 증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병원장의 해외진료 참여도가 높을수록 원격의료 의뢰건
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내
로의
환자 
유입

(1) 원격의료 전담팀이 구비될수록 국내 환자 유입증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진료과목별 전문의 등 진료과가 충분히 부여될수록 국내 
환자 유입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비용을 지불하면  국내 환자 
유입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원격의료 관련한 책임소재에 대한 법규관련법령이 완비
될수록 국내 환자 유입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있으면 국내 환자 유입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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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원장의 해외원격의료 참여도가 높을수록 국내 환자 유
입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난제 
대응 
능력

(1) 원격의료 전담팀이 구비될수록  난제 대응 능력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진료과목별 전문의 등 진료과가 충분히 부여될수록 난제 
대응 능력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비용을 지불하면 난제 대응 능
력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원격의료 관련한 책임소재에 대한 법규관련법령이 완비
될수록 난제 대응 능력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있으면 난제 대응 능력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병원장의 해외원격의료 참여도가 높을수록 난제 대응 능
력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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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자료의 수집과 측정

  1.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수집한다. 첫 번째는 설
문지(부록 참조)의 배포와 회수를 통해서이다.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자
료, 보건산업진흥원자료, 기존학술지, 논문, 인터넷검색 등을 통해서 하
였다. 세 번째는 인터뷰방식이다.  해외원격의료에 참여했거나 참여예정
인 종합병원을 연구대상으로 원격의료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즉 해외원격의료를 시행한 경험이 있
는 10개 대학병원에서 사업에 참여한 직원 및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해외원격진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종합병원의 실무자를 모집단으로 한다. 궁극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사업
의 해외 진출 성공 가능성 타진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설문 내용은 국제진료를 수행하는 실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외 원격 의료 난점 및 대응방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원격의료분야의 성공과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실무자들
의 인식을 알아보고 영향을 미치는 각종요인들에 대한 측정데이터를 얻
기 위하여  해외원격의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을 위해 사전에 관련병원의 국제원격진료 실무자들을 대상으
로 사전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와 인터넷 검색, 기존 참고
문헌 검색 등의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TATA 12 프
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술통계분석, t-test,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종합병원의 해외원격의료진출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조사 및 
분석 대상은 해외원격진료에  선 진출한 국내 종합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자세한 연구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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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자료는 보건복지부 국제의료사업지원단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
해 해외원격진료  및 국내 병원의 해외원격의료 진출 현황을 분석하였
다.
  둘째, 해외원격진료에 관한 유형 및 사례분석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중동 및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표적
인 사례와 특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해외원격진료에 관한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계약, 설비준비 단계 문제점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
서의 저해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넷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계약, 설비 준비 단계 업무 수
행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언을 하고,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1) 설문지

가)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는 해외원격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관련 종합병원
의 업무담당자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잇는지를 묻는 인식도 조사부분
과 이들이 해외원격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요
인들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묻는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인식도를 
묻는 부분에서는 5점 척도를 구성해 선택하도록 하였다. 사실을 묻는 부
분은 ‘있다’ 혹은 ‘없다’와 같이 2점 척도로 구성하거나 사실에 대한 구
체적인 수치 또는 내용을 쓰도록 하였다.
  설문지에서는 해외원격의료 사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16가지 요인을 나열하고 중요도 순서에 따라 
각 요인에 순서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16가지 요인 중 해외원격의료 사
업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표’를 
하도록 하였다. 16가지 요인은 설문지 작성을 위해 해외원격의료 수행 
종합병원 국제협력센터의 업무 담당자 5인과 원격의료 경험이 있는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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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문의를 사전 인터뷰 한 결과에 따라 선정된 것이다.
설문지는 본 연구의 부록으로 첨부한다.

나) 설문의 배포 및 회수
  해외원격진료 경험이 있는 10개 종합병원 업무담당자에게 배포하였으
며 각 기관별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이메일을 통하여 배포 및 
회수하였으며 2016년 8월 8일에 배포를 시작하여 9월 22일에 회수를 
마감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총 282부 중 회수한 설문지는 총 257부이었
고 응답결과 중 총 256개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별 구성을 배경변인 특성과 응
답자의 직장배경변인별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2>과 같
다.
 
<표 2>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별 특성

  응답자의 특성을 개인배경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
의 평균 연령은 34.5세 이다. 연령대별로는 35세 이상 40세 미만이 120
명(약 47%)으로 가장 많았으며,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36명(약 
14%),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87명(약 33%), 40세 이상 45세 미만이 
13명(4%) 45세 이상 응답자가 2명(약 2%)이었다. 직장 근무연수의 평
균은 2.52년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직장 근무연수에 따라서 1
년 이하는 41명(약 16%) 1년 1개월-2년 이하 근무자는 110명(약 
43%), 2년 1개월 -3년 이하 근무자는 92명(약 36%), 3년 1개월-4년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령 256 34.5 3.64 25 54
직장근속연수 251 2.52 2.32 1 6

경영평가업무 종사기간 251 1.44 0.75 1 7
응답자 직위 인원(명)
팀장(부장) 13

팀원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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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는 0명(0%), 4년 1개월 - 5년 이하 근무자는 5명(약 2%), 6년 
이상 근무자는 3명(약 1%), 응답 안함은 5명(약 2%)이었다. 직위별 특
성을 살펴보면, 총 256명의 응답자중 팀원으로 응답한 경우가 243명으
로 전체의 약 95%에 해당한다. 팀장(부장)으로 응답한 경우는 13명으
로 (약 5%)이다. 이는 병원 조직이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된 특성 때문
이다. 응답자가 경영평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평균 약 1.44년으로 1년 
이하 종사자 156명(약 61%) 1년 1개월-2년 이하종사자가 89명(약 
35%), 2년 1개월-3년 이하 종사자가 3명(약 1%), 3년 1개월 이상(최
대 7년) 3명(약 1%), 응답 안함이 5명(약 2%)이 응답하였다.
 
2) 문헌조사, 인터넷검색
  본 연구를 위하여 기존 논문,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등에서 발
간한 정부자료, 각종학술지, 인터넷검색을 활용하였다. 회수한 설문지중 
답변하지 않은 항목 들이 있었다. 이 경우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에서 이 사항들을 검색하여 데이터를 보완하였다. 동시에 이 
사항들에 대하여 기관들의 답변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였다. 각각의 사
이트는 11월 6일에 마지막으로 검색하였다.

3) 설문지 작성을 위한 평가관련자 사전 면담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하여 해외원격진료 대상병원의 국제진료업무담당
자 5인과 원격진료 경험이 있는 전문의 5인을 면담하였다. 전문의 5인
은 전원 현직 교수였다. 면담은 대면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 이루어졌고 
1인당 30분에서 40분 동안 진행되었다. 면담은 해외원격진료와 관련하
여 성공적인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을 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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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석모형에 포함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는 원격전담팀 유무, 원격의료 전문과목, 원격진료비 지불
유무, 의료사고책임 유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유무, 병원장 참여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이것이 병원의 원격진료 유지건수, 국내로의 환자 유
입, 난제에 대한 병원의 대응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 3>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측정지표

 

변수명 측정지표

종속변수

원격진료 유지 건수 1=1건 이하, 2=2-4건, 3=4-6건,
4=6-8건, 5=9건 이상

국내로 환자유입 1=유, 0=무

난제에 대한 대응능력 1=매우 낮다, 2=낮다, 3=보통,
4=높다, 5=매우 높다

독립변수

원격전담팀유무 1=유, 0=무

원격의료 전문과목 1=전문과목, 0=사용 안함

원격진료비 지불유무 1=지불함, 0=지불 안함

의료사고책임 유무 1=책임소재 유, 0=무

외국인환자유치업자유무 1=유, 0=무

병원장 참여도 1=매우 낮다, 2=낮다, 3=보통,
4=높다, 5=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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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은 아래 <표 4>
에 제시되어 있다. 통제변수로는 응답자의 연령, 직위, 근무연수를 설정
하였다.

<표 4>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종속변수를 살펴보면 원격진료 유지 건수에 대해서 응답자 평균이 
2.42로, 평균 3~5건에 가까운 원격지료 건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환자 유입의 경우 0.41로 비교적 환자 유입이 적다는 쪽
에 많은 응답이 있었으며, 난제에 대한 대응능력의 경우 5점 척도 측정 
결과 2.91로 보통 수준에 가까운 응답을 보였다.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은 통계 결과를 갖는다. 병원 내 원격전담팀 유
무 항목에 대해 약 절반의 응답자가 있다, 나머지 절반은 없다고 응답하

였다. 여타 독립변수인 전문과목 유무, 원격진료비 지불유무, 의료사고 

책임유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유무의 경우에도 0.5에 가까운 비슷한 

평균값이 도출되었다. 이는 아마도 설문대상인  종합병원 10곳 중 원활

한 원격 의료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모두 구비해둔 상태에서 원격 의료

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이 약 5:5의 비율로 

분포해 있었음을 의미한다. 설문대상의 이러한 분포는 이하 본격적인 통
계 검정에 있어 보다 유의한 집단 간 비교를 가능케 할 것이라 기대된
다.

구분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
변수

원격진료 유지 256 2.42 1.46 1 5
국내로 환자유입 256 0.41 0.49 0 1

난제에 대한 대응능력 256 2.91 1.50 1 5

독립
변수

원격전담팀유무 256 0.50 0.50 0 1
원격의료 전문과목 유무 256 0.48 0.50 0 1

원격진료비 지불유무 256 0.49 0.50 0 1
의료사고책임유무 256 0.44 0.49 0 1

외국인환자유치업자유무 256 0.49 0.51 0 1
병원장 참여도 256 0.79 1.50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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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작적 정의와 측정

(1)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원격 진료 유지
  첫 번째 종속변수인 원격 진료 유지는 원격진료를 지속적으로 양병원
에서 규칙적인 시간에 시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로서 원격 진료 유지를 선택한 이유는 독립변수인 원격 전담 
센터 유무, 전문 과목 유무, 해외원격의료사업 상대국간 관련법령, 원격
진료비 유무 등 요소들이 해외원격의료를 담당하는 직원, 해당 환자, 해
당 의료진들의 원격의료지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원격 진
료 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추론 가능하기 때
문이다. 
  원격 진료 유지라는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원격진료 유지여부를  측정하였다.

2) 국내로의 환자 유입
  두 번째 종속변수인 국내 환자 유입은 원격진료를 통해 환자 중의 일
부가 현지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국내로 전원 시키는 경우를 의미한
다. 국내로 환자 유입이라 함은 해외 원격의료대상국으로부터 국내로 전
원 되어 방문한 환자를 1년간 한정하여 측정하였다. 
  종속변수로서 국내 환자 유입을 선택한 이유는 독립변수인 원격 전담 
센터 유무, 전문 과목 유무, 해외원격의료사업 상대국간 관련법령, 진료
수가유무 요소들이 원격의료를 경험하는 의료진, 환자들에게 현지진료보
다 국내전원을 통해 진료함으로서 국내환자유입을 통한 의료비등 국내병
원의 해외환자 유치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격 
진료 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추론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환자 유입이라는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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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국내 환자 유입 여부를  측정하였다.
 
3) 난제 대응 능력
  세 번째 종속변수인 난제 대응 능력은 원격진료를 시행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는 병원경영진의 능력을 의미한다. 
경영진능력 변수의 경우 경영팀 능력이라 함은  난제에 대한 병원의 대
응능력으로 난제란 해외원격의료에서 진행 중에 발생 가능한 원격의료유
지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대응능력은 설문지에서 병
원장의 역할의 중요성 인식을 통하여 난제 대응 능력이라는 변수를 측정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종속변수로서 난제 대응 능력을 선택한 이유는 독립변수인 원격 전담 
센터 유무, 전문 과목 유무, 해외원격의료사업 상대국간 관련법령, 진료
수가유무 요소들이 해외원격의료에서 발생 가능한 난제를 유발할 때 가
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이유로 원격 진료 유지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추론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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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원격전담팀 유무
  국내 병원들이 해외원격의료 시범사업 등을 2003년부터 시작하였으
나, 해외원격의료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원
격의료 의뢰건수가 얼마나 꾸준히 유지되는 지가 성공여부판단에 근거가 
될 수 있다.
  원격의료는 국제진료센터의 다양한 국제환자 업무 중에서 일부에 해당
되며 원격의료는 통상적인 해외환자 진료와 다른 업무가 많으므로 전담
팀을 꾸려 전문화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함하였다.

2) 원격의료 전문 과목 유무
  원격의료 담당의들은 국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환자를 접하게 되
는데, 이는 그들의 인종과 자연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의 사회·문
화적 차이점에서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
내 환경과의 이질성과 그로 인한 환자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원격의
료 해당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전문 과목을 선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통상 해외원격의료가 가능한 전문과목이 특화되어 진행
되는 경우 지속적인 해외 원격의료가 가능하다. 

3) 원격진료비 지불 유무 
  원격진료비 지불 유무는 비정기적인 의료봉사와 원격진료를 나누는 기
준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해외원격의료의 궁극적 목표는 국내로 환
자 유입을 통한 의료 수입 증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원격의료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사고나 오진 등에 의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서도 필요하다.  
  원격진료비를 해외 대상국환자에 받는 경우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법
적인 문제의 발생 시의 해결이 가능하다. 무료진료의 경우 단발성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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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봉사의 성격으로 가능하나 정기적인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사고 등을 
예상할 수 있고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비를 받아야한다.

4) 의료사고 책임 유무
  의료사고란 오진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 따위
의 사고를 일으키는 사건을 의미한다. 원격의료에도 의료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격의료 상대국 간 진료 시행 전에 관련한 법조항을 상대국간의 협조를 
통해 구비하는 경우 원격진료 환자가 의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의
사 역시 책임감 있는 의료행위가 가능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 문제를 넘어서, 의료사고, 오
진 등의 경우 관련 법규가 구비되어 있어야 상대국간의 외교적인 문제발
생을 예방할 수 있다. 언제든 의료사고나 오진에 의한 문제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5)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유무
  2009년 영리목적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허용됨에 따라 외국인환자
를 초청하는 절차는 외국인환자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이나 유치
업자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본
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사증을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2011년부터는 지침의 일부를 개정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였으며 유
치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재정입증 서류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2년부터는 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을 개발 중에 있는데 외국인환자가 언어적 장벽으로 인하여 해외진료를 
꺼리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언어와 문화 이질성과 같은 장벽을 낮
추는 데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다양
한 지역에서 의뢰를 통해 국내로의 환자 유입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원
격의료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원격진료 초기 단계에 환자와 의료진 사이를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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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유무는 성공적인 해외원
격의료 시행 및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6) 병원장 참여도
  해외원격의료를 성공적으로 지속하는데 있어, 직접 환자를 돌보는 의
료진의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함과 동시에 경영팀의 원활한 행정적 지원
이 병행되어야 한다. 통상 “경영팀“이라 함은 병원장 및 과장직위까지를 
의미하지만, 본고에서는 다음의 이유로 경영팀 을 “병원장”으로 한정한
다. 
첫째, 각 종합병원에서 전문과목별 원격의료가 시행되었고, 둘째, 과별 
교수 중에서 원격의료 담당교수가 있으며, 셋째, 과장이 원격의료에 참
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경영팀의 범위를 좁히도록 한다. 
  병원장과 병원경영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실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이 이
루어지는지를 조사하고 해외원격의료에 대한 역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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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분석모형의 구성
  1. 회귀식

  이상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t-test와 다중회귀모형(multi 
regression model)로 연구하였다. 일반적인 다중회귀분석과 같이 회귀계
수의 추정은 최소자승 추정법 (Ordinary Least Square: OLS)을 이용하
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연립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α+β1Χ1+β2Χ2+β3Χ3++β4Χ4+β5Χ5+β6Χ6+ε

<표5>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측정지표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수 3개는 원격진료 유지건수, 국내로

의 환자 유입 유무, 난제에 대한 병원의 대응능력이며 독립변수 6개는 

원격 전담 팀 유무, 원격의료 전문 과목 유무, 원격진료비 지불 유무, 의

료 사고 책임 명문화 유무, 외국인 환자유치 업자 유무, 병원장 참여도 

등이다.

종속변수
Y1 원격진료 유지 건수
Y2 국내로의 환자 유입
Y3 난제에 대한 병원의 대응능력

독립변수

Χ1 원격전담팀 유무
Χ2 원격의료 전문 과목 유무
Χ3 원격진료비 지불 유무
Χ4 의료 사고 책임 명문화 유무
Χ5 외국인 환자유치 업자 유무
Χ6 병원장 참여도

오차항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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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모형

<그림1> 연구모형의 구성

 연구모형을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그림1>과 같으며  독립변수로는 원

격 전담 팀 유무, 원격의료 전문 과목 유무, 원격진료비 지불 유무, 의료 

사고 책임 명문화 유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유무, 병원장 참여도 등을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원격진료 유지건수, 국내로의 환자 유입 유

무, 난제에 대한 병원의 대응능력으로 설정하였고 나이, 근속연수에 따

른 차이를 알아 보기위해 통제변수로 나이, 근속연수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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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 분석결과 및 논의

  제1절 해외원격의료 핵심기반 구축에 대한 집단 간 비
교 : t-test
  본 연구는 해외원격의료 핵심기반 구축 집단 간 성과 비교 및 이를 통
한 정책적 방향 제시를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앞서 해외원격의료 핵심
기반을 크게 세 가지, 원격진료 유지 건수, 국내로의 환자 유입, 종합병
원의 난제 대응능력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원격의료를 시행중이거나 계획 중인 종합병원급 10곳
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각각의 종속변수인 원격진료 유지 건수, 국내로의 환자 유입, 종합병원
의 난제대응능력에 대해 나타나는 집단 간 인식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이후, 회귀분석을 통해 각 독
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 원격전담팀 유무 

<표 6> 원격진료 유지 건수에 대한 인식: 원격전담팀 유무
t-test

원격진료 유지 건수에 대한 인식: 원격전담팀 유무
유 무

평균 3.24 1.59
표준편차 1.38 0.99
표본수 129 127
p-value 0.0000

  먼저 원격전담팀의 유무에 따른 원격진료 유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인다.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는 1.65(=3.24-1.59)이다. 이는 원격전담
팀이 존재하는 종합병원이 원격진료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결과라
고 해석할 수 있다. p-value는 0.000으로 신뢰수준 95%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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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다.
<표 7> 국내로의 환자 유입에 대한 인식: 원격전담팀 유무

t-test
국내로의 환자 유입에 대한 인식: 원격전담팀 유무

유 무
평균 0.69 0.13

표준편차 0.46 0.34
표본수 129 127

p-value 0.0000

  원격전담팀이 있는 경우, 국내로의 환자 유입에 대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원격전담팀이 있는 경우 0.69, 없을 경우 0.13으로, 원격전담팀이 
존재할 경우에 국내로 환자가 유입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8> 종합병원의 난제대응능력에 대한 인식: 원격전담팀 유무

t-test 종합병원의 난제대응능력에 대한 인식:원격전담팀 유무
유 무

평균 4.02 1.78
표준편차 1.06 0.94
표본수 129 127

p-value 0.0000
  원격전담팀의 존재 유무에 따른 집단 간 난제대응능력을 비교했을 때
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된다. 원격전담팀이 존재할 경우 난제 대응능
력은 4.02, 존재하지 않을 경우 난제대응능력은 1.78로, 원격전담팀이 
존재할 경우의 난제대응능력이 약 2.24(=4.02-1.78)점 더 높았다. 이 
역시 p-value 0.000으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원격전담팀의 유무에 따라 해외원격의료 핵심기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원격진료 유지, 국내로의 환자 유입, 종합병원의 난제대응능력을 살펴보
았을 때, 원격전담팀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모든 항목에
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원격의료 전담팀이 존재하
는 경우에는 원격진료 유지 건수가 약 1.65건 많았고, 국내로의 환자 유
입에 대한 인식은 약 0.56점 높았으며, 난제대응능력은 약 2.24점 더 높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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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격의료 진료과목 종류

  원격전담팀 유무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진료과목 종류가 다양한 병원들
은 그렇지 않은 병원들보다 난제에 대한 해외원격의료 핵심기반 구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9>. 

<표 9> 원격진료 유지에 대한 인식: 진료과목 종류
t-test 원격진료 유지에 대한 인식: 진료과목 종류

유 무
평균 3.52 1.42

표준편차 1.19 0.82
표본수 122 134

p-value 0.0000
  원격의료 전문 과목을 시행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원격
진료 유지가 약 2.1(=3.52-1.42)건만큼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p-value는 0.000으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표 10> 국내로 환자유입에 대한 인식: 진료과목 종류
t-test 국내로 환자유입에 대한 인식: 진료과목 종류

유 무
평균 0.77 0.09

표준편차 0.42 0.29
표본수 122 134

p-value 0.0000
  원격의료 전문 과목을 시행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국내
로의 환자유입에 대한 인식이 0.68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p-value는 
0.000으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39 -

<표 11> 종합병원의 난제대응능력에 대한 인식: 진료과목 종류
t-test 종합병원의 난제대응능력에 대한 인식: 진료과목 종류

유 무
평균 4.01 1.90

표준편차 0.95 1.18
표본수 122 134

p-value 0.0000
  원격의료 전문 과목을 시행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병원
의 난제대응능력에 대한 인식이 약 2.11(=4.01-1.90)점 긍정적으로 보
인다. p-value는 0.000으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원격의료 전문 과목을 시행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T-Test
를 통해 해외원격의료 핵심기반인 원격진료 유지, 국내로의 환자 유입, 
난제대응능력을 분석해본 결과, 원격의료 전문 과목을 시행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원격의료 전문과목을 시행하는 것은 해외원격
의료 핵심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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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격진료비 지불유무

  원격진료비 지불유무 또한 해외원격의료 핵심기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2>. 즉, 원격진료비 지불하는 병원들은 그렇지 
않은 병원들보다 난제에 대해 현재 종합병원의 난제대응이 대처하고 있
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원격진료 유지에 대한 인식: 원격진료비 지불유무
t-test 원격진료 유지에 대한 인식: 원격진료비 지불유무

유 무
평균 3.27 1.65

표준편차 1.41 1.01
표본수 122 134

p-value 0.0000
  원격진료비를 지불하는 집단과 지불하지 않는 집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원격진료비를 지불하는 경우 원격진료 유지 건수가 약 
1.62(=3.27-1.65)건 높게 도출되었다. p-value는 0.000으로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3> 국내로 환자유입에 대한 인식: 원격진료비 지불유무
t-test 국내로 환자유입에 대한 인식: 원격진료비 지불유무

유 무
평균 0.68 0.17

표준편차 0.47 0.38
표본수 122 134

p-value 0.0000
  원격진료비를 지불하는 집단과 지불하지 않는 집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원격진료비를 지불하는 경우 국내로의 환자유입에 대한 인식이 약 
0.51점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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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종합병원의 난제대응능력에 대한 인식: 원격진료비 지불유무

t-test

종합병원의 난제대응능력에 대한 인식:

원격진료비 지불유무
유 무

평균 3.69 2.19
표준편차 1.33 1.28
표본수 122 134
p-value 0.0000

  원격진료비를 지불하는 경우 종합병원의 난제대응능력은 3.69점으로, 
원격진료비를 지불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 능력 점수인 2.19점보다 높다. 
p-value는 0.000으로 역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원격진료비를 지불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했을 때에, 지
불하는 집단이 원격의료 핵심기반인 모든 항목에 대해 유의미하게 긍정
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원격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이 해외원격의료
의 핵심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유의미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
고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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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료사고책임 명문화 유무

  의료사고책임을 명문화하여 사용하는 종합병원들은 그렇지 않은 종합
병원들보다 난제에 대해 현재 종합병원의 난제대응이  대처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5,16,17>.

<표 15> 원격진료 유지에 대한 인식: 의료사고책임 명문화 유무

t-test
원격진료 유지에 대한 인식: 
의료사고책임 명문화 유무

유 무
평균 3.42 1.64

표준편차 1.32 1.02
표본수 113 143

p-value 0.0000
  원격의료 과정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만일의 경우를 위하여 의료사
고책임을 명문화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T-Test를 시
행하였다. 그 결과, 원격진료 유지 건수에서 약 1.78건의 차이가 있으
며, 의료사고책임을 명문화한 집단이 더 높은 원격의료 건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6> 국내로 환자 유입에 대한 인식: 의료사고책임 명문화 유무

t-test
국내로 환자 유입에 대한 인식: 

의료사고책임 명문화 유무
유 무

평균 0.69 0.20
표준편차 0.46 0.40
표본수 113 143

p-value 0.0000
  의료사고 책임을 명문화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국내로의 환
자 유입에 대한 인식도 다르게 나타났다. 국내로의 환자 유입에 대한 인
식은 의료사고책임을 명문화한 경우에 0.69점, 그렇지 않은 경우에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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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두 집단 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p-value는 0.000으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이다.

<표 17>종합병원의 난제대응능력에 대한 인식: 의료사고책임 명문화 유
무

t-test
종합병원의 난제대응능력에 대한 인식: 

의료사고책임 명문화 유무
유 무

평균 3.90 2.12
표준편차 1.11 1.29
표본수 113 143

p-value 0.0000
  의료사고 책임을 명문화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난제대응능
력에서도 긍정적인 차이를 보였다. 책임을 명문화한 경우가 난제대응능
력 3.9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난제대응능력 2.12점으로, 의료사고 책임
을 명문화한 경우의 병원 차원 난제대응능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p-value는 0.000으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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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환자유치업자 유무

  외국인 환자유치업자를 보유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해외원격의
료 핵심기반 구축의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8> 원격진료 유지에 대한 인식: 외국인 환자유치업자 유무
t-test 원격진료 유지에 대한 인식: 외국인환자유치업자 유무

유 무
평균 3.05 1.82

표준편차 1.41 1.24
표본수 125 131

p-value 0.0000
  외국인 환자유치업자를 보유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원격진료 
유지 건수에서 3.05으로 약 1.23만큼 앞섰다. p-value는 0.000으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19> 국내로의 환자 유입에 대한 인식: 외국인 환자유치업자 유무

t-test
국내로의 환자 유입에 대한 인식: 

외국인 환자유치업자 유무
유 무

평균 0.66 0.18
표준편차 0.48 0.39
표본수 125 131

p-value 0.0000
  외국인 환자유치업자를 보유한 병원은 그렇지 않은 병원에 비해 국내
로의 환자 유입에 대한 구성원 인식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국내로 환자
가 유입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외국인 환자유치업자
를 보유한 병원의 관계자는 0.66, 그렇지 않은 병원의 관계자는 0.18로 
답변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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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종합병원의 난제대응능력에 대한 인식: 외국인 환자유치업자 
유무

t-test
종합병원의 난제대응능력에 대한 인식: 

외국인 환자유치업자 유무
유 무

평균 3.55 2.29
표준편차 1.36 1.37
표본수 125 131

p-value 0.0000
  외국인 환자유치업자를 보유한 병원은 보유하지 않은 병원에 비해 난
제 대응능력에서도 다소 차이를 보였다. 외국인 환자유치업자가 있는 경
우는 난제대응능력이 3.55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난제대응능력이 2.29
점으로 약 1.26점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유치업자를 보유하는 것은 곧 해외원격의료의 핵심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
다.

  6. 병원장 참여도

  본고에서 통계적 검증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병원장 참여도 변
수의 경우 1점부터 5점으로 항목이 구성된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T-Test는 두 집단 간의 평균 비교이기 때문에 본 항목에 대한 T-Test

분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병원장 참여도가 유/무에 따라 
종속변수인 원격진료 유지, 국내로의 환자 유입, 종합병원의 난제대응능
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T-Test를 통한 검정을 생략하도록 하겠
다. 병원장 참여도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유의 확률에 대해서는 
이하 다중회귀분석에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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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소결

  지금까지의 T-Test 분석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원격전담팀을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들은 운영하지 않는 병원의 직
원들보다 해외원격의료의 핵심기반을 보다 잘 구축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원격의료 전문과목을 보유한 병원의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병원의 
직원들보다 해외원격의료의 핵심기반을 보다 잘 구축하고 있다고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원격진료비를 지불하는 병원의 경우 그렇지 않은 병원의 직원들보
다 해외원격의료의 핵심기반을 보다 잘 구축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4) 의료사고책임을 명문화한 병원의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병원의 직
원들보다 해외원격의료의 핵심기반을 보다 잘 구축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외국인 환자유치업자를 보유한 병원의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병원
의 직원들보다 해외원격의료의 핵심기반을 보다 잘 구축하고 있다고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리하자면 원격전담팀, 원격의료 전문과목, 원격의료비 지불, 의료사
고책임 명문화, 외국인 환자유치업자를 보유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평균을 비교했을 때, 모든 경우에서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음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다만 t-test는 두 집단 간의 평균 비교라는 한계가 있기에 본 연구에
서는 모든 다른 가능성과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에 해당 변수가 종
속변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
에 더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절에
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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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해외원격의료 핵심기반 구축에 대한 회귀분석 : 
다중회귀분석
  t-test를 통해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해외원격의료 핵심기반을 구축하
는 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보다 명확
히 검정하기 위하여, 본 절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영향의 방향과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t-test 분석과 마찬가지로 원격전담팀 유무, 
원격의료 전문과목 유무, 원격진료비 지불유무, 의료사고책임 명문화 유
무, 외국인 환자유치업자 유무가 종속변수인 해외원격의료 핵심기반 구
축, 즉 원격진료 유지 건수, 국내로의 환자 유입, 종합병원의 난제대응능
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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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원격의료 핵심기반 : 원격진료 유지 건수

   해외원격의료 핵심기반 세 가지 중 첫 번째인 원격진료 유지 건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표는 <표21> 에 제시하였다. 

<표21> 원격진료 유지 건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Source SS df MS Number of obs =     252

F(  8,   243) =   71.09
Prob > F      =  0.0000
R-squared     =  0.7006
Adj R-squared =  0.6908
Root MSE      =  .81381

Model 376.631628 8 47.0789535
Residual 160.935833 243 .662287377
Total 537.56746 251 2.14170303

y1num Coef Std.Err. t P>|t| [95% Conf. Interval]

x1team .2877932 .1350203 2.13 0.034 .0218337
.5537527

x2special .729336 .1654161 4.41 0.000 .4035035
1.055168

x3cost .2587846 .1332467 1.94 0.053 -.0036813
.5212505

x4resp .45713 .1369365 3.34 0.001 .1873959
.726864

x5foreign .0488702 .1225353 0.40 0.690 -.1924967
.290237

x6leader .3835177 .0545963 7.02 0.000 .2759753
.4910601

age .0356605 .0184349 1.93 0.054 -.0006521
.0719732

yoflabor -.0600898 .0797971 -0.75 0.452 -.2172721
.0970925

_cons -.5696403 .5588286 -1.02 0.309 -1.670406
.531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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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10,**p<.05,***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뜻함.
연령과 근속연수를 통제했을 때, 1) 원격의료 전담팀이 있는 경우, 2) 
원격의료 전문과목이 있는 경우, 3)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책임이 명문화
되어 있는 경우, 4) 병원장의 의사결정 참여도가 높을수록 원격진료 유
지 건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다.
원격의료 전담팀 존재의 유무라는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이
유는 앞서 가설 설정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원격의료 전담팀이 전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원격진료비 지불 유무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유무는 원격진료 유
지 건수를 늘리는 데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
다.  외국인 환자유치업자 유무가 원격진료 유지 건수에는 큰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이유는, 원격진료를 받기로 결정한 환자들은 외국인 환자유
치업자유무가 본인의 선택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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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외원격의료 핵심기반 : 국내로의 환자 유입

   해외원격의료 핵심기반 세 가지 중 두 번째인 국내로의 환자 유입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표는 <표22> 에 제시하였다. 

<표 22> 국내로의 환자 유입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a)*p<.10,**p<.05,***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뜻함.

  국내로의 환자 유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1) 원격의료 전담팀이 존재

Source SS df MS Number of obs =     252
F(  8,   243) =   42.28
Prob > F      =  0.0000
R-squared     =  0.5820
Adj R-squared =  0.5682
Root MSE      =  .32368

Model 35.4412324 8 4.43015406
Residual 25.4595612 243 .104771857
Total 60.9007937 251 .242632644

y1num Coef Std.Err. t P>|t| [95% Conf. Interval]
x1team .1485456 .0537029 2.77 0.006 .0427629

.2543283
x2special .3304839 .0657926 5.02 0.000 .2008873

.4600804
x3cost .088949 .0529975 1.68 0.095 -.0154441 

.1933422
x4resp .001832 .0544651 0.03 0.973 -.1054519

.109116
x5foreign .120684 .0487372 2.48 0.014 .0246828    

.2166852
x6leader .0761665 .0217151 3.51 0.001 .0333926    

.1189404
age .0138524 .0073323 1.89 0.060 -.0005906   

.0282954
yoflabor -.0097261 .0317385 -0.31 0.760 -.0722437 

.0527916
_cons -.5900412 .2222684 -2.65 0.008 -1.02786   

-.152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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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2) 원격의료 전문과목이 있는 경우, 3) 외국인 환자유치업자
가 있는 경우, 4) 병원도의 참여도가 높을 경우로 검증되었다.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단 원격진료비 지불 유무와 의료사고분쟁 책임 명문화 유무의 경우에
는 국내로의 환자 유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도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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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원격의료 핵심기반 : 종합병원의 난제대응능력

   해외원격의료 핵심기반 중 세 번째인 종합병원의 난제대응능력과 이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표는 <표23> 에 제
시하였다.  

<표 23> 종합병원의 난제대응능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a)*p<.10,**p<.05,***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뜻함.

Source SS df MS Number of obs =     252
F(  8,   243) =   80.88
Prob > F      =  0.0000
R-squared     =  0.7270
Adj R-squared =  0.7180
Root MSE      =  .80033

Model 414.458029 8 51.8072536
Residual 155.649114 243 .640531332
Total 570.107143 251 2.2713432

y1num Coef Std.Err. t P>|t| [95% Conf. Interval]
x1team 1.385025 .1327841 10.43 0.000 1.12347     

1.64658
x2special .6928353 .1626765 4.26 0.000 .3723993    

1.013271
x3cost -.1131547 .1310398 -0.86 0.389 -.3712736   

.1449642
x4resp .2949882 .1346686 2.19 0.029 .0297215   

.5602549
x5foreign -.1060739 .1205058 -0.88 0.380 -.3434431  

.1312954
x6leader .2814826 .0536921 5.24 0.000 .1757214   

.3872439
age -.0006592 .0181296 -0.04 0.971 -.0363705   

.035052
yoflabor .0672599 .0784755 0.86 0.392 -.0873191   

.221839
_cons .9325052 .5495732 1.70 0.091 -.15003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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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1) 원격의료 전담팀이 존재할 경우, 2) 원격의료 전문과목
이 있을 경우, 3)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책임이 명문화되어 있는 경우, 
4) 병원장의 의사결정 참여도가 높을 경우 종합병원의 난제대응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단, 원격진료비 지불유무와 외국인 환자유치업자 유무는 종합병원의 
난제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종합병원이 해외원격의료의 핵심기반으로서 난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원격의료 전담팀, 원격의료 전문과목, 의료
사고분쟁에 대한 책임 명문화를 하며, 마지막으로 병원장의 높은 의사결
정 참여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4. 소결

  지금까지의 통계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국내로의 환자 유입이 이루어
지는 경우는 1) 원격의료 전담팀이 존재하는 경우, 2) 원격의료 전문과
목이 있는 경우, 3) 외국인 환자유치업자가 있는 경우, 4) 병원도의 참
여도가 높을 경우로 검증되었다.
  종합병원의 난제대응능력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다중회
귀분석 결과표이다. 분석 결과, 1) 원격의료 전담팀이 존재할 경우, 2) 
원격의료 전문과목이 있을 경우, 3)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책임이 명문화
되어 있는 경우, 4) 병원장의 의사결정 참여도가 높을 경우 종합병원의 
난제대응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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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연구결과 정리 및 제시
   본 연구는 해외 원격의료사업 진행 후 발생한 다양한 난제들과 대응
방안을 파악하여 대처함이 이러한 진료방식이 앞으로 확산될 수 있는 해
외 원격의료사업 활성화 및 성공의 전제 조건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해외 원격의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원격전담팀유무와 원격진료과목, 원격진료비, 관련법령 등
의 변수가  해외원격의료 핵심기반 구축 이라는 해외원격의료 유지 및 
해외환자유입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전담팀을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들은 운영하지 않는 병원의 
직원들보다 해외원격의료의 핵심기반을 보다 잘 구축하고 있다고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원격의료 전문과목을 보유한 병원의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병

원의 직원들보다 해외원격의료의 핵심기반을 보다 잘 구축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원격진료비를 지불하는 병원의 경우 그렇지 않은 병원의 직원

들보다 해외원격의료의 핵심기반을 보다 잘 구축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의료사고책임을 명문화한 병원의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병원의 

직원들보다 해외원격의료의 핵심기반을 보다 잘 구축하고 있다고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보유한 병원의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병원의 직원들보다 해외원격의료의 핵심기반을 보다 잘 구축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바탕에는 초기의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에 대한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의료법개정과 국가의 관

리가 큰 역할을 했으며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들은 의료기관과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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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다양

한 홍보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증가와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에 꾸준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설문지에서 나타난 해외원격의료 시행병원 직원들이 중요하게 생각

하는 해외원격의료에서 중요한 요소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 <표24>과 

같다.

<표24> 설문지에서 나타난 중요성 우선 순위 

<표24>에서의 질문내용은 해외원격의료사업 결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을 1로 시작해 

우선순위를 부여한 결과였으며 1순위로 가장 많이 동의한 내용이 원격의

료시간 맟추기였는데 이는 해외원격의료에서 대상국간의 시차, 문화, 환

자와 의사의 선호시간 등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는 인식을 알 수 있었

순위 내용
1 충실한 원격진료시간 준수
2 국내병원의 인지도
3 대상국 병원의 원격의료에 대한 협조도
4 원격 통신장비 및 규모
5 국내병원장과 대상국 병원장의 의지
6 해당 의료진 인력 구성의 우수성(맨파워)
7 해당국가와의 법률적인 협의
8 원격의료환자에 대한 수가책정유무
9 외부기관에 의뢰한 사업전 준비 및 컨설팅
10 원격의료후의 국내병원 전원가능여부
11 국내병원의 네트워크 관리

12
국제진료 전담부서 설치 및 직원 교육 등 조직적인 사전

준비노력
13 기관의 관련 행정부처
14 국내병원의 대외 홍보활동
15 병원에 대한 언론매체에서의 평판
16 국가적인 지원
1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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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위에 위치한  대상국 병원장들의 의지, 3위인 병원의 협조도등이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됨을 알 수 있었다.

앞에서 제시한 독립변수인 원격전담팀, 원격의료 전문과목, 원격의료비 
지불, 의료사고책임 명문화, 외국인 환자유치업자 유무 등의 5가지 요소
들이 순위에 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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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학문적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해외원격의료에 대한 효과 및 난

제를 분석하여 해외원격의료제도의 시행조건이 해외환자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원격의료 전담 의료팀(의

료진) 유무, 원격의료 전담 진료과 유무, 원격의료 진료비 지불 유무, 외

국인환자 유치업자 유무, 병원장 참여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원격의

료 핵심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원격진료 유지 유무, 외국인 원격진료환

자의 국내방문 유무, 원격진료에 대한 병원의 난제 대응 능력을 종속변

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합병원이 해외원격의료의 핵심기반으로서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 영

향을 받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상당히 유의미한 사실

들을 발견하였고 원격의료 전담 의료팀(의료진) 유무, 원격의료 전담 진

료과 유무, 원격의료 진료비 지불 유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유무, 병원

장 참여도가  원격의료 핵심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원격진료 유지 , 외

국인 원격진료환자의 국내방문 , 원격진료에 대한 병원의 난제 대응 능

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의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

다.  

   첫째, 원격전담팀, 원격의료 전문과목, 원격의료비 지불, 의료사고책

임 명문화, 외국인 유치업자를 보유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평균

을 비교했을 때, 모든 경우에서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음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둘째,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진간의 원격의료시간 맞추기 등이 종합병

원에서 해외원격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장 등 정책결정 행위자들의 영향력과 종합병

원의 해외원격의료의 난제 대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해외원격의

료 전담팀을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 그렇지 않은 병원들에 비해서 정책결

정자의 직접적인 통솔수준이 증가할수록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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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과 근속연수를 통제했을 때, 1) 원격의료 전담팀이 있는 경우, 2) 

원격의료 전문과목이 있는 경우, 3)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책임이 명문화

되어 있는 경우, 4) 병원장의 의사결정 참여도가 높을수록 원격진료 유

지 건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단, 원격진료비 지불 유무와 외

국인 유치업자 유무는 원격진료 유지 건수를 늘리는 데에 유의미하게 영

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원격의료시행에 대한 관심증가와 ICT의 발달과 이의 활용을 

위한 원격의료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해오고 있다. 그러나 해외원격의료

와 관련한 문제점 등과 관련해서 성공적인 해외원격 의료구축 기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본 연

구는  원격전담팀, 원격의료 전문과목, 원격의료비 지불, 의료사고책임 

명문화, 외국인 환자유치업자 유무가 해외원격 의료구축 기반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외원격의료 개시 이후, 10여 년간의 진행 변화 과정을 평가하고 그

에 따른 과제 및 향후 해외원격의료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렴하는데 본 조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크게 다음과 같이 국가적, 병원 내부

적, 의료진 개인적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을 도출해 낼 수 있었

다.

   1. 국가적 지원 

1) 보건행정분야의 법적인 합의점 도출. 대상국간 병원간의 법령 문서화  

  가 필요하다.

2) 국가 간의 법적인 협의가 중요하다. 정부 및 병원 간의 MOU를 위해  

  서는 정부의 주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원격의료비, 의료사고 발생  

  시의 책임소재 등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법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관련 법령의 확립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외국인유치  

  업자 등록에 관한 의료법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하고자 등  

  록한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현재 1,600여개에 이른다. 유치업자는   

  외국인 환자의 입국에서 출국까지 국내에서 제공하는 제반 비의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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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를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환자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현장  

  실무 의견을 반영한 정기적 교육 제공, 유치업체 운영 매뉴얼 등 유치  

  업 비즈니스 가이드북이 개발 등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2. 병원의 내부적 지원

1) 병원장의 의지, 난제대응능력

2) 원격전담팀의 중요성

3) 원격의료비 책정

4) 해외환자유치업자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3. 의료진 개인적 차원의 지원

1) 의료진의 진료시간 지정이 필요한데 대상국과의 시차, 환자들의 선호

시간, 진료과목에 따른 시간 배정 등이 체계적으로 설정되어야한다.

2) 의료진 개인의 헌신적인 시간 맞추기는 따라서 매우 중요한 해외원격

의료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원격의료 전담팀, 원격의료 전문과목, 의료사

고분쟁에 대한 책임 명문화, 병원장의 의사결정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해외 원격진료 유지 건수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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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사례에 나타난 성공 실패 요인의 비교
  1. 병원 사례 3례: A, B, C

  본 사례 연구는 해외원격의료에서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점과 

실제사례들을 총체적 시각에서 분석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 질적 

연구방법 중 사례연구의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Creswell 

(2007)이 제시한 하나 이상의 사례를 연구하는 집합적 사례연구를 

따른다. 여러 병원의 원격의료 사례를 선정한 뒤 먼저 각 사례의 

세부적인 현황과 그 사례 내의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사례 내 분석), 

사례들에 걸쳐 있는 공통적이거나 일반적인 난점 들을 분석하며 (사례 

간 분석), 사례들의 의미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사점 및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Yin, 2003; Creswell, 2007; 이건창, 2010). 

병원사례들은 해외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대상병원 중 3개 병원을  
선택하였으며 국제진료업무담당자 5인과 원격진료 경험이 있는 전문의 
5인을 면담하였다. 전문의 5인은 전원 현직 교수였다. 면담은 대면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 이루어졌고 1인당 30분에서 40분 동안 진행되었다. 
면담은 원격의료 경험 및 현황, 현재 상황, 후발병원에 대한조언 등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
고 자료수집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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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료 수집 및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최근 국내종합병원에서 시행한 해외원격의료 사업사례들 중 
3 개 – A 대학병원, B 대학병원, C 대학병원, 을 대표 사례들로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1) A 대학병원의  사례

① 원격의료 경험 및 현황
   A 대학병원의 경우 미국 애틀랜타의 한인계 종합병원인 '소망병원'에 
원격 화상진료시스템을 구축된 것이 시초이며 u-헬스케어 시스템은 
2011. 2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한국관광공사 지소에 첫 개통 후 러
시아 하바롭스크, 이르쿠츠크 및 의료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애틀
랜타에 연이어 구축한 후 원격화상 진료시스템인 ‘u-헬스케어 시스템’을 
이용한 환자진료 상담 건수가 수백례로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A 대학병
원은 몽골과의 첫 원격 화상진료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는데 몽골 울란바
타르 ‘OO친선병원’에 설치된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인 ‘u-Health 시스템’을 
통해 6세 척추측만증 여아에 대한 정형외과 의료진의 진료 상담이 진행
되었고 환아는 현지의 낙후된 의료사정으로 질병 진단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점차 심해지는 척추 변형으로 성장과 호흡에 장애를 받아오다 
한국에서의 치료 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희망해 원격진료가 이루어졌다. 
현지 병원에서 촬영한 X-레이 사진과 화면으로 보이는 환아의 모습을 
원격의료진단을 통해  척추 측만도가 거의 50도에 이루는 중증 측만증
으로 진단할 수 있었고 상태가 더 급속히 악화되기 전에 빠른 수술적 치
료를 통한 교정을 상담을 통하여 추천하여 국내로 전원하여 수술이 성공
적으로 진행되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2013)(2014) 내부자료)

② 현재 상황
   A 대학병원 블라디보스톡 한국관광공사 내 u-헬스케어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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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통하여 러시아인 의사, 통역, 코디네이터 등의 인력과  검진에 
사용되는 혈압측정기, 체지방분석기, 초음파검사기 등 장비를 통하여 복
지부 글로벌 u-헬스 프로젝트(연구비 15억원)로 A 대학병원에서 진행
하였고 원격의료 지원(3년 동안 운영), 2013년 2월 26일 u-헬스케어 
진료 500건이 달성 되었고 담당 의료진으로는 내분비 내과 및 주요 진
료과로 당뇨 등 내분비 내과, 흉부외과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러시
아, 몽골과의 해당병원 해외원격의료시행시의  문제점으로는 원격의료의 
무료 진료, 원격의료 시 한국의 정기적 외래 시간에 맞춘 대상국환자 진
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해외 원격의료 섹션 전담 의료진 구성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고 현지 의료진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
조하였다. 현재는 몽골과의 원격의료는 중단된 상태이며 필리핀 대학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System)병원과의 원격의료가  진행 중
에 있다.

③ 후발병원에 대한조언
현지 사업의 성공 비결은 현지 의료시스템, 문화를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 . 따라서 해당국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상
태에서 의료기술과 ICT장비만 믿고 진출한 병원들은 결국 문화와 관습
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거나 당초 예상 했던 목표
를 이루지 못하고 중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2) B 대학병원의  사례

① 원격의료 경험 및 현황
 B 대학병원에서는 위탁 운영 중인 아랍에미리트 칼리파병원에 
Pre-post Care Center (PPCC)를 개소하여 타 중동 지역으로 확산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였다.  환자관리 시스템(Prototype)을 개발하고,  아
랍에미리트 환자 송출 과정에 시스템을 적용하고 한국에서는 PPCC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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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장과 팀장을 현지에 파견하였으나, 현지 보건당국의 비자발급, 사무실 
장소 확보 약속 미이행, 우리 측 면담요청 회피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발생하였고 시범사업은 예정보
다 조기에 현지파견 의료진을 한국으로 철수시켰다. 중동지역 PPCC 프
로그램은 의료코디네이터를 위한 환자의 국내전원 위주프로그램이었으
며, 의료진이 원격진료를 위해 필요한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전

자의무기록). OCS (Order Communication System, 처방전달시스템) 혹은 

PACS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s System,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

템)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면적인 프로그램 수정 내지 개발이 필요

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의 경우 업체로부터 소스를 그대로 제공받아 유

지 보수를 위한 비용을 절감하고 라이선스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OCS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약품 리스트에 대한 데이터 베이

스 구축이 필요하며 PACS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베이스 영상기

기 확보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② 현재 상황
 B 대학병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아랍에미리트 칼리파병원의 PPCC 시
스템은 예정보다 조기 철수한 상태이다. 병원의 진료는 현지 파견된 의
사들을 통해 직접진료가 행해지고 있다.

③ 후발병원에 대한조언
대상국간의 비자발급, 사무실 장소 확보, 문제점 발생시의 해결을 위한 
협의규정 등 법적인 고려사항에 대한 법령화가 매우 중요하다.  중동 등

은 현지상황이나 법 등이 우리와 달라 성공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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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대학병원의  사례

① 원격의료 경험 및 현황
2016년  C대학병원에서는 몽골 원격의료를 시작하였는데 몽골 현지 의
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외국민 및 몽골주민을 대상으로 원격의료서비
스를 제공, 예방적 건강관리 및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몽골 
국립 제3차 의료기관을 거점으로 하여 지역병원, 소외지역 보건진료소등
을 연계하는 원격진료 서비스 시스템 구축하고 원격협진 시스템을 통해 
의무기록과 검사 등을 서버에 업로드하거나 공유하고 센터 전문의와 원
격지 일반의 원격 화상 협진하며 원격진료는 원격지 간호사가 기본적인 
문진과 신체검진, 원격진료 장비를 활용한 검사 후 원격진료센터 의사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점 및 난점으로는 몽골 국립병원들은 
EMR, OCS, PACS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원격의료 및 필요시의 
몽골환자 국내 전원시 데이터 공유의 한계가 있어, 진료 및 관리 효율성
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오지에서의 전원여부 판단이나 만성 질환
관리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몽골 국립병원 의료진들의 
동기 부여 필요성과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위한 몽골 의료진들 교육, 프
로그램 유지 보수 등을 위해 추진하였다.

② 현재 상황
몽골 모자병원과의 원격의료 및 울란바타르(UB) 송도병원과의 몽골환자
에 대한  Pre-post Care Center를 개소하였다. 한국에서 진료 받았거
나 받고 싶은 몽골환자 대상으로, 한국 의료진이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사전사후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③ 후발병원에 대한조언
대상국간의 통신설비에 대한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 EMR, OCS, PACS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지 여부와  원격진료 및 전원시 데이터 공유가
능성과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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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

   현재 국내 원격의료는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2016년 5월에 
입법 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의료 대상자를 섬, 벽지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과 의료기술 모두 강점을 가지고 있어 해외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공의료 차원에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해야 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우리나라의 원격의료 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고 정보통신기술과 의료기술을 접목시키는 원격의료는 우리나라가 분
명히 강점이 있고 해외의료진연수, ICT 기반 원격진단 및 치료지원, E
헬스 분야 경험 공유 등을 통해 한국의료시스템을 전수하고 해당국 의료
기술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원격의료의 
또 다른 필요성으로는 해외환자의 병원 방문을 최소화하고, 수술환자 및 
퇴원 환자에게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상태 모니터
링 및 진료뿐만 아니라 해외체류재외동포의 증가로 인한 상대적으로 의
료 환경이 취약한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재외동포를 위한 u-헬
스케어 서비스도 포함된다.   특히 중동지역의 경우 작년 대비 43.3%의 
재외동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u-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서 재외동포 및 해외 근무 중인 재외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
를 통해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해외 원격의료는 또한 “의료관광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위해 의료관광
(Medical Tourism)및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의료서비스, 휴양, 레저, 

문화 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관광산업의 발달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특히 동남 및 동북아시아의 경제 발전에 따라 고소득층

이 증가함에 따라서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 

외에도 선진국의 무 의료보험자들의 해외 원정 의료 관광이 증가하고 있

다 세계의 의료관광 시장규모는 2007년 600억 달러에서 2012년 약 70% 

성장한 1천억달러로 추산되며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현재 가장 앞서 있

다. 글로벌 u-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국내인 뿐만 아니라 의료관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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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유치된 해외환자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서 보다 다양한 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할 수 있다. 

병원들이 해외 진출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국내 시장의 

포화로 인한 것이며  외국인 환자가 자발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외국

의 현지 거점병원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및 현지 에이전시 관리 

등도 새로운 과제이며 싱가포르 레플즈병원이 홍콩이나 중국 상해 등에 

진출해 있는 것과 같이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인

식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원격의료는 대면진료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한 의학적, 법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환자-의사 연결에 대한(진료시간에 대한) 시스템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환자유치업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 외국인 환자유치업자에 의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지만 불법 알

선업자로 인한 과도한 수술 요구 등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와 부작

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2011년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전반적인 관

리강화에 중점을 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조항이 신설된 의료법 개

정안이 신설되었는데 복지부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알선 기관이나 

개인과 거래한 의료기관은 등록이 취소시킬 수 있고  법적으로 유치행위

가 금지됐던 보험사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포함됐다. 외국인 유치업

자에 보험사가 제외돼 있어 잠재적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었는데 보험사

의 환자 유치업 허용으로 외국인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적정한 규제로 유치 사업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공감대가 일부 형성되고 있

으며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원격진료의 책임. 법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며 통신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자료의 전달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병원장의 의사결정 참여도의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도 나타났는데 이는 정책결정력이 높을수록 해외원격의료 전담팀에서 대

상국간의 다양한 문제점 대응 시에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성 있게 

대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해외환자 유치업자와 원격의료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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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대해서는 양적 수치로는 무의미하였지만 해외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터뷰를 통한 사례조사를 통한 결과는 중요하다고 답변한 경

우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해외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반구축에 

있어 원격의료 전담팀확보, 원격의료 전문 과목규정, 의료사고분쟁에 대

한 책임 명문화, 병원장의 의사결정 참여도를 높여 해외 원격진료 유지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원격의료

에 대한 관심도, 역할 중요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주는 의의를 갖는다. 

   반면 본 연구는 해외원격의료가 국내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험이 많지 않고 기존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국제진료

담당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종합병원 근무 중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

는 사례연구라는 한계를 가지며 설문 문항 중 중요성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병원의 인지도, 병원의 통신장비 및 규모, 의료진 인력구성에 관

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향후 국내종합병원들의 원격의료가 더욱 활성화되어 다기관에서 성공

적인 사례와 실패요소들을 분석하는 다기관연구(Multi Center study)를 

통해 원격의료의 효율성을 높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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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se study on problems and

solutions of international

telemedicine system in Korean

general hospitals.

Kim, Sun-Jong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existence of special consultation 

departments, relevant laws of each country, consultation fee issues, 

overseas agency and ability of management team causing the 

unresolved problems in telemedicine between each countries and 

collaborative treatment system. 

   This research analyzes factors that make durability of the 

telemedicine project difficult which is significant to create policy 

revision and tool of policy study to minimize policy failure for many 

domestic general hospitals currently planning to establish overseas 

telemedicine projec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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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the existence of the Internet and satellite environment and 

facilities (a remote dedicated center), special consultation departments, 

consultation fee issues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 were all 

recognized as important determinants for the success of telemedicine 

project. 

   Secondly, according to the telemedicine team in the general hospital, 

scheduling telemedicine time among medical staff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process the telemedicine project.  

   Thirdly, upon further examination through cross-sectional analysis if 

there is a differences between influence of director of the hospital or 

other decision-making agents and impact on the ability to respond to 

difficulties in the general hospitals, result in the hospitals with a 

dedicated team for overseas telemedicine showed significantly more 

positive recognition as a decision-making agents’ direct leadership 

level increase than who those not. It is inferred that higher 

decision-making power leads the dedicated team for overseas 

telemedicine response quickly and efficiently through consultation in 

responding to various issues among target countries.

Keywords: Internet, Telemedicine, General Hospital,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tudent No.2014-2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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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해외원격의료에 관한 국제진료 담당자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해외원격의료사업 정착을 위해 국내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있
는 해외원격의료에 관한 업무 담당자들의 원격진료 난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인식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해외원격의료 효율성,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
에 대하여 국제진료업무 관련담당자들의 진솔한 입장을 듣기 위하여 마련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본 조사자의 석사논문 기초자료 외에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의 의견과 정보는 통계법 제13조 규정에 의
거 철저하게 보호하여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8. 1
김 선종

mailto:sjsj7777@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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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이 최초로 해외원격의료를  시작한 연도는 언제부터입니까?

           년

2. 대상국의 명칭

                 

3. 다음 중 해외원격의료사업 결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옆의 밑줄에 가장 중요한 것을 1로 시작해 우선순
위를 부여해 주십시오.

1) 국내병원의 인지도           
2) 국내병원의 네트워크 관리          
3) 대상국 병원의 원격의료에 대한 협조도          
4) 국제진료 전담부서 설치 및 직원 교육 등 조직적인 사전 준비노력     
                                                                   
5) 충실한 원격진료시간 준수          
6) 외부기관에 의뢰한 사업전 준비 및 컨설팅          
7) 원격 통신장비 및 규모          
8) 국내병원장과 대상국 병원장의 의지          
9) 해당 의료진 인력 구성의 우수성(맨파워)          
10) 해당국가와의 법률적인 협의          
11) 원격의료환자에 대한 수가책정유무          
12) 원격의료후의 국내병원 전원가능여부          
13) 기관의 관련 행정부처 (예: 보복부 소관 또는 보산진 소관)           
                                                                  
14) 국내병원의 대외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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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국 환자들에 대한 병원 홍보 브로셔 배포, 대언론
  접촉을 통한 병원진료실적 우수사례 언론 게재 노력 등
15) 병원에 대한 언론매체에서의 평판
16) 국가적인 지원
17) 기타                                                 
 ※ 이상 열거한 사항 외에 해외원격의료사업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있다고 
생각하시면 모두 기재하시고 기재하신 사항을 포함해 순위를 정해 주십시
오.
 ※ 이상 열거한 사항 중 해외원격의료사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
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다면 ‘x'표를 해 주십시오.

1.   전문 진료과목을  선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까?

2. 귀 기관은 해외원격의료사업과 관련하여 몇 개과의 원격의료가 행해지
고 있나요?

3. 귀 기관은 해외원격의료사업과 관련하여 대상국 환자가 내야하는  원
격진료비가 있나요?

(1)
없다

(2)
있다

(1)
1개-3개

(2)
4개-6개

(3)
7개-9개

(4)
10개과 이상

(5)
모든진료과

(1)
아니다

(2)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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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원격의료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 유치업자가 있습니까?

5. 해외 원격의료 진행시 고객 불만 처리 및 의료사고 책임소재(한국의료
진과 해외 의료진 사이)에 대한 법령이 있습니까?

6. 해외원격의료를 하는 시간은 1주당  대체로 몇시간이나 됩니까?
(                  시간/주   )

7. 해외원격의료사업 담당 전문의들이 성과를 정당하게 낼 만큼 진료시간
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 질문 7에서 모자란다고 답하셨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해외원격의료
시간으로 할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간/주  )

9. 귀 병원에 해외원격의료사업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1)
매우 모자란다

(2)
모자란 편이다

(3)
보통이다

(4)
충분한 편이다

(5)
매우충분

하다

(1)
아니다

(2)
그렇다

(1)
없다

(2)
있다

(1)
없다

(2)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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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외원격의료사업전담 부서는 전적으로 해외원격진료사업업무만 담당
하고 있습니까?

11. 해외원격의료사업 전담부서 장의 직위는?

① 임원급   ② 부장급   ③ 차장급   ④ 기타  ( : 기재해 주십시
오)

12. 해외원격의료사업에 있어서 병원장의 역할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
까?

13. 귀 병원의 해외원격의료사업이 월간 유지되는 건수는?

14. 해외원격의료사업에 있어서 난제에 대한 대응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1)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다

(2)
전적으로 평가업무만 하고 있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중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

(1)
1건이하

(2)
2-4건

(3)
4-6건

(4)
6-8건

(5)
9건이상

(1)
매우 낮다

(2)
낮다

(3)
보통이다

(4)
높다

(5)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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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귀 병원의 해외원격의료사업이후 상대국환자의 내원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16. 해외원격의료사업에 있어서 병원장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
까?

이하는 통계처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 답변자의 연령 : 만            세
- 직장 근속연수 :               년
- 답변자의 직위 :            팀원(담당관)

  ※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으로 기재해 주시고, 소속 기관이 팀
제를 도입하고 있다면 앞의 직위와 함께 팀장 또는 팀원을 여부를 기재해 
주십시오)

- 답변자가 국제진료 업무에 종사한 기간 :        년   개월

※ 성실한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1)
아니다

(2)
그렇다

(1)
매우 낮다

(2)
낮다

(3)
보통이다

(4)
높다

(5)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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