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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요어 :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규제, 법

경제학

학 번 : 2018-32736

본 연구는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디지털 헬스케어는 규율

체계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개념조차 정의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의의와 규제 현황을 살펴본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다양한

정의 및 용어의 혼재 속에서 대표성을 지닌 용어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

러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예방, 치료, 관리의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인

간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한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유형은 서비스 유형과 제품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

기기, 웨어러블 웰니스 기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련 사례를 통해 디지털 헬

스케어의 유형을 분류한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의료’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규율체계가 필요하다. 즉, 디지털 헬스케어는 본질적으로 의료와

연관되어 준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 서비스 및 제품 제공자가 더 많은 정

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제공된다는 점, 그리고 고도의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는 소비자, 비의료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법익이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익 형량이 예민하게 이뤄져야 하는 규제대상이다. 궁극적으로

그러한 규제는 이해관계자가 공익을 좇아 규제 설계에 참여하고, 이를 감독하는

규제된 자율규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바람직한 규제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규제, 디지털 헬

스케어 제품 규제로 나누어 규제 현황을 먼저 살펴본다. 특히, 본 연구는 데이

터 규제, 원격의료 규제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① 디

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는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 데이터의 유출, 소유

권 귀속 문제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아울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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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정보, 유전정보 등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법제의 상충 및 교류 인센티브 부족

등이 기술 및 시장 발전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② 원격의료 규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의료소비자의

의료선택권과 의료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의 개선이 모색되어야

한다. ③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중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근거법령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가이드라인상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성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3장에서 해외의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며 국내 규제 법제와 비교

해보았으며 관련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①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의 경우 의료정보 전송요구권, 마이 헬스웨이 등 데이터

플랫폼의 활용 증진,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배당제 활용이 개선방안으로 제안

된다. ② 원격의료 규제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원격의

료의 허용이 제안된다. ③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

스의 ‘건강관리’ 목적을 가이드라인상 ‘의료행위’ 판단에 반영하는 방식 등의 개

정이 제안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4장에서 제3장의 개선방안에 대해 법경제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토해보았다. 법경제학적 접근이란 공익 달성의 또 다른 표현인 사회

적 후생 최적화를 목표로 하는 방법론의 일종이다. 분석 결과 제3장에서 제안된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개선방안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

다. 첫째로,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의 경우 ① 유전정보와 의료정보처럼

상호성이 낮아 보이고 고유성이 높아 보이는 데이터의 경우 정보주체(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그 외의 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접근권

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규제개선이 가능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이동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아울러, 고유성이 낮

아 보이는 의료정보, 건강정보, 공공건강정보 전반은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해

현행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에 적극 포함되는 것을 인센티브를 통해 제도화하

고, 충분한 사후규제 방안이 마련된 후에는 의료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고유

성이 높은 정보까지 플랫폼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데이터

배당제의 경우 고유성이 낮은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에서부터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원격의료 규제의 경우 제한적인 범위

에서 허용되는 원격의료 서비스로의 규제 변화는 의료서비스 사회적 후생손실

을 감소시켜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접근성이 필요한 사안에 한하여 원격의료 서비스를

정착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의 확대로 실증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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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제도 초창기에는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

를 주고, 사후 모니터링을 엄격히 진행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들의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것이 소비자와 의료기관의 공익 개선에

도 도움이 될 여지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자들이 비의료 건

강관리서비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추후 축적되는 실증 데이터를 통한 분석을 토대로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개선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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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2020년 세계를 강타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은 전 세계인들의 많은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그러한 인식의 변화를 대

표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예방’이다. 마스크 착용과 백신의 투여를 통한

코로나 19로부터의 예방은 물론이고, 비대면 업무 및 일상생활 양식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을 관리하고 다양한 질병으로부터의

예방을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령화 인구의 증가, 인공지능 기술과 의료

기술의 융합화,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의 감소를 원하는 사람들의 증가

등 세계 전반의 추세를 살펴보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의 급증

은 예상할 수 있는 귀결이다. 세계보건기구(WHO)보다 먼저 코로나 19

의 창궐을 예견하여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캐나다의 스타트업 ‘블루닷

(BlueDot Inc.)’1), 사용자의 홈트레이닝 등 운동 패턴을 파악하여 데이터

를 의료정보로 활용하는 국내 스타트업 ㈜위힐드의 애플리케이션인 ‘라

이크핏’2)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은 다양한 유형의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여 질병의 예방, 진단, 예방,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있고, 이에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수년 전부터 폭발적으

로 성장해왔다.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매년 평균 27.7%에 달하

는 매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2025년에는 5,092억 달러의 규모에 이르

1) 조선일보, “WHO보다 먼저 전염병 예측하고 백신 개발 돕는 AI 기업”, 2020. 3. 8,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6/2020030602200.html), (최종접

속일: 2022. 1. 31.)
2) 매일경제, “대기업, 대형 병원이 선택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위힐드’, 시리즈 A 투

자유치”, 2020. 10. 30,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10/1115966/),

(최종접속일: 202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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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3) 국내 시장에 한정하더라도 디지털 헬스케

어 시장은 매년 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에 14조원 규모

에 이르게 된다는 과거 예측 등은4)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잠재

성에 대한 기대를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듯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전방위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

서 산업 육성 정책 등 청사진을 그릴 필요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

부에서는 헬스케어 특별위원회·관계부처가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을 내놓는 등 구체적으로 관련 산업 조성을 위한 노

력을 해왔다. ①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 관리 시범체계 운영, ② 인공

지능 활용 신약개발, ③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 ④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⑤ 헬스케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의 주요 추진과제

가 대표적이다.5)

정부 각 부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디지털 헬

스케어를 차세대 유망 서비스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네오펙트

등 서비스 수출기업을 지원한 사례,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제병원의

료산업박람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관을 운영하여 그간 민간과 함께

투자하였던 AI 정밀 의료 소프트웨어인 ‘닥터앤서’, ‘클라우드 기반의 정

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P-HIS)’를 전시에 활용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사례,7)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 헬스케어업계, 보험업계와 함께 국내 보

3) Grand View Research, “Digital Health Market Size Worth $509.2 Billion By

2025 | CAGR: 27.7%”, 2021. 2, (https://www.grandviewresearch.com/press-relea

se/global-digital-health-market), (최종접속일: 2022. 1. 31.)
4) 한선재, “[글로벌ICT이슈] 헬스케어 산업 동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19.

10. 24, 1면.
5) 헬스케어 특별위원회·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 2019. 7. 4.
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디지털 헬스케어를 차세대 유망 서비스 수출산업

으로 육성”, 2020. 7. 31.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과기정통부, 디지털건강관리(헬스케어)의 미

래 방향을 제시한다”, 2020. 10. 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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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사가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할 방향 등을 논의한 사례,8) 중소벤처기업

부가 14개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를 평가하며 강원 규제자유특구의 디

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더욱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센터’를 개소

한 사례,9) 보건복지부가 마이 헬스웨이를 구축하고,10) 2021. 4. 22.부터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을 통하여 보건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을 혁신할 생태계,11)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서 데이터 정책의

추진 방향12) 및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13) ‘메

디컬 트윈’ 기술 활용 방법14) 등을 논의해온 사례, 고용노동부가 근로복

지공단의 산업재해 의료 인프라를 공개하여 UNIST 등과 디지털 헬스케

어 연구를 시작한 사례15)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지원에 대한 접근을 육성 정책뿐 아니

라 규제 개선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관계부처 합

동「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수립·발표’를 통하여 ① 신산업 육

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권과

헬스케어 업계가 적극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1차 회의 개최 -”, 2021. 2. 4.
9)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강원 규제자유특구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거점

마련”(보도자료), 2021. 3. 12.
1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마이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시

작”(보도자료), 2021. 2. 24.
1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만든다”, 202

1. 4. 22.
1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 논의”, 2021. 6. 22.
1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

논의”, 2021. 9. 9.
14) 메디컬 트윈(Medical Twin)은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예측하여 최적화하는 기술인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의료분야에 적용하여 활용하는 기술”을 일컫는 말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 논의”, 2021. 9. 9.

참조]
15)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UNIST.울산광역시 “디지털 헬스케어

공동연구” 협약 체결”,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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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한 연구환경 등 조성, ② 혁신 의료기기 육성, ③ 예방, 건강관리

서비스 완화, ④ 이중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 철폐라는 4가지 분야에서

15개의 핵심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16) 전술한 육성 정책과

는 별개로 각 부처에서 여러 방면으로 규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된다.

이 글은 산업의 성장, 정부의 산업 생태계 조성, 규제 개선 노력과 맞

물려 디지털 헬스케어의 규제 쟁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

지털 헬스케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

등 다양한 법제가 맞물려 규제되고 있어 연구대상이 될 수 있는 세부 쟁

점이 산재하는 분야이다. 나아가 스마트 헬스케어, U-헬스케어, 모바일

헬스케어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상황에서17)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과는 달리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개선 연구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

다는 평도 발견된다.18) 그러므로 이 글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과 구

성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현행 규제 내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떻

게 다뤄지고 있는지 검토해보며, 관련하여 어떠한 규제 쟁점이 제기될

수 있는지와 이에 대한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하

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규제 현황 및 관련 제 문제를 살펴보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 유형 그리고

그 특성과 규제 근거와 그에 따른 규율체계를 디지털 헬스케어의 데이

터, 서비스 그리고 제품의 측면에서 조망한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규

1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4대 분야 15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2020. 1.

15.
17) 서경화, “디지털 헬스의 최신 글로벌 동향”, 의료정책연구소, 2020. 5, 4면.
18) 박정원 외 2인,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제25권 제1호, 2018, 60-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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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 원

격의료 규제, 건강관리서비스 규제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규제로

나누어 규제목적, 규제기관, 규제방식을 조망한다. 이후 이 글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현황을 살펴본 후 발생할 수 있는 현행 규제의 제 문제를

살펴본다. 특히, 이 글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와 원격의료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제3장에서는 제2장의 제 문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교법적 방법론을 활용한다. 즉, 해외의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법제를

전술한 틀을 기초로 하여 살펴본다.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의 경

우 미국, 유럽연합, 핀란드, 일본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및 건강관리서비

스를 포괄하는 서비스의 경우 미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및 웰

니스 기기를 포함하는 제품의 경우 미국 및 독일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

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제2장에서 대두된 제 문제에 상응하는 개선방안

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규제의 개선 방안을 고찰하는 한 가지 방법론으로서 법

경제학적 방법론을 접목하여 제2장 및 제3장에서 살펴본 분석틀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코즈로 대표되는 합리적 선택이론 계열인 거래비

용경제학 등에 근거한 접근방식과, 규제가 실패하게 되는 실증적인 이유

를 찾는 베커로 대표되는 포획이론 등과 관련한 공공선택이론19)을 중심

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 개선방안, 원격의료 규제 개선방안,

건강관리서비스 규제 개선방안의 타당성을 살펴보려 한다. 디지털 헬스

케어 규제 관련 법학 연구들은 대체로 규제 쟁점에 관하여 해외 사례를

소개 후 각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일례로 정부가 산업 육성을

도모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는 견해와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 등의 문제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스펙트럼을 이

루고 있다면, 많은 연구들은 그러한 스펙트럼 속에서 공익을 향상시키는

19) 허성욱, “경제규제행정법이론과 경제적 효율성”,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

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12, 663-6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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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을 찾고 있다. 사회적 후생 증가를 목표로 하는 법경제학적 접

근법은 이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방식의 권리보호가 규제 개선방식이 합

리적일 수 있는지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접근법이 될 수 있다. 그러므

로 제4장에서는 제3장의 개선방안을 보충하여 논증하는 방식으로 법경제

학적 방법론을 차용하려 한다.

제 2 장 디지털 헬스케어의 규제 현황 및 제

문제

제 1 절 서설

이 장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 및 규제 현황 그리고 관련된 제

현행 규제체계 내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현행 규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계를 더욱 경쟁 촉진

적으로 만들어 발전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산업의 발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형태를 규제 목표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학계의 복합, 융합적인 연구를 통한 뒷받침야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전반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보건의료와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기술로 정

의하고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작성된 규제 쟁점 질문지를 활용하여 전문

가 델파이 조사방식으로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는 학술 연구가 발견되

는가 하면,20)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활용

한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관련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법적 근거 및 인증평가제도, 사전 검토 제도 등을 제안하는

학위연구도 발견된다.21)

20) 박정원 외 2인(주 18), 60-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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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디지털 헬스케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

어 등도 관련 규제가 다양한 형태로 연구되어 왔다. 일례로, 한국법제연

구원의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는 헬

스케어의 하위 속성과 규제 쟁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u헬

스케어22), 미국 의료 IT법제23), 바이오의약24), 의료관광25), 의료기기26),

의료법 분야27) 등을 다루고 종합하는 시리즈 연구이다.28)29) 또한,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보고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해외 규제 법

제를 분석한다. 해당 연구는 구체적으로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아랍에

미리트(UAE), 브라질의 의료 시장 현황을 토대로 해외진출전략을 제시

하고 있다.30)

이처럼 디지털 헬스케어를 비롯하여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등과

관련한 규제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다만, 국내 현행 규제

21) 이미영,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건강관리서비스 융합 모델에 관한

법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1. 6.
22) 주지홍,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u헬

스케어 분야,” 비교법제 연구 제11권 제6호, 한국법제연구원, 2011.
23) 이준호,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미

국의 의료IT법제를 중심으로”, 비교법제 연구 제11권 제6호, 한국법제연구원,

2011.
24) 이상원,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바

이오 의약분야”, 비교법제 연구 제11권 제6호, 한국법제연구원, 2011.
25) 정용엽,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의

료관광 분야”, 비교법제 연구 제11권 제6호, 한국법제연구원, 2011.
26) 강태건,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의

료기기 분야”, 비교법제 연구 제11권 제6호, 한국법제연구원, 2011.
27) 이지윤,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의

료법을 중심으로”, 비교법제 연구 제11권 제6호, 한국법제연구원, 2011.
28) 김현희,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총

론보고서”, 비교법제 연구 제11권 제6호, 한국법제연구원, 2011.
29) 김현희,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종

합보고서“, 비교법제 연구 제11권 제6호, 한국법제연구원, 2011.
30) 구현모, 김우정, 허유진, 안령, 최선욱, 박정현, 정성희, “스마트헬스케어 유

망시장 동향 및 진출전략”, KOTRA 자료 제19권 제15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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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 정의가 무엇인지, 규제 근거는 무엇

이고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공법적 쟁점이 있는지 등

에 집중하여 진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제2

절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개념, 유형, 특성 및 규제 근거를 살펴보고,

공법상 규율체계를 조망하려 한다. 제3절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규제 현황을 살펴본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규제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데

이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및 웰니스 기기 관련 규제를 살펴본다. 제4절에

서는 데이터 규제, 원격의료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

어 어떠한 공법적 쟁점이 제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제 2 절 디지털 헬스케어의 의의와 규제법상 규율

제 1 항 디지털 헬스케어 개관

I. 서설

디지털 헬스케어는 국내의 여러 문헌에서 통용되고 있고, 정부 부처에

서도 사용하고 있는 행정적 개념이지만 법적인 정의는 물론 일반적인 정

의는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와 유사한 용어들이 통용되

고 있어 디지털 헬스케어의 규제 개선을 논의함에 앞서 디지털 헬스케어

의 개념과 해당 용어의 대표성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항에서는

이러한 개념 논의와 더불어 디지털 헬스케어의 유형 및 특성 그리고 규

제 근거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



- 9 -

1. 개념 정립의 필요성

가. 개념 및 용어 현황

국내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정의하고 있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통상적으로 정의된 개념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디

지털 헬스케어’라는 용어를 처음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프랭크(Frank)

또한 용어를 정의하지 않은 채 인터넷 기술과 헬스케어 산업의 결합 수

준으로 개념을 모호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31) 디지털 헬스케어

개념이 국내에서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개념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지

적될 수 있다. 첫째로, 개념의 모호성 문제로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무엇

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점이다. 유사한 견지에서, 식약처에서 개최한 ‘디

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포럼에서는 국내 ‘디지털 헬스케

어’는 명확한 의미가 없으며, 병원 중심으로 개편된 의료서비스를 개인의

영역으로 전환시킨다는 의미에서 “의료분야를 정보통신과 연결하여 환자

가 언제 어디서나 예방·진단·치료를 할 수 있는 서비스”32) 정도로 파악

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둘째로, 용어의 대표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즉, ‘디지털 헬스케어’

라는 용어로 여러 유사 용어들을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인 지에 대한 점

이 지적될 수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외에도 매우 많은 유사 용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논의를 종합하고 심층화시키기 어렵게 할 뿐

만 아니라 규제체계 개선을 통한 산업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장애 요소

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 Seth R. Frank, “Digital health care--the convergence of health care and

the Internet”, Journal of Ambulatory Care Management, Vol. 23, Issue 2, 20

00, pp. 8-17.
32) 약업일보, “디지털 헬스케어, 가이드라인·기준 등 선제적 대응”, 2021. 9. 29,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261481), (최종접속

일: 2022. 1. 30.)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26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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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술 발달에 따른 헬스케어 용어 변천(출처: 한국정보화진

흥원(2011. 6. 7.))

‘디지털 헬스케어’ 개념의 모호성과 용어의 대표성이 문제가 되는 이

유는, 각계각처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헬스케어 산업을 지칭하는 용어들

이 사용되어 온 연혁에서 근거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Tele-헬스’, ‘e-헬

스’, ‘u-헬스케어’, ‘s-헬스케어’ 등 다양한 유형의 의료서비스가 기술 발

전에 따라 원내 치료 중심에서 치료/관리/예방/복지/안전으로까지 확대

되었고, 최종적으로 ‘s-헬스케어(스마트 헬스케어)’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견해가 있다.33) 한편, ‘u-헬스케어’, ‘m-헬스케어’, ‘e-헬스’, ‘Tele-헬스’,

‘스마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IT 헬스’가 혼용되어 시장 규모 파

악조차 어렵다는 견해도34) 발견된다.

33)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도입 방안(책임연구자: 김주

원), IT정책연구시리즈 제7호, 2011. 6. 7. 참조.
34)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청), 중소 중견기업 기술로드맵(2017-2019) -헬스케

어-, 2016, 1-2면.



- 11 -

나. 국내외 시장 성장

‘디지털 헬스케어’ 개념을 검토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디지털 헬스

케어 시장의 잠재성이 상당하고, 해외 시장의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에

도 국내 시장의 경우 그 성장이 상대적으로 더디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의 연구는 해당 시

장 및 산업의 육성, 규제 개선과 관련한 논의의 전제가 된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잠재성이 매우 크고 세계적으로 급격히 성장

하는 시장이다. 미국 통계 추정기관 스태스티카(Statistika)와 글로벌 마

켓 인사이트(Global Market Insights)를 참고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디지

털 헬스케어 시장은 2019년 1,063억 달러에서 2026년에는 6,394억 달러로

29.5%씩 연평균 성장할 것이 예측된다. 특히, 대륙별로는 북미(49%), 유

럽(29%), 아시아(16%), 기타(6%)의 성장이 주목된다. 또한, 스탠딩과 햄

프슨(Standing & Hampson)의 보고서에 의하면 디지털 헬스케어의 다른

용어인 디지털 헬스의 하위 분류 중 모바일 헬스(52.8%)가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9년 기준으로 원격의료 및 건강데이터 분

석 분야는 각 17.6억 달러와 16.4억 달러의 투자 규모를 유치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 투자유치액의 5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5)

<그림 2> 디지털 헬스케어 세계 시장 규모 및 전망 추정(출처:

이준명·곽동철(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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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계 시장과 비교해보았을 때 국내 시장의 경우 디지털 헬스

케어 시장의 규모도, 성장 속도도 매우 더딘 편이다. 2012년 2.2조 원의

시장 규모가 연평균 12.5%씩 성장하여 2020년 기준으로 14조 원에 달하

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36)37) 세계 시장에서 1~2%의 시장 규모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성장 속도 또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

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으로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

을 시사한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R&D 투자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더

욱 그러하다. 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의 분석에 따라 연도별 과제 수 및

과제연구비, 연도별 사업 수 및 사업연구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다. 즉, 2015년 기준 3억 4천만 원의 연구비는 2019년 기준 43억 원으로,

2015년 기준 2천억 원 수준의 사업연구비는 2019년 기준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38) 국내의 시장 규모 및 성장률은 세계 추세

와 비교해 더딘 편이다.

35) 이준명·곽동철,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 전략 – 원격의

료를 중심으로”, Trade Focus 제35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0,

6면.
36) 이승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동향과 과제”, 정보통신기술진흥센

터, 2017. 12. 23, 3면.
37) 서울경제, “디지털 헬스케어, 2020년 14조 시장”, 2017. 2. 2,

(https://www.sedaily.com/NewsVIew/1OBXT61TKV), (최종접속일: 2022. 1.

30.)
38) 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k2base.re.kr/index.do)

https://www.sedaily.com/NewsVIew/1OBXT61TKV
https://www.k2base.re.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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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디지털 헬스케어 R&D 투자 현황(출처:

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더딘 시장성장률과 함께 주로 언급되는

문제점으로는 국내에서 인정받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업의 수, 더

나아가 스타트업의 수가 극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CB 인사이트

(CB Insight)에서 발표한 2019년도 및 2020년도 기준 글로벌 150대 스타

트업 중 한국의 스타트업으로는 루닛(Lunit)이 유일하다.39)40) 디지털 헬

스케어 산업계에서 활용될 과학, 기술 개발의 투자의 폭발적인 증대와는

별개로 국내 대기업들을 포함하여 국내 스타트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낮

39) 루닛, “루닛, CB 인사이트 ‘디지털 헬스 150’에 2년 연속 한국 기업 유일 선

정”, 2020. 8. 18, (https://lunit-kr.prezly.com/lunis-cb-insaiteu-dijiteol-helseu-1

50e-2nyeon-yeonsog-hangug-gieob-yuil-seonjeong), (최종접속일: 2022. 1. 30.)
40) CB Insight, “Digital Health 150: The Digital Health Startups

Transforming The Future Of Healthcare”, 2020. 8. 13, (https://www.cbinsights.

com/research/report/digital-health-startups-redefining-healthcare/), (최종접속일: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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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디지털 헬스케어’ 개념과 관련이 있다. 즉, 무엇

을 지원 및 육성할 것이고, 무엇을 규제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의 기초가

필요한 것이다.

<그림 4> 2020년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150대 글로벌

스타트업 도식표(출처: CB Insight(2020))

다. 이해관계인 인식 증진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술은 서비스 및 제품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관련 언론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

트 헬스케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2011. 1.부터 2020. 12.까지의 언론동

향 빅데이터 서비스를 수행해본 결과,41) 지속적으로 해당 트렌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41) 빅카인즈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함.

(https://www.bigkinds.or.kr/v2/report/reportConfigur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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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키워드 검색

트렌드 추세(2011. 1. ~ 2020. 12.)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

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인식 증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이전까

지 의료정보,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던 개인들은 그간 데

이터를 수동적으로 제공하던 ‘객체’의 입장에서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서

비스, 제품 제작 업체 등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생활을 적극적으

로 변화시키는 ‘주체’의 입장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는 그간 치료 중심

의 시스템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의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추세 속42) 개

인들의 관심 증대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들은 피

규제자이자 규제수익자로서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설계에 참여하는 이들

이다. 이들의 관심 증대와 인식의 변화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발전

과 더불어 다양한 양태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

털 헬스케어 개념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2.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 정의

가. 검토의 필요성

42) 최종권, “스마트 헬스케어의 개념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연구”, 생명

윤리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0. 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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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 개념 정의가 통용되지 않고 있고,

용어 또한 혼재되어 있다는 점,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세계적 성장세

에 발맞추기 위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다양한 형식의 지

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의 객체로서 기능했던

개인들의 인식이 주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외부효과의

감소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 등이 디지털 헬스케어 개념 정의 검토가 필

요한 이유로 제시될 수 있다.

나. 선행연구 분석

‘디지털 헬스케어’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일률적으로 정의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성요소의 합을 통해서 개념을 발견하고 있

는 견해와 일반화된 개념 정의 이후 구성요소를 발견해나가는 견해들로

분류될 수는 있다.

전자의 경우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구성요소를 통해서 정의하고 있는

최윤섭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그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의료기기와 대등

하게 두는 도식을 전제로 논의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개념은 의료기기에 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건강관리기기)이 있고,

각각은 소프트웨어로 제작된 것과 하드웨어로 제작된 것으로 나뉜다. 즉,

① 하드웨어 건강관리기기(핏빗 등), ② 소프트웨어 건강관리기기(런키

퍼, 슬립싸이클 등), ③ 하드웨어 의료기기(엠페티카, 얼라이브코어 등),

④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뷰노, 어플라이드 VR 등 SaMD)와 같은 4개의

하위 분류의 합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으로 종합되고 있다.43)

43) 최윤섭,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의 미래, 클라우드나인, 2020, 41면(또한, ‘최

윤섭의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홈페이지(http://www.yoonsupchoi.com/) 참조).

http://www.yoonsupch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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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디지털 헬스케어 개념 도식화1 (출처: 최윤섭(2020))

한편,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의 유사용어인 ‘디지털 헬

스(Digital Health)’를 또 다른 하위 구성요소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는 견

해인 스탠딩과 햄프슨(Standing & Hampson)의 보고서도 주목할만하다.

용어의 대표성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개괄

하면 다음과 같다. 즉, 디지털 헬스는 ‘Telehealthcare’, ‘mHealth’,

‘Health analytics’ 그리고 ‘Digitised health systems’의 종합이다. 이는

사람들의 건강/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제품 및 서비

스를 기준으로 디지털 헬스의 하위개념을 포섭한 것이다.

‘Telehealthcare’는 의료서비스로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mHealth’는 웰니스 기기로서 웨어러블 기기 및 애플리케이션을,

‘Health analytics’는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서비스로서 유전자 검사와

정밀 의료 등을, 그리고 의료기기로서 ‘Digitised health systems’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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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료기록, 건강기록 등을 전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등을 다루고 있다.44)

<그림 7> 디지털 헬스케어 개념 도식화2 (출처: Standing &

Hampson(2015))

이러한 견지에서 ‘디지털 헬스’가 정의된 바는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에서는 ‘디지털

헬스’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들의 이용 및 발전과 연계된

지식과 프랙티스의 영역으로 이를 정의한 후, e-헬스와 사물인터넷, 첨

단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과 로보틱스를 포함하는 인공지능

의 활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45)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44) Standing Mike, Hampson Elizabeth, “Digital Health in the UK-An

industry study for the Office of Life Sceinces”, Monitor Deloitte, 2015, p. 6.
45) WHO, Draft global strategy on digital health 2020-2025, 2020,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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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에서도 유사하게 ‘디지털 헬스’를

mHealth와 건강정보기술, 원격의료 및 원격진료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등

을 포함하는 카테고리라고 정의하고 있다.46) 그러므로 매우 다양한 ‘디지

털 헬스’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만, 건강 관련 시스템을 발

전시키는 방향 혹은 질병 관리를 향상시키거나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정

의 개념이 분류될 수 있다는 견해가 발견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

다.47)

전술한 바와는 조금 다른 접근도 발견된다. 즉, ‘디지털 헬스케어’를

구성요소의 종합을 통해서가 아닌 일반적 개념 정의를 통하여 파악하고

있는 견해들도 발견된다. 일례로, 김영국의 경우, “아날로그 상태의 인간

으로부터 문진과 각종 검사를 통해 데이터를 얻고, 디지털의 세계로 들

어온 데이터를 전통적 통계학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분석 기술들로 분석

하여 통찰을 얻은 후, 이를 적용하여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각종 서비

스를 개발하여 인간에게 다시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48)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주희의 경우, ‘디지털 헬스케어’를 “디지털(digital)과 헬스케어

(healthcare)의 합성어로서(디지털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 헬스케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분류한 7개 분야 -의약품, 화장품, 식품, 의료기

기, 의료정보, 보건의료제도, 산업일반 -을 통칭하는 의료보건산업 전반

에 대한 개념), 정보통신기술(ICT)과 헬스케어가 융합된 산업으로, 빅데

이터, AI 등의 ICT를 활용하여 고도화된 환자 맞춤 의료서비스와 환자,

일반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관리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49)으로 파악한다. 즉, 디지털 헬스케어는 정보통신기술(ICT)과 헬

46) FDA, “What is Digital Health?”, 2020. 9. 22,

(https://www.fda.gov/medical-devices/digital-health-center-excellence/what-di

gital-health, (최종접속일: 2022. 1. 30.)
47) HIMSS, Digital Health: A Framework for Healthcare Transformation,

2020, pp. 16-17.
48) 김영국, “개정 데이터 3법과 보험업의 과제 –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활성

화를 중심으로”,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사)한국보험학회, 2020, 512면.
49) 이주희,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원격진료 필요성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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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어가 융합된 산업으로, 빅데이터, AI 등의 ICT를 활용하여 고도화된

환자 맞춤 의료서비스와 환자·일반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관

리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50)으로 보는 것이다.

다. 검토 결과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예방, 치료, 관리의 목적으로 정보

통신기술을 통해 인간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한다. 이는 e-헬스케어,

m-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등 헬스케어가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되어

나타난 유형들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구성요소를 통해서 개념을

발견하는 방식과 일반적 개념 정의를 하는 방식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

성요소를 통해서 개념을 발견하는 방식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크

게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비의료서비스, 의료기기, 비의료

기기 제품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구성요소 없이 개념

을 정의하는 견해들에 따르면, 대체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의료 및

건강관리 관련 서비스와 제품과 관계된 것으로 나타난다. 즉, ‘디지털 헬

스케어’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서비

스 혹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기 혹

은 건강관리용 웰니스 기기 등을 제조, 제조된 제품을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하는 개념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각의 견해들은 ‘디지

털 헬스케어’를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자체

로 보거나, ‘서비스’ 혹은 ‘제품’과 같은 결과물로 그 자체로 파악하거나,

‘산업’으로 넓혀 파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견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정의하는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용어

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는 ‘정보통신기술’이고 해당 기술의

제88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245-246면.
50) 위의 논문, 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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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이 함의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다. 선행

연구들의 개념 정의는 데이터 수집 후 그 활용 범위에 따라 개념 차이가

나타난다. 물론, 이를 제공된 서비스/제품 자체만으로 한정 지을 것인지,

산업으로 볼 것인지, 이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까지 포섭할 것인지에 따

라서도 개념이 달리 포섭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디지털 헬스케

어’를 서비스/제품만으로 한정 짓기에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한 원

천요소인 ‘데이터’에 대한 논의가 포섭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산업’으

로 정의하기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용례가 흔히 쓰이고 있다

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포섭하였다.

즉, 본 연구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개념 정의들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을 논의의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수집된 인

간의 데이터는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 중 서비스 영역과 제품 영역으로

나뉘어 활용될 수가 있고, 서비스 영역은 의료서비스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으로, 제품 영역은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

인 웰니스 기기, 의약품 등으로 나뉘어 활용될 수가 있다.

3. 디지털 헬스케어 용어의 대표성

이 글에서는 전술한 용어들의 혼재 속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는 대

표성을 지닌 용어로 사용하려 한다. 물론, 디지털 헬스케어 외에 주로 사

용되는 용어로는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바이오헬스’, ‘모바일융복

합헬스케어’ 그리고 ‘ICT 활용 의료서비스’ 등의 용어가 있다. 즉, 여러

연구들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의료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의료기

기, 비의료기기의 제조 및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용어는 ‘디지

털 헬스케어’로 한정되지 않는다. 각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

다.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우, “기존의 치료 중심 서비스와는 다른 의료데

이터의 집적으로 가능한 맞춤 진료(정밀의료) 및 질병 예방 중심의 서비

스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의료서비스 영역”51)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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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기도 하고, “IT와 의료가 연계된 원격의료 (원격모니터링 포함)에

기반을 두고 의료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 개개인이 의료기관 및 의료진

을 통해 질환 관리, 건강증진 등의 건강관리를 하는 의료소비행동”52)으

로 정의되기도 한다.

‘스마트 헬스케어’의 경우 “유·무선 통신과 의료가 결합하여 환자의 치

료는 물론 건강한 사람의 건강관리와 증진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의료서

비스로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넘어 보다 쉽고 저렴하게 의료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비용을 줄여주고 노인

들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의료사각지대 해소로 의료형평성 제고가 가능

한 신개념 의료서비스”53)로 정의된다. 한편, “IoT(Internet of Things, 사

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3D프린팅, 빅데이터및 인공지능(AI)을 헬스

케어와 접목한 분야[로서] …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 기기, 시

스템, 플랫폼을 다루는 산업분야이자 건강관련서비스와 의료 IT가 융합

된 종합의료서비스”54)로 정의되기도 한다.

‘바이오헬스’의 경우, “생명시스템의 다양한 생체상태에 관해 생체정

보, 뇌과학, 의료기기, ICT 융합 기반으로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제

어하여 생체상태 식별, 선제적 예방, 맞춤 관리 및 질병의 진단, 치료에

활용하는 차세대 스마트 의료기술”55)을 의미한다. 또한, “생물체의 기능

과 정보를 활용하여 질병예방, 진단ㆍ치료, 건강증진에 필요한 유용물질

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56)으로 정의하는 견해가 있다.

51) 정애령,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헌법적 정당성과 해외입법동향”, 한국부패

학회보 제25권 제1호, 한국부패학회보, 2020, 124면.
52) 최봉문·조병호·박환용, “고령자 중심의 헬스케어 도입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7호, 한국콘텐츠학회, 2013, 204면.
53) 박근수,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6권

제6호, 국제e비즈니스 학회, 2015, 170면.
54) 김영국, “헬스케어와 보험업법상 쟁점 - 헬스케어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방

안”, 경영법률, 2019, 46-47면.
55) 이종구 외 3인, 바이오 헬스산업 육성과제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

1, 5면.
56) 심미랑·심현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의료정보 활용의 법제적 쟁

점”, 산업재산권, 20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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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모바일융복합 헬스케어’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cure) 중심

에서 개인별 맞춤관리(care)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필연적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금융업, 제조업, IT통신 업, 의료업

등 여러 이종산업의 이해당사자가 다양하게 참여하여 플랫폼 중심의 산

업생태계에 기반을 둔 산업”57)으로, ‘ICT 활용 의료서비스’는 “정보통신

기술과 의료서비스를 융합하여 임상적 또는 비 임상적(교육, 행정 등) 목

적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58)로 정의된다.

종합하면, ‘디지털 헬스케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들

은 적지 않게 발견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전술한 용어들의 혼재 속에서도 ‘디지털 헬스케

어’는 대표성을 지닌 용어로 사용하려 한다. 대체로 많은 연구에서는 ‘디

지털 헬스케어’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광의의 의료서비스 발전의 최

종 형태로 보고 있고, 용어 사용 또한 가장 빈번히 발견된다.59) 물론, ‘스

마트 헬스케어’도 그러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병행하

여 대표 용어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스마트 헬

스케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스마트 헬스케어’가 ‘디지털 헬스케어’ 용

어를 포괄한다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지만, ‘디지털 헬스케어’는 ‘스마트

헬스케어’를 포섭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고려될 수

57) 이형배, 모바일융복합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중심의

Autopoiesis(自己創出)에 대한 사례연구 및 고찰,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18, 8면.
58) 최솔지,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ICT 활용 의료서비스 제공의 경제성 연

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8면.
59) 필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베이스 DBpia, RISS, KISS에서 ‘디

지털 헬스케어’, ‘Tele-헬스케어’, ‘E-헬스케어’, ‘U-헬스케어’, ‘S-헬스케어(스마

트 헬스케어)’, ‘ICT 헬스케어’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규제’ 키워드를 다루

고 있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검색했을 때 발견되는 27건의 유의미

한 연구자료(박사학위논문, KCI 등재 학술논문, 연구기관 보고서 등)에서 총 16

건의 개념 정의가 확인되었는데, ‘디지털 헬스케어’는 6건(37.5%)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그 뒤로 ‘스마트 헬스케어’ 4건(25.0%)이 뒤를 잇고 있어, 본

문에서 서술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출처 자료는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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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나아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

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4차산

업혁명위원회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용어 대신 ‘디지털 헬스케어’ 용어를

선택하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디지털 헬스케

어’를 대표성 있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60)

III. 디지털 헬스케어 유형

1. 서비스 유형

가. 의료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의 대표적인 의료서비스 중 하나는 원격의료 서비스

이다. 물론, 한시적으로 혹은 규제 샌드박스 등에서 제한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형태이기는 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세부적으로 병원 혹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직접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과, 플랫폼 역할을 하

는 업체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중개하는

유형으로 크게 나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강북삼성병원은 2022. 1. 20. 인하대병원에 이어 상급종합병원

으로는 두 번째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61)를

60) 4차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4th-ir.go.kr/4thirMembers/organ

ization), (최종접속일: 2022. 1. 31.)
61)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놀

이터처럼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기간

동안 또는 일정지역내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제도[로 법

령 미비 등 규제 공백 영역의 경우에는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가

적용되는데 실증특례는]…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

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등에 안정성 검증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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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2023. 12. 30.까지 재외국민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승인된 상태이다. 2021. 7.부터 외교부의 129개 재외공관에 원격의료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베트남 타이응웬 삼성복합단지 내 근로자 및 가

족을 대상으로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62)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11개의 업

체(2021. 10. 19. 기준)도 발견되는데 이들은 만성질환은 물론이고, 탈모,

성기능 질환 등을 다루는 업체에서부터 시작하여 치과, 한방의학과까지

연계하여 전화진료, 화상진료, 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

으며, 의약품 배송 또한 선택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63)64)

나. 비의료서비스

비의료서비스의 대표적인 서비스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이다. 민간

에서 제공되고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

례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출시된 ‘proudP’와 같이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 발생하는 요도의 압박이 소변의 속도 및 배뇨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착안해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 및 제공되는 전립성 비

대증 자가검진 서비스가 있다.65) 이는 후술할 웰니스 기기를 활용해 비

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는 유형이다.

제품의 시험 검증(실증)을 허용”하는 것이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rfz.go.kr/?menuno=69), (최종접속일: 2021. 1. 30.))
62) 청년의사, “강북삼성병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규제 샌드박스 특례 승인”,

2022. 1. 20,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981),

(최종접속일: 2022. 1. 30.)
63) 히트뉴스, “비대면 진료 서비스, 고도화는 이미 시작 됐다”, 2021. 12. 22,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520), (최종접속일:2022.

1. 30.)
64) 전자신문, “위드 코로나 시대, '비대면 진료' 무더기 퇴출 위기”, 2021. 10.

19, (https://www.etnews.com/20211019000216), (최종접속일:2022. 1. 30.)
65) 메디칼이코노미, “스마트폰으로 소변 속도 측정해 전립선비대증 확인 모바일 앱

‘proudP’ 출시”, 2020. 8. 5, (https://www.medical-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811),

(최종접속일: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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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발견된다. SK텔레콤이 인바이츠헬스케어㈜와 ㈜

마크로젠과 함께 제공하는 ‘Care8 DNA’ 서비스는 개인의 특성, 식습관,

피부, 모발 등과 관련한 유전자 검사는 물론 이에 기반한 건강관리서비

스를 전문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66)

또한, 환자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유전정보, 의료정보, 건강정보 등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발견된다.67)

2. 제품 유형

가. 의료기기 제품

(1)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은 크게 의료기기와 웰니스 기기로 나뉠 수 있

고, 의료기기는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와 하드웨어 기반 의료기기로

나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의 대표적인 사례는 CB Insight

로부터 인정받은 국내 스타트업인 ㈜루닛의 서비스이다. ㈜루닛의 소프

트웨어 기반 의료기기 제품인 루닛 인사이트는 “흉부 단순촬영(X-ray)

영상에서 폐 결절 부위를 검출하여 병변의 위치를 표시하고, 병변이 존

재할 가능성 정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의료인의 판독을 보조하는 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68)

66) 뉴데일리경제, “SKT, 구독형 헬스케어 서비스 ‘Care8 DNA’ 서비스 확대”,

2021. 1. 25,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25/2021012500035.html), (최종

접속일: 2022. 1. 30.)
67) 메디게이트뉴스, “에이치디정션 EMR 플랫폼, 진료 예약부터 인공지능 판

독·약 배달·청구 한번에 연동”, (http://medigatenews.com/news/3997271728),

(최종접속일: 2022. 1. 30.)
68)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혁신적인 의료기기 규제개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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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9. 11. 20. 발표한 디지털 헬스케

어와 관련한 6종의 의료기기 사례 중에는 “Greulich-Pyle(GP) 방식의 골

연령 모델을 기반으로 환자의 좌측 손 X-ray 영상에 대한 골연령을 분

석하여 의료인이 환자의 골연령을 판단하는 것을 지원”하는 ㈜뷰노의 소

프트웨어에서부터 시작하여,69) 탁월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들이 국내에

서 개발되어 응용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디

지털 치료제 또한 괄목할 만한 성과가 기대되는 소프트웨어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라고 볼 수 있다. ㈜라이프시맨틱스에 의하여 개발되

고 호흡 재활치료에 활용되는 디지털 치료제인 ‘레드필 숨튼’을 비롯하

여70) ㈜뉴냅스에 의하여 개발되고 가상현실(VR)을 토대로 뇌 손상에 따

른 시야장애 개선치료에 활용되는 디지털 치료제인 ‘뉴냅비전’71) 등이 대

표적인 예시라고 하겠다.

(2) 하드웨어 기반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중 하드웨어 기반 의료기기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는 웨어러블 의료기기이다. 웨어러블 의료기기는 사용자가 자신의

몸에 착용하여 자신의 건강정보, 의료정보 등을 해당 기기가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

휴이노가 개발한 ‘메모 워치’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해당 기기는

대량의 심전도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하도록 하고, 기기를 착용하고

있는 환자의 심전도에 이상이 발생할 시 이를 의사에게 전송하는 시스템

을 지니고 있다.72)

디지털헬스케어 시대 앞장선다.”, 2019. 11. 20.
69) 식품의약품안전처, 위 보도참고자료.
70) 히트뉴스, “'레드필 숨튼'으로 엿본 디지털치료기기 임상평가기준”, 2021. 9.

8,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801), (최종접속일:

2022. 1. 30.)
71) 한국경제, “[이슈 하이라이트 part.2] 국내 1호 임상 진입 뉴냅비전”, 2020. 11.

10,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11060401i), (최종접속일: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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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반지형의 심장 모니터링 의료기기인 ‘카트원’, 양손의 손가락

을 휴대용 스틱에 올려 심전도를 손쉽게 측정하는 ‘카디아모바일’ 등이

하드웨어 기반 웨어러블 의료기기로 자리잡고 있다.73)

나. 비의료기기 제품

(1) 소프트웨어 기반 웰니스 기기

비의료기기 제품의 대표적인 유형은 웰니스 기기이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웰니스 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 등의 규제가

요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대표적으로 과거 IBM에서 출시한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가 있다. 의사의 진단 후 빅데

이터를 활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의료기기 해당성이 없다고 판단받은 후 병원으로부터 사용도가 점차 감

소해왔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웰니스 기기의 대표적

인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74)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전립선 비대증 자가검진 서비스 제공의 토대가

되는 애플리케이션인 ‘proudP’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개발된 애플리케

이션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애니핏’과 한화생명보험의 ‘헬로’가 있는데 애니핏의 경우 하루에 8,000

걸음을 걸을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보험료 결제까지

하도록 한 서비스로서 고객의 건강과 보험료 절감 그리고 보험금 지급액

을 한 번에 연동시킨 서비스이다.75) ‘헬로’의 경우 고객이 건강목표를 달

72) 메디컬업저버, “'손목 위의 의사' 치열해지는 웨어러블 심전도기 경쟁”,

2020. 8. 12, (https://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69), (최종

접속일: 2022. 1. 30.)
73) 메디컬업저버, 위의 기사.
74) 메디게이트뉴스, “AI 의사로 주목받았던 '왓슨'은 왜 잊혀졌나”, 2021. 9. 2,

(https://www.medigatenews.com/news/2821297075), (최종접속일: 2022. 1. 30.)
75) 애니핏 홈페이지(http://m.anyfit.samsungfire.com/pc/index.html), (최종접속

일: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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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수 있도록 일상 건강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건강검진

정보를 통해 생체나이까지 분석하며 동기부여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스

스로 건강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76)

(2) 하드웨어 기반 웰니스 기기

하드웨어 기반 웰니스 기기의 유형에는 웰니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대표적이다. 일례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는 광학심박센서, 전기심박센

서, 생체전기임피던스분석센서 등을 통해 골격근량, 체수분, 기초 대사량,

체지방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걷기, 달리기, 심박수, 혈중

산소 포화도 등 건강관리와 관련한 기록을 진행하여 분석하는 기능도 수

행하고 있다.77)

(3) 기타

그 외에도 ‘디지털 트윈(Digital Twin)’과 AI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

하여 가상의 환자 및 임상 피실험자를 통해 보다 안전한 인공장기 및 더

효율적으로 개발된 신약이 대상이 될 수 있다.78) 국내에서는 스탠다임,

신테카바이오 등의 제약사들이 이러한 AI 신약 개발을 연구하고 있는

76) 매일경제, ““달리면 내려간다” 건강관리하면 보험료 깎아주는 보험사들”,

2022. 1. 25, (http://mk.co.kr/news/economy/view/2022/01/73696/), (최종접속일:

2022. 1. 30.)
77) 삼성뉴스룸, 2021. 8. 11,

(https://news.samsung.com/kr/%EB%B3%B4%EB%8F%84%EC%9E%90%EB%

A3%8C-%EC%82%BC%EC%84%B1%EC%A0%84%EC%9E%90-%EA%B0%A

4%EB%9F%AD%EC%8B%9C-%EC%9B%8C%EC%B9%984%C2%B7%EC%9B

%8C%EC%B9%984-%ED%81%B4%EB%9E%98%EC%8B%9D-%EA%B3%B5

%EA%B0%9C), (최종접속일: 2022. 1. 30.)
78) Forbes, “The Five Biggest Healthcare Tech Trends In 2022”,

(https://www.forbes.com/sites/bernardmarr/2022/01/10/the-five-biggest-health

care-tech-trends-in-2022/?sh=3635053254d0), (최종접속일: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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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다.79)

IV. 디지털 헬스케어의 특성과 규제 근거

1. 준공공재적 성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글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예방, 치료,

관리의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인간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이

용하여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인 국내 의료서비스는 기본적

으로 인간에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권리에 터잡아 수요(demand)가 아

닌 필요도(need)에 의해 공급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80), 사회보험 방식

의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되어 의료의 수요보다 전문가의 판단에 따

른 의료전달체계가 국가로부터 구축되어 왔다는 점81) 등을 고려하면 공

공재의 성격을 지닌다는 견해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견해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 공공재는 사무엘슨(Samuelson)에 따른 개념인 비경합성

(non-rivalry)82) 및 머스그레이브(Musgrave)에 따른 개념인 비배제성

(non-excludability)83) 또한 지니고 있어야 한다.84)85) 이때 비경합성은

79) 청년의사, “새 활로 찾는 韓 인공지능 신약개발 기업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307), (최종접

속일: 2022. 1. 30.)
80) 이규식, “의료에 대한 이념과 정책”, 보건행정학회지 제17권 제3호, 한국보

건행정학회, 2007, 109-110면.
81) 위의 논문, 122-123면.
82) Paul A. Samuels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36, no.

4, (Nov., 1954), pp. 387-389.
83) Richard Musgrave, A Theory of Public F inance, New York, NY:

McGraw-Hill, 1959.
84) Hal R. Varian, M icroeconomic Analysis(third edition), New York,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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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소비로 인하여 타인의 소비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 것, 비배제

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을 의미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경우 제한된 재화이기 때문에 타인의 소비 기회가

줄어들 수 있고,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은 이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대표

적인 공공재인 국방 및 치안 서비스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는 준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애

로우(Arrow)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수요는 질병과 관련이 있어 예상하기

어렵게 발생한다는 점, 의료인의 서비스가 사익에 근거하지 않은 윤리적

일 것이라는 믿음, 서비스의 결과인 회복 등에 관한 불확실성, 공급의 통

제, 정보 불균형 등에 의해 시장의 일반적인 재화와는 구분된다.86) 나아

가 국민건강보험에 의하여 사회적 약자 측에게는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

비용이 보전되고, 의료기관은 강제지정제를 통해 요양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많은 경우의 의료서비스는 대체로 상당수의 국민에

게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는 제공에 있어서까지 인프

라 구축에서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한계비용이 높지만, 정부에 의하여

의료서비스의 양이 조절되고 있어 어느 정도의 비경합성도 존재한다. 즉,

준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적어도 규범

적, 역사적으로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나, 실증적으로는 사적인 재화임

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87)

그러므로 의료서비스를 상당수 내포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임승차자의 문제와 같이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의 공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88) 단적인 예를 들어 원격의

Norton, 1992, p. 414
85) Reiss, Julian, Public Goods,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Fall 2021 Edition), Edward N. Zalta (ed.), 2021,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fall2021/entries/public-goods/)
86) Kenneth J. Arrow, “Uncertainty and the welfare economics of medical

car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3, Issue 5, 1963, pp.941-973.
87) 이규식(주 80),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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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서비스가 환자 입장에서 본인부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이 저렴한 상

태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요양급여로 제공하도록

할 경우, 원격의료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수요는 늘어나게 될 수 있으

며 그러한 수요 가운데에는 과다 진료를 받는 이들이 증가하게 될 수 있

다. 그리고 이는 원격의료 서비스의 장기적 운용이 어렵게 만들 수 있다.

2. 정보의 비대칭성

디지털 헬스케어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의료서비스이고, 앞서 애로우

(Arrow)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서비스는 의료인에게 과다하게 정보가

제공되어 있고, 환자 및 의료서비스 소비자는 이를 신뢰해야 하는 구조

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은 비단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급격하다는 특성상 건강관리

서비스는 물론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및 웰니스 기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애컬로프(Akerlof)에 의하면, 시장에 재화에 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

우 문제가 발생한다.89) 즉, 재화의 판매자는 품질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있으나 재화의 구매자는 품질 확신할 수가 없게 되고, 이에 저품질과 고

품질 재화 가격의 기댓값을 지불하고자 하는 등의 전략을 취하게 된다.

이에 그 이상의 고품질 재화는 시장에서 점차 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으며, 결국 거래 위험 인식의 확장으로 시장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료서비스는 물론 디지털 헬스케어에 포함되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및 웰니스 기기는 대체로 새로운 과

학기술의 융합으로 시장에 판매되는 것이고 제조자, 판매자 등에게만 정

보가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은 종국적

88) 최미희, 규제의 법경제학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13-14면.
89) George A. Akerlof,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4, 1970, pp.

48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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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안전성의 측면에서도 문제될 수 있는바, 디지털 헬스케어는 정부에

의하여 해당 서비스 및 제품의 품질이 안전하고, 유효한 재화라는 점이

규제로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3. 데이터 기반 융합

디지털 헬스케어는 본질적으로 데이터 기반 융합 산업이다. 즉, 디지

털 헬스케어는 헬스케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기반으로 하

며, 이때 이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은 인간의 데이터를 수집, 이용 및 제공

하는 것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정부 규제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수

집, 이용 및 제공되는 데이터들이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보기 어려운 새

로운 유형의 용역과 재화 시장을 창출한다는 점, 플랫폼 활용에 따른 독

점 규제와 관련한 쟁점이 발생한다는 점, 데이터 관련 권리보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등에서 근거한다.90)

일례로, 빅테크 기업의 웨어러블 웰니스 기기인 스마트 워치를 통해

수집되는 이용자들의 건강정보(걸음, 심박수, 스트레스 지수 등) 등은 빅

데이터로 활용되어 여타 기업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

으며 일련의 과정은 기존 산업에서 보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용역과

재화 시장을 창출할 수 있고 해당 신흥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한

외부효과의 단적인 예로 정보주체의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는 맞춤형 광고가 나타나는 것이 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는 대체로 빅테크 기업, 대형보험회사

등을 통해 쉽게 수집될 가능성이 높아 독과점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

다.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은 독점 기업의 등장, 플랫폼의 활용 등

으로 더욱 수월해질 수 있으나, 데이터 활용 비용에 과다한 이윤 추구

의도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등이 폐해를 일으킬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할

90) 선지원, “데이터 경제를 위한 경제규제법제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경제규

제와 법 제13권 제2호(통권 제26호), 72-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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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91)

아울러,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는 그 분류에 따라 소위 ‘데이터 오너

십(Data Ownership)’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데이터 오너십은 배

타적 재산권이 아닌 사실상의 지배권에 근거하여 채권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거나92), 데이터 경제의 성장에 불확실성에 따른 비

용 발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93) 다만, 데이터 점유자가 기업인 경우 데이터 오

너십 개념으로 얻을 이익이 제한적임에도 원 정보의 귀속주체 등이 지니

는 이익참여권 문제가 정치, 사회적 담론이 되는 경우가94) 발생할 수 있

고, 데이터 점유자가 기업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규율이 필요하

다.

일례로, 건강정보와 달리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의 활용 및 시장 성

장에 있어 필요한 개인의 의료정보는 데이터 점유자가 의료기관 혹은 개

인이고, 유전정보는 유전자 검사기관 혹은 개인일 수 있다. 이 경우 데이

터 활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부 규제에 따른 데이터 오너십의 인정이

시장성장은 물론 개인의 권리보호에 있어서도 필요할 수 있다.

4. 고도의 신흥 과학기술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는 고도의 신흥 과학기술이 활용되는 분야라는 점에

서 정부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바이오 기술, 나노기술, 정보통신기

술 등 신흥기술은 개별 신흥기술 간 융합, 신흥기술 및 기존기술 간 융

합을 통해 더욱 복잡하고 리스크 발생개연성이 높다.95) 아울러, 신흥 과

91) 최미희(주 88), 14-15면.
92) 최경진, “데이터와 사법상의 권리,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정보법학 제23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19, 235-238면.
93) 이동진,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개념과 그 실익”, 정보법학 제22

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8, 233-237면.
94) 위의 논문, 237면.
95) 윤혜선,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ies)의 규제에 대한 몇 가지 고찰”, 경

제규제와 법 제10권 제1호(통권 제19호), 2017. 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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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의 등장과 융합은 기존에 형성된 권리와 이해관계의 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흥 과학기술과 해당 기술이 제공

하는 공정성 문제, 근거 미비로 인한 관련 법 적용의 불확실성, 과잉규제

혹은 과소규제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96)

그러므로 디지털 헬스케어 또한 기술 특허데이터로 한정하여 살펴보

더라도 상당한 신흥 과학기술 증가 추세가 나타나는바,97)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실한 정부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기관이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의료기

관인 빅테크기업업계, 보험업계 또한 유사한 서비스 제공 주체가 될 가

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의료업계의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규

제 지체가 발생하여 관련 법령이 미비한 상태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

스, 디지털 치료제 등과 같이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에 의한 행정지도가

주 규제가 되어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의 부족에 따른 과잉규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나아가, 규제자의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낮은 이해도에 따

른 과소규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V. 소결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는 그 개념부터 용어의 대표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화하기 어렵지

만, 이 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예방, 치료, 관리의 목적으로 정보통

신기술을 통해 인간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비스 또는 제

품을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한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을

헬스케어에 접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품을 제조하는 일련의 활동

과 수단을 구체화한 것이고, e-헬스, m-헬스, 스마트 헬스케어 등 다양

한 용어들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나아가 ‘디지털 헬스케어’는 다양한 용

96) 위의 논문, 11-22면.
97) 김현지·김한국, “특허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분야 기술동향 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 11, 2154-2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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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이 혼용되는 상황 속에서 국내 규제 논의에 국한하였을 때 가장 빈

번히 사용되고, 정부 각처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은 용어인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유형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건강

관리서비스를 나열할 수 있고, 제품을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

기, 웰니스 기기를 나열할 수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와 웰니스

기기는 각각 하드웨어 속성 및 소프트웨어 속성을 지닌 것으로 나뉘어

개발 및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

고 있다는 특성상 사회보험 성격을 지니는 국내의 국민건강보험 법제 도

입의 연혁 및 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볼 때 준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나아가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재화의 특성상 정보

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융합 산업이라는 점에서

권리 귀속 및 보호 등과 관련한 쟁점이 정치, 사회적으로 쟁점화될 수

있다. 그리고 신흥 과학기술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는 물론,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잠재성 있는 시장의 성장

을 도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에는 적실한 규제

도입이 요구된다.

제 2 항 디지털 헬스케어의 공법적 규율

I. 서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는 그 특성상 일반화된 개념

이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잠재성이 큰 산업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

부 규제가 적실하게 필요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 항에서는 그러한 디

지털 헬스케어가 공법에 따른 규율과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간

략히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공법 도그마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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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행정법의 대상인 규제를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둘러싼 규율구

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공법 도그마틱과 디지털 헬스케어

1. 공법 도그마틱의 의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공법상 규율체계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규율과 관

련된 공법 도그마틱을 살펴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공법 도그마틱은

공법의 도그마에 대한 이론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그마는 근본적

인 확신(Grundüberzeugung), 교조(Glaubenssatz)의 의미”를 지닌 철학, 신

학 등에서 사용된 개념으로서98) 법학에 적용되었을 시 현행법 적용에서의

기준과 법적 문제의 해결책을 설명하는 동시에 새롭게 법 정책을 발전시

키는 원동력으로서 기능한다.99) 즉, 논쟁이 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사전

에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구조체계를100) 살펴보는 것으로

서 확립된 법해석이나 법체계 내 이념, 관념과 관련이 있다.101) 이때, 소

송 관련 행정작용 및 객관적 제도 양자를 모두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공

법 체계를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102)

2. 공법 도그마틱과 디지털 헬스케어

공법 도그마틱은 공법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치주의, 평등원칙,

98) 문병효, “행정법 도그마틱의 변화에 관한 시론”, 경원법학 제3권 제2호, 가

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1, 141면.
99) 위의 논문, 142-144면.
100) 김광수, “도그마틱과 행정법학”, 국가법연구 제16집 제3호, 사단법인 국가

법학회, 2020. 10, 4면.
101) 위의 논문, 5면.
102) 김종보, “행정법학의 개념과 그 외연 – 제도중심의 공법학방법론을 위한

시론”, 행정법연구 제21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8. 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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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

과 같은 원리원칙이 다뤄지기도 하고103) 행정법 도그마틱의 이름으로 공

법과 사법 구별, 행정의 행위형식론104) 등이 다뤄지고 발전해왔다. 이러

한 공법 도그마틱은 행정법의 환경 변화로 일컬어지는 글로벌화, 인공지

능 등이 대표적인 IT 산업 환경의 변화와 행정의 사후적 통제 등에 따

라 법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규명하는 작업을 토대로 발전해나가는

개념105)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규율의 규범적 구조를 살피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개념을 전제로, 이하에서는 헌법과 행정법 도그마틱과 디지

털 헬스케어의 관련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공법학의 기본이념

으로서의 원리원칙은 헌법과 행정법의 상호과정 속에서 상호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보이고,106) 헌법상 기본권이 사회의 가치 체계 내에서 이해되

면서 사회의 변화와 가치에 관한 지배적 논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다.107) 일례로 개별법적 사안들로부터 발견되어 인정되어 온 ‘알 권리

’,108) ‘개인정보자기결정권’109) 등이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기본권

의 인정으로 입법자들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개정은 물론 관련

판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110)111) 이러한 측면에서 공법 도그

마틱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의 제 문제 및 규제 개선방안 모색에 있어

기초 전제가 될 수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특히, 헌법의 기본이념 및 기본권 도그마틱과 연관

103) 정이근, “공법학 원리 원칙의 상호관련성 검토”, 공법학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 8, 139-169면.
104) 문병효(주 98), 145-146면.
105) 김광수(주 100), 18-19, 23면.
106) 정이근, “공법학 원리 원칙의 상호관련성 검토”, 공법학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 8, 139-169면.
107) 전광석, “공법학연구 및 과제의 시대적 상대성과 통시적 계속성”, 법학연구

제26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9, 31면.
108)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109)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48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110)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111) 서울행정법원 2005. 10. 12.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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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기본이념과 관련해서는 비례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명확

성의 원칙, 평등원칙이, 기본권 도그마틱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

권, 영업의 자유, 생명·신체의 안전권, 알 권리 등이 어우러져 디지털 헬

스케어 규제목적과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는 필연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규제된다.

비례의 원칙은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특정 기본

권과 여타 헌법상 법익 사이 충돌이 있을 경우에 비교형량을 위해 필연

적으로 도출되는 도그마틱이다.112)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디지털

헬스케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익과 데이터 이용 업체의

영업 영위 관련 법익 사이의 법익 형량과 규제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비의료기관인 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의 법익 형량도, 의료기기 및

웰니스 기기 업체의 영업 관련 법익과 소비자의 안전권 관련 법익 형량

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각 법익의 성격을 파악하고 각 법익이 최대

한 실현되도록 함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의 목적이 있다.

한편, 법률유보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은 정부 각처 등 규제당국의

규제방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 입법자가 본질적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

고 있다.113)114) 그러나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우 신흥 과학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및 제품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입법기술의 측면에서 위 원칙

에서 예외적인 규제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원격의료는 원칙적 금지

인 상황에서 감염병예방법 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건복지부 장

관의 정하는 범위에서 조건부 허용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는 점,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및 건강관리서비스 규제 등은 모두 주무

관청의 가이드라인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 이러

112) 성정엽, “비례원칙과 기본권”, 저스티스 통권 제136호, 한국법학원, 2013. 6,

10-11면.
113)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결정.
114) 이부하, “헌법유보와 법률유보”, 공법연구 제36권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8. 2, 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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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상과 관계가 있다. 명확성의 원칙 또한 유사한 견지에서, 법적 안정

성은 물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해주고, 행정의 자의적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115) 원격의료 및 비의료 건강관리서비

스 가이드라인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규제 근거에 있어 어느 정도의 보

편적이거나 일반적 개념 사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116)117)

또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서 특정 지역을 규제 특례지역으로

선정하는 등의 국가적 지원이 있는 경우 평등의 원칙이 관계된다.118) 보

조금 지원 혹은 조세 감면 등에 더하여 규제 면제 등의 특례를 받는 대

상 산업과 그렇지 않은 전통 산업 내에서의 차별의 정당성이 문제제기

되는 것은 물론, 산업 내에서도 지원을 받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차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

특구에서는 의료법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원칙적 금지 규제 및 의약품

정보관리 관련 데이터를 공개할 관련 법령이 없음에도 의료정보 기반 건

강관리서비스 및 원격의료가 진행되고 있다.119) 반면, 의료법 등의 규제

에 근거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전통적 의료서비스들이 있다. 또한, 혁신

기술 간에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데 타다, 우버 등 혁신기술에 해당하

115)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79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116) 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0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117)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83 전원재판부 결정에서는 의료법

제89조 등 헌법소원에서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한’ 경우에 “직접 진

찰한 의료인이 아니면 진단서 등을 교부 또는 발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의

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89조 중 제17조 제1항 본문의 ‘직접 진찰한’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즉, “통상적인 법감정과 직업의식을

지닌 의료인이라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하는 내용이 대면진료를 한 경우가

아니면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취지인 것

으로 보인다.
118) 최승필 외 2인,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I) 제3편”, 한국법제연구원,

2017. 10. 30, 51면.
119)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http://rfz.go.kr/?menuno=220), (최

종접속일: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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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유경제서비스는 상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된다.120)

아울러, 디지털 헬스케어의 데이터, 서비스, 제품 관련 규제는 대체로

주무관청의 가이드라인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법적 도그마틱에 의해 가이드라인의 법적 성격 및 규제 방식이 논의

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의 법적 성격은 강학상 행정지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나121) 사안에 따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규범구체

화 행정규칙의 성격 혹은 행정지도로 포섭이 가능하다.122) 일례로 ‘개인

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과 같이 통상의 행정규칙 형식을 지니지

않고 안내서 형태로 작성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

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행정규칙이고, 법률의 위임을 받지 못했으나 일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칙이라는 견해가123)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견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행정의

통제가 규율될 수 있다.

III. 규제행정법과 디지털 헬스케어

1. 규제의 의의

규제행정법의 대상인 ‘규제’는 규제의 내용과 실체 및 맥락의 파악이

어려워 법학적 정의 또한 불명확하다고도 볼 수 있다.124) 즉,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규제는 물론, 법적 개념으로서의 규제 또한 일반화하여

120) 박문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과제 연구 및 사례분석”, 국회입법

조사처, 2020. 11. 30, 13면.
121) 이성엽,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의 법적 함의와 전망”, KISO

JOURNAL 제37호, 법제동향 2019, 18면.
122) 최승필 외 2인(주 118), 107-108면.
123) 전승재 외 2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률적 의미와 쟁점”,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6, 272, 277-281면.
124) 계인국, “규제개혁과 행정법”, 공법연구 제44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15.

10, 646-6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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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며, 이러한 경향은 국내외에

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125)126) 다만, 국내의 규제 개념은 ‘행정규제기

본법’의 목적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는 것이고, 규제를 국민의 권

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는 점127) 등에서 추

론할 수 있듯이 미국의 규제(Regulation) 개념을 차용하였다고 보는 것

이 합리적이다.128)

미국의 규제 개념은 독점과 같은 시장실패를 막고 경쟁을 통해 공공

복리를 달성하고자 함에서 기인하였고, 이는 미국의 독립규제행정청을

발족은 물론 행정법을 탄생시켰다.129) 이러한 기원의 “‘규제’란 ‘정책적

조종(제어)’에 맞춰서, 경제적, 사회적 과정(프로세스)의 모든 -의도된-

국가적 영향미침”130)이자 “사회적-경제적 영역에 대한 공권력에 의한 일

체의 관여(간섭)”131)을 의미하게 된다.

125) 김중권, “公法(行政法)의 現代化를 통한 規制改革”, 안암법학 제45호, 안암

법학회, 2014, 79-80면.
126) Robert Baldwin et al., 『Understanding Regulation: Theory, Strategy

and Practice(2nd)』, OXFORD, 2012, pp. 2-3.
127)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6954호, 2020. 2.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

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

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후략)
128) 계인국, “규제행정법의 관념과 개요에 대한 소고 -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의 관념과 규제법상 규제관념의 비교”, 안암법학 제42호, 안암법학회, 2013.

9, 653면.
129) 김중권(주 125), 82면.
130) Robert Baldwin et al.(note 126), pp. 2-3.
13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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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또 다른 기원으로서 EU는 최소한의 자기 통제 혹은 자기 규제

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132)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국가로부

터 독점되어 있던 시장에 경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측면 즉, 경쟁을 규

율의 대상이 아닌 규율의 수단으로 삼아 탈규제화와 민간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국가의 생존 배려, 보장적 성격 또한 민간과 국가가 일정 부분

분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133) 일종의 사회보장적 국가 활동을

규제로 포섭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규제행정법상 규제는 그 개념

적 유사성과는 별개로 대륙법계의 법체계와 유사한 이상, 보장행정의 작

용형식이 포함된 보장행정법이어야 한다는 견해도 충분히 일리가 있

다.134)

그러나 규제는 민영화 등 국가임무수행 방식을 고려하면, 전통적인 질

서행정작용 및 보장행정작용만으로 파악하거나 개입 여부, 부담/수익 여

부 등의 도식으로 파악하기에는 불확정적인 개념이다.135) 사회의 구성원

들이 공동선을 추구하며, “공동선기여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구조”136)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합리적일 것

으로 보인다. 특히,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신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국가 및 규제당국에 의한 규제 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규제 유

형이 제안되고 있다는 점137)을 고려하면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선의 실현

을 목적으로 규제를 위한 구조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현재의

흐름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다만, 이 글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에 있어 장기적이고 실천적인

지향점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선을 추구하고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규

제 구조를 설계하는 것임을 전제하면서도, 편의상 법익형량을 통한 규제

132) Ibid., pp. 8-9.
133) 김중권(주 125), 84면.
134) 박재윤, “보장국가론의 비판적 수용과 규제법의 문제”, 행정법연구 제41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5. 2, 204면.
135) 계인국(주 128), 669-671면.
136) 위의 논문, 671면.
137) 이종한 외 4인, “규제지체 해소를 위한 유연성 제고방안: 신사업을 중심으

로”, KIPA 연구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2020, 14-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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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의 편의성을 논지 전개에 차용하고자 한다. 즉, 최적의 규제 개선은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선을 추구하고, 기여하는 규제 구조의 설계임에도,

차선으로 혹은 단기적으로는 각 구성원의 권리가 최적으로 보장되는 규

제 구조를 모색하는 것 또한 하나의 규제 개선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전술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공법적 도그마틱에서 언급

한 법익형량을 통한 규제의 개념 및 “단순히 자유의 억압이 아니라 대

립·충돌하는 자유들 사이에 누구의 자유를 보장해줄 것인가의 선택이거

나, 또는 충돌하는 자유들 사이의 조정”138)이라는 개념과도 결부되어 있

다.

이하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선 추구와 관련이 있는 규제 참여와

어느 정도 결부된 규제의 신유형을 디지털 헬스케어와 결부시켜 살펴보

려 한다. 규제의 신유형은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신산업이 성장함

에 따라 규제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규제 유형이 제안되는 점에

서 기인한다는 점에서139) 고도의 신흥 과학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규제 개선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2. 규제의 신유형과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는 자율규제를 통하여 규율될 수 있다. 자율규제는 최

근 대두되는 신기술 발전 속도와 함께 주로 언급되는 규제 유형이다. 자

율규제의 법적 개념은 행정법 분야 내에서 정립되지 않았지만, 정부규제

즉, “공권력 작용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140)에 대비되어 규제의 대상인 피규제사업자 등이 법령에 따라 준수

의무가 있는 기준을 수범하는 방식이라는 평가가 있다.141)

138)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한국법학원, 2008,

361-362면.
139) 이종한 외 4인(주 137), 14-39면.
140) 최철호, “행정법상의 자율규제의 입법형태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3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 5면.
141) 위의 논문,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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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우 빅데이터 기술, 의료기술, 정보통신기술 등이

융합되어 제공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이해관계자들이

자율규제를 형성하여 준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물론, 자율규제의 특징으로는 높은 수준의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피규제

자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규제가 이뤄진다는 점, 정보 취득 비용, 모니터

링 및 집행 비용이 줄어들어 효율적이라는 점이 큰 장점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기관에 의한 규제가 이뤄질 수 있어 사적

이익 추구 방향으로 규제가 설정될 수 있는 점, 규제 체제 관련 협상에

서 제외된 이들도 자율규제를 따라야 해 절차적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점 등의 단점도 지적된다.142) ‘규제된 자율규제’는 이러한 자율

규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변화시킨 개념의 규제 유형이다. 일반적 정의는

없지만, 피규제 기업 등에 규제준수 모니터링, 규제 미준수 시 제재 등을

위임하고, 정부는 해당 위임 기능이 효율적이고 엄격하게 수행되는지 검

사하는 데 제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143)144)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한 가이드라인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사후 규제 형식으로 규제된 자율규제 구조를 설계할 여지가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또한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규

제 샌드박스는 안전하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으로서의 모래 놀

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참가자들이 신

산업과 신기술 분야를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 기

142) Robert Baldwin et al.(note 126), pp.139-147.
143) Ibid, p.146.
144) 이외에도 “정부가 만든 틀 내에서 민간 영역이 규제를 제정하고, 집행하게

되는 ‘규정된(mandated) 자율규제’와 민간이 자체적으로 규제 내용 등을 설정하

지만 이에 대해 정부의 승인이 요구되는 ‘승인된(sanctioned) 자율규제’, 그리고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규제를 설정하고 준수하지만, 만약 민간의 자율규제가 없

다면 정부의 규제가 바로 적용되는 ‘강제된(enforced) 자율규제’, 마지막으로 정

부의 관여가 없는 순수한 의미의 자율규제인 ‘자발적(voluntary) 자율규제’” 등

의 개념도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박종현·김은수, “규제 자율화를 위한 제도적

모형 연구: Coglianese와 Lazer의 운영기반 규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공법

학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8, 3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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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중 기존 규제 일부를 유예 및 면제145)해주는 제도이다. 규제 샌드박

스와 유사한 개념이나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는 규제 프리존과 규제자유

특구가 있는데, 규제프리존과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기업

이 신청하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신청하고 재정과 세제를 지

원받는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로서 규제 프리존은 27개 지역전략산업

에 한정되고, 재정투입 위주로 운영된다면, 규제자유특구는 분야 한정이

없고 재정은 보완적 적용을 하는 동시에 규제샌드박스 중심의 운영이 필

수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46) 국내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주관

및 보건복지부의 규제 아래 강원도에서는 ㈜메쥬 등 7개 기업 및 기관을

상대로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부대조건147) 하에

허용되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전술한 규제 샌드박스의 구체적인 내용 중

일부와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원칙허용-

예외금지) 네거티브 리스트를 확대한 것”148)으로서 이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2019. 4. 16. 공포되면서 신설된 행정규제법 제5조의2 및 제19

조의3에 따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의 구체화와 관련이 있다.149) 구

체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입법방식의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을

핵심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150)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가이드라

145) 이제훈·정희영,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이해와 정책적 제언”, 인권과 정

의 통권 제489호, 대한변호사협회, 2020. 5, 296면.
146) 위의 논문, 65-66면.
147) 행사참가자의 원격모니터링이과 진료가 허용되었지만 원격 모니터링 중 진

단 및 처방 의료행위는 불가하는 부대조건,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원격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나 격오지 주민과 군부대 대상으로

간호사 입회 하에 원격 진단 및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대조건이결부되어

있다. (출처: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https://www.better.go.kr/sandbox.SandboxTaskSl.laf)), (최종

접속일: 2021. 1. 30.)
148) 홍승헌, “포괄적 네거티브에서 유연한 규제로: 혁신친화적 신산업 규제혁신

원칙의 모색, 규제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규제학회, 2021. 6, 81면.
149)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네거티브 규제 전환, 본격적으로 확산합니다.”,

2019. 4. 17, 2-3면.
150) 위의 보도자료,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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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따라 “경직적·한정적인 법령체계(Positive)로는 신산업·신기술 개발·

육성[이] 저해[되므로]…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의 유연한 규제체계로 전환”151)하

는 것으로 명시되었다. 이러한 ‘사후규제’는 과학기술의 혁신에 따라 발

생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의 진입규제 규제지체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필

연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로 평가된다.152)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경우 경미한 변경만으

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필요하였으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

정받은 소프트웨어는 기 허가를 받은 내용 중 제품의 성능이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이 ‘중대한 변경사항’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허

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도록 하는 개선이 대표적이다.153)154)

IV. 현행법상 디지털 헬스케어 규율구조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는 단기적으로는 의료기관, 환자,

정보주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 및 법

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식의 규제를, 장기적으로는 이해관계자들

이 공동선으로서 구성원들의 질병 예방, 치료, 관리를 위해 규제된 자율

규제 등의 형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방식의 규제를 지향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현행법상 디지털 헬스

케어의 공법적 규율은 전술한 신유형의 규제인 규제 샌드박스 및 포괄적

151)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가이드라인”, 2019.

10, 1면.
152) 김태호, “과학기술 혁신과 시장진입규제 -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논의의

비판적 수용론을 겸하여”, 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2호, 2017. 11, 362-363면.
153) 홍승헌(주 148), 13-14면.
154)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중대한 변경대상 가이드라인”,

20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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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등을 부분 차용하였지만 여러 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제

문제의 분석 및 개선 방안 고찰을 위해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규율구조의 틀을 전제하고자 한다.

앞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예방, 치료, 관리의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

을 통해 인간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

공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때 구체적으로 주된

구성요소는 디지털 헬스케어 유형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① 서비스의 경

우 의료서비스와 비의료서비스, ② 제품의 경우 의료기기 및 웰니스 기

기 및 기타 의약품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정보획득 내지 정보처리의 방향으로 가는 경

향 등 새로운 흐름”이 행정형식론에서 다뤄지고 있고,155) 특히, 데이터의

가치사슬 논의가 수집–생성–가치창출 등 데이터의 활용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156) 디지털 헬스케어 규율 구

조를 ①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 ②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규제

(원격의료서비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③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규제

(의료기기/웰니스 기기)의 측면으로 나누어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의

료기기법, 국민건강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집중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157)

V. 소결

살펴본 바와 같이 공법상 디지털 헬스케어의 규율은 크게 공법 도그

155) 문병효(주 98), 152면.
156) 원소연·심우현, “지능정보사회 촉진을 위한 데이터 및 정보 관련 규제개선

방안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9-07, 한국행정연구원, 2019, 32-33면.
157) 전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및 제품 규제

에는 병원 솔루션 서비스, 제품 혹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AI 의약품 등

으로 다양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 이슈 또한 다양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후속 연구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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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틱에 의한 규율과 규제행정법에 의한 규율로 나누어볼 수 있다. 디지

털 헬스케어의 특성상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와 법익은 주로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영업의 자유, 안전권, 알 권리 등과 연관되어 있고 이러한 법익

의 조화를 위해 비례의 원칙에 따른 규제행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규

제 지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한 행정지도 형식의 규제에 있어서

도 법률유보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 등의 도그마틱은 적실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질서행정 및 급부행정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 이해관계자들의

사회 공동선에 대한 목표와 이를 이루기 위해 기여하는 방식의 규제 구

조 개편이 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규제의 신유형인 규

제된 자율규제 등을 디지털 헬스케어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식으로

찾아 나아가야 하는 장기적인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상기 관점에서 현행법상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는 여러 제 문제를 단

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규

제 분석을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를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데이터 규제,

서비스 규제, 제품 규제로 나눈 규율구조를 제시하였다.

제 3 항 소결

이 절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그 특성과 규제

근거를 살펴보며 디지털 헬스케어를 개관하였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국

내외에서 일반적인 정의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여러 유사용어가 혼재하

고 있지만, 그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인들의

인식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개념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글에

서는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정의를 ‘예방, 치료,

관리의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인간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이

용하여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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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는 또한 스마트 헬스케어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용어이

자 학계 및 국내 정부 각처로부터 어느 정도 대표성을 인정받은 용어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유형은 크게 서비스 유형과 제품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서비스의 경우 의료서비스 및 비의료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의료서비스의 경우 원격의료 서비스가 대표적이고, 비의료

서비스의 경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대표적인 것으로 보인다. 제품

의 경우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는 하드웨어 속성을 지닌

유형과 소프트웨어 속성을 지닌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전자

의 경우 웨어러블 기기, 후자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이 대표적이었다. 아울

러, 후술할 규제 분석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나 비의료기기에는 디지

털 트윈 등을 활용한 AI 신약 또는 병원을 위한 클라우드 제품, 솔루션

등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보건, 의료재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준공공

재적 성격을 지니고, 필연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속성으로 지니고 있

어 정부의 규제가 요청된다. 또한, 건강정보, 유전정보, 의료정보 등을 활

용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기반 융합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오너십 등의 개

념에 근거한 규제도 요청된다. 아울러,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기술, 정

보통신기술 등 신흥 과학기술에서 근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해관계인

과의 갈등 및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도 공법상 규율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공법상 디지털 헬스케어의 규율 체계를

살펴보았다.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법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

법 도그마틱을 활용한 규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고권적 질서행정과 급부행정 개념을 벗어나 규제된 자율규제 등의 규제

형식 즉, 공동선 기여 형식의 규율구조 설계가 바람직할 수 있음을 살펴

보았다. 현행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포괄적 네거티브의

일부 차용 등을 활용하는 것 외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검토하고자 이 글에서는 가치사슬 구조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를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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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규제, 서비스 규제, 제품 규제로 나누었다.

제 3 절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현황

제 1 항 서설

이 절에서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의 규제 현황을 앞서 분류한 바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내용을 좁혀 살펴보고자 한다. 즉, ① 디지털 헬스케

어 업체, 의료기관 등이 재화/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로 사용하게

되는 ‘예방, 치료, 관리의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인간으로부터

얻은 데이터’, ② 디지털 헬스케어의 생산물로 볼 수 있는 ‘의료서비스’

중 원격의료와 관련한 규제, ③ 의료서비스가 아닌 비의료 건강관리서비

스와 관련한 규제, ④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의료기기 및 ⑤ 웰니스 기

기와 관련한 규제의 파악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때의 분석방식은 규

제목적, 규제기관, 규제기준 및 규제방식으로 나누어 진행하려 한다.158)

제 2 항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

I. 서설

‘예방, 치료, 관리의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인간으로부터 수

집한 데이터’ 관련 검토해볼 수 있는 세부 개념은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① ‘예방, 치료, 관리의 목적’, ② ‘정보통신기술’, ③ ‘통하여’, ④

‘인간’으로부터, ⑤ ‘수집’한, ⑥ ‘데이터’ 등 적어도 6가지 이상의 개념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예방, 치료, 관리의 목

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정보통신기술까지 논의의 대상으로 포함

158) 이원우, 규제행정법론, 홍문사, 2010, 822-8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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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지, 어떻게 활용한 경우까지 포함할 것인지, 데이터의 수집 객체

인 인간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어떻게 수집한 것을 의미하는지,

데이터는 무엇인지 등 매우 다양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개념 논의에서 현재 주로 활용이 논

의되고 있는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 외의

개념 논의는 적절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해당 데이터별 부수적인 파생

논의를 통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일례로, 후술하겠지만 ‘수집’과 관련

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논의되는 ‘동의 여부’에 대하여는 유전 데

이터, 공공데이터 등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논의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궁극적으로는 쟁점이 되는 개념은 파생적으로 다뤄지게 되는바 논의

의 기준점을 ‘데이터’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인간으로부터 수집한 데이

터’를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로 통칭하여 서술하고 간략히 논의를 소

개하려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다. 일례로 가천대 등 국내 병원에서 도입한 AI 빅데이터 솔루션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logy)을 개발한 IBM의 경우에는159)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의 유형을 ① 외생 데이터(Exogenous Data), ② 유전

데이터(Genomics data), ③ 임상 데이터(Clinical data)로 나누어 분석한

바 있다.160) 또 다른 분류로는 강민영 등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KDB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자료를 재구성한 방식으로 개인유전정보, 개인건강

정보, 전자의무기록, 국민건강정보가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라는 정보

정의도 존재한다.161)

159) AI타임스, “원조 AI헬스케어 IBM '왓슨헬스'…이대로 무너지나”, 2021. 2.

26,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932), (최종접속

일: 2022. 1. 30.)
160) IBM, “IBM Health and Social Programs Summit”, Session report, 2014,

p.9

(https://cupdf.com/document/ibm-health-and-social-programs-summit-ibm-co

mmitment-investment-in-health-and-social-programs.html)
161) 강민영·박도휘, “스마트 헬스케어의 시대, 데이터 전쟁을 대비하라”,

ISSUE MONIOTR 제94호, 삼정KPMG연구원, 2018. 11.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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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분류 1 (출처: IBM(2014))

해당 논의에 따라 유전정보, 건강정보, 전자의무기록, 국민건강정보가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의 전 유형이라고 보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 이

때 개인 유전정보는 유전자 검사기관을 통해서 개인의 유전체를 분석한

후 나오게 된 결과를, 건강정보는 개인이 건강관리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이나 기타 기기를 활용하면서 축적되게 되는 정보를, 전자의무기록은 병

원 등 의료기관이 환자들을 진찰 및 진단하면서 관리되게 되는 정보를,

국민건강정보는 개인의 보험료, 의료급여 등 위 정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162) 즉, 협의의 의미로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는 유전정보, 건강정보, 의료정보, 공공건강정보

로 정의될 수 있다(이하, “1차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162) 위의 보고서,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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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분류 2 (출처: 강민영·박도휘(2018. 11))

또한, 광의의 의미에서는 위와 같은 분류에 덧붙여 최근 디지털 헬스

케어 산업에서 쟁점이 되는 AI 신약 개발과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 1차

데이터들을 종합한 2차 데이터 즉, 학술논문, 특허 자료들, 데이터베이스

등도 일종의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일부로 포섭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하, “2차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163)

163) 정현주, 피승훈, 김재영,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국내·외 현황과

과제”, 보건산업브리프 제314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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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분 주요 관리 주체 데이터 정의

1차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개인

건강

데이터

유전

정보

유전자

검사기관 등

개인 유전체의

분석 결과 등

건강

정보
관련 기업 등

건강관리서비스

앱 등에서 축적된

정보 등

의료정보 의료기관 등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등

공공건강정보 공공기관, 정부 등
개인의 보험료,

의료급여 등

2차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특허 등)
지식재산권자 등

1차 데이터를

가공한

지식재산권 등

<표 1>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분류

II. 규제목적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를 통합하는 법령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

는다는 점에서 규제목적을 일반화하기에는 조심스럽다. 하지만 현재 디

지털 헬스케어 데이터의 일반법으로 볼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

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

함”164)을 목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164)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

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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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가 공공데이터에 완전히 포섭되지는 못

하지만, 활용 측면을 고려해보았을 때 공공건강정보 관련 법령인 공공데

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 디지

털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에서는 추후 규제목적으로서 참고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

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

바지함”165)이 또 다른 측면에서의 규제목적으로 지향될 수 있다.

III. 규제기관

전술하였듯이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를 통합하고 있는 법은 없

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반법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소관처인 개인정보위원회가 규제기관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에 의하면,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계획 수립·집

행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처분에 관한 사항, 개

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

사·연구, 교육, 홍보,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대

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 외에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및 의료

법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한다.
165) 공공데이터법[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

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

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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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관 규제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경우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 기반

확보,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의 심의·조

정”166)을 하는 위원회로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두고 각 부처를

규율하고 있어 넓은 의미에서 규제기관에 포섭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IV. 규제수단

1. 서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 개념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데이터는

그 분류가 다양하므로 관련 법령 또한 적지 않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관

련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략적인 개념을 이해한 후 관련

법령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와

관련한 일반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즉, 특별법으로 적용되는 데이터

외에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수집 및 이용

등이 의율되는 것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정의상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수집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상 데이터가 해당 정보통신기술 상의 데이터로 변환되어 개

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상 ‘정보주체’ 혹은 같은 조 제5호의 ‘개인정

보처리자’로부터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의미한

다. 또한, ‘인간으로부터’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는 것임을, ‘수집한’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었거나, 동의가 면제되어 수집한 상태로서 개인정

166)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4th-ir.go.kr/4thir/role), (최종접속일: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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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상의 ‘처리’가 함의된 것을 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

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혹은

면제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 그리고 ‘동

의’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주로 규제

쟁점이 되는 ‘동의’와 관련된 점은, ①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여부(면

제 여부), ② 필요하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③ 해당 동

의가 정보가 충분히 제공된 상태에서 진행된 동의(informed consent)인

지 여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2. 유전정보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외에 별도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데이터를 다

루는 법령들을 살펴보면, 유전정보의 경우 생명윤리법이 대표적인 규율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윤리법은 ‘유전정보’를 “인체유래물을 분석

하여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면서 이를 ‘개인정

보’로 보고 있다(생명윤리법 제2조 제14호 및 제18호). 이러한 유전정보

의 ‘정보주체’는 ‘인간대상연구’의 ‘연구대상자’(같은 법 제16조), ‘인체유

래물연구’의 ‘인체유래물 기증자’(같은 법 제37조), ‘유전자검사’의 ‘검사대

상자’(같은 법 제51조)가 있다. 또한, 유전정보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술

한 바와 같이 ‘인간대상연구자’, ‘인체유래물연구자’, ‘유전자검사기관’ 등

이 포함되며, 유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는 원칙적으로 ‘서면동의’를 통

해 이루어져야 한다(같은 법 제16조, 제37조, 제48조 및 제51조). 관련하

여, 해당 유전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인간연구대상자가 연구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았고,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연구대상자가 개인식별정보 포함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익명화를 거쳐야만 한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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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생명윤리법은 유전정보에 관하여 의료법에 따른 규율도 함께

언급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167)에 따라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기록 및 진료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안되지만, 해당 환자와 동일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의

료기관의 요청이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포함시

키는 것이 가능하다(생명윤리법 제46조 제3항). 즉, 후술할 의료정보의

일종으로서 ‘정보주체’인 ‘환자’의 유전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의료

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치를 한

경우’ 유전정보를 취급할 수 있다.

3. 건강정보

건강정보의 경우 별도의 관련 법령이 없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에 의해 규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

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

적으로 고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168)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4. 의료정보

167) 의료법 제21조[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168) 배현아,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정밀의료기술 연구와 적용 - 수집 대상 정

보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 의생명과학과 법 제24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12, 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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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의 경우에는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이 주된 규율 법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의료법의 경우에는 의료정보를 따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의료법 제19조 상의 “다른 사람의 정보”, 같은 법 제21

조 제1항 상 “본인에 관한 기록”이라는 표현으로 환자 본인의 의료정보

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환자 본인’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의료법 제19조 및 제

21조). 개인정보 수집, 제공 등 관련 ‘동의여부’는 수집의 경우 동의를 별

도로 요하지 않고 있으나, 환자 외의 자에 대한 제공의 경우 의무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은 환자와 관련있는 자들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

우 혹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

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같은 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또

한,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진료기록부등 혹은 전자의무기

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원칙적으로 받아

야 하고, 해당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동시에 환자의 보호자

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 제22조 및 제23조).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제3조 제6호에서 ‘보건의료정보’를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ㆍ숫자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로 정의하고 있다. 이 또한 의료정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나, 보건의료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 혹은 ‘개인정보처

리자’, ‘동의’ 관련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

건의료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널리

보급ㆍ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보건의료정보

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互換性)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

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할 뿐이어서 서설에서 제시한

구조에 따른 정보 규율과는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보건의료기본

법 제56조 및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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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건강정보

공공건강정보의 경우에는 공공데이터법에 의하여 의율된다. 공공데이

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

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공공데이터법 제1조). 여기서 ‘공공데

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

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

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되고 있다(같은 법 제2조 제

2호). 이는 서설에서 언급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율체계와 결을 달리하

는데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령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 그리고 ‘동의’의 틀로 바라보기

에는 정보주체가 국민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어려운

것이다.

다만, 간략하게 그 구조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저작권법’ 및 그 밖

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

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가 아니라면 해당 공공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고, 가사 그

러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

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일반 국민 중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에 따라 공표

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

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

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제27조에 따라 별도의 제공신청을 하

여야” 하며, 이때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개발ㆍ제공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서비스에 관련 공공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공

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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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1차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로서 유전

정보는 생명윤리법이, 의료정보의 획득에는 의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 그 외의 개인정보로서 건강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규율이

된다. 또한, 공공건강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도로 공공데

이터법 등에서 의율되어 법적 개념 정의가 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2차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의 경우에는 공공건강정보를

규율하는 것으로 서술한 공공데이터법에서 한층 더 ‘개인정보’의 성격을

잃는 것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즉, 이는 전술한 1차 디지털 헬스케어 데

이터를 토대로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한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3항). 다만, 공공건강정보와는 달리 정

보주체는 해당 2차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의 생성자이다. 그러므로 ‘데

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저작자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는 저작권법과

특허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특허법 등이 관련 규율 법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련하여 2차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의 경우에는 “각 개인에

의하여 주로 활용되면서 여기저기 산재되었던 개별적 정보들이 대량으로

수집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면서 집합화(集合化)된 것”169)170)을 가리키

는 ‘집합개인정보’로 보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을 활용해 정보처리자에게 별도의 독점권 혹은 소극적 보호를 구할 권리

를 부여하고, 정보처리자의 정보처리과정 중의 정보침해 문제에 대한 일

정 부분 면책 부여, 생래적 정보보유자의 동의 요구 범위 축소 등의 추

가 규율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71)

169) 박준석, “지적재산권법에서 바라본 개인정보 보호”, 정보법학 제17권 제3

호, 한국정보법학회, 2013, 18면.
170) 박준석, “빅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

능성”, 산업재산권 제58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9 등 참조.
171) 박준석(주 166), 29-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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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소결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의 목적은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

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다만,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

터의 규제는 공공데이터법의 취지와 같이 추후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또한 포함되는 것이 지향될

것이다.

관련 규제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소관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다. 그러나,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의 구성요소를 고려하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대통령직속 4차혁명위원회 등이 넓은 의미에서 규제기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는 크게 1차 디지

털 헬스케어 데이터와 2차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로 나뉘었다. 1차 디

지털 헬스케어 데이터인 유전정보, 건강정보, 의료정보, 공공건강정보 등

의 경우,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 그리고 ‘동의’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이 주된 규율 법령이 되고, 의료정보의 경우 의료법이, 유전정보의 경우

생명윤리법이 특별법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보주

체가 공공기관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공공건강정

보의 경우 공공데이터법으로의 의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차 디지

털 헬스케어 데이터의 경우,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집합개인정보’와 같

이 데이터베이스 등이 대표적일 수 있는데, 이는 저작권법, 특허법,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의한 법적 개념 등

의 규율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렇듯 이 글에서 정의하고 있는 ‘디지털 헬

스케어 데이터’라는 일반적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법령을 존재하지

않고, 각 법령에 산재되어 법적 개념이 규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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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 원격의료 규제

I. 서설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의 수집 후 이용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디지

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의료서비스와 비의료서비스로 나뉠 수 있다. 이때

의료서비스 중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소위 ‘원격의료’

조금 더 정확히는 현재 한시적으로 의료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비

대면 진료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172)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의료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대표적이다. 즉, 의료법 제34조

상 ‘원격의료’,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따른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와

연관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해당 법령에 한정지어 현행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주체 및 행위요건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173)

II. 규제목적

원격의료 규제의 목적은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령의 상위법인 보

건의료기본법상의 목적 및 기본 이념에서부터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보

172) 후술하겠지만,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원격

의료 서비스’ 중 최협의의 의료서비스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오히려 더 다루고자 하는 ‘원격의료’에 부합한다. 다

만, 이 글에서는 현행 법령상의 개념과 구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

념인 ‘원격의료’를 사용하고자 하며, 이는 의료법상 ‘원격의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17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4장 제4절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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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계있는 것이다(보

건의료기본법 제1조 및 제2조). 아울러, 의료법상의 목적과 맞닿아 있다

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174) 더 나아가 현재로서 원격의료는 코로

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감염병예방법

에 따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 또한 목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175)

III. 규제기관

주된 규제기관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에 해당한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의율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질병관리청 또한 규

제기관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제자유특구에서 시행

되는 원격의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규제기관으로 기

능할 수 있다.

174) 의료법[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

적이 있다.
175) 감염병예방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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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규제수단

1. 의료법상 원칙적 금지

현행 의료법상 통상의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물론, 원

격의료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는 원격지의 의료인을 매개로 한

의료 지원행위는 허용되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즉,

의료법상의 ‘원격의료’는 환자와 의사가 전화 혹은 화상통신을 기초로 직

접 환자를 진료하는 통상의 원격의료가 아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만 한다(의료법 제33조 제1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컴퓨터

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원격진료실

과 “데이터 및 화상(畵像)을 전송ㆍ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

신망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의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구체적

으로는 다음과 같은 규제로 제한되고 있다.

첫째로, 주체의 제한이다. 원격의료 서비스의 주체는 의료법과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다. 그러므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의료

기사 등은 주체가 될 수 없다.

둘째로, 장소의 제한이다. 의료인들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원격의료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간단한 의견 자문이라고 하더라도 원격지의 의

료인 및 현지의 의료인 모두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해야 하고, 마찬가지

로 환자는 현지의 의료인과 의료기관 내에 함께 해야 한다.

셋째로, 행위의 제한이다. 의료법상의 ‘원격의료’는 원격지의 의사가 현

지의 의료인을 매개로 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수준의 서비

스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현지의 의료인을 원격지의 의료인이 지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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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원격수술은 물론 일반적으로 ‘원격의료’라고 인식되는 화상기기

혹은 전화를 통한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직접 진료 또한 금지된다.

또한,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직접 진찰’ 등을 해

야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환자 등에게 교부할 수 있다(의료

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 이때 ‘직접’ 진찰하는 것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진찰하는 것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최소

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

다.176) 즉, 전화 통화를 통하여 직접 진찰한 후 진단서, 처방전 등을 교

부하는 행위는 ‘대면’ 직접 진찰로 환자의 충분한 정보를 얻은 경우에 허

용되는 것이다.

2. 감염병예방법상 예외적 허용

코로나 19 이후 2020. 12. 15.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는 제49조의3이

신설되어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때의 비

대면 진료 서비스는 의료법상의 ‘원격의료’가 아닌 통상적인 관념에서의

‘원격의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허용범위가 넓다. 다만, “감염

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

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3 제1항).

첫째로,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주체는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원)

으로 제한된다(의료법 제33조 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 제1항).

둘째로,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장소는 의료인의 경우 의료기

관 내부여야 하지만,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 외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건

176)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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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또는 질병을 지속적으로 관찰 받고, 진단, 상담 그리고 처방을 받을

수 있다(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 제1항).

셋째로,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행위는 “건강 또는 질병의 지

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격수술 등 적극

적인 의료행위는 제한된다(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 제1항). 또한, 문자메

시지와 메신저만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진료도 금지된다.177)

넷째로, 의약품 배송은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처방전을 받았다고 하

더라도 의약품의 판매는 약국 내에서 가능하다(약사법 제50조 제1항).

현재 의약품의 배송의 합법여부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지만,178) 보건복

지부는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조제약을 택배로 수령하는 방식 등은 한

시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179) 그러므로 환자는 전화상담 또는 처방

을 진행한 의료기관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송하면, 약

사로부터 복약지도를 받은 뒤 약사와 협의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한시

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V. 소결

즉, 현행법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지만, 의료법상

으로는 원격지의 의료인이 현지의 의료인을 지원하여 현지의 의료인에

의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에게 제공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칙

적으로 금지된 상황이다. 다만, 대면 진찰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은 환

자에 한하여 의사가 전화 진찰을 통해 진단서, 처방전 발급을 하는 것이

177) 보건복지부 공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안내”, 2020. 12. 14.
178) 팜뉴스, “김종환, '의약품 택배 직무유기'로 권덕철 장관 공수처 고발”, 2021.

10. 20,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104), (최

종접속일: 2022. 1. 30.)
179) 보건복지부 공고,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안내”,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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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이 아닐 뿐이다.

그리고 감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코로나 19와 같이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 한시적으로 통상적인 원격의

료(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물론, 이때에도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기간

등의 제한을 받은 채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제 4 항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규제

I. 서설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를 이용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경우 빅테크 기

업과 보험회사 등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디지털 헬스케어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루에 일정

걸음 이상 걸을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보험료 결제

까지 하도록 한 서비스처럼 고객의 건강과 보험료 절감 그리고 보험금

지급액을 한 번에 연동시킨 서비스부터, 고객이 건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상 건강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건강검진 정보를 통

해 생체나이까지 분석하며 동기부여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스스로 건강

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등 다양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건강관리 서비스 중 비의료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규율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주체 및 행위요건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개괄하고자 한다.

II. 규제목적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따로 의율하고 있는 법령을

발견되지 않지만, 보건의료 전반의 일반법으로 볼 수 있는 보건의료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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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상의 기본이념의 내용을 참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규제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III. 규제기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

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를 통해 규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보건복지부가 주된 규제기관으로 파악될 수 있다.

IV. 규제수단

1.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전술하다시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일부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

스의 경우 따로 의율하고 있는 법령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건강관리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야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된 규율인 것으로 파악된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그러나 ‘의료행위’가 무엇인지는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다.

구체적으로 ‘의료행위’는 사법부에 의하여 일정한 원칙에 근거하여 사

례별로 판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공

모하여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된 간호사들로

하여금 보험가입자들의 주거에 방문하여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문진,

신체계측, 채뇨, 채혈 등을 하게 한 뒤 이를 바탕으로 건강검진결과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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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등 업무”를 하도록 한 사안에서 “건강검

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문진, 각종 신체계측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건강

검진결과서 등의 작성·통보 등의 행위는 의료행위인 건강검진을 구성하

는 일련의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180)

이는 ‘의료행위’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고] …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다고 원칙적으로 정의되

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181) 그러므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일

종으로 제공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의료행위’의 이

외의 행위여야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2.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보건복지부는 2019. 5.경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

집(제1차)’을 발행하여 대법원이 원칙으로 정해온 ‘의료행위’ 구성요소를

구체화하고 여러 사례를 들어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

리고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하여 ‘비의료 건

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제2차)’를 준비 중에 있다.182)

첫째로, 디지털 헬스케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주체와 관련하여

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비의료 건강관

리서비스’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인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비의료인도 제공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가이드라인상으로 규제되고 있는 핵심은 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180)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181)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18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현황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

정 연구”, (https://www.kihasa.re.kr/research/project/view?seq=38075), (최종접

속일: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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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금지된 서비스이다. 즉, ①의료법상 ‘의료행위’ 및 ②‘의료법’ 및 ‘의

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면허 및 자격을 갖춰야 할 수 있는 행위가

핵심이다.183)

둘째로, 디지털 헬스케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행위요건은 다음과

같다. 즉, ‘의료행위’는 “①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행위의 근거),

②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행위의 양태),

③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행위의 효과 및 부작용)

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3가지 조건 중 1개라도 충족될 경우 의료행

위에 해당”한다.184)

요컨대 디지털 헬스케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법 제27조 제1

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이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저촉되지 않는 서비스로서 그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비의

료 건강관리서비스’에 해당하기 위해 ‘의료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3

가지 요소들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은 서비스여야만 한다.

제 5 항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관련 규제

I. 서설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는 “흉부 단순촬영(X-ray) 영상에서 폐 결

절 부위를 검출하여 병변의 위치를 표시하고, 병변이 존재할 가능성 정

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의료인의 판독을 보조하는 데 사용하는 소프

트웨어”에서부터185) “Greulich-Pyle(GP) 방식의 골연령 모델을 기반으로

환자의 좌측 손 X-ray 영상에 대한 골연령을 분석하여 의료인이 환자의

183) 보건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제1차)”, 2019.

5, 3-6면.
184) 위의 가이드라인, 8면.
185)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혁신적인 의료기기 규제개선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앞장선다.”,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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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연령을 판단하는 것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186)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이 현재 개발, 출시되어 호평을 얻고 있다. 탁월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들이 국내에서도 개발되어 응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가 시판되기까지 적용되

는 품목 허가, 인증, 신고 단계, 신의료기술평가 단계, 건강보험 행위 급

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고시 등재 여부 등과 관련한 현행 규

제를 살펴보고자 한다.187)

II. 규제목적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은 대체로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 중 웰니스 기

기에 해당하고, 이는 의료기기법에 근거하여 규율되고 있다. 의료기기법

의 목적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규제는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 의료기기산업법상 혁신의료기

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

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

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또한 그 목적이 될 수 있다(의료기기산업법

제1조).

III. 규제기관

186) 위의 보도참고자료.
187)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는 규제 개선방안 연구대상은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원격의료,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규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절에서는

후술하여 자세히 다뤄질 다른 규제와는 달리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규제를 비

교적 상세히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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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 의료기기법에 의하여 의율되고 있다는 점에

서 주 규제기관은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

다. 다만, 의료기기산업법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포함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이는 이 글에서 포함되지 않는 AI신약 등 의약품 규제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 약사법이 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또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조업 및 품목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인증, 신고 절차에서 관

여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주로 관여하는 한

국보건의료연구원 그리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

치점수 고시 등재 여부에서 주로 관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관

규제기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규제수단

1. 의료기기 품목 허가·인증·신고

의료기기법 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같은 법 제3조18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거하여 사용목적과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

기기”, 2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3등급은 “중증도의 잠

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4등급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

기”로 나뉘고 있고, 이때 “잠재적 위해성”은 “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

간”, “침습의 정도”, “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 “환

188) 의료기기법 [법률 제17922호, 2021. 3. 9., 타법개정]

제3조(등급분류와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 등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ㆍ합리적 안

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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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189)

189)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 [총리령 제1658호, 2020. 12. 4., 일부개정]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제2조 관련)

1.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기준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를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

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4개의 등급으

로 분류한다. 이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

해도에 따른 등급으로 분류한다.

1) 1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2) 2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3) 3등급: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4) 4등급: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나. 가목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간

2) 침습의 정도

3) 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

4) 환자에게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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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위한 종합절차 도식표(출처: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2021. 2))

이렇게 분류된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

이 분류되고, 등급 별로 허가 등 별도의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즉, 1등

급의 경우 한국 의료기기 안전 정보원에 신고를, 2등급의 경우 한국 의

료기기 안전 정보원에 인증을 신청하면 족하지만, 3등급 및 4등급은 식

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2등급 의료기기 중 일부,

“1등급, 2등급 의료기기 중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

기기와 구조, 원리, 성능,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는 3등급, 4등급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190)

190) 의료기기법 [법률 제17922호, 2021. 3. 9., 타법개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생략)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제조하

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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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 따른 기한은 신고의 경우 즉시 수리, 인증

의 경우 5일, 허가의 경우 기술문서 심사대상이라면 10일에서 최대 65일,

임상자료 심사대상이라면 10일에서 최대 80일이 소요될 수 있다.191)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아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생명이

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품목류별 제조허가,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

2. 제1호 외의 의료기기: 품목별 제조허가,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 [총리령 제1658호, 2020. 12. 4., 일부개정]

제4조(제조허가·제조인증 및 제조신고의 대상)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품목류별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품목류별 제조인증: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등급(이하 “등급”이라 한다)이 2등

급인 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2. 품목류별 제조신고: 1등급 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의료기기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품목별 제조허가: 다음 각 목의 의료기기

가. 3등급ㆍ4등급 의료기기

나. 2등급 의료기기 중 제1항제1호, 이 호 다목 및 이 항 제2호에 따른 의료기

기를 제외한 의료기기

다. 1등급ㆍ2등급 의료기기 중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와 구조ㆍ원리ㆍ성능ㆍ사용목적ㆍ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

2. 품목별 제조인증: 2등급 의료기기 중 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3. 품목별 제조신고: 1등급 의료기기 중 제1항제2호 및 이 항 제1호다목에 따른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
191)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의료기기 시장진출 통합 가이드라인 202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 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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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품목별 수리, 인증, 허가 신청 절차(출처: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2021. 2))

그러므로 제조된 의료기기가 어떤 등급에 해당되는지지에 따라 소요되

는 기간과 절차가 첨예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

은 ‘잠재적 위험성’ 뿐이다. ‘잠재적 위험성’은 구체적으로 ① 인체와 접

촉하고 있는 기간, ② 침습의 정도, ③ 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

하는지 여부, ④ 환자에게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2. 신의료기술평가

앞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신고가 수리되었거나(1등급), 인증을

받은 경우(2등급) 혹은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3등급, 4등급) 의

료기기는 시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기기를 매입할 병원에서 환자 혹



- 79 -

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급여 대

상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단계가 바로 신의료기

술평가 단계이다. 위 1단계에서 이미 의료기기 시판은 가능하지만 실질

적으로 의료기관은 환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매입하고 의료행위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료기기 업체의 입장에서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판매를 위해서 필연적

으로 거치게 되는 단계라고 하겠다.

신의료기술 평가 단계를 주관하는 부처는 한국보건의료원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의료법 제53조 내지 제55조192)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에193) 의하여 수행되는 것으로, 같은 보건복지부령 제2조에

따라194) ① 안전성, 유효성이 평가되지 않은 의료기술이지만 보건복지부

192) 의료법[법률 제17203호, 2020. 4. 7., 타법개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

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

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평

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

전성ㆍ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생략)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ㆍ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93)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61호, 2020. 11. 10., 일부개정]

제9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자료의 수집ㆍ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194)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761호, 2020. 11. 10., 일부개

정]

제2조(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등)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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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② 안전성, 유효성이 평가되지 않

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잠재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등이 심사대상이 된다.

해당심사의 주요 쟁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다. 이는 체계적 문헌고찰

법을 통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되는데, 구체적으로 전문가

들은 ① 안전성: “해당 의료기술이 생명이나 장기, 인체의 기능에 치명적

인 손상을 초래하는 합병증이나 부작용 여부”를,195) ② 유효성: “의료기

술의 목적에 맞게 의료 결과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일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과 비교

하여 유효성이 동등하거나 우수한지”를 196) 검증한다.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성ㆍ유효성이 평가되지 않은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

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2. 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기술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잠재성의 평가가 필요하다

고 인정한 의료기술

3.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변

경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2

항제6호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이하 “특정 의료기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의료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료기술(이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신

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그 특정 의료기기가 기존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사용되는 특정 의료기기와 구조ㆍ원리ㆍ성능ㆍ사용목적 및 사용

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술에 대하여 이미 신의료기술평가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제3조제7항에 해당하는 의료기술과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을 비

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문헌이 있을 것. 다만, 비교할만한 대체 기술이

없는 의료기술이거나 희귀질환 대상인 의료기술 등 비교연구가 불가능한 경우

는 제외한다.

2.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목적(대상질환 또는 적응증을 포함한다)이 특정될 것
195)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주 191), 37면.
196) 위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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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원에서 심사를 진행되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등이 소집되어 심의 후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논의

하여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는 대체로 28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7) 이는 짧지 않은 기간이어서 상대적으

로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에게 시장 진입장벽으

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출처: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2021.

2))

이러한 이유로 여러 유형의 특례가 존재한다. 첫째로, ‘제한적 의료기

술 평가제도’를 들 수 있다. 이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는 못하였음에도 다른 치료법이 없거

나, 희귀질환 등에 관한 것이어서 시급하게 의료현장 도입이 필요한 경

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한 실시기관에 한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상

근거를 도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198)

197) 위의 가이드라인, 34면.
198)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761호, 2020. 11. 10., 일부개정]

제3조(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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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절차(출처: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2021. 2.))

(생략)

⑩ 평가위원회는 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및 잠

재성에 관한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심의한 후 평가 대상인 의료기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생략)

2. 제한적 의료기술: 안전성이 인정된 의료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 또는 질병의 치료ㆍ검사를 위하여 신속히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술

가. 대체 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질병

나. 희귀질환

다.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질환 또는 질병과 유사한 것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질환이나 질병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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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가 있다. 이는 ① 신청된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혹

은 비급여대상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기를 사

용하는 의료기술에 대하여 비교한 임상문헌이 있거나 애초에 비교불가한

경우여야만 한다. ② 또한, 신청된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야 한

다. 이 경우 신청된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여 조기에 시장에 진입하는 것

을 허용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유예하는 제도이다.199)

199)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761호, 2020. 11. 10., 일부개정]

제2조(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등)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2

항제6호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이하 “특정 의료기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의료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료기술(이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신

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그 특정 의료기기가 기존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사용되는 특정 의료기기와 구조ㆍ원리ㆍ성능ㆍ사용목적 및 사용

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술에 대하여 이미 신의료기술평가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제3조제7항에 해당하는 의료기술과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을 비

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문헌이 있을 것. 다만, 비교할만한 대체 기술이

없는 의료기술이거나 희귀질환 대상인 의료기술 등 비교연구가 불가능한 경우

는 제외한다.

2.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목적(대상질환 또는 적응증을 포함한다)이 특정될 것

(후략)

제3조(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요

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서

및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의료기술의 평가를 신

청하려는 자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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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절차(출처: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2021. 2))

는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의 장에게 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조

허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로서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확인을 거친 것

으로 본다.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면 직권으로 신의료

기술평가를 할 수 있다.

(생략)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받거나 제4항에 따

른 직권평가의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을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⑦ 평가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심의에 부쳐진 의료기술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

상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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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의하여 우선 1년 간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어

비급여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유예기간 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

여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사용이 중단되며, 신의료기술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 혹은 비급여 대상 중에 선정되는 특례를

누릴 수 있다.

셋째로,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있다. 이는 안전성은 인정이 되지만,

유효성에 대하여 근거가 부족하지만 잠재성이 인정되는 기술에 대한 특

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

대상 및 시술방법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상에서 [의료기기

를] 사용 가능”200)하다.

이는 누구나 의료기술의 잠재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그 잠재성에

대한 기준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201)

200)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761호, 2020. 11. 10., 일부개정]

제3조(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

(생략)

⑩ 평가위원회는 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및 잠

재성에 관한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심의한 후 평가 대상인 의료기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생략)

3. 혁신의료기술: 안전성ㆍ잠재성이 인정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

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에 대한 조건

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술

(후략)
201)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48

호, 2020. 11. 10., 일부개정]

제6조(잠재성 평가 등) ①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규칙 제3조제8항에 따라 임상전

문가, 임상연구 방법론자, 첨단기술전문가, 환자·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별표 2의 심의 기준을 고려하여 의료기술의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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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은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평가 항목 검토 내용

질
병

질병의
중요성

해당질환의 진행과정에서 사망, 합병증, 장애 및 후유증 등에
미치는 영향이

① 큰 경우
② 중등도인 경우
③ 적은 경우

질병의
희귀성

① 희귀질환인 경우

② 희귀질환이 아닌 경우

환
자
중
심
성

환자의
신체적
부담

기존기술과 비교하였을 때, 동 기술이 환자에게 주는 신체적 부담
이나 위해 정도가

① 큰 경우
② 유사한 경우

③ 적은 경우

환자의
경제적
부담

대체 가능한 기존기술과 비교하였을 때,
① 환자 본인 부담 비용이 높은 경우
② 환자 본인 부담 비용이 유사한 경우

③ 환자 본인 부담 비용이 낮은 경우

삶의 질

기존기술과 비교하였을 때, 동 기술에 의한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이

① 큰 경우
② 유사한 경우
③ 적은 경우

사
회

남용
가능성

① 남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남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기
술

대체기술
유무

① 동등 혹은 뛰어난 효과 수준의 대체기술이 존재하는 경우
② 대체 기술이 있으나, 효과 등이 떨어져 치료 성적의 향상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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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혁신의료기술평가 절차(출처: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2021. 2))

이를 근거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혁신의료기술 대상인지를 심

의받을 수 있고,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 ‘제한적 의료기술’, ‘혁

신의료기술’, ‘연구단계 의료기술’ 중 하나로 판단을 받게 된다. 그 중 ‘혁

신의료기술’로 판단받는 경우에 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용하는 조

하기 어려운 경우
③ 대체기술이 없는 경우

기술의
혁신성

의료현장에 도입 시 임상적 유용성 및 사회적 파급력이
① 높을 것으로 판단한 경우

② 낮을 것으로 판단한 경우

<표 2>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혁신의료기술 잠재가치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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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내에서 실무적으로 약 3~5년간 요양급여대상 혹은 비급여대상으로 평

가되어 임상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승인율로 보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힘

들고, 통과하지 못한 의료기기도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돕

기 위해 만들어진 '조건부 신의료기술평가'인 혁신의료기술평가 승인 문

턱이 더 높은 비정상적 상황이 연출”202)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아 보인

다.

넷째로,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제도가 있다. 이는 의

료기기 허가 단계를 거친 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해야 하는 기존 방

식에 비하여 동시에 품목허가 신청 및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가능하도

록 하여 10개월가량 시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제도이다. 첫 신청에서

통합신청을 하지 않고, 처음에는 의료기기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이후 서

류를 구비하여 통합운영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203)

<그림 16> 혁신의료기술평가 절차(출처: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2021. 2))

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고시

202) 매일경제, “‘혁신의료평가’ 통과 바늘구멍…업계 부글부글”, 2020. 12. 13., (

https://www.mk.co.kr/news/it/view/2020/12/1279460/), (최종접속일: 2022. 1.

30.)
203)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주 191), 30-31면.

https://www.mk.co.kr/news/it/view/2020/12/127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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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

신의료기술평가 단계 이후 신 의료기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등재 여부를 심사받

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즉,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신의료기술평가 상 안

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결정 진행을 위해 ‘국민건

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다.204)

이때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상대가치점수 산정은 안전성, 유효성 평가

를 확인하고, 허가 사항 등을 파악하는 실무단계를 거쳐, “전문평가위원

회를 통하여 경제성 평가(대체가능성, 비용효과성 등)와 급여적정성 평가

(보험급여원리, 건강보험 재정상태 등)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급여대상여

부 및 상대가치점수(또는 상한금액)를 평가하게 된다.”205) 이후 마지막

단계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인 부담률을 검토해 요양급여대상

20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787호, 2021.

3. 26., 일부개정]

제10조(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①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행위ㆍ치료재료

(이하 “행위ㆍ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하려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신청해야 한다.

1. 행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

고시(이하 “평가 유예 고시”라 한다) 이후 가입자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

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

유효성 등의 평가결과 고시(이하 “평가결과 고시”라 한다) 이후 가입자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

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등의 평가결과 고시(이하 “ 혁신의료기술 고시”라 한다) 이후 가입자등에게 최

초로 실시한 날

(후략)
205) 이중규, “의료기기 규제혁신의 정부 정책 방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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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비급여 대상 여부 및 예비급여 등을 결정하게 되고, 특정의료기기

에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기준으로 지

급된다.206)

이 경우에도 기간에 관한 특례가 존재한다. 즉,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

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의 대상이 아닌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한 건 중

요양급여 대상여부 결정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여 최대 100일 가량

시판까지의 시간을 단축해주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207)

<그림 17>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동시진행 절차(출처: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2021. 2))

V. 소결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를 의율하는 주된 법령은

의료기기법과 하위 법령이라고 볼 수 있다. 의료기기법에서는 디지털 헬

스케어 의료기기를 다른 의료기기와 별도로 의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

료기기법의 주무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를 따로 의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

206) 위의 보고서, 10면.
207)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주 191),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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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를 ‘디지털헬스기기’로 명칭하고, “정보통신과 모

바일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서 모바일 의료

용 앱,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인공지능 및 가상·증강 현실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정의한 후,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

드라인’,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중대한 변경대상 가이드라인’, ‘혁신의

료기기 단계별 심사 가이드라인’, ‘가상증강현실 적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 기 마련된 가이

드라인과,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안)’ 등 곧 마련될

가이드라인 등 수십 종에 달하는 가이드라인의 제·개정을 통하여 의율하

고 있다.208)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체는 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

가를 받은 자이다. 이때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제

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허가, 제조인증 혹은 제조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동조 제4항 및 총리령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할 의무, 자가시험 등 생산

관리에 관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판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

령에 따라 판매업신고 혹은 임대업신고를 해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서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

방법과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구체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가 갖춰야 하는 요건은 먼

저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해야 하고, 제조업자는 품

목별로 1등급인 경우 한국 의료기기 안전 정보원에 신고, 2등급인 경우

인증이 요구되고, 3, 4등급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받아야 한

다는 점이었다. 이 과정 중에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공무원 지침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

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

208)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헬스기기 심사 추진방향”,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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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안내서)’,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 여부 평가의 기준이 된다. ‘의료기기와 개

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공무원 지침서)’를 일반적 기준으

로 하여, 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기기, ②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

기, ③ 디지털치료기기와 같이 환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작한, 그리고

치료 과정 중 환자의 데이터를 활용할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후 판매업, 임대업 신고 등으로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게 되지만, 대

체로 의료기기가 의료기관에 판매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

법령과 의료법령이 주된 규제 법령으로 작용하는 요양급여대상 관련 논

의가 실질적으로는 덧붙여져야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는 의료

법 제53조 내지 제55조 상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를 한국보건의료원에서

접수받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임상적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토 후

보건복지부가 평가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등과 같은

특례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거나 제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과정 다음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요양급여등재심사를 신

청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가 결정되면 의료기관에의 시판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물론, 해당 논의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

료행위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될 필요 없이 기존 의료기기를 통한 의료행

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다.

요컨대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상 제조업허가 등을

받은 주체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 등을 통해 환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된, 혹은 치료과정 중 환자의 데이터를 활용할 빅데이터 및 인공지

능 기술, 가상·증강현실 기술, 디지털치료제 기술 등이 적용된 의료기기

로서 의료기기법상의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요양급여등재심사를 신청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실질적인 시판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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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법에 따른 규제대상으로도 볼 수 있다.

제 6 항 디지털 헬스케어 웰니스 기기 관련 규제

I. 서설

앞서 살펴본 디지털 헬스케어 웰니스 기기 제품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 국내의 의료기기 외에도 국내에는 의료기기가 아니지만, 디지털 헬스

케어 건강관리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제품들이 있다. 이러한 제품

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관

련 규제 및 의료기기법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규제된다. 이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및 건강관리용 웰니스 기기와 관련한 규제를

살펴본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웰니스 기기

관련 규제를 담은 가이드라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규제목적

디지털 헬스케어 웰니스 기기의 경우,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및 「의료

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 판단기준(지침)」 등 여러 가이드

라인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기생활용품안전

법 규제 목적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1조).

아울러, 웰니스 기기는 의료기기 해당여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

여 구체적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의료기기

법에 따른 규제목적과 유사하게도 웰니스 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

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규제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의료기기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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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규제기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 웰니스 기기는 전기용품

혹은 생활용품에 해당한다. 해당 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주

된 규제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웰니스 기기 판단과 관련한 가이

드라인은 대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서 제작 및 배포되고 있다. 이

러한 점에서 주된 유관 규제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할 수 있

을 것이다.

IV. 규제수단

1. 서설

디지털 헬스케어 웰니스 기기의 경우에는 이를 의율하고 있는 법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언급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

기에 해당하지 않게 된 여집합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들이 웰니스기기

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법 제2조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

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으로서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

단기준(공무원 지침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

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

인 안내서)’,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

사 가이드라인’이 웰니스 기기 여부를 판단함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된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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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준(공무원 지침서)’이다.

첫째로, 이에 따르면, 웰니스 기기의 제조 및 판매 주체는 제한이 없

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 외에 비의료

인도 가능하다. 다만,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

기용품 혹은 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혹은 생활용품, 공급자적

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혹은 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등

‘안전관리대상제품’에 해당될 경우 요건을 충족시 제조업자는 안전인증

등을 받아야 할 의무가 발생할 뿐이다.

둘째로, 웰니스기기가 갖춰야 하는 요건은 전술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관련 안전인증 등 외에는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현행법상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의료기기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

고 있지는 않다. 다만, 대법원은 쑥뜸 기구가 의료기기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이와 관련하여 “어떤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서 정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구 등

이 위 조항 소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되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 그 기구 등의 사용목

적은 그 기구 등의 구조와 형태, 그에 표시된 사용목적과 효과,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

한 바 있다.209)

2.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 신제품이 개발 및 제조되어 시판되기 위

해서는 먼저 해당 기기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인지 의료기기

제품인지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후술하겠지만 그 이유는 의료

기기의 경우 크게 3단계에 걸쳐 장기간 까다로운 규제 절차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조 시부터 ‘의료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

209)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도76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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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해당되어 그러한 규제 절차를 거치는 일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과 의료기기 제품의 구별하고자 식품의

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공무

원 지침서)”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이를 토대로 규제 절차를 진

행하고 있다. 2015. 7. 10. 제정된 후, 2020. 11. 27. 최신 관련 법령을 반

영하고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된 위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

이 판단기준을 설시하고 있다.

첫째는, 사용목적에 대한 판단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제조자 등에 제

공된 규격(specification), 설명서(instruction), 정보(information), 등에 표

현된 제품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제조자의 객관적인 의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표시·광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로 표현”되고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고 있다.21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 가이드라인에서 ① “어떤 질병이나 상태를 언

급하지 않고 일반적인 건강상태와 관련한 기능 및 상태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상적 건강관리용’과211) ② “건강한 생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장려하여 특정한 만성질환 또는 상태의 위험을 줄이거나

유지하는데 도움이 됨을 표현”한 ‘만성질환자 관리용’을 대표적인 ‘비의

료용’ 사용목적 표현으로 보고 있다.212)

둘째는, 위해도에 관한 판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해 제품이

생체적합성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침습적인 경우, 사용자의 의도대로 작

동이 되지 않을 때 사용자의 상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급한 상황을 탐지하는 제품의 경우 및 기기의 기능이나 특성을 통제·변

경하는 경우”213)에는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다.214)

210)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공

무원 지침서)’, 2020. 11. 27, 7면.
211) 대표적으로 체중관리, 휴식 또는 스트레스 관리, 수면 관리를 해주는 제품

등이 언급되고 있다(위의 가이드라인, 5면).
212) 대표적으로 수면 패턴을 체크하여 2형 당뇨의 위험성을 줄이거나 건강한

식이계획 및 체중 관리로 혈압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제품 등이 언급되고 있다(

위의 가이드라인, 6면).
213) 위의 가이드라인,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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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법원이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상의 ‘의료기기’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성능과는 무관하게 제품의 ‘사용목적’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목적’이란 “그 기구 등의 구조와 형태, 그에 표시된 사용목적

과 효과,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

여야 한다”는 판시에215) 더하여 ‘위해도’라는 조건을 추가한 것에 해당한

다. 나아가 ‘위해도’ 판단에 있어 5가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그 중

하나에 해당되면 위해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의료기기 해당 가능성을 높

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214) 이는 병렬적인 것으로 5가지 요소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고위해도에 해당

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웨어러블 장치에 쓰인 특수 소재로 인하여 피부병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생체적합성 문제를, “장치의 전기적

특성으로 이상 징후 우려가 있는 제품”은 사용자에게 상해 등을 발생시킬 가능

성을, “수면 시 무호흡 등의 측정 기능이 있는 수면평가장치”는 위급한 상황을

탐지가능하여 위해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위의 가이드라인, 9면).
215)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도76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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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의 의사결정

흐름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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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 기기에 관하여는 위 가이드라인 기준에 더하여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증가 추세에 따라 추가로 제·개정된 가이드라인들이 함

께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과216)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217) 그리고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218)이 대표적이며, 이 또한 웰

니스 기기와 의료기기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219) 의료기기

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공무원 지침서)를 기본 기준

으로 하되, 더 상세히 규율되어야 할 AI 의료기기, 디지털치료기기, VR

의료기기 등에의 해당성이 있는 웰니스 기기에 관하여는 별개로 판단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도 살펴

보고자 한다.

3.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

사 가이드라인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

라인’은 의료용 빅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AI)가 적용된 제품들에 대

하여 의료기기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으로 마련되었다. “의료용 빅데이터

를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 또는 관리 하거나 예측하는 독립형 소프트웨어

형태의 의료기기로 기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216) 식품의약품안전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9. 10.
217)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

서)”, 2020. 8.
218)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

가·심사 가이드라인”, 2021. 4.
219) 유사한 가이드라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9. 9. 개정한 ‘의료기기 소

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가 있으나 이는 이미 의료기기

로 분류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이고, 빅데이터와는 무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이므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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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하드웨어와 함께 구성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서 “질병을 진단·예

측하는 임상결정지원(Clinical Decision Supporting, CDS) 소프트웨어나

의료영상진단보조(Computer-Aided Detection/Diagnosis, CAD) 소프트웨

어”가 해당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220) 즉, 기계학습 방식을 이용하여 개

발된 제품을 주로 살펴보고 있는데 병원 EMR, 외부 의료문헌 등으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의료진이 환자의 의료정보 등을 입력하면 추론된 보

조진단 결과를 출력하는 방식의 메커니즘으로 적용되는 제품이 위 가이

드라인에 적용된다.221)

위 가이드라인은 “의료용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정보를 분석하여

얻은 임상정보(예: 종양 병변 크기·위치)를 이용하여 환자의 질병 유무,

상태 등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자동으로 진단·예측, 모니터링하거나 치

료하는 소프트웨어”와 “의료용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영상, 체외진단

기기로부터 나온 시그널, 신호획득시스템(심전계, 뇌파계 등)에서 나오는

패턴 또는 시그널을 분석하여 진단·치료에 필요한 임상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명시적으로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본다.222) 그리고 의료

기기에 해당된 후에는 (1)의료영상을 이용한 AI 의료기기 7종류, (2)의료

영상 이외의 의료정보를 이용한 AI 의료기기 4종류로 나누고 있고, 둘

모두 품목 등급은 2등급 혹은 3등급에 해당하게 된다.223)

반면, “의료기관의 행정사무(병실·재고관리, 전자수속 등)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운동·레저 및 일상적인 건강관리 목적의 소프트웨어”224)

“교육·연구 목적의 소프트웨어”, “질병 치료·진단 등과 관계없는 의료기

록 관리 목적의 소프트웨어”, “의료인에게 환자의 건강정보 또는 진료정

보를 정리 및 추적해주는 툴을 제공하거나 의학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도움

을 주는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225)

220)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의 가이드라인(주 216), 1면.
221) 위의 가이드라인, 3면.
222) 위의 가이드라인, 7면.
223) 위의 가이드라인, 10-11면.
224) 이에 대하여만 세부기준은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

단기준’에 따른다고 적시하고 있다(위의 가이드라인, 8면).
225) 다만, 이때도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재해석하여 특정 환자에게 적합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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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진단 또는 치료방법을 제시한다면 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다(위의 가이

드라인, 9면).

AI 

의료기기

해당여부

구체적인 범위 및 유형 비고

해당

1. 의료용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

정보를 분석하여 얻은 임상정보(예: 

종양 병변 크기·위치)를 이용하여 

환자의 질병 유무, 상태 등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자동으로 진단·예측, 

모니터링하거나 치료하는 소프트웨

어

2. 의료용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

영상, 체외진단기기로부터 나온 시

그널, 신호획득시스템(심전계, 뇌파

계 등)에서 나오는 패턴 또는 시그

널을 분석하여 진단·치료에 필요한 

임상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1. 의료기기 해당 후 

(1)의료영상 이용

(7종류) 혹은 (2)

의료영상 이외 의

료정보 이용(4종

류) AI 의료기기

로 분류

2. 품목명은 예시이

나 모두 2등급 

혹은 3등급에 해

당함

구체적인 범위 및 유형

비해당

1. 의료기관의 행정사무(병실·재고관리, 전자수속 등)을 지원

하는 소프트웨어

2. 운동·레저 및 일상적인 건강관리 목적의 소프트웨어(※ ‘의

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 따름)

3. 교육·연구 목적의 소프트웨어

4. 질병 치료·진단 등과 관계없는 의료기록 관리 목적의 소

프트웨어

5. 의료인에게 환자의 건강정보 또는 진료정보를 정리 및 추

적해주는 툴을 제공하거나 의학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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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다음으로 2020. 8. 제정된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

인 안내서)’를 살펴보게 되면, ‘디지털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로 환자를 대상으

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다.226)

그리고 (1)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이고, (2)질병을 예방, 관리 또는 치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에게 적용되며, (3)치료 작용기전의 과학적(임상

적) 근거가 있어야 의료기기로서의 디지털치료기기로 인정된다. 이는 위

해도 판단에 있어 하나의 조건만 해당되더라도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웰

니스 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훨씬 적었던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웰니스) 제품 판단기준과는 달리 오히려 ‘디지털치료기기’에 해당될 가

능성은 더 줄어들게 된다. 이는 디지털치료기기에 해당할 수 있는 제품

의 예시에서도 드러난다. 즉, “아래 예시에 해당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

도 치료 작용기전의 과학적(임상적) 근거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어야 디

지털치료기기에 해당”227)된다는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기기로서 디

지털 치료기기의 해당가능성은 기존 웰니스기기에 비해 높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226) 식품의약품안전처(주 217), 3면.
227) 위의 가이드라인, 5면.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

<표 3> AI 의료기기 해당/비해당 유형 정리표(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2019. 1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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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예방 및 관리] 분야 디지털치료기기

에 해당하는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행동교정 및 이완요법을 통해

뇌전증 재발을 예방하는 소프트웨어”, “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행

동치료를 통해 편두통 재발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고혈압 환자를 대

상으로 혈압을 모니터링하고 항고혈압 약물 조절을 통해 정상 혈압을 유

지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인슐린 의존성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측정

혈당에 따른 투약 조절을 통해 정상 혈당을 유지 관리하는 소프트웨

어”228)에 해당하더라도 디지털치료기기가 아닐 수 있고, 이는 [치료] 분

야 디지털치료기기의 예시인 “담배흡연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CBT)를 통해 흡연에 의한 금단증상을 완화하는

소프트웨어”, “만성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CBT)를 통해

만성 불면증을 치료하는 소프트웨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

상으로 가상현실 기법을 이용한 노출요법을 통해 회피 증상을 치료하는

228) 위의 가이드라인, 5면.

<그림 19> 디지털치료기기 대상여부 판단기준 및 절차(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20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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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229)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 판단기준 및 절차에도 불구하고, “판

단기준에 따라 디지털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의료기기 또는 의료

기기가 아닌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230)고 하고 있어 사실상 판단기준

을 사문화시킨 것이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

사 가이드라인

마지막으로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게 되면, 이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231)과 “증강현실(Augemented Reality; AR)”232) 등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ead Mount Display; HMD)”233)로 구현되는 기기를 의미하

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장비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고, “제

품에 따라 센서, 웨어러블 기기, 재활장치 및 장비(모션 플랫폼, 햅틱 장

치 포함), 모바일 PC, 타 의료기기와 상호작용하는 기기 등이 추가 구성

될 수 있다”고 정의된다.234)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경우 앞서 살펴본 가이드

라인과는 달리 도식표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가 주어질

229) 위의 가이드라인, 6면.
230) 위의 가이드라인, 4면.
231) “현실과 유사한 가상의 허구적 환경이나 상황을 구현하고 사용자가 마치

실제 환경에서처럼 시각, 청각, 촉각 등으로 감지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기술”

을 의미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

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2021. 4, 2면).
232) “현실에 가상의 영상 또는 유의미한 정보를 합성하여 사용자의 경험이 증

강되도록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한다(위의 가이드라인, 2면).
233) “사용자의 머리에 장착하여 입체화면을 표시하고 아울러 머리의 움직임을

검출하여 이를 가상현실에 반영하거나 로봇, 혹은 제어시스템에도 이용하는 장

치로, 비투과형(Closed type) 또는 투과형(See-through type)이 있”다(위의 가이

드라인).
234) 위의 가이드라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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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실제로 제품별 특성과 상황,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불명확한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235) 그러므로

AR 웰니스 기기, VR 웰니스 기기 제조 업체의 경우 제시된 사례에 포

섭되지 않는 기기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해당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35) 위의 가이드라인, 6면.

AR·VR 의료기기 해당 여부

해당 사례 비해당 사례

- CT, MRI 등으로 촬영

한 종양의 위치나 크

기를 증강현실 기술

이 가능한 태블릿 PC

에 입력해서 환자 수

술 시 사용하는 기기

- CT 등 실제 환자의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수술 전 또는 수술 

중에 골절 또는 골변

형 등에 대한 치료계

획 수립 및 시뮬레이

션 기기

- CT 촬영상을 3D로 재

구성하여 진단목적으

로 대장 등을 가상으

로 보여주는 소프트

웨어

1. 의료인의 교육·훈련 목적의 기기/소프트웨어

- 의료인의 교육·훈련을 위해 환자의 CT/MRI 영상 

등을 재편집한 후 수술 연습에 적용한 수술 시

뮬레이션 기기/소프트웨어

- 해부학 및 생리학 등 교육을 위해 가상현실기술

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기기/소프트웨어

- 증강현실을 이용한 정맥주사 훈련용 시뮬레이션 

기기/소프트웨어

2. 일상적인 건강관리 목적의 가상·증강현실 기술

이 적용된 기기/소프트웨어

- 약의 작용원리와 효능, 부작용 등 정보를 표시하

는 스마트폰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

- 물고기 잡기, 기억력테스트 등의 단순 게임을 통

해 기억력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상현실 

적용 기기/소프트웨어

- 가상현실을 통해 항암치료를 사전 경험함으로써 

항암제 부작용 우려(구토 등)를 완화하는 소프트

웨어

3. 기능성게임 등을 통해 사회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의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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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소결

디지털 헬스케어 웰니스 기기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및 식품의약품안

전처의 의료기기법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해 의율되고 있다. 특히, 전기생

활용품안전법상의 규제를 제외하면, 디지털 헬스케어 웰니스 기기는 의

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매가 가능하

다. 즉, 다만,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공무

원 지침서)’ 등을 근거로 의료기기 해당여부의 판단이 주된 규제로 작용

될 수 있다. 즉, ① 사용목적이 의료용인 경우 의료기기로, ② 사용목적

이 비의료용 즉, 개인건강관리용인 경우 ‘위해도’가 높으면 의료기기로

인정되기 때문에 의료기기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 HMD기기와 생체신호

(뇌파, 근전도)가 연동

되어 재활치료에 활

용되는 기기

- 가상·증강 기술이 주

기능으로 재활치료에 

적용되어 치료 효과

가 임상적으로 입증

된 재활기기

기기/소프트웨어

- 가상의 무대나 발표장을 만들고 사람 대신 캐릭

터들이 있는 환경에서 말하기 연습을 시행하여 

무대 공포 완화에 도움을 주려는 기기/소프트웨

어

- 상대 선수 등과의 가상경기 등으로 운동선수의 

경기 직전 긴장감 완화에 도움을 주려는 기기/

소프트웨어

- 절벽 길을 운전하는 것과 같은 화면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는 가상의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

시켜 두려움 완화에 도움을 주려는 기기/소프트

웨어

- 대인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어 정상적인 사회생

활 영위에 문제점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

한 기기/소프트웨어

<표 4> VR·AR 대상여부 판단기준(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2021. 4.)

내용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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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전기생활용품안전법만이 인정되는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으로 웰니

스 기기로 규제된다. 이때 위 판단기준에서 ‘위해도’는 생체적합성 문제

야기 여부, 침습적인지 여부, 상해 혹은 질병 발생여부, 위급한 상황의

탐지 여부, 기기의 기능이나 특성을 통제 혹은 변경하는지 여부 중 하나

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의료기기가 된다.

요컨대 디지털 헬스케어 웰니스 기기는 주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

적용되나, 그러한 적용이 있기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른 가이드

라인에 의하여 의료기기 해당여부가 판단된다. 이때, 디지털 헬스케어 의

료기기 중 사용목적이 비의료용 즉, 개인건강관리용인 동시에 위해도가

낮은 제품이 디지털 헬스케어 웰니스 기기가 된다. 이는 관련 법령이 아

닌 식약처가 작성 및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되는 것이 특징이라

고 하겠다.

제 7 항 소결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행 규제체계 속에서 발견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는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규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규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헬

스케어 데이터 규제를 ‘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규제의 경우 원격의료 서비스 및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규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규제의 경우에는 의료

기기 및 웰니스기기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수집 및 이용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관련 규제의 경우

규제 근거가 개별 법령에 산재하고 있어 일률적인 형태의 데이터 수집

및 이용, 그리고 보호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정

보주체가 개인이라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주된 규율 법령이

되지만, 해당 개인의 의료정보의 경우 의료법이, 해당 개인의 유전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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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생명윤리법이 특별법으로 규율된다. 나아가,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으

로 변경되는 공공건강정보의 경우 공공데이터법으로의 의율이 가능하며,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2차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성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저작권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만 규율이 가능하다.

둘째로,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의 경우 통상의 원격의료는 의료법에 의

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고,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한시적으로만 허

용되는 특징을 지닌다. 즉, 의료법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원격지인 의료기

관 내에서 현지의 의료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고, 그 외에

는 금지된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감염병 관련 재난

상황일 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기간 등의 제한을 받은 채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셋째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관련 법령이 없이 주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만으로 규율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이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저촉되지 않는 서비스라면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나, 해당

서비스에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이때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

인 및 사례집(제1차)’에 의해 ‘의료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3가지 요

소들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은 서비스여야만 한다는 규제 조건 속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허용된다.

넷째로,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는 기존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품

목 허가, 인증, 신고 단계, 신의료기술평가 단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고시 등재 단계를

거쳐 시판된다. 즉, 의료기기법상 제조업허가 등을 받은 주체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 등을 통해 환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된, 혹은 치료과

정 중 환자의 데이터를 활용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가상·증강현

실 기술, 디지털치료제 기술 등이 적용된 의료기기로서 의료기기법상의

규제를 받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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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양급여 등재심사를 신청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실질적인 시판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규제대상

으로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웰니스 기기는 먼저 식약처의 가이드라

인에 따라 의료기기 해당여부 판단으로 규제되고 있다. 그리고 의료기기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때 의

료기기에 비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목적이 비의료용으로서 개인건강관

리용인 동시에 위해도가 낮은 제품이어야 한다. 이는 관련 법령이 아닌

식약처가 작성 및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되고 있다.

종합하면, 현행 규제체계 속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서비스/제품의 원

천이 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및 이용 등과 관련한 법령이 흩어져 있다

는 점,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은 한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점, 디지털 헬

스케어 의료기기의 경우 다른 의료기기와 달리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점,

디지털 헬스케어 웰니스기기 및 건강관리서비스는 주로 관계 부처의 가

이드라인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현행 규

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 원격의료 규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규제를 중심으로 살

펴보려 한다.

제 4 절 디지털 헬스케어 현행 규제의 제 문제

제 1 항 서설

전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는 ‘예방, 치료, 관리의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인간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비스 또

는 제품을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규율체계

는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규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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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규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규제 중 원격의

료 규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규제를 중심으로 현행 규제의 제 문제

를 살펴보려 한다.

각 규제의 제 문제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서술될 수 있다. 즉, 디

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의 경우 정보주체 및 디지털 헬스케어 제공자

측면에서 문제를 살펴볼 수 있고, 원격의료 규제의 경우 의료소비자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규제의 경우 소비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 의료서비스 제공자 측면에

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이해관계 차이에 따른 문

제의식을 디지털 헬스케어 규율체계에 따라 살펴보려 한다.

제 2 항 데이터 규제

I. 정보주체 측면

1. 서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독일에서 헌법에 명문의 규정없이 독일 연방헌

법재판소에 의해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의 결합이라는 의미로서 공식화

되고, 미국에서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바 없이 학자들로부터236) 발

전되어 온 프라이버시권으로부터 기원한 권리로 분석되고 있다.237) 헌법

재판소는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

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

236) 대표적으로는 Samuel D. Warren, Louis 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vol. 4, no. 5. (Dec. 15, 1890), pp. 193-220.
237) 김태오, “데이터 주도 혁신 시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정법연구 제55

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8. 11, 33-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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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

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여 기본권으로 인정한 바 있다.238) 그리고 이러한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은 산업계의 인식, 개인정보보호 규제행정법 체계와 개인정보유

출 소송 등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어 왔다.239)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엄밀히는 “개인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정

보의 처리에 대한 결정권·통제권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침해는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또는 이용을 ‘타인’이 결정하는

모든 경우”에240) 해당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면서도 소유권과 같은 배타

적 지배권능이 인정되기도 어려울 수 있다.241) 그리고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견해와 프라이버시

권에 더 무게를 두는 견해 사이에서 발생하는 우리 사회 문화와 맞닿

아242)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다수 연구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문제를 다

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다.

2. 빅테크 기업 등의 데이터 독점

먼저, 빅테크 기업, 대형보험회사 등의 데이터 독점이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웨어러블 기기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의 건강정보를 수

집하게 되는 구글, 애플 등의 기업들이 해당 데이터를 맞춤형 광고에 사

용함으로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243) 즉,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심박수

238)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483 전원재판부 결정.
239) 허성욱, “개인정보유출소송의 현황과 법적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110호,

한국법학원, 2009. 4, 302-331면.
240) 김태오(주 237), 38면.
241) 위의 논문, 40면.
242) 허성욱, “한국에서 빅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 경제규제

와법 제7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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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일 측정되어 수집되고 있는 한 개인에게 혈압 문제 개선과 관련한

건강기능성식품 광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측정되는 개인에게는 마음수련 관련 애플리케이션 광고 등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맞춤형 광고는 개인에게 있어 과다한 피해가 발

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지만, 개인정보 통제와 관련한 권리

측면에 있어서는 자신의 건강정보로 말미암아 원하지 않는 광고에 노출

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기업의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독점은 수집된 건강정보

등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도록 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보

험회사는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건강정보 데이터를 구매하여 개인의 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요율 등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244) 또한, 개인의 건

강정보, 의료정보, 유전정보 등이 해당 개인을 채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혹은 해당 개인의 입학을 허가할지 판단하는 고등교육기관 등

에 거래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한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3. 데이터 보안의 취약성 및 유출책임 문제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보안의 취약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즉, 디지털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종류가 다양할 수 있고, 기술 발전에 의하여 더욱 그러할 것임에도 불구

하고 달리 특징에 따라 구분되어 실태조사 등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점,245) 공공건강정보 및 개인건강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쉽게 제공될 수 있는 점246) 등이 지적될 수 있는

243) 남형두, “건강정보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정보법학 제23권 제

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9, 17-18면.
244) 위의 논문, 18-19면.
245) 장인호, “첨단과학기술시대에 웨어러블기기 이용급증에 따른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응방안”, 법과정책 제23권 제3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

구원, 2017, 249-250면.
246) 위의 논문, 2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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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유출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의 경중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다. 일례로, 국립대학교 병원에서

조차 의무기록 등 의료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바가 있다.247) 즉, 의료법상 진료기

록전송시스템에 접근 권한자 지정, 방화벽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

용 등 안전장치를 의무화하고 관련하여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개인정

보 보호법에 의해 보충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지만,248) 해당 자료를 사진

247) 청년의사, “서울대병원, 개인 의료정보 유출 지속에도 솜방망이 징계”,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918), (최종접속

일: 2022. 1. 30.)
248)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

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할 것

2.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3.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

하지 아니할 것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에 관한 자료 등 진료

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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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어 SNS에 업로드하는 등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은 쉽게 일어나고 있

다. 이러한 점에서 민감한 의료정보, 유전정보 등도 의료기관의 내부 규

율 시스템에 의존하여 보안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더불어 유출사고가 발

생에 따른 책임을 형사적, 행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

책임의 경중 논의와 더불어, 의료/건강정보 등 데이터 유출 책임 소재

와 관련해서도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유출 방지

와 대응에 관한 법제가 필요하다는 점,249) 의료정보에 관하여 보안 장치

가 기술적, 법제적으로 완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하여 생성되는 의료정보 등이 의료기관의 데이터와 결합하는 경

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250) 등이 문제되므로 유출과 관련하여 책

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 이는 나아가 유출

혹은 손해의 발생을 막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

하였다면,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도 연결될 수 있다.251)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 9.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

드라인’을 발간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보호조치 위반과 관련한 벌칙사항

을 설명하고 있고,252)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

조의9에 따른253)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와 관련하여 2020. 11.

⑦ 그 밖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

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

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249) 박정원 외 2인(주 18), 68-69면.
250) 손경한 외 1인, “블록체인 의료의 법적 문제”, 법학연구 제22집 제1호, 인

하대학교 법학연구소, 306-307면.
251) 위의 논문, 316-317면.
25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2020. 9, 27-32면.
253)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39조 및 제39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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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를 발간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안내하고 있다.254)

또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형사처벌,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의료정보의 경우에는 고소가 있을 시 의료법 제

88조 상 의료정보 유출로 인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형

사처벌이 가능하나, 생명윤리법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제재는 발견하

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2020. 12.에는 보건복지부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의료기관 편]’을 발견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 및 피

해를 입은 이가 50인 이상인 경우 활용하는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255)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 보호 전반에 대한 논의

일 뿐 의료/건강정보에 초점을 맞춘 책임 분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데이터 부산물의 소유권 귀속

또한, 의료 연구의 결과물이 특허를 얻게 되거나, 진료 기록부 자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등도 데이터 규제 개선 관련하여

문제제기 될 수 있다. 건강정보는 개인이 자신의 원데이터를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생성했을 경우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이 명백해 보이지

만, 의료정보 자체는 환자의 원 데이터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무기록 등 자체는 의료인의 전문 소견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므로 의료

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견해도 가능한 것이다.256) 물론, 이에 대하여는

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2020. 11,

1면.
255)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의료기관

편]”, 2020. 12, 73면.
256) 배현아, “전자화된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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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소유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아울러, 의료정보, 유전정보 등이 그 고유성에 의해 원데이터 정보주

체에게 귀속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정보에 근거한 2차 산

물은 의료진 등의 노력이 함유된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도 검토해볼 필

요가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소유권을 환자가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정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다.257)258)

II. 개인정보처리자 측면

1. 서설

한편,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관련 규제는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영업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업의 자유 침해 등 관련 문제는 “어떤 직업에 이미 종사하고 있

는 자가 그 직업을 행사하는 방법이나 형태, 직업활동의 범위 등에 대해

공권력이 간섭하는 경우”259)에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의 자유[…]

에는 기업의 설립과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가 포함”260)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23조 제1항, 제15조 규정과 더불어 “모든 기업

[의]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

결정의 자유”261) 침해와도 결부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침해는

IT와 법 연구 제13집,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2016, 229면.
257) 이보형, “유전자검사기술 확대에 따른 국내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의 제

문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장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3, 121-146면.
258) 김기봉·한군희, “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연구”,

융합정보논문지 제10권 제3호, 중소기업융합학회, 2020, 13면.
259) 권건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분석 - 개인정보의 개념

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26면.
260) 헌법재판소 2021. 3. 25. 선고 2017헌바378 전원재판부 결정.
261)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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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수집 및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의

맞은편에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로 이어진다.

또한, 영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 침해와 더불어 알 권리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에 대한 낮은 접근성 문제와 결부될 수 있다. 알 권리는

미국에서 미국 연방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이 1966년

제정되고 Richmond Newspapaer, Inc. v. Virginia 판결262)로부터 엑세스

권이 인정되면서 정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263) 널리 인

정되며 우리나라에도 알려졌고,264) 1989년에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공식

적으로 인정되었다.265)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알 권리란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수집하거나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 정보의 공개를 통해 일방의 알 권리를 충

족한다는 것은 정보를 공개당하는 타방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알 권리를 무

제한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266)

해당 기본권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제품 제조 및 판매 주체

가 국가가 지닌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중 공공건강정보, 혹은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의료정보 등에 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러한 정보와 연관된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가 비례

의 원칙에 따라 과다하지 않은 경우에라야 보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는 정보주체의 관점의 반대 측면에 있는 관점과도 가깝다. 이러한 점에

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62) Richmond Newspapers, Inc. v. Virginia, 448 U.S. 555 (1980)
263) 이부하, “미국 헌법상 알 권리와 엑세스권의 보장 – 미국 연방 정보자유

법과 9.11테러 이후 알 권리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7권 제1호, 미국헌법

학회, 2016. 4, 154-155면.
264) 엄기열, “알권리의 개념적 가능성과 한계”, 언론과법 제2권, 한국언론법학

회, 2013. 12, 435-436면.
265)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 결정.
266)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93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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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유전정보 접근성 제한

먼저, 의료법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는 의료기록에 관해서 환자

본인이 아닌 이에게 열람하거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하게 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동

의서 등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267) 이는 제3자가 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의 장

인 경우에도 동의를 받는 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게 적용되

고 있다.268) 그러므로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를 획득하여 서비스를 제

267) 의료법[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21조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

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

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

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

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후략)
268) 의료법[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

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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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자 하는 생산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장벽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여

타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료기록의 전자화 비율이 90%이상으로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여타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인 1% 미만의

비율로 의료기관 간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269) 비의료기관의 경

우에는 더욱 의료정보 획득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3. 데이터 법제의 상충

디지털 헬스케어 정보 교류 관련 법제가 상충하는 등의 문제점도 지

적될 수 있다. 즉, 정보 교류 법제 표준화가 필요하다.270)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보들과 관련하여 규제하고 있는 법제가 매우 다양하여 정보

교류를 위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논의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과 생명윤리법 사이의 충돌,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사이의 충돌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

나 전부를 대체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

는 가명처리를 진행한 개인정보의 경우 ‘가명정보’라고 일컫는다.271) 이

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

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

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후략)
269) 이다은·김석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동향과 정책 시사점”,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동향과 이슈 제48호, 25면.
270) 이다은·김석관, 위의 논문.
271)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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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가명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특례로서 개인

정보 처리자들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다.272) 그런데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그런 가명정보라고 할지라도 서면동

의, 기관위원회의 심의 및 익명화라는 절차가 이뤄져야만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273) 그러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

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

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

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을 말한다.

(후략)
272)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

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27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83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17. “개인식별정보”란 연구대상자와 배아·난자·정자 또는 인체유래물의 기증자

(이하 “연구대상자등”이라 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

는 정보를 말한다.

18.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

한 정보를 말한다.

19. “익명화”(匿名化)란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제16조(인간대상연구의 동의)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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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고 하더라도 생명윤리법상 개인정보는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 기

관위원회의 심의, 익명화 단계까지 거쳐야 개인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

에 맞게 가명정보인 경우에는 위 과정들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인지와 관

련한 쟁점이 남을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사이의 법제 충돌 문제도 주로 다뤄

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의료법 제21조과 의료법

제21조의2에서는 의료기관을 포함한 제3자가 의료기관의 보유한 환자에

관한 기록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동일하게 환자의 동의

를 얻도록 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2020.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

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먼저 개인

① 인간대상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1. 인간대상연구의 목적

2. 연구대상자의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3.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6.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략)

제18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인간대상연구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

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인간대상연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대상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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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법과 생명윤리법 사이 충돌과 관련하여는 생명윤리법 제15조

제2항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에 대하여는 기관위원

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274) 이에 따른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

서를 이용하는 연구’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목적으로 수집된 의료데이터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가명처리를 통해 연구목적 등으로 이용하려는

경우”275)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는 유권해

석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고자 할 때 거쳐야 하는 기관위원회의

심의, 인간연구대상자의 동의 중 전자를 면제한 것일 뿐으로 여전히 인

간연구대상자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제3자에 대한 제공 또한 여전히 기

관위원회의 심의와 인간연구대상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

가 있다.

27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83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①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

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는 기관위

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275)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2020

. 9, 35면.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현행

- 가명정보의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

이 처리 가능(법

제28조의2)

- 환자에 관한 기록

의 경우 서면 동의

등을 받아야 제3자

에 전송 가능(법

제21조, 제21조의2)

-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의 경우 기관위

원회의 심의, 서면

동의, 익명화를 거

쳐야 함(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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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또한 위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사

이의 충돌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에 따라276) 의료기관이 보유한 환자에 관한 기록 및 정보는 의료법이 우

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가명처리가 되어 환자식별력이 없는 경우

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 적용되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 혹은 기관

이 보유하는 환자에 관한 기록 및 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 적용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277)

이에 따르면, 가명처리가 되었다면 의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유권해석을 한 것이므로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

터를 사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들, 즉,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가 데이터 획

득에 있어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유권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포괄적 동의 금지

포괄적 동의 금지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나라에서 의료정보 활용

시에 공공의 목적에 부합할 경우라면 포괄적으로 동의하여 데이터를 활

276)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7) 보건복지부(주 275), 36면.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충돌

쟁점

- 환자에 관한 기록

을 가명처리하였을

경우 동의 없이 제

3자 전송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

- 연구대상자의 기록

을 가명처리하였을

경우 기관위원회 심

의, 서면동의, 익명

화 생략 가능한지

여부 등

<표 5>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데이터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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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국내 법제의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어 데

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278)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법, 의

료법, 생명윤리법 등 법제상 명시적으로 포괄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에 대하여도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명처리 된 의료정

보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279) 일종의 ‘포괄적 동의’라는 견해도 있으나, 이 또한 가명처리

대상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온전한 포괄적 동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280)

5. 데이터 교류 인센티브 부족

나아가,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법제 상충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실

질적으로 데이터를 교류할 인센티브 자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의 표준화 문제와 결부될 수 있는

데, 의료기관별로 의무기록을 표준화해야 할 의무도 시스템도 현재로서

는 따로 없고 오히려 비용만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281) 즉, 의료정보

의 상당수가 전산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류할 인센티브는

낮아 그 활용도 또한 낮아진다는 점을 들 수 있는 것이다.282)

278) 박정원 외 2인(주 18), 76-77면.
279)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생략)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

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

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

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280) 한경주, “개인동의제도 현황과 개인건강정보(PHR) 활용에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개인동의체계”, 보건산업브리프 제320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 12. 15, 4-5면.
281) 이다은·김석관(주 269), 24-25면
282) 김수영·김현경, “디지털헬스케어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규제의 합리

적 조화방안 연구”, IT와 법연구 제12집,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2016,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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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건복지부는 표준화된 의료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하여 병원,

의원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표준화 지원사업에 공모하도록 공고한

바 있다.283) 이는 EMR 업체와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사이 컨소시엄

으로 구성되어 51억 4천만 원이 컨소시엄 구성의 지원금으로 지급될 예

정이다.284)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따르면, 2021. 5. 기준 의원급 컨소시엄

에 참여한 의원은 총 478개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285)

III. 소결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는 정보주체의 측면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정보주체

의 측면에서는 빅테크 기업, 대형보험사가 데이터를 독점하게 되면서 맞

춤 광고, 불법적 정보 매매 등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문제점, 데이터 보안의 취약성과 그로 인한 유출책임 관련 문제, 데

이터 부산물의 소유권 관련 귀속 문제 등이 대표적이었다.

한편,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의 측면 즉,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유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점, 데이터 법제가 상충하고

중복규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포괄적 동의가 금지되어 데이터 교류가

어려운 점, 데이터 교류의 인센티브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대표적

인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었다.

-242면.
283) 보건복지부 공고, “2020년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지원사업 공

모”, 2020. 9. 1.
284) 위의 공고.
285)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내 478개 의원,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EMR)

인증 획득”, 2021. 5. 26,

(https://www.k-his.or.kr/gallery.es?mid=a10302000000&bid=0002&b_list=10&act

=view&list_no=26&nPage=3&vlist_no_npage=0&keyField=&keyWord=&orderby

=), (최종접속일: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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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 원격의료 규제

I. 의료소비자 측면

1. 의료선택권의 제한

가. 서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서비스는 대체로 원격의

료 서비스와 연관되어 있고, 관련 규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원격의료 서

비스 관련 규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만 주로 환자들의 의료행

위 선택권 및 의료인들의 영업의 자유가 결부되어 서술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에 따르면, “의료소비자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자기결정

권의 한 내용으로 의료행위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이러

한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에는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선택할 권리도 포함”286)되는

데 이를 헌법상 의료행위 선택권이라 한다. 이에 따르면, 의료소비자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의료인들에

게 있어 원격의료 서비스의 확대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견

해가 가능하기에 적정 수준의 확대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이는 더불

어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질병 등으로부터 위협받거나 받

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로서는 그 위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사

회·경제적인 여건 및 재정 사정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인 의무를”287) 지는 등

생명 및 신체의 안전권 문제와도 결부될 것이다.

286)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7헌마103 결정.
287)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423,43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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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격의료 주체의 제한

의료법 제34조와 관련한 비대면 진료 주체의 적절한 수준의 확대가

필요할 수 있다.288)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현지의 의료인을 매개로

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의료를 하도록 하는 현행 의료법에

더하여 그 외의 의료인 더 나아가 비의료인까지도 행위 양태에 따라 허

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이다. 일례로, 노인을 간병하는 요양보호사가

가 원격지의 의료인으로부터 지침을 받아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수행 주체를 의료인으로만 한정하는 경우 의료인의

진료시간 및 환자 수에 따른 여러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289)290) 즉, 노

인, 격오지의 환자 등을 간병하기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마련

하기 위하여 주체의 확대가 필요할 수 있다.

다. 원격의료 행위의 제한

유사한 견지에서 비대면 진료 행위의 확대와 관련한 의료법 제34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91) 즉,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의 원격자문 등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유형의

의료행위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의료선택권을 확장하자는 취지의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 원격 응급의료, 원격 방문간호 등을 포함하여292) 환자가

위급하거나, 안전이 담보되는 경우라면 원격의료 서비스 유형을 더욱 다

288) 김진영,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및 개선방안 연구”, 과학기술

법연구 제24권 제1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8, 75면.
289) 김철주, “한국과 일본의 원격의료관련 법령 비교 분석 및 입법과제”, 시민

사회와 NGO 제14권 제1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6, 240면.
290) 위의 논문.
291) 위의 논문, 238-239면.
292) 박근수,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6권

제6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5. 12, 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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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비용 청구 쟁점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격의료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293) 및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가 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

다.294) 이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상 의료법상 원격의료인 원격협진 등 원격의료 부대 행위들을 요양급여

로 보아 포함시켜야 할 수 있다. 즉, 의료법상의 제한된 원격의료의 범위

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 행위를 요양급여 청구 가능

대상으로서 포함시키는 동시에 상대가치점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책정해

야 환자 및 의료인 모두에게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293)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

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

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294) 이원복, “원격진료 실시에 수반되는 법적 쟁점들에 관한 고찰”, 의료법학

제22권 제1호, 대한의료법학회, 2021, 68-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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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의약품 배송의 금지

의약품 배송 규제와 관련하여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문제제기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약사법 제44조 제1항 상에는 약국

개설자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고,295)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

도록 하고 있다.296) 그러나 원격의료가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의사의 전

자처방전이 약국에 전달된 후 약을 배달하는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는 견해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의료행위가 원격으로 이뤄

지게 된 이유는 의약품 배송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데 이를 제3

자가 구매하여 배달하는 행위 혹은 약국 외의 장소에서 약사가 의약품을

배송하는 행위 등이 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3. 의료사고 관련 책임소재

295) 약사법[법률 제17922호 2021. 3. 9. 일부개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

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

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략)
296) 약사법[법률 제17922호 2021. 3. 9. 일부개정]

제50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후략)



- 130 -

원격의료와 관련한 의료사고 책임 소재와 관련한 문제의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97) 즉, 의료법 제34조에 따르면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

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인 경우에

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

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현지의사에게 있”다고 본다. 그러데 ①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현지 의사와 원격지 의사와 관련한 책임 소재

가 적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비하여 원격의

사에게 책임이 너무 과소하게 지어지고 있다는 견해, ② 책임 소재 자체

가 적시되어 있지 않은 의료인과 관련한 불법행위 책임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관한 견해 등이 의료소비자의 권리 보호의 측면에서 제기가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II. 의료서비스 제공자 측면

1. 진찰행위 해석 문제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진찰행위’을 ‘(대면) 진찰행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견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98) 대법원은 1회의 대면진

료를 받은 후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

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299)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전화 통화 이전에 직접 진찰한 적이

없는 사안에서는 전화통화를 통해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 의료

법 위반으로 판시한 바 있다.300) 또한, 헌법재판소도 5인의 다수의견과

달리 4인의 소수의견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이 ‘직접 (대

면) 진찰’으로 해석하기에는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설시하였다.301) 사법부

297) 김철주(주 289), 232-233면.
298) 이주희(주 49), 250-262면.
299)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300)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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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단도 일관된 태도를 보인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한시적

으로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의료인 입장에서

환자를 위해 전화 진찰 후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인지 여

부가 불명확할 가능성이 있다.

2.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의 집중

나아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서는 원격의료가 시행된 이후 병원급 의

료기관으로 환자들의 수요가 집중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은 매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302) 즉, 국내의 의료전달체계 시

스템에 따르면, 비교적 가벼운 질병, 질환의 경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서 진료를 받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단, 치료가 어려운 전문진료의

경우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증진료의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지향되어야 하는 방향일 수 있다.303) 그러나 의료소비

자들이 대체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304) 원

격의료 제도의 시행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병원급 이상의 의료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제적 인센티브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3. 원격의료 인프라 구축의 한계

아울러, 원격의료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화상진료 장비를 비롯하여, 서

버, 의료정보 등과 관련한 보안 시스템 등 여러 유형의 인프라가 구축되

301)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83 결정.
302) 의협신문, “문석균 연구조정실장 "원격의료, 의협 기본 입장은 반대"”,

2022. 1. 21,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040), (최종접

속일: 2022. 1. 30.)
303) 박은철,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과 전략”, HIRA Research 제1권 제1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9-15면.
304) 위의 논문,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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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좁게는 전술한 물리적인 인프라에서부터 넓게는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체계 속 인프라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의원급 의료기관은 물리적 장비와 시스템 관

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어렵고, 이에 더욱 병원급 의료

기관으로의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III. 소결

살펴본 바와 같이 원격의료 규제의 경우에는 의료소비자 측면에서 의

료선택권이 제한되는 점, 나아가 원격의료의 실효성과 관련되어 있는 의

약품 배송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나아가 불확실한 안전성 및 효

과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관련 책임 소재에 관한 점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측면에서는 진찰행위의

해석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부재하다는 점, 원격의료로 인하여 의료소비

자들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집중되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한계가 될

수 있다는 점, 원격의료 인프라의 구축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한계를 지

니고 있다는 점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4 항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규제

I. 소비자의 측면

1. 건강권 증진을 위한 지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헌법상 건강권과 관련이

있다. 헌법상 건강권은 간접적으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조항 및 이를 근거로 하는 생명권과 관련이 있으며, 헌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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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로부터 근거한

다.305) 또한, 직접적으로는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 및 헌법 제36조 제3항의 ‘국가의 보호 의무’ 중 ‘보건 의무’로부터 근

거할 수 있다.306) 이때 국가의 보건 의무는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도출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하

고 있는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

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

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307)이라고 설시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의무를 도출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헬스케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의율

하는 법은 아니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

으로서 건강관리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308) 특히, 일련의 설문조사를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정책

이 활성화되도록 공적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하다는 점,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빈도는 줄어들고 만족도 또한

크게 높지 않다는 점309) 등을 고려해보면 디지털 헬스케어 비의료 건강

관리서비스 관련 국가적 지원과 홍보의 필요성 등이 쟁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2. 불확실한 안전성 및 효과성

전술한 바와 같이 코로나 19로 인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비의료 건강

305) 김주경, “건강권의 헌법학적 내용과 그 실현”, 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연

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90-91면.
306) 위의 논문, 92-93면.
307)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7헌마734 전원재판부 결정.
3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이용국민의 건강권 보호방안

(책임연구자: 최은진)”, 2020, 75면.
309) 위의 보고서, 253-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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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서비스의 지원 및 보급 관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에도 한편으로는 이를 규제하는 직접적인 법령이 없다는 점에서 이용자

들은 불확실한 안전성 속에 노출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의료

서비스와는 달리 효과성이 규제되거나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310) 즉, 더욱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가 증가할 것

이라는 전제 속에서 질적 측면에서의 관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에도 별

다른 규제가 없는 점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II.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 측면

1. 법적 근거의 부재

디지털 헬스케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규제는 주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제공자의 측면에서 이는 법률유보

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 문제와 결부될 수 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

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

하고 있는 원칙을 의미한다.311) 즉, “행정기관이 특정한 종류의 처분을

하려면 그러한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312) 이

러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의 우위’ 원칙과 결부된다. 즉, 행정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의 법률의 우위에 따른 행정

의 한계와 행정의 행위는 법률에 의한 수권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의 유보란 의미에서의 행정의 근거로 기능하는 것이다.313)

310) 위의 보고서, 360-361면.
311)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결정.
312) 이부하(주 114), 213면.
313)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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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에서 국가공권력이 기본권제한에 대해 정당

성을 입증해야 하는 정당화기능을 수행”한다는314) 측면에서 의의가 있

다. 이러한 법률유보원칙과 관련하여 ‘Negative List System’과 ‘Positive

List Systme’으로 입법기술 및 규율이 진행된다.315) 규제의 측면에서는

네거티브 규제와 파지티브 규제와 맞닿아 있다고 하겠다. 네거티브 규제

의 경우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 허용되므로 행정의 규제를 위한 법률에

의한 수권 범위가 좁아진다면, 파지티브 규제의 경우 열거된 것만을 허

용하고 있으므로 규제를 위한 수권 범위가 넓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명확성의 원칙의 경우,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도그마틱으로서 규범의 내용으로부터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되

는 행위를 수범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은 물론 예측가능성

을 확보하도록 해주고, 행정의 자의적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316) 이때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되는 정도는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을 산술적으로 엄격히 관

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어

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사용은 부득이 하다고 할 수

밖에 없으며,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타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통해 원칙이 지켜졌는지 여부가 판

단된다.317) 그리고 입법기술 상으로는 수권 법률에 명확성의 원칙이 구

체화될 경우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318)

이러한 견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규제는 먼저

구체적인 위임 법령이 없이 가이드라인의 형식으로 진입규제를 만들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4) 위의 논문, 214면.
315) 위의 논문, 217면.
316)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79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17) 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0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
318) 이상경,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서울법학 제22권 제3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2, 4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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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행위로 분류되는 경우

의료인의 의료기관 내 서비스가 아니라면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이유로

의료법 위반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즉,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

라인 및 사례집’은 보건복지부의 연성규범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강관

리서비스업 전반이 실질적으로 규율되고 있게 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

인은 의료법령과 의료기사법령을 참고 법령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건강

관리서비스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의료행위’에 대응되는 ‘건

강관리서비스’를 정의하고, 사례를 제시하는 등 ‘건강관리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업계에의 진입여부를 사실상 결정하고, 유권해

석을 통한 일종의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의료법령에

근거한 ‘의료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해석과는 별개로 관련법령 없이 규제

공백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건강관리서비스’ 해당여부에 대한 해석

과 행정지도를 통해 업계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2. 가이드라인의 모호성

가. 서설

나아가,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의료행위와 건강관리행위를 구분하

기가 매우 어렵다는 취지의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319)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의료법 제27조

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320) 무엇이 ‘의료행위’인지에 대

319) 박소정·박지윤,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보험연구원,

2017. 8, 106-107면.
320) 의료법[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

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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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의가 없는 상황이어서 자칫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

이 큰바, 서비스의 확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 건강나이를 산출해주

는 서비스, 병원 내원일을 알려주는 서비스, 평소 건강관리 행동을 통해

고혈압, 고혈당 수치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 인슈어테크 서비스를 제

공하여 지출되는 보험비용을 감축하려는 보험회사들의 건강상담 등의 서

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물론 판례가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

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

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

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321)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

험으로도 충분”하다고 정의한 바를322) 참고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사안

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먼저 비의료기관의 ‘건

강관리서비스’를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

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

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유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그리고 큰 틀에서

이는 1)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2)비의료적 상담 및 조언(① 객관적 정

보의 제공 및 분석, ② 건강목표 설정 및 관리, ③ 상담·교육 및 조언)인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

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

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32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322)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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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본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만성질환자 대상 서비스의 경우, 관리를

위해서만 비의료적 상담 및 조언이 행해져야 하나 의료인의 판단·지도·

감독·의뢰 하에서는 예외적으로 만성질환 중 특정 질환 치료를 위해 상

담 및 조언이 허용된다.323)

반면, 비의료기관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의료행위는 판례에 따라324) “①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325)인지 여부(이하, “요건 1”), “② 대상

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326)인지 여부(이하,

“요건 2”), “③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327)인지 여

부(이하, “요건 3”) 중 1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해당 기준에 따라 대표적으로 ①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의 발생유무·

위험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행위, ②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 목적

으로 하는 상담 및 조언행위, ③ 질병 확인을 위한 문진·검사·처치 등을

행하고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행위가 명백한 금지규정 위반 사례에 해당

하게 된다.328)

나아가 비의료기관들에 의해 문의된 사례로서, ① 건강한 사람을 대상

으로 대상자의 상태 및 증상 등을 확인하고 질병의 의심소견을 밝히거나

의학적 지식에 기반한 상담 및 조언을 행하는 행위, ② 비만관리 대상자

를 대상으로 의료적 검사·처방·처치·시술·수술 및 이와 관련한 의료적

상담·조언에 해당하는 행위, ③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상황

에 따른 혈압·혈당 목표를 제시하거나 (약사·의사가 아닌 사람이) 약물

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 등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329)

다. 검토

323) 보건복지부(주 183), 3-5면.
324)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325) 보건복지부(주 183), 8면.
326) 우의 가이드라인.
327) 위의 가이드라인.
328) 위의 가이드라인, 10면.
329) 위의 가이드라인, 15-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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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규제 방식

의 측면에서 정부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활용하면서도 ‘포지티브

(positive) 규제’를 함께 사용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즉, 가이드라

인은 판례의 ‘의료행위’ 개념을 체계화하여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제하지 않는 네거

티브 규제를 활용하면서도, ‘건강관리 서비스’ 개념을 체계화 한 후 허용

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덧붙여 두 규제가 충

돌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네거티브 규제간 충돌 즉, 그간의 축

적된 금지사례 간에도 충돌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다.

즉,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의 충돌 사례로, ‘만성’ 질환인 ‘고

혈압 관리를 위한 상담 조언’에 대하여 의료인이 감독이 있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침, 기준 등에 근거할 경우 허용한다고

하면서도(포지티브 규제), ‘(약사·의사가 아닌 사람이) 약물에 대해 설명

하는 것’이나 ‘급격한 혈압강하·상승시 조치방법 등’은 ‘의료적 상담’으로

서 불가능한 행위라고 하는 점(네거티브 규제)이 있다. 또한, ‘건강활동에

대한 목표설정 및 인센티브 지급 행위’로 체중, 혈압, 혈당 등 질환과 관

련이 있는 건강수치의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한 ‘정상수치’ 등

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포지티브 규제), ‘당뇨병 관리를

위한 상담 및 조언’에서 ‘상황에 따른 혈당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공신

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행위가 되는 점(네거

티브 규제)이 있다.

둘째로, 규제 방식을 통일한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를 현재 판례가

설시한 바에 근거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요건으로 해석하여 이에 해당

되는 경우를 금지한다면, 자의적인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일례로, 비의료기관이 의학적 전문지식 중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침, 기준 등 일체를 단순 제공하는 것이 아닌 환자의

상태에 맞게 가공하여 혹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였을 경우 요건 1

과 요건 2를 위배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 여지가 되는 문제도 있지만(만

성 질환은 허용되므로 제외), 그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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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요건 3 즉, 보건위생 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에 대한 판단의 포섭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규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사회 전반의 상황이 어떠

한지 등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예측가능성이 부족한 문제가 쉽

게 발생할 수 있다.

III. 의료서비스 제공자 측면

의료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현행 규제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의

료기관 또한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도

록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문제삼을 수 있다. 즉, 과거 보건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을 추진할 당시 의료계가 전반적으로 반대했던 바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의료기관 중심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과 함께, 의사의 진료권 침해, 의원급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 심화 등이 반대 논거로 언급된 바 있다.330) 그러

므로 의료서비스 주 제공자이자 기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온 의료기관의 측면에서는 영업의 자유 등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규제 관

련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소결

살펴본 바와 같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규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측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의 측면 그리고 의료서비스 제공자

의 측면에서 규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소비

자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

330) 메디컬타임즈, “의료계,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반대 '요지부동'”, 2010. 7. 5,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93683), (최종

접속일: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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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증진될 필요성과 관련하여,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비의료 건강관

리서비스에 대한 규율 법령이 없는 등의 이유로 안전성, 유효성 등이 담

보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

스 제공자의 측면에서는 마찬가지로 근거 법령이 부재한다는 점, 이를

보완하는 가이드라인 또한 ‘의료행위’ 해석에 있어 모호성을 안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측면에서는

의료기관 이외에 비의료기관 또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점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

제 5 항 소결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절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규제는 디지털 헬

스케어 데이터 규제, 원격의료 규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규제의 제

문제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 측면에서는 정보주체의 측면

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제품 제공자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① 정보주체의 측면에서는, 빅테크 기업 등의 데이터 독점, 데이터 보안

의 취약성, 데이터 부산물의 소유권 귀속 그리고 데이터 유출로 인한 책

임소재가 문제될 수 있었다. ② 디지털 헬스케어 제공자 측면에서는 의

료/유전정보의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점, 데이터 법제가 상충된다는 점,

포괄적 동의가 금지된다는 점, 법제 상충의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하더라

도 데이터 교류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었다.

원격의료 규제의 경우에는 의료소비자의 측면과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측면에서 규제 쟁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① 의료소비자 측면에서는 의

료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 의약품 배송이 금지된다는 점, 불확실한 안전

성 및 효과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되었고, ②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측면

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의 집중 문제, 원격의료 인프라 구축의 한계

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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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규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측면, 비의료 건강

관리서비스 제공자의 측면,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었다. ①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건강권의 증진을 위한 지원이 필

요하다는 점, 불확실한 안전성 및 효과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②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의 측면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

과 이를 보완하는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③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측면에서는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이 주된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제 5 절 소결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유사용어 및 개념 정의의 다

양하여 이를 통일할 필요성, 글로벌시장 성장 속도에 발맞추고 기술혁신

을 이끌기 위한 법 제도적 편입의 필요성, 피규제자와 규제수익자 등의

관심 증가 등을 고려해보면, 디지털 헬스케어의 법적 개념을 파악하는

작업은 필연적이다. 이 장에서는 이를 위해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를, 헬

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등의 다양한 용어 중 대표성을 지니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살펴보았고, ‘예방, 치료, 관리의 목적으

로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인간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이 글은 이후 해당 정의를 전제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현행 규제체계

내에서 어떻게 포섭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았다. 현행 규제체계 속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서비스/제품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및 이

용 관련 법령이 흩어져 있다는 점,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은 한시적으로

만 가능하다는 점,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의 경우 다른 의료기기와

달리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점, 디지털 헬스케어 웰니스기기 및 건강관리

서비스는 관계 부처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는 점 등을 특징

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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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화된 법의 제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1

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

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고도화된 정보·통신 기술 등

과 보건의료를 융·복합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로331) 개정하고, 의료기관이 주체인 경우 의료법을

개정하며, 비의료기관이 주체인 경우 2010년, 2011년 경 제안되었지만 제

18대 국회임기만료로 폐기된 (국민)건강증진·관리서비스법(안)332)333)을

참고한 법을 제정하자는 견해를334) 참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

나 이러한 해결방식 또한, 이 글에서 정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전반을 포

섭하지는 못하고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수월해질 뿐이라는 점에서

후속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위와 같이 하나의 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체, 행위별로

의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수 있지만, 위임 법령을 파악하기 어려운

가이드라인 형태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건강관

리서비스 및 웰니스기기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통한 규제만이 적용되

고 있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바 가이드라인의 법적 성격이 민주적 정

당성을 받아 기본권을 제한할 실질적 법규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앞서 (국민)건강증진·관리서비스법

(안) 등과 같이 서비스 제공 주체, 제품 제조 및 판매 주체를 법으로 정

의하고 규제체계 속에 포섭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그 특성이 준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정보의 비대

칭성을 지니며, 데이터 기반의 융합을 하고 있는 동시에 고도의 과학기

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한 대상이다. 아울러 그러한 규제는

공법상 도그마틱 및 규제 이념에 바탕을 두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31) 최종권(주 42), 16면.
332) [1811697]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손숙미의원등 10인)
333) [1808485] 건강관리서비스법안(변웅전의원등 11인)
334) 최종권(주 42), 30-40면.



- 144 -

이 장에서는 더불어 위와 같은 규제체계 속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규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데이터 규제,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규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①

의료정보 이동권, 데이터베이스 내 개인정보의 권리 불인정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문제, ② 데이터 수집 법령의 산재로 인한

데이터 활용도 증진과 관련한 문제, ③ 원격의료 서비스 관련 규제 관련

환자들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의료인의 영업의 자유 등을 둘러싼 원격의

료 서비스 확대 관련 문제, ④ 법률유보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 문제

와 결부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내 의료법 제27조 상 무면허 의료

행위 해당 여부 판단 위임 근거 규정 부재와 기준의 모호성 문제 등이

대표적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 3 장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의 비교법적 분석

및 국내 규제 개선방안 검토

제 1 절 서설

이 장에서는 전 장에서 살펴본 현행 규제 체계 속에서 디지털 헬스케

어가 포섭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규

제 실정에 접목해볼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편

의상 앞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분석틀에 따른 분석에 따라 디지

털 헬스케어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수집, 이동 및 처리가 용이해지도록

하는 규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데이터 플랫폼 및 아직 국내에 도입

되지 않은 의료정보 이동권 및 데이터 판매 관련 규제가 주가 될 것이

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해외의 원격의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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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과 관련해서는 AI 의료기기 등에

적용되는 특례 특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청구와 관련한 규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제 2 절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관련 해외 사례

제 1 항 서설

이 절에서는 앞서 논의된 디지털 헬스케어 문제의식에 관한 개선방안

을 모색하기 위하여 3가지 분석틀 즉,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 디

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규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규제와 관련한 해외

의 법제를 비교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 이때 ① 디지털 헬스케

어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의 경우 미국, EU, 핀란드, 일본의 사례

를 살펴보고, ②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규제의 경우 미국, 프랑스의 사

례를, ③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규제의 경우는 미국, 독일의 사례를 개략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서비스 규제는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제품

규제는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항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

I. 미국

미국의 경우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의 획득과 관련해서는 ‘의료보험

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에 근거를 두고 있는 ‘HIPAA 프라이버시

규칙(HIPAA privacy rule)’에서 살펴볼 수 있다. HIPAA에서는 ‘건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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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health information)’에 대하여 구전이나 기록된 어떤 형태나 매개에

의해서 전해지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서 (A)헬스케어 제공자, 헬스 계

획, 공중 보건 당국, 고용주, 생명 보험자, 학교, 대학 또는 헬스케어 클

리어링 하우스(Health care clearinghouse)가 만들고 수령하는 정보이거

나, (B)개인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나 상

태, 개인에 대한 건강 관리 제공 또는 개인에 대한 건강 관리 제공에 대

한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지불내역과 관련되는 것이다.335)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에서는 건강정보 관리

자에게 건강정보의 제공에 허락을 받았거나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공개가 금지되지만336) 개인을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합

335) 42 U.S. Code § 1320d (4)

…

(2)Health care clearinghouse

The term “health care clearinghouse” means a public or private entity that

processes or facilitates the processing of nonstandard data elements of health

information into standard data elements.

(3)Health care provider

The term “health care provider” includes a provider of services (as defined

in section 1395x(u) of this title), a provider of medical or other health

services (as defined in section 1395x(s) of this title), and any other person

furnishing health care services or supplies.

(4)Health information

The term “health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whether oral or

recorded in any form or medium, that—

(A)is created or received by a health care provider, health plan, public health

authority, employer, life insurer, school or university, or health care

clearinghouse; and

(B)relates to the past, present, or future physical or mental health or

condition of an individual,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to an individual, or

the past, present, or future payment for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to an

individual.

…
336) 45 CFR § 16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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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부터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있

어야 하고, 18가지 식별자가 삭제된 경우여야 한다.337)

그러므로 이러한 규칙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는 건강정보 전반에 대

하여 건강정보의 출처인 개인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개인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 중 유출되는 경우, 헬스케어 데

(a) Standard. A covered entity or business associate may not use or disclose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except as permitted or required by this subpart

or by subpart C of part 160 of this subchapter.

…
337) 45 CFR § 164.514

(a) Standard: De-identification of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Health

information that does not identify an individual and with respect to which

there is no reasonable basis to believe that the information can be used to

identify an individual is not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b) Implementation specifications: Requirements for de-identification of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A covered entity may determine that health

information is not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only if:

(1) A person with appropriate knowledge of and experience with generally

accepted statistical and scientific principles and methods for rendering

information not individually identifiable:

(i) Applying such principles and methods, determines that the risk is very

small that the information could be used,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other

reasonably available information, by an anticipated recipient to identify an

individual who is a subject of the information; and

(ii) Documents the methods and results of the analysis that justify such

determination; or

(2)

(i) The following identifiers of the individual or of relatives, employers, or

household members of the individual, are remo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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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혹은 제품에 의하여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이 있

을 수 있다. 이 절에서 데이터의 유출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HIPAA에 의해 형사적으로 규율되고, 추가로 민사적 손

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HIPAA의 규정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고의로 고유한 건강식

별자를 사용하거나 사용되도록 하는 경우, 개인과 연관된 식별가능한 건

강정보를 얻는 경우, 식별가능한 건강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경

우, 만약 건강정보를 상업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그러하

였다면 최대 25만달러 이하의 벌금형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338)

338) 42 U.S. Code § 1320d –6

(a)Offense

A person who knowingly and in violation of this part—

(1)uses or causes to be used a unique health identifier;

(2)obtains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relating to an individual;

or

(3)discloses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to another person,

shall be punished as provided in subsection (b). For purposes of the

previous sentence, a person (including an employee or other individual) shall

be considered to have obtained or disclosed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in violation of this part if the information is maintained by a

covered entity (as defined in the HIPAA privacy regulation described in

section 1320d–9(b)(3) of this title) and the individual obtained or disclosed

such information without authorization.

(b)Penalties

A person described in subsection (a) shall—

(1)be fined not more than $50,000, imprisoned not more than 1 year, or both;

(2)if the offense is committed under false pretenses, be fined not more than

$100,000, imprisoned not more than 5 years, or both; and

(3)if the offense is committed with intent to sell, transfer, or use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for commercial advantage, personal gain, or

malicious harm, be fined not more than $250,000, imprisoned not more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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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1995년 제정된 정보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대체하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더욱 법적 구속

력을 가진 규정을 통해 강조하는 형태의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규정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 2016/679; GDPR)이

2016. 5. 제정되어 2018. 5. 시행되었다.

GDPR에서 헬스케어 데이터는 개인정보 정의에 포섭될 것으로 보인

다. 즉, “이름, 식별 번호, 위치 데이터, 온라인 식별자 또는 자연인의 신

체적, 생리적, 유전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에 특

정한 하나 이상의 요인에 의한 식별자를 참조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될 수 있는 정보”에 포섭될 것이다.339)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의 획득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내용은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였다는 점이 있다. 즉, 정보주체는 활용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권리(Right to erasure),340) 개인정보

10 years, or both.
339) GDPR § 4(1)

‘personal data’ means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 (‘data subject’); an identifiable natural person is one who can

be identified, directly or indirectly, in particular by reference to an identifier

such as a name, an identification number, location data, an online identifier

or to one or more factors specific to the physical, physiological, genetic,

mental, economic, cultural or social identity of that natural person;
340) GDPR § 17(1)

The data subject shall have the right to obtain from the controller the

erasure of personal data concerning him or her without undue delay and the

controller shall have the obligation to erase personal data without undue

delay where one of the following grounds applies:

(a) the personal data are no longer necessary in relation to the purpos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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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주체에게 이전하도록 요청할 권리 즉, 개인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를341) 인정받는 것이다. 가명화된 정보

의 활용가능성이 남아있지만342) 이는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 과학 및

which they were collected or otherwise processed;

(b) the data subject withdraws consent on which the processing is based

according to point (a) of Article 6(1), or point (a) of Article 9(2), and where

there is no other legal ground for the processing;

(c) the data subject objects to the processing pursuant to Article 21(1) and

there are no overriding legitimate grounds for the processing, or the data

subject objects to the processing pursuant to Article 21(2);

(d) the personal data have been unlawfully processed;

(e) the personal data have to be erased for compliance with a legal

obligation in Union or Member State law to which the controller is subject;

(f) the personal data have been collected in relation to the offer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referred to in Article 8(1).
341) GDPR § 20

(1) The data subject shall have the right to receive the personal data

concerning him or her, which he or she has provided to a controller, in a

structured, commonly used and machine-readable format and have the right

to transmit those data to another controller without hindrance from the

controller to which the personal data have been provided, where:

(a) the processing is based on consent pursuant to point (a) of Article 6(1)

or point (a) of Article 9(2) or on a contract pursuant to point (b) of Article

6(1); and

(b) the processing is carried out by automated means.

(2) In exercising his or her right to data portability pursuant to paragraph 1,

the data subject shall have the right to have the personal data transmitted

directly from one controller to another, where technically feasible.

(3) The exercise of the right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17. 2That right shall not apply to processing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a task carried out in the public interest or

in the exercise of official authority vested in the controller.

(4) The right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not adversely affect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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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연구의 목적 등으로만343)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상

업적 이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럽연합에서는 옵트인(opt-in) 제도 즉, 개인정보에 대하

여 명시적인 사전동의제도를 유지하면서 다만 연구 목적의 이용에서는

포괄적인 동의를 요구하였던 이사회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광범위

한 동의(broad consent)’로서 ‘특정 영역의 연구(certain areas of

scientific research)’에 대한 동의가 가능하도록 하여344) 연구 목적의 이

용자의 편의를 넓힌 동시에 헬스케어 데이터의 주체에게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능을 강화하였다는 측면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345)

III. 핀란드

핀란드의 경우 GDPR과 상충되지 않는 선 상에서 적용되는 ‘의료 및

사회보장 데이터 2차 활용에 관한 법률(Act on Secondary Use of

Health and Social Data)’이 2019년에 시행되었다.346) 많은 연구자들에

342) GDPR § 4(5)

‘pseudonymisation’ means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such a manner

that the personal data can no longer be attributed to a specific data subject

without the use of additional information, provided that such additional

information is kept separately and is subject to technical and organisational

measures to ensure that the personal data are not attributed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
343) GDPR Recital § 50; GDPR Recital § 153.
344) 최계영, “의료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유럽연합과 미국의 법제를 중

심으로 -, 경제규제와법 제9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1, 211-22

면.
345) 이한주, “가명정보 개념 도입을 통한 의료정보 활용 활성화 가능성의 법적

검토”,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한국의료법학회, 2020, 107-108면.
346) https://stm.fi/en/secondary-use-of-health-and-social-data

https://stm.fi/en/secondary-use-of-health-and-social-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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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지적되고 있는 주지할만한 점은 핀란드가 헬스케어 데이터를 ‘핀데

이터(Fin data)’라는 데이터 허가기관을 설치하여 사회보험관리공단, 핀

란드 통계청 등의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해당 데이터 허가기

관을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제공할 수 있게 했다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347)348)

이는 ① ‘환자 권리법’, ‘의료 및 사회보장 데이터의 전자적 처리법’,

‘바이오뱅크법’ 그리고 ‘의료법’에 의하여 따로 규율되고 있던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표준화 하고,349) ② 더 나아가 핀란드의 공공 의료정보제공

자 및 민간 의료정보 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③ 또한, 가명화, 익명화 등의 조취를 취하고 동적동의제도를 토대로 개

인정보 제공자들의 권리보호를 증진하였다는 점에서350) 표준화된 헬스케

어 데이터를 토대로 한 연구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사용에 관해서는 EU GDPR의 취지에 따

라야 할 것이다.

IV. 일본

일본의 경우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가공의료정보

에 관한 법률(차세대의료기반법)(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

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351)에 의거하여 의료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

347) Act on Secondary Use of Health and Social Data § 5; § 6; § 35.
348) 김나영, “의료데이터의 활용 관련 일본·핀란드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0

참조.
349) 한경주, “개인동의제도 현황과 개인건강정보(PHR) 활용에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개인동의체계”, 보건산업브리프 제320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 12. 15. 참조.
350) 김영진·김주현, “핀란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제도 현황 및 시사점 - 핀

란드의 핀데이터와 국내 결합전문기관 비교를 중심으로”, 보건산업브리프 제324

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 3. 25. 참조.
351)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29AC0000000028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29AC00000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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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보인다. 즉, 고도의 정보보안 기술 및 익명가공기술이 있다면

사업자가 정보 제공자가 제공을 따로 거부하지 않는 한 익명, 가공 처리

를 하여 연구개발 등의 목적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352)

이는 의료정보취급사업자가 의료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정보주체에게

통지를 하고, 해당 정보를 주무관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익명가공의료

정보 작성 사업자와 의료정보취급업무 수탁사업자를 통해 가공되도록 하

여 익명가공의료정보취급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의료

352)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

（他の認定匿名加工医療情報作成事業者に対する医療情報の提供）

第二十五条　 第三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医療情報の提供を受けた認定匿名加工

医療情報作成事業者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他の認定匿名加工医療

情報作成事業者からの求めに応じ、匿名加工医療情報の作成のために必要な限度

において、当該他の認定匿名加工医療情報作成事業者に対し、同項の規定により

提供された医療情報を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

２　 前項の規定により医療情報の提供を受けた認定匿名加工医療情報作成事業者

は、第三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医療情報の提供を受けた認定匿名加工医療情報

作成事業者とみなして、前項の規定を適用する。

…

第三十条　 医療情報取扱事業者は、認定匿名加工医療情報作成事業者に提供され

る医療情報について、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本人又はその遺族（死亡し

た本人の子、孫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者をいう。以下同じ。）からの求めがある

ときは、当該本人が識別される医療情報の認定匿名加工医療情報作成事業者への

提供を停止することとしている場合であって、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主務省

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本人に通知するとともに、主務大臣に届

け出たときは、当該医療情報を認定匿名加工医療情報作成事業者に提供すること

ができる。

一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の作成の用に供するも

のとして、認定匿名加工医療情報作成事業者に提供すること。

二　認定匿名加工医療情報作成事業者に提供される医療情報の項目

三　認定匿名加工医療情報作成事業者への提供の方法

四　 本人又はその遺族からの求めに応じて当該本人が識別される医療情報の認定

匿名加工医療情報作成事業者への提供を停止すること。

五　本人又はその遺族からの求めを受け付ける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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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활발히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353) 특히 ‘옵트 아웃

(opt-out)’이 디폴트인 의료정보를 익명화하여 인증받은 연구개발 목적

범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일본의 법제 중에는 「데이터 활용 권한에 관한 계약 가이드

라인(データの利用 権限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를 토대로 데이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게 하는 제도를 주목할만 하다. 이는 정보이용신용

은행제도(情報利用信用銀行制度) 즉 정보은행을 통해 구체화되었는데 개

인이 자신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일례로 가장 선

도적인 것으로 알려진 미쓰비시UFJ 신탁은행(三 菱UFJ信託銀行)은 개

인이 신체활동정보 등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요

청하는 기업에게 이를 제공하여 금전이나 서비스 형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다른 예시로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은 개인

들의 의료데이터를 데이터 수요처에 제공하고 개인들에게 금전, 서비스

형태의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354)

정리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헬스케어 데이터를 일률적으로 허가하는

기관을 통해 표준화하고, 옵트 아웃 제도를 통해 연구목적 활용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들이 사후적으로 정보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동시에 자신의 의료, 건강데이터를 정보은행에 판매하여 재산

권 측면을 인정하는 것이 주목할만하다.

제 3 항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규제

I. 미국

미국은 원격의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연방법 차원에서 이를 금지하고

353) 정승모, “일본의 개인 의료데이터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

책 제31권 제3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3. 18., 6-10면.
354) 위의 논문, 1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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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형식적인 법률이 없고, 2019 원격의료 혁신 및 향상법(Telehealth

Innovation and Improvement Act of 2019) 등이 논의될 만큼 연방법에

따른 도입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355) 현재로서는 주별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제를 마련해두었고, 상당수가 이미 법제화하였다는356)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다만, 의료보험 적용과 의료 면허 자격 관련 문제가

실질적으로 제한점으로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 서비스 주체와 관련하여 의료 면허 자격 문제를 조금 더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주의 주민은 각 주에서 발급한 의사 면허를 지닌

의사들에게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다른 주의 의사에게 원격의료 서비스

를 받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주간 면허 협약

(Interstate Medical Licensing Compact)’ 등을 통하여 개선하려는 주들

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었다.357)

원격의료 서비스 행위와 관련해서는 원격화상회의 등을 통해 환자의

임상정보 등을 전송하면서 이뤄지는 원격자문, 환자가 집에서 의료진으

로부터 받는 원격모니터링 등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궁극적으

로 원격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358)

원격의료 서비스의 객체 및 의료보험 관련 제도를 통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에 대하여는 최근 코로나 19 이후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경제대

책(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 Appropriation

Act)’을 통해 메디케어는 지역에 무관하게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요

양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의료보험 적용 문제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연방의료제도인 메디케어

(Medicare)와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의료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 그

리고 민간의료보험이 비대면 진료를 수행하는 병원 및 의료인의 요양급

355) CONGRESS.GOV,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senate-bill/773/all-actions?over

view=closed#tabs), (최종접속일: 2022. 1. 30.)
356) 백경희, “미국의 원격의료에 관한 고찰”, 법학논고 제70집, 경북대학교 법

학연구원, 2020. 7, 365면.
357) 위의 논문.
358) 위의 논문, 368-3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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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용청구(Reimbursement) 시스템이 상이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원격의료 동등법(Telehealth Parity Law)이 적용되어 원격의료 서비스와

대면 진료에 동일한 수준의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주가 적다는 문제도 있

었다.359) 그러나 코로나 19 이후 메디케이드와 민간의료보험은 주마다

상이했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동등법360)의 적용도

확대하며 주별 원격의료 서비스가 허용되는 방식의 개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361)

II. 프랑스

프랑스는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을 통해 비대면 진

료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의 주체, 행위 등까지

하나의 법전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독일과 영국을

비롯하여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비대면 진

료 서비스 모델과 유형이 구체화시켜 왔고, 벨기에와 아일랜드가 가이드

라인조차 없이 원격의료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여 온 국가들,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같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아온 국가와 비교해보

았을 때 유럽 내에서 특징적인 부분이다.362)

먼저, 원격의료 서비스의 주체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일정 자격을 갖추

어야 하고, 보건의료인 중에는 1명의 의료인과 필요한 경우 환자 치료

관련 다른 의료 전문가가 포함되어야만 하며,363)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

359) 김지연, “비대면 시대, 비대면 의료 국내외 현황과 발전방향”, KISTEP

Issue paper 통권 제288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 13-15면.
360) 백경희(주 356), 366면.
361) 위의 논문.
362) 김대중, “유럽 주요국의 원격의료 사업 모델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제

235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5, 108면.
363) Code de la santé publique Article L6316-1

La télémédecine est une forme de pratique médicale à distance utilisant l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Elle met en rapport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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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조산사를 의미하고, 그 외의 보건의료인은 약사와 의료보조인

이다.364)

이때 비대면 진료 행위는 크게 5가지 유형이다. 즉, “원격진료(La

téléconsultation): 의사와 환자 간에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의료 상담을

의미하며, 환자 단독으로 진행되는 경우나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되는 경우, … 원격자문(La téléexpertise): 환자의 동의를 받고, 최소

두 명의 의사가 원격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생물학적, 방사선학, 임상진단

자료를 기반으로 진료 분석 또는 계획을 세우는 [경우], … 원격모니터링

(La télésurveillance): 의사가 환자 또는 의료 전문가에 의해 수집된 임

상진단 또는 생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원격 분석 또는 진단[하는 경우],

… 원격 지원(La téléassistance): 의료인이 다른 동료의 의료 또는 수술

활동에 원격으로 참여 지원[하는 경우], … 원격통제(La régulation): 의

료구급대(SAMU 15)의 요청에 의한 방안으로, 중앙소속 의사는 전화로

각 상황에 따른 초기 진단을 내려 가장 적합한 대응책을 세우고 실

행”365)하는 경우가 그것이다.366)

professionnel médical avec un ou plusieurs professionnels de santé, entre eux

ou avec le patient et, le cas échéant, d'autres professionnels apportant leurs

soins au patient.

Elle permet d'établir un diagnostic, d'assurer, pour un patient à risque, un

suivi à visée préventive ou un suivi post-thérapeutique, de requérir un avis

spécialisé, de préparer une décision thérapeutique, de prescrire des produits,

de prescrire ou de réaliser des prestations ou des actes, ou d'effectuer une

surveillance de l'état des patients.

La définition des actes de télémédecine ainsi que leurs conditions de mise en

œuvre sont fixées par décret.
364) 정관선, “프랑스 원격의료 관련 입법례”, 최신 외국입법정보 2020-7호, 국

회도서관, 2020. 3. 17, 4-5면.
365) 박하영,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계기 원격진료 규제 완화”, 2020 여름호

KIPA 규제동향, 한국행정연구원, 2020. 7. 22, 85면,
366) Code de la santé publique Article R6316-1

Relèvent de la télémédecine définie à l'article L. 6316-1 les actes médicaux,

réalisés à distance, au moyen d'un dispositif utilisant les technologies de



- 158 -

원격의료 서비스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담당주치의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지난 12개월 내에 최소한 한 번의 대면진료가 요구되었고, 담당주

치의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2020. 3. 23. 코로나 19 유행

에 따른 건강비상사태 관련 재정법(LOI n° 2020-290 du 23 mars 2020

d'urgence pour faire face à l'épidémie de covid-19)이 통과된 후 담당

주치의 결정이 없이, 최소한의 대면진료 없이도 원격의료 서비스가 가능

한 것으로 보인다.367)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Constituent des actes de télémédecine :

1° La téléconsultation, qui a pour objet de permettre à un professionnel

médical de donner une consultation à distance à un patient. Un professionnel

de santé peut être présent auprès du patient et, le cas échéant, assister le

professionnel médical au cours de la téléconsultation. Les psychologues

mentionnés à l'article 44 de la loi n° 85-772 du 25 juillet 1985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social peuvent également être présents auprès

du patient ;

2° La téléexpertise, qui a pour objet de permettre à un professionnel de

santé de solliciter à distance l'avis d'un ou de plusieurs professionnels

médicaux en raison de leurs formations ou de leurs compétences

particulières, sur la base des informations de santé liées à la prise en charge

d'un patient ;

3° La télésurveillance médicale, qui a pour objet de permettre à un

professionnel médical d'interpréter à distance les données nécessaires au

suivi médical d'un patient et, le cas échéant, de prendre des décisions

relatives à la prise en charge de ce patient.L'enregistrement et la

transmission des données peuvent être automatisés ou réalisés par le patient

lui-même ou par un professionnel de santé ;

4° La téléassistance médicale, qui a pour objet de permettre à un

professionnel médical d'assister à distance un autre professionnel de santé

au cours de la réalisation d'un acte ;

5° La réponse médicale qui est apportée dans le cadre de la régulation

médicale mentionnée à l'article L. 6311-2 et a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L. 6314-1.
367) 박하영(주 365),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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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격의료 서비스비는 대면 진료비와 동일하여, 일반의로부터 받

는 진료는 25유로를, 전문의로부터 받는 진료는 30유로를 지불하고 있으

며,368)이는 2020. 3. 23.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건강비상사태 관련 재정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대면진료의 70% 수준에 해당하는 비용이 동일

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369)

제 4 항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규제

I. 미국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규제를 기존 의료기기 대비 디지털 헬

스케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특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FDA가

발표한 ‘디지털헬스 혁신 전략(Digital Health Innovation Action Plan)’부

터 주목해볼 수 있다. 즉,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 제조업체가 적절한 자격 요건을 사전에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온 것으로 특히,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디지털헬스 소프트웨어 사전인증 파일럿 프로그램(Digital Health

Software Precertification Pilot Program; Pre-Cert)’을 적용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들이 개발한 디지털 치료제의 승인이 한층 수월해진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370) 즉, “기존의 중등 및 고위험의 하드웨어 기반 의료

기기에 대한 FDA의 전통적인 접근법이 소프트웨어 제품에 사용되는 빠

르고 반복적인 설계, 개발 및 검증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기반

[하여]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회사에 사전인증을 부여 하여

(Pre-Certify) 시판 전 심사를 위한 제출의무(Pre-Market Submission)을

면제하고, 출시 후 실제 사용 데이터(Real World Data)를 통해 사후 검

368) 정관선(주 364), 5면.
369) 박하영(주 365), 86면.
370) 한지아·김은정, “스마트 헬스케어”, KISTEP 기술동향 브리프 2020-13호,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20, 15-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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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는 규제”371)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이다.

또한,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ACA)’에서 의료행위를

기반으로 요양급여비용(reimbursement)이 청구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의

질과 치료효과를 토대로 책정하도록 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도 평가받고 있다.372)

아울러,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보험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에서 2021. 12. 15. 진

행할 예정인 MCIT(Medicare Coverage of Innovative Technology) 프로

그램 또한 주목할만 하다.373) 해당 프로그램은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

기를 대상 제품으로 포섭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FDA의 승인 즉, 의료기

기 등급이 낮은 Class I 및 Class II 대부분에 해당하는 시판전 신고

(510(k) Premarket Notification)374), 의료기기 등급이 높은 Class III에

해당하는 시판 전 승인(Premarket Approval)375) 등을 받은 디지털 헬스

371) 박정연, “미국의 의료기기 법제에 관한 분석”, 최신외국법제정보 제17권 제

8호, 한국법제연구원, 2017, 64면.
372) 김지연(주 359), 13면.
373) 주진학 외 2인, “디지털 치료기기 개념과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 검토”, 건

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9, 23면.
374) 21 C.F.R. § 807.81 2021

When a premarket notification submission is required.

(a)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b) of this section, each person who is

required to register his establishment pursuant to § 807.20 must submit a

premarket notification submission to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t

least 90 days before he proposes to begin the introduction or delivery for

introduction into interstate commerce for commercial distribution of a device

intended for human use which meets any of the following criteria:

(…)
375) 21 C.F.R. § 814.1 2021

(a) This section implements sections 515 and 515A of the act by providing

procedures for the premarket approval of medical devices intended for human

use.

(b) References in this part to regulatory sections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are to chapter I of title 21, unless otherwise n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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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는 FDA 승인일로부터 2년 내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이는 4년 간 전국적으로 시판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고

있다.376) 4년간의 적용기간 후에는 국가급여결정(National Coverage

Determination)으로 요양급여대상 혹은 비급여대상이 되거나, 민간보험회

사에 의하여 지역급여결정(Local Coverage Determination) 대상이 될 수

있다.377)

II. 독일

독일의 경우 독일 연방정부에 의하여 국가 차원의 보건 정책이 결정

되고 주 정부가 구체적인 계약협상 등을 진행하고, 중앙 건강보험기금에

지역, 직역, 직종별로 생성된 건강보험조합(KrankenKasse)이 징수한 근

로자와 고용주의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관리되는 등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378)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과 관련하여 독일은 2019. 11. 7. 디지털

(c) This part applies to any class III medical device, unless exempt under

section 520(g) of the act, that:

(1) Was not on the market (introduced or delivered for introduction into

commerce for commercial distribution) before May 28, 1976, and is not

substantially equivalent to a device on the market before May 28, 1976, or

to a device first marketed on, or after that date, which has been classified

into class I or class II; or

(2) Is required to have an approved premarket approval application (PMA) or

a declared completed product development protocol under a regulation issued

under section 515(b) of the act; or

(3) Was regulated by FDA as a new drug or antibiotic drug before May 28,

1976, and therefore is governed by section 520(1) of the act

(…)
376) 주진학 외 2인(주 373), 24면.
377) 위의 보고서, 21, 24면.
378) 위의 보고서, 35-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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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법(Gesetz für eine bessere Versorgung durch Digitalisierung

und Innovation)을 제정하였고,379) 이에 따라 디지털헬스앱(DiGA)은 의

료서비스의 일부로서 요양급여청구가 가능해지게 되었다.380) 이를 위해

서는 사전에 안전성 및 사용 적절성, 데이터 보호 및 정보보안, 기기품질

및 긍정적인 치료효과가 발생할 경우 급여비용청구가 가능하는 것을 보

장하는 디지털헬스앱 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381)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

헬스앱은 위험 등급이 EU의 의료기기 지침(EU Medical Device

Directive 93/42/EEC)에 따라 Class I, 또는 Class IIa로 낮은 편이어야

하고, 주된 의료 목적(질병, 부상, 장애 인식, 치료, 완화 등)은 디지털 기

능을 통해 달성되어야 하며, 환자의 일차적인 질병 예방만을 돕는 경우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제한 조건이 있다.382)

DVG는 독일의 사회법전 제5권 법정건강보험(Sozialgesetzbuch V

Fünftes Buch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의 적용범위 변경을 가져온

다. 특히, 관련하여 사회법전 제5권 제139조의e는, 의료기기 규제 요건,

데이터 규제 요건, 긍정적인 효과라는 제한 조건에 따라 디지털헬스앱으

로 정식 등재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

만, 실증적인 치료효과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연방 의약

품 및 의료기기 연구소(Bundesinstitut für Arzneimittel und

Medizinprodukte)에 임시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12개월 간 일시적

으로 디지털헬스앱 목록 등재가 되도록 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

하도록 하며 긍정적인 치료효과의 입증가능성이 높으나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2개월 연장 등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383)384)

379) Bundesanzeiger Verlag,

(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bk=Bundesanzeiger_BGBl&start

=//*%5b@attr_id=%27bgbl119s2562.pdf%27%5d#__bgbl__%2F%2F*%5B%40attr

_id%3D%27bgbl119s2562.pdf%27%5D__1637697767595), (최종접속일: 2020. 1.

30.)
380) 연미영, “독일 디지털헬스케어법의 건강관리앱 처방제 도입과 건강관리서

비스 시사점”, 보건산업브리프 제313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 9. 10, 5면.
381) 주진학 외 2인(주 373), 앞의 보고서, 38면.
382) 연미영(주 38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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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주진학·이정은·권오탁, 앞의 보고서, 41면.
384) Sozialgesetzbuch (SGB V) Fünftes Buch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 139e SGB V Verzeichnis für digitale Gesundheitsanwendungen;

Verordnungsermächtigung

(…)

(2) Die Aufnahme in das Verzeichnis erfolgt auf elektronischen Antrag des

Herstellers beim Bundesinstitut für Arzneimittel und Medizinprodukte. Der

Hersteller hat dem Antrag Nachweise darüber beizufügen, dass die digitale

Gesundheitsanwendung

1. den Anforderungen an Sicherheit, Funktionstauglichkeit und Qualität

einschließlich der Interoperabilität des Medizinproduktes entspricht,

2. den Anforderungen an den Datenschutz entspricht und die Datensicherheit

nach dem Stand der Technik gewährleistet und

3. positive Versorgungseffekte aufweist.

Ein positiver Versorgungseffekt nach Satz 2 Nummer 3 ist entweder ein

medizinischer Nutzen oder eine patientenrelevante Struktur- und

Verfahrensverbesserung in der Versorgung. Der Hersteller hat die nach

Absatz 8 Satz 1 veröffentlichten Antragsformulare für seinen Antrag zu

verwenden.

(…)

(4) Ist dem Hersteller der Nachweis positiver Versorgungseffekte nach

Absatz 2 Satz 2 Nummer 3 noch nicht möglich, kann er nach Absatz 2 auch

beantragen, dass die digitale Gesundheitsanwendung für bis zu zwölf Monate

in das Verzeichnis zur Erprobung aufgenommen wird. Der Hersteller hat

dem Antrag neben den Nachweisen nach Absatz 2 Satz 2 Nummer 1 und 2

eine plausible Begründung des Beitrags der digitalen Gesundheitsanwendung

zur Verbesserung der Versorgung und ein von einer herstellerunabhängigen

Institution erstelltes wissenschaftliches Evaluationskonzept zum Nachweis

positiver Versorgungseffekte beizufügen. Im Bescheid nach Absatz 3 Satz 1

hat das Bundesinstitut für Arzneimittel und Medizinprodukte den Hersteller

zum Nachweis der positiven Versorgungseffekte zu verpflichten und das

Nähere zu den entsprechenden erforderlichen Nachweisen, einschließlich der

zur Erprobung erforderlichen ärztlichen Leistungen oder der Leistungen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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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 소결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의 경우 미국, 핀란드,

일본과는 달리 국내의 헬스케어 데이터는 그 유형 별로 다양한 법령이

규율하고 있고, 데이터가 하나의 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수집되거나,

관리되고 있지 못하여 데이터 사용자의 활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발

견된다. 또한, EU의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 삭제권과 개인정보 이동권이

Heilmittelerbringer oder der Hebammen, zu bestimmen. Die Erprobung und

deren Dauer sind im Verzeichnis für digitale Gesundheitsanwendungen

kenntlich zu machen. Der Hersteller hat dem Bundesinstitut für Arzneimittel

und Medizinprodukte spätestens nach Ablauf des Erprobungszeitraums die

Nachweise für positive Versorgungseffekte der erprobten digitalen

Gesundheitsanwendung vorzulegen. Das Bundesinstitut für Arzneimittel und

Medizinprodukte entscheidet über die endgültige Aufnahme der erprobten

digitalen Gesundheitsanwendung innerhalb von drei Monaten nach Eingang

der vollständigen Nachweise durch Bescheid. Sind positive

Versorgungseffekte nicht hinreichend belegt, besteht aber aufgrund der

vorgelegten Erprobungsergebnisse eine überwiegende Wahrscheinlichkeit einer

späteren Nachweisführung, kann das Bundesinstitut für Arzneimittel und

Medizinprodukte den Zeitraum der vorläufigen Aufnahme in das Verzeichnis

zur Erprobung um bis zu zwölf Monate verlängern. Lehnt das Bundesinstitut

für Arzneimittel und Medizinprodukte eine endgültige Aufnahme in das

Verzeichnis ab, so hat es die zur Erprobung vorläufig aufgenommene digitale

Gesundheitsanwendung aus dem Verzeichnis zu streichen. Eine erneute

Antragstellung nach Absatz 2 ist frühestens zwölf Monate nach dem

ablehnenden Bescheid des Bundesinstitut für Arzneimittel und

Medizinprodukte und auch nur dann zulässig, wenn neue Nachweise für

positive Versorgungseffekte vorgelegt werden. Eine wiederholte vorläufige

Aufnahme in das Verzeichnis zur Erprobung ist nicht zuläss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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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과 같이 데이터의 판매도 이뤄지지 않아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제공자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규제의 경우 원격의료 서비스를 중심

으로 살펴본 결과, 미국의 경우 주 차원에서는 이미 대다수 주가 원격의

료 서비스를 법제화한 상황이고, 이는 연방법 차원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며, 가능한 의료행위 자체는 원격 모니터링, 원격 진료, 원격

건강관리서비스 등 크게 다양하지 않지만, 원격의료 서비스 객체를 대체

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또한 기존 대면 서비스와 동일하게 하여 넓히려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으로 원격의료 서비스가 법령으로 지지되고 있었으며, 원격의료 서

비스 주체와 의료행위는 제한적인 편이었지만 담당 주치의의 결정 및 최

소 1회의 대면진료가 요구되었던 규제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완화되고,

요양급여 비용 또한 대면 진료의 수준과 동일해지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규제의 경우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그 결과 미국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에 한정되기는 하였지만, 디

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업체를 규제하여 사전승인

제도를 확대하고, MCIT 프로그램 등을 통해 FDA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에는 4년간 전국적인 시판을 허가하는 등의 규제 개선이 발견되었다. 또

한, 독일의 경우에는 2019. 11. 7. 디지털 헬스케어 법이 제정되어 디지털

헬스앱에 등재된 제품의 경우 의료서비스와 함께 요양급여 비용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디지털헬스앱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면, 긍

정적인 치료효과가 아직 나타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12개월간 임시등재

가 되도록 하여 요양급여 비용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해당기간

동안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12개월의 연장 임시등재가 가능하게

하여 실증적인 데이터의 수집이 유효성 입증에 있어 가장 중요할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산업에 특례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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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개선방안 검토

제 1 항 개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디지

털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로, 디지털 헬스케어 데

이터 규제의 경우에는 소비자(데이터 제공자)의 대체로 개인정보자기결

정권과 생산자(데이터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규

제 이슈에 해당하였다. 환언하면, 데이터를 더 용이하게 수집, 처리하여

영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입장과 개인정보가 오·남용되거나 통제권을 잃

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입장 사이에서 규제의 개선이 필요했다.

후술하겠지만 위 문제와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주요 개선방안은 ①

의료정보 전송요구권의 인정, ② 이해관계자들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

렴하고 운영 절차 등이 투명한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의 제도

화, ③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에 따른 배당제 운용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업체들의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동

시에 데이터 보호 및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일종의 상호 윈윈 전략

(win-win strategy)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규제의 경우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 측면으로 나누어 문제의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서비스 규제의 경우 원격의료 서비스의 확대와 관련한 문제의식이

다수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권리의 충돌로 바라보게 되면

의료인들의 영업의 자유와 환자들의 소비자로서의 권리, 디지털 헬스케

어 업체들의 영업의 자유 등이 결부되어 대립하고 있고, 생명·신체에 관

한 안전권에 의한 국가의 보호의무도 결부되어 있다. 또한, 원격의료 서

비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것인지 의

문이 남을 수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규제 중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규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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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현행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이 대표적으

로 문제된다는 점에서 이 절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과학기술 발전으로 일률적으로 모든 서비스의 ‘의료행위’ 여부를 법

규명령으로 명약화하긴 어렵고, 그리고 안전규제의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생명·신체에 관한 안전권의 보장과도 결부되어 업체들에게는 진입규제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르면 업체들

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규칙의 형식을 지니고 있음에도 위임 입법이

부재나 다름없다는 점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관리서비스 업체들의

영업의 자유 관련 적절한 수준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과 관련한 문제제

기가 공법적 도그마틱 상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의료행위’의 명확한 규율 등의 개선방안과 관련되어 있다.

제 2 항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 개선방안

I. 의료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

먼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의료정보 전송요구권

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하,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에 의하면 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이 인정되

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

리회사,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게 본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

할 권리가 이미 인정된 상태이다.385) 이는 금융분야의 데이터 활용가치

38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7호, 2020. 2. 4., 일부개

정]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

ㆍ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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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우 높은 한편,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

이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의 필요성은 디지털 헬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

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③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

ㆍ이용자등은 제3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④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

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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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데이터 정보주체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해당 공익

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게 발생하는 의무에 따른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를 비교해보았을 때 보안 정비를 통한 유출 감소와 결부된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에 관하여도 전송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EU GDPR에서도 건강정보, 의료정보 모두에 대해 전송요구권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변화 또한 아니

다.

서두에서 정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는 1차 데이터와 2차 데이터

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1차 데이터의 건강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상 제3자 제공이 가능하고, 공공건강정보의 경우 공공기관이 보

유한 공공 마이데이터 제도가 활성화되며 제3자에 의한 정보 접근이 어

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유전정보와 의료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전

송요구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유전정보의 경우 생명윤리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대상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하지만, 전자의무기록 표

준화 및 그에 따른 전송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또한, 의료정보의

경우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

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

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에도 사본 교부 등이 가능하

지만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른 전자의

무기록의 전송을 요구했을 경우 의료기관 측에서 이를 들어줄 법적 의무

가 의료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상 존재하지 않아 제3자 전송요구권이 인

정되지는 않는 것이다.386)

386) 의료법[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

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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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인정보의 유출이 지니는 심각성을 고려하여 즉,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침해가능성을 고려한 결과이자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주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일 수 있으나, 적어도 의료정보의 경우에는 의료기

관의 보안 역량이 전제되었다면 제3자 전송요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이는 최근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을 참고하여 의료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387)

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

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

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시

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을 제조ㆍ공급하는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표준, 전자의무기록시

스템 간 호환성,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는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

용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

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

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

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표준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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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마이 헬스웨이 등 데이터 플랫폼 활용 증진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은 전술한 데이터 이동권과 결

부되어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 내 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침해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이다. 특히, 최근 보건

복지부는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2021. 2. 24.

발표한 후 마이 헬스웨이 관련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용가능성 및

보완 방안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말까지 전체 의료데이

터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려 함을 발표한 바388)에 따르면 이는 이미 정

부의 주요 정책 기조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마이 헬스웨이

387) [210918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등10인)

(생략)

제21조의3(진료기록의 제3자 전송) ① 환자 또는 제4항의 대리인은 의료인, 의

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환자 또는 제4항의 대리인이 정한 일정

기간 동안의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한 환자 본인에 관한 기록, 제22조에서 정한

진료기록부 등, 제23조에서 정한 전자의무기록(이하 이 조에서 “진료기록”이라

한다)을 환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대한 응급한 진료를 위하여 불

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시점 이

전 기간에 대한 진료기록은 요청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전송하여야 하며, 요

청받은 시점 이후 기간에 대한 진료기록은 매 진료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전송한 진료기록에 추가 기재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가기재ㆍ수정한 사항을 제1항에 따라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후략)
38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마이 헬스웨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2021. 5. 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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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구축 전에도 국민이 개인 건강정보의 활용가능성을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건강정보389)를 스마트폰으로 조회·저장·활용

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용)”390)을 2021. 2. 24. 출시한

바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은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미 핀란드와 일본에서는 활성화되고 있는 제도와 유사하

다.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를 의료기관 진료정보, 개인 건강정

보, 공공기관 정보로 나누고 의료기관 진료정보는 진료기록, 약물처방,

검사결과, 의료영상을 개인 건강정보는 맥박, 혈당, 자가기록, 생활습관,

평소 운동량을, 공공기관 정보는 건강보험, 예방접종, 개인이 있는 지역

의 주변 날씨, 미세먼지 상태와 전염병 전파 정보 등과 연관지은 후 이

를 통합하는 마이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391)

389)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진료 이력 및 건강검진 이력,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이 제공하는 투약 이력, 질병관리청이 제공하는 예방접종 이력을 의미함.
39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의료 마이데이터가 가져온 내 일상의 변화를

얘기해주세요”, 2021. 11. 19, 2면.
39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마이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시

작”, 2021. 2. 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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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분류 3 (출처: 보건복지부(2021. 2.

24))

이는 더 나아가 헬스케어 데이터 전반의 ‘개인정보 이동권’ 인정 여부

와 별개로 마이 데이터 플랫폼 제작에 대하여 정부가 주체적으로 할 것

인지, 민간이 주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추가 쟁점을 낳을 수 있

겠다.392) 또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민간 주체에 의한 의료 블록체인의

도입 논의와도 맞닿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마이 헬스웨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가 2021. 6. 3.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제12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중

심으로 병원 임상데이터를 네트워크화 하여 2025년까지 “유전체 등 바이

오, 병원 임상기록, 공공보건의료데이터 중심으로 3대 원천 데이터 플랫

폼을 완성할 계획”393)이라는 점에서 데이터 플랫폼이 조성될 예정인 것

으로 보인다는 점도 주기할만 하다. 이는 전술한 마이 헬스웨이와 동일

392) 히트뉴스, “정부 주도 헬스케어 데이터 축적은 '최선'일까?”, 2021. 3. 29,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43)
39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만든다”,

(2021. 6. 2.), 1,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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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트랙인지, 별개의 트랙으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명확

히 알려진 바는 없다.

전술한 개선책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존중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은 영업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

등의 존중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개인정보에 관한 보안 및

비식별화를 기본적인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정도 또한 매우 적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여지가 높다. 그러나 이때 유전

정보 및 식별화되었을 경우 민감한 의료정보에 대하여도 플랫폼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유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마이 헬스웨이 및 데이터 플랫폼이 정

부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고, 실증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394) 마이 헬스웨이의 타당성과 함께 어떠한 방식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가 논

의에는 의료/건강정보 유출에 있어서는 마이데이터 등 플랫폼 책임자,

의료/건강정보 블록체인 운영자와 관련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책

임의 소재는 플랫폼 기술의 이해도 및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점차 플랫폼 책임자에게 점차 책임의 강도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사후 규

제 관련 논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최근 국외에서 중앙집권

방식을 탈피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강화에 활용되는 것으로도 보

이는 의료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395)

394) 후생신보, “복지부, 올 하반기부터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추진”,

2021. 7. 14, (http://www.whosaeng.com/128611)
395) 이은지, “블록체인 기술의 국외 보건의료분야 적용 사례 및 시사점”, 정책

동향 제14권 제2호, 2020, 81-9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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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의료블록체인 활용 사례 (출처: 이은지(2020))

III.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배당제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배당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하여 배타

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업체들의 영업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

면서도 일정 수준의 금전적 보상을 통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증진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정부의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과 같이 마이데

이터 사업의 부수적인 제도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에서도 이미 유사한 제도가 민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은 전술한 바

있다.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추

후 데이터 침해가 문제가 될 것이 염려되는 데이터 주체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상 처리정지 권한을396) 행사하려 하거나, 제2차 데이터로서 디지

396)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

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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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헬스케어 데이터로 나타난 데이터베이스, 특허권 등으로 이익이 발생

하게 되는 경우의 사후거절권 혹은 소유권 귀속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

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배당제가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

바 전술한 마이 헬스웨이 제도 내에서 추가 제도로 활용될 만큼 타당성

이 있는 제도인지는 추후 실증사업과 동시에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는 경기도청이 2020. 2. 20. 시행한 ‘데이터 배당

제가’ 대표적인데 이는 지역화폐 데이터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이용자

들에게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 2019. 4부터 2019. 12.까지

경기도 내 20개 시군의 36만개 가량의 지역화폐카드에 이용실적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120원을 지급한397)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

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

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

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

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7) 경기도청 보도자료, “경기도, 20일부터 세계 최초 ‘데이터 배당’ 시행… 이

재명 “데이터 주권 실행의 새로운 출발 신호”, 202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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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 원격의료 규제 개선방안

원격의료 서비스의 시행은 현재 의료법 제17조 및 제34조에 의해 원

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의해 한시적으로 조

건부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진입규제는 환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권 및 의료인의 영업의 자유 보장을 위함으로도 볼 수 있지만, 원격

의료 서비스가 미국, 중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진

행되고 있고, 강원도 규제 특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환자들의 안전에

차질 없이 진료가 시행되었던 사실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개정의 배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의료인들

의 영업의 자유의 제한보다 국민들의 생명·신체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더욱 원격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형국이며, 그렇기에 비례의 원칙에 입각

하여 의료인의 영업의 자유를 최소한을 제한하는 방식의 개선방안이 도

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34조 개정을 통한 제한적 원격의료의 허용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

법 개정안398)과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399)을 참고할

수 있다. 즉, 두 의원 발의안 모두 원격의료는 환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주체는 여전히 의료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

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원격의료 행

위는 원격 모니터링(강병원 의원안), 지속적 관찰·상담 및 교육·진단 및

처방(최혜영 의원안)으로 차이가 있지만, 원격으로 진행할 경우 위해도가

있을 수 있는 행위는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의의가 있다. 아

울러, 대상의 경우에도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재진환자(강병원 의원

안), 섬, 벽지 등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1회 이상 대면진료를

한 만성질환자 혹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자 등(최혜영 의원안)으로

398) [211275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0인)
399) [211287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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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으나 제한의 취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필요성이 있는

원격의료 대상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비대면 진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

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환자를 진료할 때 대면(對面)하

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

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

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 또는 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원격의료

(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2. 대면진료의 보조적 방법으로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에서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

진환자 대상의 관찰, 상담 등의 원격 모니터링

가. 고혈압

나. 당뇨

다. 부정맥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

제3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

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가 원격지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의료의 실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표 6>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안(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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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인은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진료(이하 “비대면 진료”

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지속적 관찰

2. 상담ㆍ교육

3. 진단 및 처방

③ 비대면 진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1. 섬ㆍ벽지(僻地) 등 의료기관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현역에 복무 중인 군

인 등으로서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

3.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대리수령자에 의한 처방전 수령이 가능한 환자

4. 해당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이미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한 환자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주기적 대면진료를

전제로 지속적 관찰, 상담ㆍ교육 및 상태에 따른 처방변경 등이 환자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해당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인정한 경

우만 해당한다.

가. 고혈압ㆍ당뇨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

자

나. 수술ㆍ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

는 욕창(褥瘡) 관찰, 중증ㆍ희귀난치 질환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

요한 환자

④ 비대면 진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실시하여

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나목의 환자 중에서 병원급 의료기

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⑤ 비대면 진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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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보았을 때, 두 의원의 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원격의료

주체를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의료인의 영업의 자유 등 관련 문제를 해소

하면서도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가능한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다만, 최혜영의원안은, 보다 원격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범위

를 넓혀놓았다는 점, 의료인이 원격의료 서비스 중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준다는 점, 원격의료

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관련 비용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비율을 초과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을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비대면 진료를 행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

와 같은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행한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3. 의료인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비대면 진료를 행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

가 없는 경우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대면 진료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

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피

해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

도록 적정 처방일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비대면 진료의 실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표 7>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안(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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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해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관련 불신

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로서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개정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원격처방 등 비대면 진료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

치점수 고시 등재 시 상대가치점수를 대면 진료행위를 상회하는 수준으

로 산정하는 방식 또한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해관계자 사이 협의체의 확대를 활용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약사법 제51조 개정을 통하여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

매 및 의약품 배송과 관련하여는 허용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고민해보

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더불어 원격 처방

에 따른 의약품 배송 서비스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영업

의 자유 제한에 비해 환자, 소비자들이 얻는 공익이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로 약사회

등 이해관계인들의 권리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4 항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규제 개선방안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

하고 있을 뿐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법제상으로 구체화되어 있지는 아

니하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행위 정의규정의 부재에 따른 문제는 법원에

의하여 개별 사건 별로 해결되어 왔다. 일례로, 치과위생사가 복합레진

충전치료를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 사안에서,

판례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

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고,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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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정의하며 환자에게 위험을 발생시키지는 않은 해당 행위가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본 사안이 대표적이다.400)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단 또한 추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

족하다는 비판도 발견된다. 즉, “의사의 (외과적) 시술이나 약물 처방 등

이 전제되지 않는 사전진단이나 건강유지 등 건강관리서비스는 비의료인

이나 비의료기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401)이 의료행위로 포섭될 여

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스마트 헬스케어 앱, 웨어러블 기기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나 질병유무를 스스로 분석 및 판단하여 병원을 찾아 방

문하는 것이 의료법상 규제될 여지가 있다면 법원의 판단 또한 정확한

지침이 되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는 건강생활서비스와 의료행위 사이의 그레이존이 생각보다 적지 않

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대표적으로 ① 대사증후군402) 보유자에게

헬스케어 앱 혹은 건강관리기기 등이 스스로 건강위험도 평가 및 건강위

험도를 산출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이하, 첫 번째 단계), ② 첫 번

째 단계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건강한 생활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환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행동목표를 설정하고 지원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

원 및 권유하는 단계(이하, 두 번째 단계), ③ 두 번째 단계에서의 서비

스를 직접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환자 스스로 영양섭취 및 생활습관 등

을 개선시키도록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지원 및 권유할 경우가 존재하

므로403) ‘의료행위’ 그레이존 해결을 위해 법원의 판단에 더하여 적어도

400)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401) 김영국(주 54), 73-91면.
402) 대사 증후군이란 여러 가지 신진대사(대사)와 관련된 질환이 함께 동반된
다(증후군)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고밀도콜레스
테롤, 고혈압 및 당뇨병을 비롯한 당대사 이상 등 각종 성인병이 복부 비만
과 함께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출처: 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
http://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208
4).

403) 조용운, “건강생활서비스와 의료행위 그레이존 검토”, 보험연구원, 2017. 9.
11, 7-9면.

http://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2084
http://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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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권해석으로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기준과는 달리 제안되고 있는 기타 구별 방식도 있다. 일

례로 의료기기와 개인 건강관리 비의료기기 구분 관련 규제방식404)과 같

이 ① 행위 목적이 의료용인지, 개인 건강관리용인지 판단 후, ② 후자일

경우 위해도를 판단하여 그 정도가 낮은 경우에만 비의료행위 즉, 건강

관리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표적이다.405)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빅테크, 인슈어테

크 업계 등 업계와 의료업계의 시장은 영업범위가 확연히 차이가 있어

경제적 대체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업계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은 니치 마켓 오히려 가깝다. ①

그러므로 ‘의료행위’ 개념 체계화는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

다. ② 나아가 의료인에게 감독 등을 받았고, 의료인의 시장과 겹치지도

않는다면 그러한 체계화는 예상되는 업계의 업무 유형을 촉진시킬 수 있

는 방식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이 용이한 방향으로 체계화

되어야 하며, ③ 규제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사업에 제동이 걸릴

여지를 감소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의료행위’ 정의 관련 문제는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이 동

시에 수행해 온 행위들과 관련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안마, 문신 등이 언

급되어 왔다.406)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업계의 영업은 대개 웨

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얻게 되는 건강생활정보에 근거해 환자의 발병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보험자의 리스크를 낮추고, 보험계약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대체로 이상 증상 발생으

로 방문하게 되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의료서비스와 달리 이상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도 건강정보 등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를 토대로 이상 증

40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 기준”,
2015.

405) 조찬회, “헬스케어서비스 활용의 법적 쟁점 – 의료·비의료행위를 중심으
로,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이슈와 과제 발표 보고서”, 2017. 7. 7,
12-14면.

406)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도297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11. 30. 선

고 90노267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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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짚어주는 단계의 서비스에 해당하고, 의료기

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업계의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관리서비스가 소비자의 웨어러

블 기기를 통해 수집된 건강정보, 소비자가 추가 입력한 개인정보 등에

근거하고 있는 서비스가 다수인 만큼 ① 행위근거보다는 행위목적에 초

점을 맞추어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위험요인 관리와 무관한 목적인 경

우,407) ② 단순정보제공이 아니라 처방, 진단 등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정보 제공에 가까움에도 의료인의 판단·감독·지도·의뢰 하에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닌 행위인 경우를 규제하고(네거티브 규제), 그 외에는 모

두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408) 요건 1의 경우 행위근거를 행

위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모호성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

만,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의료인의 판단, 감독 등이 있었음에도 무

면허 의료행위로 구분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

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

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

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409)로 포괄적으로 정의하

407) 의료기기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이 ‘사용목적이 일반적 건강상태와 관련된

상태 및 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를 웰니스 기기 판

단 시 참고한다는 점을 참고하였다. 또한, 과거 변웅전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

관리서비스법[1808485] 제7조 제2항을 참고하였다. 해당 조항 제에서는 ‘생활습

관 개선 및 건강위험요인 관리와 무관한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여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제공하지 못하게 하

고 있다.
408) 그 외 참고할만한 기타 제안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5. 7. 10. 제정

한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을 참고할 수 있고,

이는 미국의 “General Wellness: Policy for Low Risk Devices”을 번역 및 수정

한 것이므로 더욱 의미있다는 견해가 있다(한기정, “헬스케어서비스 활용의 법

적 쟁점 – 의료·비의료행위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2017. 8. 참조). 그러나 이

경우 후술하겠지만 오히려 과도하게 추상적일 수 있고, ‘위해도’ 판단에 따른 규

제당국의 자의성이 문제될 수 있어 보인다.
409) 기존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의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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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추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여지가 높은 경우를 사후규제하는 방안

을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③ 보건위생상 위해 여부는 ① 과

②의 해당 여부의 해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규제 가능하고, 규제당국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판단 근거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

안될 수 있을 것이다.

現 의료행위 포섭 규제

(네거티브 + 포지티브

규제)

개선 방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요건 1

(행위

근거)

의학적 전문지식 근거 여부

+ 사례별 예외적 허용

(행위목적)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위험요인 관리와 무관한

목적

요건 2

(행위

양태)

진단, 처방, 처치 여부

+ 사례별 예외적 허용

① 단순정보제공이 아님에도,

② 의료인의

판단·감독·지도·의뢰 하에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닌

경우
요건 3

(행위

효과)

보건위생상 위해 여부

+ 사례별 예외적 허용

<표 8> ‘의료행위’ 개념 체계화 개선방안

일례로 요건 1에 따라 의학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환자에게 발생가능

한 병의 발병률, 관련 의약품 및 식단 등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간

의료행위 판단기준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위험요인 관리의 목적으로 의료인의 판단대로 제공하는 것이라

면, 환자가 자신의 건강정보를 토대로 인터넷에서 리서치를 수행하는 것

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

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의료적 판단 제외)”

를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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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돕는 것으로 보아 요건 2인 진단, 처방, 처치에 포섭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로 포섭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환자에게 ①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의 발생유무·위험을 직접적으

로 확인하여 주는 행위, ②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상담

및 조언행위, ③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상황에 따른 혈압·

혈당 목표를 제시하거나 (약사·의사가 아닌 사람이) 약물에 대해 설명을

하는 행위 등이 사례별로 보건복지부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행위에 해

당하는데, 개선 방안과 같이 건강건리 목적, 예방 및 관리의 목적 측면에

서 환자가 직접 자료를 입력하여 질병 발생 가능 확률, 관련된 제약품

등의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방식이라면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러

한 행위가 단순정보제공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닐 여지가 있다면, 의료인

의 판단 등이 요구되도록 사후 규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410)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업체들 특히, 인슈어테크

업체 등의 영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수권 법률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문제될 여지가 있고, 가이드라인 요건 상의 행

정청의 재량 판단의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과거 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 되었던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등을 참고하여 개별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과정 내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이러한 법안 제정과 더불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의원급 의료기관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비의료기관에 의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시행

이 의료기관의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등과 관련한 경제적 실증

분석 또한 함께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10) 이미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에서는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

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

위를 하게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 제1항 및 제90조에 따라 의료인이라고 하더

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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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개선방안은 데이터 규제의

경우 의료정보 전송요구권, 마이 헬스웨이 등 데이터 플래폼의 활용 증

진,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배당제 활용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원격

의료 규제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주체를 제한하는 등 제한적이지

만 원칙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

다. 최혜영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은 이러한 측면에서 의료소비자

들의 의료선택권과 의료인들의 영업의 자유 등 법익의 균형을 추구함에

있어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규제의 경우 ‘의료

행위’ 포섭을 사례별 포섭이 아닌 네거티브 규제로 일관하고, 건강관리서

비스의 ‘행위 목적’을 활용한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규제 개선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제 4 장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개선방안의

법경제학적 제언

제 1 절 법경제학 방법론의 의의

이 장에서는 제3장에서 살펴본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관련 개선방안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공동체의 희소한 자

원을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가 혹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내용과

범위를” 다루는 법경제학 방법론을 통한 객관적인 규범을 발견하는 과학

적 토대를 세우고,411) 그러한 규범에도 불구하고 공익달성의 실패를 교

정할 사법심사의 과정까지 고민해보는 과정을 거쳐412) 규제의 개선방향

411) 허성욱, “공법(公法)과 법경제학 – 공법이론과 공공정책”, 법경제학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법경제학회, 20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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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객관적이고, 가능성 있는 방향으로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규제 개선에 관한 논의는 규제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달려있다. 규제

는 대체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

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인식되고 있고, 광의의

규제 혹은 규제와 동의어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행정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진다.413) 대체로 그러한 행정 목적은 규범적이

고 주관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행정 목적’이

공익의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고, 공익을 명확히 파악하기란 매우 어

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익을 파악하는 요소로서의 ‘효율성’

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효율성만이 유일한 파악

가능한, 측정가능한 가치라고 보는 입장 그리고 효율성도 공익을 파악하

는 하나의 가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라는 세 부류의 입장이 가능할 수 있

다.414)

물론, 효율성을 공익을 파악하는 여러 가치 중 하나의 요소라고 본다

고 하더라도 행정법적 목적에 관한 논의를 효율성을 중심으로 파악해 나

가는 것은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익 형량’ 등

가치판단 영역에 있어서 많은 경우 경제학의 ‘칼도-힉스 기준(Kaldor -

Hicks criterion)’(어떠한 변화로 인하여 누군가가 희생을 입게 된다고 하

더라도 누군가가 얻게 되는 이익이 훨씬 커서 그 합으로서의 전체 효용

이 증가하게 될 경우 사회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다는 기준)415)과 유사

하게 판단되고 있다는 견해416)가 불합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것도 사

실이고, 규제의 당부를 논함에 있어 논의의 현실적합성이 도모된다는 점

412) 허위의 논문, 5면.
413) 김판기, “규제행정법상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고찰”, 홍익법학 제14권 제
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588-589면.

414)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한국법학원, 2008,
363-364면.

415) 구현우, “정책결정의 선택 논리: 합리성, 제약, 그리고 상징”, 행정논총 제
55권 제4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7. 12, 278-279면.

416) 김판기(주 413), 5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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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견해와417)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인간의 행

동양식을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규제와 정책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견해,418) 나아가 효율이 유일한 가치는 아니더라도 법

이 효율을 고려하지 않도록 특별히 명하지 않는 이상 항상 효율을 고려

해야 한다는 견해419) 등을 참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법학 담론에 경제학적 요소를 더하여 공익을 추구하

고자 하는 법경제학적 방법론은 공익을 추구하는 규제법제 방향성 모색

의 논의 완결성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 하에 해당 방법론

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즉, 규제 개선이라 함은 개선 작용

전보다 후에 후생경제학 측면에서 경제학적 효율의 합을 높이는 방향일

경우 ‘개선’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법경제학에 관하여 “논의의 전개과정에서 전제되는 지나치게 엄

격한 가정들로 인해서 현실설명력이 떨어진다”420)는 비판과 “법경제학은

법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그것을 가지고 법

리를 변경하는 것에는 한계를 가진다”421)는 비판도 의미있기에 본 연구

에서 접목하고자 하는 법경제학적 분석은 법경제학적 ‘접근’에 오히려 가

까울 것으로 생각한다. 즉, 일반론적인 설시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충

분히 일리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일정한 가정을

전제로 한 경제모형에서 얻은 의미 있는 결론은 그 가정들을 하나씩 완

화해나가면서 현실의 상황과 비슷하게 접근해나갈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피는데 있어 유용한 출발점”422)이자, “복잡한 사회현상

417) 허성욱(주 19), 648-649면.
418) 방정미, “행정법학 방법론으로서 법경제학의 검토 – 코오즈이론을 통한
유통산업발전법의 평가-, 동아법학 제88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49-151
면.

419) 윤진수, “법(法)의 해석(解釋)과 적용(適用)에서 경제적(經濟的) 효율(效率)
의 고려(考慮)는 가능한가?”,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
학연구소, 2009. 3, 42-43면.

420) 허성욱, “法의 經濟的 分析에 관한 몇 가지 誤解에 관한 考察”,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6집, 대법원, 2017. 12, 197면.
421) 송옥렬, “법경제학적 방법론의 유용성과 한계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법

학 제55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9, 4면.



- 190 -

을 … 실제 현실에 관한 논증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도구로서 기

능”423)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법경제학적 접근은 디지털 헬스케어 규

제 분석에 있어 의미가 있다.

제 2 절 법경제학 방법론 개관

제 1 항 서설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이 글은 경제학이 한정된 자원에 대하여 인간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며 발전해온 학문임을

전제한다. 그리고 법경제학은 이러한 경제학의 방법론을 토대로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된 법제도가 사회적 효용의 합을 극대화한다는 의미에서의

공익을 달성하도록 하는지 등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경제학

은 로널드 코즈(Ronald. H. Coase)의 이론이 발전된 거래비용경제학 등

합리적 선택이론을 토대로 발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424) 즉, 인간이 합

리적이라는 가정 하에 제도를 설계하여 파레토 기준(Pareto criterion)425)

혹은 칼도 힉스 기준(Kaldor-Hicks criterion)426)에 따른 최적 효율을 달

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합리적 선택이론 계열에서 최적 효율 달성을 민간 부문에서 목표하는

경우, 규범적 차원의 논의는 공익이론(Public Interest Theory)에서 다루

422) 허성욱(주 420).
423) 위의 논문, 198면.
424) 조성혜, “합리적 선택이론과 행동법경제학”, 법철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
국법철학회, 2007. 5, 195-196면.

425) 이는 자원이 일정하게 배분된 상태에서 한 개인에게 이득이 가능한 상황
으로 변화를 만들어 내는 자원 배분 변화가 필연적으로 다른 개인에게 손해
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426) 이는 자원이 일정하게 배분된 상태에서 한 개인에게 이득이 가능한 상황
으로 변화를 만들어 내는 자원 배분 변화가 필연적으로 다른 개인에게 손해
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이득을 보는 개인이 얻는 이득이 손해를 보는 개인
의 손해의 크기보다 더 클 경우 자원 배분이 합리화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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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과점, 자연독점, 외부효과와 같은 시장실패 등의 논의를427) 통해,

실증적 차원의 논의는 포획이론(Capture Theory) 및 포획이론을 발전시

킨 규제에 관한 경제적 이론(Economic Theory of Regulation) 등을 통

하여 진행된 것이 대표적이다.428) 이를 발전시킨 학자로는 아서 피구

(Arthur C. Pigou)에 의한 피구세(Pigouvian tax) 관련 논의,429) 전술한

로널드 코즈에 따라 시장을 이용한 해결방식이 주로 언급된다.430)431) 반

면,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 있어서 자원 배분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는 제임스 맥

길 뷰캐넌(James M. Buchanan) 등의 공공선택이론은 이와 대조를 이루

고 있다. 해당 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거한 경제학적 방법론을 정

치현상의 연구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432)

앞서의 논의가 인간의 ‘합리성’을 근거로 규제의 시장에서의 의사결정

및 정치적 의사결정 논의를 진행하였다면, 또 다른 차원의 논의는 합리

성/비합리성 가정에 근거한 차원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합

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이론은 인간의 합리성 즉, ‘완비성(completeness)’

과 ‘이행성(transitivity)’ 등의 조건을 갖추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최선의 수단을 선택’433)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면 그러한 인간

의 합리성에 의문을 품은 행동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전개된 행동법경제학

적 논의를 규제법제 설계 논의의 기초로 삼는 것이다. 즉, 피규제자로서

현실세계의 인간의 행동은 비합리성을 지니고 있어 ‘제한된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 ‘제한된 의지(Bounded willpower)’, ‘제한된 이기

심(Bounded self-interest)’을 보이기 때문에,434) 법 제도 설계에 있어서

427) 최미희, “규제의 법경제학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14-15면.
428) 허성욱(주 19), 663-667면.
429) Arthur. C. Pigou, “The Classical Stationary State”, The Economic
Journal, Vol. 53, No. 212, Oxford University Press, (Dec., 1943), pp.
343-351.

430) 허성욱(주 19), 666면.
431) 최성욱, “규칙과 규제(완화)에 대한 재성찰 – 이분법적 사고의 해체”, 서
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행정학회, 2014. 10, 419-420면.

432) 허성욱(주 411), 127면.
433) 구현우(주 415), 276-2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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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 2 항 법경제학적 방법론의 개요

I. 로널드 코즈의 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은 신고전경제학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

당 이론은 인간의 합리성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

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시장의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신고전경제학의 기본 틀에

더하여 제도가 이러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다.435) 이러한 신고전경제학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법경제학 이론의 근간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로널드 코즈(Ronald H.

Coase)의 이론과 그의 이론을 발전시킨 거래비용 경제학이 있고, 그 외

에 게임이론, 공공선택이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36)437)438)

거래비용경제학의 기초가 되는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를 고안

한 로널드 코즈에 따르면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권이

정확히 분배되어 있다면 재산권 상대방들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최적 후생이 달성될 수 있다. 이는 시장경제에서 제3자가 부담하

434) Cass R. Sunstein, Christine Jolls & Richard H. Thaler, "A Behavioral
Approach to Law and Economics,", Stanford Law Review, Vol. 50., (May,
1998), pp. 1471-1550.

435) 이명석,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이해”, 사회과학 제37권 제2호, 성균관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187-194면.

436) 조성혜(주 424), 196-198면.
437) 에이먼 버틀러, 황수연 옮김, 공공선택론 입문, 부산: 도서출판 리버티,
2013, 20-26면.

438) Ronald. H. 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3, University of Chicago, (Oct., 1960),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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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말아야 할 비용을 부담하고 있거나, 얻지 말아야 할 이득을 얻고 있

는 경우를 의미하는 ‘외부성(Extenal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이 있다. 특히, 이를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아서 피구로 대표되는 견해들의 대안으로 소개된다

고도 볼 수 있는데439) 코즈는 오로지 경제주체들이 시장 경제의 판을 최

대한 활용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코즈의 아이디어는 외부성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환경문제에서

출발할 수 있다. 일례로 한 공장에서 소음을 내고 있어 주위 주민이 생

활을 편하게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면, 공장에게 소음을 낼 수 있는 권리

혹은 주민에게 소음을 듣지 않고 평안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확실하게

분배하고 이 둘 사이에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경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주민에게 권리가 있다면 공장은 자신들이

이익이 날 수 있는 한도에서 소음을 수인하는 값으로 주민에게 일정 금

액을 지불하여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공장에게 권리가 있다면

주민들은 공장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 소음을 내는 기계를 운영하지

않도록 하거나 소음제거기를 해당 기계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

래를 진행할 것이라는 것이다.440)

이를 요약하면 “첫째, 특정자원에 대한 민간의 재산권이 뚜렷하게 확

립되어 있고, 둘째, 계약이나 그 밖의 권리집행을 위한 제반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해당자원에 대한 재산권이 배분되더라

도 경제효율성이 달성된다”441)는 명제로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피구

와 같이 정부가 세금, 보조금 등으로 외부효과를 조정하는 방식의 규제

는 오히려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하나의 대변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442)

코즈의 이론 이후에 필요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거래비

439) 허성욱(주 19), 666면.
440) 김일중, “법경제학 연구: 핵심이론과 사례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08,
97-118면을 참조하여 만들어낸 사례이다.

441) 위의 보고서, 108면.
442) 위의 보고서, 114면.



- 194 -

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면 누구에게

권리를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거래비용은 거래비용 경제

학자들에 따르면 거래 상대방 등과 관련한 정보 탐색 비용, 거래할 목적

물 등의 가치의 측정 비용, 거래의 이행 등과 관련한 감시 및 집행비용,

거래상대방과의 교섭 비용 등에443)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권리를 배분

하는 ‘재산권 설정’의 문제는 형평성과 관련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누

구의 권리가 우선된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명쾌히 확정하기 힘

든”444) 갈등을 의미하는 ‘상호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보기

보다는 다루고자 하는 자원의 경제 주체들의 특성에 따라 동태적으로 달

라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445) 상호성이 적은 경우는 그 전제로부

터 이미 누구라도 누구에게 권리가 귀속되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권리 분배에 대해서는 코즈의 이론을 발전시켜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논의를 전개한 귀도 칼레브레시(Guido Caleberesi)와 더글라스 멜라메드

(A. Douglas Melamed)의 논의를 차용해볼 수 있다. 즉, 첫째로, 상호성

이 없는 경우라면 명확한 이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재산원칙(Property

rules)에 의해서 유지명령 등으로 재산권 보호가 가능하게 해주어야 한

다. 둘째로, 상호성이 있는 경우라면 일정한 원칙으로 권리를 부여한 후

책임원칙(Liability rules)으로만 재산권보호가 가능하게 하여 손해배상제

도를 활용한다. 이때 권리 분배는 ① 거래비용이 한쪽에게만 과다한지를

판단하여 만약 그렇다면 불법행위 방지비용이 덜 드는, 거래비용이 적게

드는 이에게 권리를 분배하고, ② 둘 모두에게 거래비용이 유사하다면

해당 재화에 대하여 더 높은 가치를 두는 이에게 권리를 분배하며, ③

누가 더 높은 가치를 두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더 가치 측정이 용이한

이에게 권리를 분배한다.446)

443) 문돈, “거래비용이론, 신제도주의, 그리고 제도의 변화: GATT에서 WTO
로의 분쟁해결제도의 변화”, 한국사회과학 제24권 제2호, 서울대학교 사회과
학연구원, 2002, 99면.

444) 김일중(주 440), 104면.
445) 위의 보고서, 124면.
446) Guido Calebresi & A. Douglas Melamed, “Property Rules,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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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스티글러/펠쯔만, 베커 이론

샘 펠쯔만(Sam Peltzman),447) 게리 베커(Gary S. Becker)448) 등의 학

자들에 의해 주창된 이론은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익집단들의

사적인 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거래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코즈의 이론과는 차별되게도 정치적 현상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규제가 해당 방식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를 설명하

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합리적 인간을 전제한 시장에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규제는 현실 세계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경

우가 많다. 즉, 규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와는 달리,

현실에서 발견되는 규제는 피규제자가 규제를 로비 등을 통하여 포획하

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하고, 피규제자 간 혹은 피규제자와 규제수익자

등 이익집단 사이에서의 이해관계의 종합 결과물이 규제라는 견해가 가

능한 것이다.449)

스티글러(Stigler)와 펠쯔만(Peltzman)의 이론에 따르면, 규제자들은 피

규제자로서 기업이윤의 증가 곡선과 규제수익자인 소비자들의 지지도 증

가와 관련한 곡선의 접하는 지점인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지점에서의 규제를 선택하게 된다.450) 또한, 게리 베커(Gary

Becker)의 이론에 따르면, 규제와 관련된 이익집단 간의 영향력 행사의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Havard law review,
Vol. 85, No. 6, The University of Havard Press, (Aug., 1972), pp.
1089-1128(김일중, 앞의 보고서, 201-205면에서 재인용).

447) Sam Peltzman, “Toward a More General Theory of Regulation”, The
Journal of Law & Economics, Vol. 19, No. 2,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ug., 1976), pp. 211-240.

448) Gary. S. Becker, “A Theory of Competition Among Pressure Groups for
Political Influenc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98, No. 3,
Oxford University Press, (Aug., 1983), pp. 1089-1128..

449) 허성욱(주 19), 667-677면.
450) 위의 논문, 670-6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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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점에서 입법자들과 규제 행정청의 규제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451)

이에 따라 규제는 강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조직

성을 이용하여 이익집단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뤄지게

된다. 결국, 규제입법이 부의 재분배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규제입법자

는 자신의 지위를 지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익집단들이 이를 인지하고 포섭한다는 전제 속에서 다수에게 이익이

되어야 할 규제입법은 소수의 집중된 이익으로 그치고 마는 효과가 발생

하는 것이다.452)

III. 소결

전술한 법경제학과 관련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제3장에서 살펴본 규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법경제학 이

론을 토대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분류

(주요 전제)
개별 이론 규제 목적 주요 학자

합리적 선택이론

(인간의 합리성)

공익이론 등
시장 실패

교정 목적 등

피구, 코즈, 노스,

켈러브레시 등

사익이론,

포획이론,

경제규제행정법

적 이론

정부 실패

결과 설명 등

스티글러, 펠쯔만,

베커 등

<표 9> 법경제학 담론 정리

451) 위의 논문, 672-675면.
452) 위의 논문, 6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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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 디지털 헬스케어에의 적용

I. 서설

전술한 바와 같이 법경제학은 규제 개선을 논의함에 있어 유용한 하나

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국내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더 나아가 헬스케

어 분야에서 법경제학을 활용하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보건

경제학의 측면에서의 논의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효율성과 형

평성의 관점에서 보건의료프로그램의 가치를 비교하는 경제성 평가에 관

한 논의에 더하여,453) 보건경제학의 역사를 다루며 주요 연구분야로 건

강수준, 의료서비스와 비용, 의료산업조직분야, 의료의 공적영역과 정부

의 보조 수준 등이 논의됨을 서술하는 논의,454) 이를 실제 데이터를 토

대로 분석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건강보험료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

다는 연구,455) 의료보험수가체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상대가치점수

와 환산지수 중 환산지수에 초점을 맞추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의료공급자단체(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보험가입자단체, 정부

사이 정치경제학 구도를 분석한 연구456) 등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규

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담론을 살펴보고 추후 진행할 분석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453) 김철민, “일차의료에서 보건경제학과 성과분석”,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대한가정의학회, 제30권 제8호, 2009, 577-587면.
454) 연하청, “보건경제학의 이해에 관한 소고(小考) :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한

국보건복지포럼 제178권 제0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8., 50-70면.
455) 최정규, “보건의료비 재원조달의 형평성”,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8권 제1

호,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12, 49-66면.
456) 최희경, “건강보험수가 결정과정의 정치경제학”, 보건과 사회과학 제22집,

한국보건사회학회, 2007. 12, 67-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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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경제학 연구

1. 합리적 선택이론

디지털 헬스케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의료(Medical care) 분야를 법

경제학적으로 처음 분석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케네스 에로우(Kenneth

Arrow)는457)458)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용역으로

판단한 후 일반적인 완전경쟁시장과는 달리 의료 궁극적인 소비자인 환

자들에게는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이윤

을 얻고자 하는 의사의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환자들이 신

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허 및 교육 등이 의무화된 의사들에 의하여 서

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459)

이러한 논의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상위 분야로도 볼

수 있는 헬스케어 분야를 경제학적으로 다뤄온 빅터 푹스(Victor Fuchs)

는460) 헬스케어 분야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헬스케어 분야의

노동, 자본, 서비스 등 자원의 분배와 관련한 더 나은 이해에 있다고 보

면서 더 나은 분배 상태는 사람들의 헬스(health), 검증(Validation)된 서

비스 등으로 판단받을 수 있다고 본다.461) 또한, ① 헬스케어 분야는 정

457) William D. Savedoff, “Kenneth Arrow and the birth of health

economics”,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82, No. 2, 2004, pp. 139-140.
458) 저자는 경제학적인 분석을 처음 시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앞

서 언급한 법경제학적 정의에 속하는 정책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부분과 연결

되는 바 이 글에서는 최초로 법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459) Kenneth J. Arrow, “Uncertainty and the welfare economics of medical

care”, The American economics review, Vol. 53, No. 5 (Dec., 1963), pp.

941-973.
460) Victor R. Fuchs, “Economics, Values, and Health Care Reform”,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6, No. 1 (Mar., 1996), p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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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불균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무지를 전제해야 하고, ② 완전경쟁

시장과는 달리 면허를 획득한 의료인들이 다수의 공급자라는 점에서 진

입, 가격경쟁, 광고 등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경쟁이 제한되며, ③ 지불능

력이나 지불의지를 의미하는 수요(Demand)가 아니라 교육, 경찰, 소방

분야와 같이 ‘필요(Need)’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전제한다.462)

요컨대 앞서의 논의들은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 완전경쟁시장적 접근

보다는 정부의 진입규제, 가격규제 등을 통하여 무지한 소비자를 보호하

는 방식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분배해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를 전개하

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후생을 평가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소비자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 완전경쟁시장의 전제에서 정부가 공익이론(Public interest

theory)에 따라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입하거나, 사익이

론(Special interest group theory)의 관점에서 특정 이익집단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하여 헬스케어 자원이 비효율적인 분배를 가져오

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견해가 발견된다.463) 특히, 비배

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니는 방위와 같은 공공재를 국가가 생산하고 판매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이와는 달리 헬스케어 서비스는 무임승차자를

배제하는 것에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배제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경제주체의 활동이 제3자에게 편익 혹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464)

이때 가능한 외부효과는 수요의 측면과 공급의 측면에서 양적, 부적으

로 총 4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① 먼저 수요의 측면에서 양적 외부효과

는 한계사회이익(Margianl Social Benefit; MSB) 곡선이 한계개인이익

(Marginal Private Benefit; MPB) 곡선의 상방 이동인 경우 즉 예상치

461) Victor R. Fuchs, Essays in the Economics of Health and Medical Care,

(Jan., 197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pp. 3-38.
462) Ibid.
463) Rexford E. Santerre, Stephen P. Neun, Health Economics(5th Edition),

Cengage Learning, 2009, pp. 249-250.
464) Ibid, pp. 25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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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편익을 경제행위주체가 발생시키는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례로

광견병 백신과 관련하여 개인이 느끼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더

높을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개인들의 경제행위로 인하여 추가 편익이 사

회의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 ② 수요의 측면에서 부적 외부효과는

MSB 곡선이 MPB 곡선의 하방 이동인 경우 즉 예상치 못한 비용을 경

제행위주체가 발생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례로 담배에 대하여 개인

이 느끼는 가치는 사회적으로 평가되는 담배의 가치보다 더 높게 되고

결국 개인의 경제행위는 사회 구성원들(특히, 비흡연자들)에게 비용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③ 공급의 측면에서 양적 외부효과는 한계개인비

용(Marginal Private Cost; MPC) 곡선이 한계사회비용(Marginal Social

Cost; MSC) 곡선의 상방이동인 경우를 의미한다. 일례로 새로운 의료제

품을 헬스케어 기기업체가 많은 개발비용을 들여 생산하였으나 재산권을

인정받지는 못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비배제적으로 제공되는 등의 이유

로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④ 또한, 공급의 측면에서 부적 외

부효과는 MPC 곡선이 MSC 곡선의 하방이동인 경우를 의미한다. 일례

로 병원에서 적은 비용을 들여 오염수를 흘려보내어 사회적으로 비용이

더욱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465)

정부는 위와 같이 외부효과가 발생할 때 ① 외부비용을 발생시키는 주

체에게 세금을 부여하거나, 외부편익을 발생시키는 주체에게 보조금을

부여하는 방식의 피구비안 세금 및 보조금(Pigouvian tax and subsidy)

을 사용하여 개입해 이를 교정할 수 있다. 일례로 흡연자에게 흡연세를,

헬스케어 기기에 의한 편익을 제대로 확보받지 못한 이에게 보조금을 지

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② 또한,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에 따라 개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3가지

요건 즉, 첫째로, 명확히 구체화된 재산권(property rihgts)이 편익을 얻

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에게 할당되어야 하고, 둘째로, 연관된 경제주

체들은 동일한 수준의 협상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셋째로, 협상비용,

할인비용 등과 관련한 거래비용은 협상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만큼 작을

46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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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시장을 토대로 외부효과가 내부화될 수 있는데 정부는 ‘누가 외부효

과를 부담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재산권을 할당하고 이를 강제하

는 역할로서 규제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흡연자가 발생

시키는 외부효과는, 흡연자에게 기숙사 방에서 흡연할 권리를 부여할 경

우 비흡연자가 흡연자와 거래를 통해 그 외의 장소에서 흡연하도록 하여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이다.466)

정부는 위와 같은 외부효과 교정 외에도 소비자의 무지로 인하여 나타

나는 서비스, 재화 제공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의한 피해를

막고자 공익이론의 관점에서 헬스케어 재화나 용역의 양과 질을 담보하

고자 가격규제, 진입규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먼저 가격규제를 살펴보

게 되면 헬스케어 시장에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도덕적 해이가 효율적으

로 나타나는지 비효율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따라 그리고 헬스케어 시장이

경쟁시장인지 독점시장인지에 따라 총 4가지 방식으로 후생 증감이 달라

지게 된다. ① 경쟁시장에서 도덕적 해이가 효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평소에 받을 수 없었던 가격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가격규

제는 긴급한 환자를 받지 않거나, 환자들을 더 오래 기다리게 하면서도

더 짧은 시간 진료를 보게 하는 유인을 가져오므로 사회적 후생을 감솟

키나, ② 독점시장에서 도덕적 해이가 효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

격을 과다하게 높일 유인을 막으므로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킨다. ③ 또

한, 경쟁시장에서 도덕적 해이가 비효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진료를 과다하게 받으려고 하는 본래의 도덕적 해이-, 가격

규제는 불필요한 진료 수요를 낮춰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④ 독점시장에서 도덕적 해이가 비효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진료

수요를 낮출 수 없으므로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다.467)

그 외에도 위와 같은 헬스케어 분야의 제품, 서비스 제공 이후의 이용

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방식의 불법행위법(Tort

law)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법경제학 측면의 연구도

466) Ibid, pp. 259-261.
467) Ibid, pp. 26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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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다. 이는 공중보건(Public health)은 단순한 개인 편익의 집합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리주의자의 관점에서 개인의 권

리가 공익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서술한다. 일례로

전염병이 창궐한 사회에서 백신을 맞을 것인지의 여부는 개인의 권리이

지만 많은 개인이 백신접종의 부작용을 이유로 백신 투여를 거부할 경우

사회적으로 공익이 감소할 수 있으니 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불법행위법도 그러

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468)

헬스케어 분야 불법행위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가장 중심

적으로 적용되는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핸드 판사의 핸드 공식(Hand

Formaula)이 적용될 수 있다.469) 즉,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비용 수준을 의미하는 B(Burden; B)와 원고의 피해 발생

크기를 의미하는 L(Loss; L), 그리고 불법행위 발생 확률을 의미하는

P(Possibility; P)의 산식인  인 경우여야만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을 인정하는 것이다. 피고가 사전에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 사고로 인한

피해보다 적음에도 이를 발생시킨다면 피고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470) 이와 관련해서는 Helling v. Carey 판결이 주목할 만

하다. 이는 32세인 원고가 안과의사인 피고에게 피고가 40세 미만에게는

주로 수행하지 않는 녹내장 검사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시력을

잃게 된 것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은 사안이다. 40세 미만이 녹내장

이 있을 가능성은 1/25000으로서 매우 적기에 의료 관행상 수행되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위 핸드 공식을 활용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

임을 물었다.471) 녹내장 검사 자체를 수행하는 비용 B는 매우 저렴하고

468) Elizabeth A. Weeks, “Beyond Compensation: Using Torts to Promote

Public Health”, Journal of Health Care Law and Policy, Vol. 10 No. 1, 2007,

pp. 27-59.
469) 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 159 F.2d 169 (1947)
470) Elizabeth A. Weeks, “Beyond Compensation: Using Torts to Promote

Public Health”, pp. 42-44.
471) Helling v. Carey, 83 Wash. 2d 514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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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워 사고 발생확률 P와 시력을 잃은 L의 곱과 비교하여보았을 때 더

적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법행위법 중 전통적인 제조물 책임과 관련하여 대개 연관된

제조업자, 판매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지만, (1)제품의 리스크가 제품

을 통해 제조업자가 얻는 이익보다 더 크거나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소

비자의 기대보다 낮은 때에 한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the consumer

expectation test), 이 때 사용자가 제품이 의도된대로 예상가능한대로 사

용했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고도화된 산업화 시대에

서 유용한 제품을 오히려 시장에서 축출할 수준으로 손해를 배상시키는

것이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에 이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또한,

환경소송에서와 같이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때 헬스케어 제품

제조업체들에게 단순히 책임 전환을 해버리게 되면 너무 과다한 배상책

임 혹은 다른 원인을 제공한 업체들에게 과소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

되므로, 원고가 소를 제기하려는 업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확률을

신빙성 있게 제시하도록 하는 방식의 확률적 접근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

는 견해가 있다.472)

이러한 방식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소재에 접근할 경우 행정청

이 포섭이론에 의하여 제약업체 등에게 포섭당해 인·허가가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손해의 발생 중에도 제품 판매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하더라

도 집단소송 등으로 행정청을 대신한 비공식적 규제(Informal

regulation)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473)

2. 사익이론, 포획이론 등

규제의 사익이론, 포획이론 등을 통한 접목은 정부의 진입규제의 경우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헬스케어 분야 내 의

료분야에서 의료인의 면허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① 공익이론에 따르면

472) Elizabeth A. Weeks, Beyond Compensation: Using Torts to Promote

Public Health, 10 J. Health Care L. & Pol'y 27, 2007, .pp. 47-50.
473) Ibid, pp. 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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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허제도 등 진입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면

허를 취득하는 비용에 의해 공급곡선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최적

균형 노동비의 상승과 고용의 감소를 이끌게 된다. (2)그런데 이는 더 나

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수요곡선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

고 이는 추가적인 노동비 상승과 고용의 증가가 최적 균형점이 되도록

만들어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지니게 되고 이것이 진입규제

의 목표가 된다. ② 그런데 사익이론에 따르면 이는 공급곡선의 감소만

이뤄지게 하여 진입비용을 높이고, 환자들의 건강을 증진하기보다는 의

료인들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도 존

재하는 것으로 보아 오히려 면허제도 등 진입규제가 사익집단에 의하여

도입된 것일 경우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474)

제 3 절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 개선방안 검토

제 1 항 개관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와 관련한

쟁점은 크게 정보주체 즉, 데이터의 제공자와 개인정보처리자 즉, 데이터

의 사용자에 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정보주체와 관련해서는 크게 ①

의료/건강 데이터의 빅데이터화와 동시에 발생하는 침해에 대한 점, ②

진료기록의 소유권과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 결과이자 2차 데이터로 볼

수 있는 의료 결과물의 이익 공유에 대한 점이 있었다. 또한, 데이터 사

용자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수집 방식의 확대와 관련되

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① 정보주체에게 의료정보 데이터 이동권 인

정, ② 헬스웨이 등 데이터 플랫폼 제도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 가능성

474) Ibid, pp. 26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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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 ③ 데이터 배당제 접목을 통한 정보주체 권리 증진 등이 규제 개

선 관련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이 절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에 관하여 법경제학

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개인에게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에 관한 개인정보이동권이 인정되어야 하는가?’, 둘째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들의 데이터 획득

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셋째로,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중 2

차 데이터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나아가 앞서 제안된 3가지 규제

개선 대안이 법경제학적으로 지닌 함의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제 2 항 코즈의 이론에 따른 분석

I. 규제 분석

코즈로부터 시작된 거래비용 경제학 담론에 따르면 앞서 살펴본 디지

털 헬스케어 데이터의 제공자의 권리만을 강화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

도 아니고, 사용자의 권리만을 강화하는 것도 공익 추구 목적을 달성하

기 어렵다. 정부가 한 방향으로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권리 분배의 최적 균형점 도

달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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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정보재와 관련하여 저작권 강화 정도(c) 및 복사본의

품질(s)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후생함수(출처: 손상영 외 4인(2006))

이는 수식으로 표현한 후생경제학적 입장에서도 위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규제당국이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정보재 저작권의 권리 보호

수준 c를 강화하는 경우 정보재 복사본의 품질 [단, (≺  ≤ )]에 따

라 사회후생함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과도 맞닿아 있다.475)476)

즉,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를 ‘저작권’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일종의 정

보재로서 본다는 전제 하에, 보호 정도(c)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가명화

정도 (1-s) [단, s=1인 경우 어떠한 가명처리도 없이 공개되는 것으로 간

주]에 따라 사회후생함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c가 무한히 커

져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시장에만 맡기는 방식

으로 0에 가까워진다고 하더라도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475) 손상영 외 4인, “정보재에 대한 후생경제학적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10, 31-39면.
476) 물론 해당 논의는 물리적 복제비용을 0으로 보고, 정보재 개발 비용, 저작

권 보호 집행비용, 네트워크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은 단순화된 기본 모형으로

서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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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참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효과의 발생처럼 같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정부는 이를 교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시장에 개입해야 하고 그것이

필요한 규제이다. 이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법경제학적 논의상 규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권리를 명확히 설정한 후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추구하여 자발적 거래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누

가 보아도 권리의 귀속이 명확한 즉, 상호성이 낮은 경우라면 이러한 재

산권 분배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둘째로, 이때 재산권 설정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거

래비용이 더 높은 상황이라면 더 낮은 거래비용으로 재산권 거래를 진행

할 수 있는 이에게 재산권을 설정한다. 그리고 셋째로, 거래비용조차 비

슷하게 발생하거나 누구에게 더 높게 발생하는지 알기 어렵다면 더 높은

가치를 두는 이에게 권리를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누가 더 높은 가치를

두는지조차 알기 어렵다면 가치 측정에 비용이 덜 드는 이에게 재산권을

설정한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소유권인지, 오너십인지,

지식재산권인지에 대한 논의마저 확정적으로 지배적인 의견이 없을 만큼

이러한 재산권 설정에 있어 많은 난항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데이터의

일종인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또한 비슷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

다. 그러므로 주지하다시피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의 최초 기원자이자

제공자에게 권리를 분배해야 하는 것이 법경제학적으로 당연한 귀결만은

아닌 것이다. 특히, 산업계의 주체인 생산자, 데이터 사용자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의 최초 기원자는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술(일례

로, 애플 워치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이 없었더라면 데이

터 자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정보’에 대하여는 상호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

는데 기술에 의하여 유전정보가 확인된 것이기는 하지만, 해당 유전정보

는 기술의 발전 전에도 태초부터 이미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고유성

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외 이전,477) 혈연관계에서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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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문제들은 모두 이러한 고유성에서 기인한다.478) 이는 의료정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상호성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건강정보, 공공건강정보, 2차데이터에 있어서는 상호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면 둘째로 더 낮은 거래비용으로 재산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는 누구라고 보아야 하는가? 이 경우

거래비용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수많은 개

인보다는 이를 하나로 수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체에게 거래비용 발생

량이 적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데이터의 소유권이 정

보주체에게 인정되기보다는 일종의 공유권이 인정된다는 견해도 가능한

것이다.479)

II. 규제 개선방안 분석

1. 개인정보 이동권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해볼 만한 점은 첫째로, 유전정보와 의료정보와

같이 상호성이 낮아 보이는 정보의 경우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정

보주체에게 통제권이 더욱 주어지는 방향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개인정보처리자의 접근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규제 개선

방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의료정보 특히 그중 고유성이 높은

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이동권을 인정하는 방향을 고민해볼 수 있고,

나아가 익명화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삭제, 정정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통제권 강화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혹은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고

려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477) 이보형, “유전정보 국외이전에 따른 국내 헬스케어산업보안 법제의 취약성

고찰”, 한국산업보안연구 제6권 제2호,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6, 143-167면.
478) 이보형(주 477), 2017, 144-146면.
479) 강준모 외 8인,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법·제도 및 정책 연구”,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2019, 40-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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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둘째로, 고유성이 낮은 의료정보, 그리고 건강정보, 공공건강정보 전반

에 대하여는 개별법으로 접근권을 인정하는 것이 거래비용을 높일 수 있

다는 점에서 현재 도입된 ‘마이 헬스웨이’를 통해 하나의 플랫폼을 구성

하는 정부의 규제 방식은 법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 고유성이 낮은 정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를 제공하여 정보 유전정보 및 고유성이 낮은 의료정보에 대하여도 정보

주체의 통제권이 더욱 인정되는 상황에서 해당 플랫폼에 포함시키는 방

식을 고민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배당제

셋째로, 2차 데이터에 대하여 소유권 인정은 더욱 어려울 것이지만 디

지털 헬스케어 데이터의 상호성 정도에 따라 데이터 배당권 등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 즉, 적어도 고유성이 낮은 의료정보에 대하여는 데이터 배

당제 등과 관련한 이익 공유 개념이 도입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용정보에 한정하여 도입한 것이었지만

경기도의 데이터 배당제 도입은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규제 정책이라고 하겠다.

제 3 항 스티글러/펠쯔만 및 베커 이론에 따른 분석

전술한 논의에 더하여 스티글러/펠쯔만 및 게리 베커 이론 관련 관점

에서는 고유성이 높은 의료정보 일부에 대하여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이동권을 도입하는 방식과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식이나, 디지털 헬스케

어 데이터에 대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은 일정한 전제 속에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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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을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라 당위적인 정당성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대한의사협회 등으로부터 의료기관의 업무 범위 등을 가중시킨다는 지적

이 가능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하는 업체들로부터 지나친

이익 공유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비판은 베커의 이론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의 정보주체들의 조합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힘의 균형점이 데이터

활용 주체 혹은 데이터 관리 기관에게 더욱 편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

다는 점에서 제도의 도입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에 대하여는 데이터 소유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과 동시에 공공기

관으로부터 제도를 도입하여 점차 민간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집권방식을 탈피한 의료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큰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업체의 보안

성 강화 관련 확인 방안 및 의무적 보험 가입, 사후규제 형식의 업체 관

리 등을 통한 규제 개선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4 절 원격의료 규제 개선방안 검토

제 1 항 개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규제 중 의료서비스의 주요 규제에 해당하는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의 경우 환자의 정보가 수집된 전자의무기록을 서

비스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

라는 측면도 존재하지만, 환자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의미에서의 데이터 수집 측면이 더욱 강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두에서 전술하였다시피 정보통신기

술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또한 포함되

는 만큼 디지털 헬스케어 정의 규정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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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와 관련하여는 ① 대면진료 원칙에 대한 검

토를 토대로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 행위 범위,480) 본질481)482)에 대

해 검토되거나, ② 원격의료의 주체, 객체, 대상,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소재 측면에서 검토되거나,483) 더 나아가 ③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쟁점이 추가로 논의되기도 한다.484) 또한 ④ 해당 논의를 종합하고 더

나아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에의 등재에 대한 논의도 진행

되어 왔다.485) 이 글에서는 법경제학적 분석 측면에 집중하기 위해 환자

의 데이터를 이용해 원격의료 서비스가 발생하는 시점의 비대면 진료 주

체, 행위, 대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486)

제 2 항 원격의료 규제 도식화

I. 의료행위의 주체

480) 강의성·최종권, “현행법상 원격의료의 허용범위에 관한 법적 고찰”, 중앙법
학 제17권 제4호, 중앙법학회, 2015, 133-164면 참조.

481) 조혜신, “원격의료 확대의 의의 및 조건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 헬스케어
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IT와 법연구 제15집,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7. 8, 251-279면 참조.

482) 이한주, “원격의료제도 현실화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6권
제2호, 한국의료법학회, 2018, 25-50면 참조.

483) 김홍광, 이미숙, “원격의료의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사용자 인식조
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22권 제1호,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9. 3, 27-51면 참조.

484) 이한주(주 482), 42-44면.
485) 이정은, “원격의료에 대한 공법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0.
2, 302-350면 참조[해당 박사학위논문에서는 진입규제, 행위규제(의약품 택배
관련 쟁점 포함), 의료과오책임, 보험급여로 나누어 원격의료에 대한 입법제
안을 진행하고 있다].

486) 이하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원격의료’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때 사용되

는 용어인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 상 한정되지 않은 광의의 ‘비대면 진

료’를 의미하고, 용어 ‘원격의료’는 대체로 현 의료법 제34조 상 한정된 ‘원격의

료’가 문헌 등에서 인용되는 경우임을 미리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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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4조 제1항487)의 ‘원격의료’에서 등장하는 의료행위 주체는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사이다. ① 원격지 의사의 경우, 의료인 그 중에서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이 해당되고, ② 먼 곳에 있

는 의료인에는 의료법 상 ‘의료인’이 해당한다. 즉, 후단의 ‘의료인’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기 때문에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는 물론 조산사와 간호사도 포함되는 것이다.488) 이러한 이유로 보건복

지부는 2016. 3. 16.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에서 1차의

료 취약지에 대하여 인근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문의와 취약지 소재 보건

진료소의 간호사 간 원격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489)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로, 원격지의 의료인

과 관련된 내용이다. 후술하겠지만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부수되는 모니터링, 간호, 진료의 보조, 더 나아

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원격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원격지의

의료인을 넓힐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

여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정하는 방안(이하,

‘FD; From Doctor’), 행위 태양에 따라 ②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넓히는

방안(이하, ‘FM; From Medical staff’), ③ 비의료인으로 넓히는 방안이

있을 것인데, ③ 의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행위가 의료행위인 이상 현행

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논의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글의

논의에서 제외하려 한다.

487) 의료법[법률 제17203호, 2020. 4. 7., 타법개정]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
(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후략)

488) 의료법[법률 제17203호, 2020. 4. 7., 타법개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
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후략)

489) 보건복지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 2016. 3. 16,
(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9
&CONT_SEQ=330502&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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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현지의 의료인과 관련된 내용이다. ① 의료법상 의료업에 종사

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이 주체가 되는 방안(이하, ‘TDTP; To

Doctor To Patient’) ② 의료법 제2조 상의 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방안

(이하, ‘TMTP; ‘To Medical staff To Patient’), ③ 서두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원격지의 의사와 환자 사이의 매개가 되는 의료인을 아예 두지

않는 방안(이하, ‘TP; To Patient’), 순서로 원격의료 주체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고 할 것이다.

덧붙여 의료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490)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491) 원격진료실과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 및 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

의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해당 장비를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

에 따라 해당 제한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주체의

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논의의 편의상 제외하겠다.

위와 같이 서술한 내용은 총 2 × 3 메트릭스로 나타낼 수 있다. 각각

의 주체 조합을 (Subject; S, (단, a, b는 숫자))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더해 합법으로 볼 수 있는

조합은  및  이며, 은 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 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라492) 혹은 ② 2020. 12. 15. 신설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따

490) 의료법[법률 제17203호, 2020. 4. 7., 타법개정]
제34조(원격의료) (생략)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
비를 갖추어야 한다.
(후략)

491)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11호, 2017. 8. 4., 일부개정]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
거나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진료실
2. 데이터 및 화상(畵像)을 전송ㆍ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

492)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 신설 전 보건복지부가 예외적으로 한시적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허용하면서 들었던 근거 법령으로 현재는 감염병예
방법 제49조의3 신설로 인하여 근거 법령으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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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493)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

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서”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덧붙여 원격의료 서비스의 주체는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로

언급하는 논거인494) 병원급 의료기관에 편중된다는 주장에 따라 현행 규

제와 무관하게 의료법 제3조에 따른495) 의원급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

49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20호, 2021. 3. 9., 일부개정]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
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
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
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
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를 결정한다.

494) 메디게이트뉴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원격진료가 시기상조이면서 불가
한 이유”, 2020. 5. 5., (https://www.medigatenews.com/news/1864040651)

495) 의료법[법률 제17203호, 2020. 4. 7., 타법개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
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
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생략)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
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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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옅은 음영:

예외적 가능

※ 짙은 음영:

의료법 위반

(현지)

의료인

×

기관

크기

(Size;



=

포괄적

주체

(Subject;

TDTP TMTP TP

(원격

지)

의료인

FD
FDTDT

P; 

FDTMT

P; 

FDTP;



의원

급;




(단,

는

, ,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음)

FM
FMTDT

P; 

FMTMT

P; 

FMTP;



병원

급;



<표 10> 의료행위 주체 관련 규제 도식화

II. 의료행위의 범위

다음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행위에 대하여는 201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

한 보도자료에서 제시되었듯이 원격자문(현지 의료인의 의료과정에 대하

여 상담, 자문),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체크, 상담, 교육), 원격진료(질병

진단, 처방)496)이 국내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 상의 기본적인 모델로 제

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원격의료 서비스를 도입한 국외 유형 및 국내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49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추진”,
201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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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단체와 학계의 논의를 종합하여 원격수술(원격지와 현지의사의 통합

수술 등), 원격교육(의사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 교육), 원격지원(응급상

황에서 환자가 스스로 처치하도록 지원)이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497)

발견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2019. 5. 20. 대법원 판결498) 등을 검토하

여 마련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에 의

하면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하여 행하는 검사‧진단

‧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의 행위”499)로 정의되고 그 판단기준은

“①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②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

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③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

위 중 1개라도 충족되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500)되고 그

유형은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의료적)상담·조언으로501) 나뉜다

는 점을 참고하여 원격교육은 원격자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제외하

고, 원격지원의 경우 원격진료에 포섭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총 4가지

의 유형의 의료행위를 원격자문(Treatment 1; ), 원격모니터링

(Treatment 2; ), 원격진료(Treatment 3; ), 원격수술(Treatment 4;

)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으로 한다. 구체적인 양상에 따르겠지만 에

서 x가 커질수록 의료행위의 위험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다.

또한, 원격의료 서비스의 행위 범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

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서의 원격의료 서비스 관련 행

위를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등재할 것을 전제로 상대가치점수 산정 수준을 비

대면 진료의 행위에 포섭시킬 수 있다. 의료기관(법령상 요양기관이나

편의상 의료기관으로 통칭한다)은 위 고시의 목록표 상 행위에 대하여만

497) 김진숙 외 2인, “원격의료 정책 현황 분석 연구”, 의료정책연구소, 2015,
34-41면.

498)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
19422 판결 등.

499) 보건복지부(주 183), 9면.
500) 위의 가이드라인, 10면.
501) 위의 가이드라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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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요양급여 실시의 경우 실시 후 의료기관은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하여 마치 국민건강보험공

단에 청구한 것이 되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502) 이때

요양급여 항목에 대하여 산정되어 있는 상대가치점수와 의료기관의 종류

에 따른 점수당 단가와 요양급여별 지급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될 수 있다. 원격의료 서비스 행위에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은 그

러므로 여타 요양급여와 비교해보았을 때 관련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합의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격의료 서비스 관련 행위 양태는 다양할 것으로 보이나 논의의 편의

상 이를 포괄하여 ‘비대면 진료 행위’로 보고자 한다. 일례로, 2020. 5.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시 전화상담 관리료 별

도 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하는 의

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에 전화상담 관리료 등을 요양급여 목

록에 등재하고,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시 진찰료 산정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503)

502) 최계영, “국민건강보험의 행정법적 쟁점”,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6, 48-49면.
50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수

가 적용 안내”, 202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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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전화상담 관리료

가. 초진

AH114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56.43

AH115 (2)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49.98

90116 (3)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45.62

나. 재진

AH214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40.34

AH215 (2)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33.14

90216 (3)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28.79

<표 11> 전화상담 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목록 사항(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즉,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급여 행위의 상대가

치점수가 대면 진료, 진찰행위보다 통상적으로 낮은 경우(Fee 1; ), 동

일한 경우(Fee 2; ), 상대적으로 고가인 경우(Fee 3; ) 3가지 조건으

로 나누어504)505) 행위태양을 파악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국내 요양

급여 산정 방식상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에 더하여 질병군별 포

괄수가제, 정액수가제 등도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지만506) 논의의 편의상

단순화하였다.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또한 에서 y가 커

질수록 의료 주체의 효용이 증가하고, 의료 비용 지불 주체(환자, 건강보

504) 박도휘 외 2인, “언택트(Untact) 시대와 디지털 헬스케어”, Issue Monitor
제132호,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0. 11, 23면.
505) 최윤섭의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한국의 원격의료에 대한 생각과, 그 생각
에 대한 생각”, 2020. 3. 20,
(https://yoonsupchoi.com/2020/05/20/thoughts_on_telemedicine/), (최종접속일:
2022. 1. 30.)
5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제도개요”, 2021. 3.,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28000000), (최종접속일: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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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공단, 민간보험사 등)의 효용은 감소할 것으로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

다.

마지막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

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의약품 배송 관련 규제가 있다.507) 이는 주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과508) 연관되어 있는데, 원격의료를 통해 의사가 처

방을 하여 전자처방전 등을 약국에 전송한 후 이를 토대로 약을 조제하

여 환자 등에게 배송하는 행위는 “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509) 이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위법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510)

이에 대하여는 원격 의약품 배송 시 파손의 책임 분배 문제만이 문제될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511) 그러므로 의약품 배송 허용 유무의 2가지 조

건 즉, 배송불허(Delivery 1; ), 배송허용(Delivery 2; )을 상정해볼

수 있다. 이때 에서 z가 커질수록 환자이자 의약품 소비자의 효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507) 조선일보, “약배의사는 안 만나도 되는데, 약사는 만나라고요?”, 2020. 9. 2,
(https://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20/09/02/2020090202826.
html), (최종접속일: 2022. 1. 30.)
508) 약사법 [법률 제17208호, 2020. 4. 7., 일부개정]
제50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후략)
509)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
도3406 판결 등.
510) 이정은(주 485), 324-327면.
511) 메디컬업저버, “디지털치료제부터 원격간호·영양까지, 범위 넓히는 원격의
료”, 2021. 3. 22, (http://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482),
(최종접속일: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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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짙은 음영: 감염병예방법상 위반(의료법상 의료인을 매개로 가능)

※ 옅은 음영: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한시적 허용

원격의료

유형

(Treatment;

)

상대가치

점수 합

(Fee; )

의약품 배송

(Delivery;

)

포괄적

원격의료 행위

(Practice; )

원격자문()
저가()

배송불허() 

(단, 는

, ,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음)

원격모니터링

()
× × =

동일( )

원격진료()

배송허용()

고가()
원격수술()

<표 12> 의료행위 범위 관련 규제 도식화

III. 의료행위의 객체

마지막으로 원격의료 서비스의 객체인 환자들을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의료법 제17조 제1항(2007. 4. 11. 개정되기 전 구 의

료법 제18조 제1항)512)에서 ‘직접 진찰’과 관련한 판단이 사실관계 상 환

512) 의료법[법률 제17203호, 2020. 4. 7., 타법개정]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
[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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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초진이 대면진료였다면 이후 진료는 전화 상담 등의 진료방식으로

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안과513) 법제처의 2015년도 해석 등을 토대로

미루어볼 때 원격의료는 재진에만 허용되고 있다는 견해를 살펴볼 수 있

다.514) 또한, 보건복지부가 2013. 10. 29. 원칙적으로 만성·정신질환자와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하여는 재진환자를 원격의료의

객체로 하고,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성폭력·가정

폭력 피해자, 군·교도소와 같은 특수지 환자 등 일부 환자에 대하여만

초진환자임에도 비대면 진료의 객체로 했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

고 한 점515)에서 살펴볼 때 크게 ① 재진 환자(Visit 1; )인지 초진 환

자(Visit 2; )인지 여부, ②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환자

(Accessibility 1; )인지 높은 환자(Accessibility 2; )516)로의 구분이

가능한 것이다. 적어도 보건복지부의 위 입법예고에 따르면 과  모

두 일반적으로 n이 높아질수록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낮아져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견해 및 입법예고와는 달리 전술한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원격의료

시행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2021. 5. 1. 기준으로 초진환자 또

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
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
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
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
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513)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514) 메디파나뉴스, “원격의료 이슈 속 '직접 진찰' 관련 판례‥재진 '일부 허용
'”, 2019. 8. 23, (http://m.medipana.com/index_sub.asp?NewsNum=244520)
515) 보건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3. 10. 29.)
516) 요컨대,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는 물리적 접근성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는 심리적 접근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22 -

한 원격의료의 객체가 되고는 있으나 정확히 제시된 바는 없어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가사 명확하다고 보더라도 한시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있으므로 의료행위 객체(Object는 O; (단, n, m은 숫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도식화를 할 수 있다.

※ 감염병예방법상 보건복지부의 심

의에 따라 한시적 가능하나 의료

법상으로는 대법원이 초진의 경

우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

상대적 접근성(Accessibility; )

낮음() 높음()

초진/재진 여부

(Visit; )

재진()  

초진()  

<표 13> 의료행위 객체 관련 규제 도식화

IV. 소결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와 관련하여 원격의료 서

비스의 주체, 행위, 그리고 객체와 관련한 규제를 위주로 쟁점을 살펴보

았다. 의료의 주체의 경우 원격지 의료인과 현지 의료인의 범주와 관련

한 현 규제와 이에 대한 각 확대 논의가 있다는 사실을, 의료 행위 범주

와 관련해서는 4가지 유형(원격자문/원격모니터링/원격진료/원격수술)의

범주화 및 비대면 진료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있어 주요 요소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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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치점수의 합 관련 논의 그리고 의약품 배달을 종합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객체와 관련해서는 초진/재진 여부와 상대

적 접근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여보았다.

관련 시장 크기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격

의료 서비스 규제는 ① 의료법 상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의

료인을 매개로 하여 원격의료 관련 장비를 원격지, 현지 모두 갖춘 경우

에만 원칙적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하고, ② 감염병예방법 상 보건복지부

의 판단 하에 국가 재난 상황 등 필요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의료인(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지속적인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필요한 환자에게만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주체, 행위,

객체를 대상으로 한 제한이 명백히 존재한다.

이러한 규제에 관하여는 정부를 포함하여 의료 접근성이 낮은 환자들

에 대한 복지를 염려하는 이들로부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

기되는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및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의원급

의료기관 및 규모가 작은 약국의 경제성을 염려하는 이들로부터는 규제

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정부는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서비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수렴 및 제도 보완을 해나가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보건복지부는 2021. 6. 17.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 환자, 소비자단

체가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또는 중증 장애인 등 거동 불편

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평가 후 확

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받았으나] 반면 노동계[로부

터는]…의료비용의 불필요한 증가,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부작용에 대

한 우려”를 제시받은 바 있다.517)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의약단체 등과

함께 비대면 진료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고 있다. 2021. 6. 24.

51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복지부, 비대면진료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수렴”, 2021. 6. 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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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5차 회의에서는 의약단체와 함께 산업활성화보다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서 도서 및 벽지 등 의

료사각지대의 해소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추진해야 한다는 추진원칙

을 전제로 하여, 그 대상은 도서와 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이들

과 만성질환자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 혹은 장애인 등에 한정되어야 하

며, 비대면 진료의 제공기관은 일차의료기관 중심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518)

이에 더하여 2021. 7. 7.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약사회는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약 배달 등 관

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 보건복지

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과정에서 진료대상, 제공기관 등을 명확히

하여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관

련 규정 등을 검토하겠다”519)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나아가 2021. 9. 30.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1차 회의에서는 “감염병

상황에서 허용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관련하여, 일부 플랫폼을

통해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이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참석자들은 … 마약류의약품 및 오남용 우

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할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다만 불가피

하게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질환명을 바탕으로 예외

적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

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을 마련·공고할 계획”520)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1. 10. 13.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약품 처방 제한을 실시할 예정임을 명확히

하면서,521) 2021. 10. 19. 제7차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결 후 공고를 거

51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요양급여 절차

제도개선방안, 비대면 진료 추진방향 등 논의”, 2021. 6. 24, 2면.
51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심장초음파 시행주체·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비대면진료 오남용 개선방안 논의”, 2021. 7. 7, 1-2면.
52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 신설,

마약류·오남용의약품 비대면처방 제한 등 의료현안 논의”, 2021. 9. 30, 2면.
52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비대면진료·리베이트 근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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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2021. 11. 2.부터 특정의약품의 처방이 제한되었다.522)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로 대표되는 정부는 원격의료 서비스의

한시적인 허용 후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다만, 추진원칙은 산업활성화가 아닌 대면

진료의 보완수단으로서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고, 그렇기에 의료주체는 일차의료기관으로, 의료객체는 의료취약지 거주

자, 만성질환자 및 거동 불편 노인, 장애인 등으로 한정된다.

제 3 항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 검토

I.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른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규제 주체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과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인간의 합리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도모할 수 있다. 즉, 국내 원격의료 서

비스 규제에서 원격의료 서비스의 주체, 행위, 그리고 객체 각각을 확대

하는 방식의 규제가 사회적 후생을 더욱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

는 것이 공익을 달성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각각을

확대하는 규제 변화에 있어 규제 주체, 피규제자, 규제 수익자는 누구이

고, 어떠한 권리가 제한되고 충돌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먼저 어떠한 주체들이 비대면 진료 규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는가? 전술한 바와 같이 의료객체에 더 가까운 시민단체 등에서부터 의

료주체에 가까운 의약단체 등 의료인, 약사, 비대면 진료 의료기기 판매

자 등 다양한 주체가 비대면 진료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는 규제 주체는 보건복지부로 대표되는 정부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 등 논의”, 2021. 10. 13, 2면.
52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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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료 주체인 의료인과 환자는 피규제자인 동시에 규제수익자인 것으

로 단순화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523)524)

그러면 어떠한 권리가 규제를 통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단

순화하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기회와 동시에 오히려 기존의 대면 서비스가

대체되거나 비대면 진료의 책임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경제

적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위험에 노출된다. 반대로 환자의 경우에는 기

존의 의료서비스에 더하여 더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고 의료 접근성 향상, 인당 급여

액 증가 등의 효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된다. 이를 종합하면 비대면 진료 규제 수준은 결국 의료인

들의 경제적 편익과 환자들의 경제적 편익의 합의 스펙트럼을 결정한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단편적이지만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의료 주체와 관련한

와 의료 행위 범주와 관련한 , 그리고 의료행위의 객체와 관련한

 가 허용되는 정도에 따라 의료진들의 효용과 환자들의 효용이 현재

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 즉, 비대

면 진료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고, 오히려 더 작아질 것이라면 규제가

강화 즉, 비대면 진료의 범위차 축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공익이론에

따르면 규제는 위 각 변수에 따라 의료 주체인 의료진의 편익함수 

(, ,, )과 의료 객체인 환자의 편익함수를 (, ,,

) 라고 하고, 각 비용함수를 (, ,, ), (, ,,

523) 여기서 의료인만이 피규제자이거나 환자만이 규제수익자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한받는 것 또한 규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 제한이라는 규제로 의료인이 수익을 얻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524) 이 때 앞서 ‘포괄적 원격의료 행위’의 정의에 따라 약사들에 대한 후생의
변화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편의상 논의를 의료진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에 관련한 논의도 위 논의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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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할 때 규제의 변화를 통한 U=MAX{()/(+

)}를 찾아나가는 데에 목표가 있는 것이다.525)

이때 각각의 요소 내에서 계산되는 편익 분석을 위한 프레임 워크는

데이터의 축적이 충분히 이뤄진 이후에 정교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현행으로는 어떠한 요소들이 원격의료 서비스의 비용, 이익 발생

요소인지를 상세히 파악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526) 그리

고 이러한 과정에는 코즈의 정리에 따라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설계가 덧붙여져야 한다. 즉, 원격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

는 재산권의 명확화 –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후 청구할 수 있는 예측가

능한 비용 산정, 원격의료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통신비 및 장비비용, 원

격의료 서비스 진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 산정 등 – 가 이뤄지도

록 하여 이에 따라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고,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자 – 의료기관 및 정보통기술 지원 업체 등 – 간

의 협업 관계가 통제하기 쉬운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527)

최근의 몇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 ① 의료행위의 주체

를 의사에서 간호사나 전문인력으로 확대하는 경우(), ② 재진 환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초진 환자도 원격의료의료의 객체가 되도록 하는 경

우()에는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나, ① 의료행위 범주를 검사, 상담에서

치료 및 약처방까지 가능하게 하는 경우(), ② 의료의 주체를 의원급

525) 김두얼, “비용편익분석 입문: 기초원리와 사례”, 한국법제연구원, 2017,
6-11면.

526) D. Lobley, “The Economics of Telemedicine.” Journal of Telemedicine

and Telecare, vol. 3, no. 3, Sept. 1997, pp. 117–125,

https://doi:10.1258/1357633971930977.
527) Nathalie Pelletier-Fleury, Valérie Fargeon, Jean-Louis Lanoé, Michèle
Fardeau, “Transaction costs economics as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barriers to the diffusion of telemedicine,” Health Policy, vol 42,
issue 1, 1997, pp. 1-14, ISSN 0168-8510,
https://doi.org/10.1016/S0168-8510(97)00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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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528) 물론 이는 소비자 후생에

대한 연구이고, 요양급여 제공자인 의료진의 후생에 대한 연구가 아울러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이 소비

자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적정 수준의 규제 수준을

고민해야 한다는 함의를 주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 특유의 성격을 추가

로 고려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일종의 사회보험제

도로서 강제가입제이므로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을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입하게 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의 요

양기관으로 의무 지정되는 당연지정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529) 이에

대하여는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지

만,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그 본질상 강제적 요소

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보험가입자로서는 그가 지불하는 보험료가

예상의료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보험자로

서는 질병위험도가 높아 예상의료비용이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

자의 가입을 거부하려 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도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

여 원칙적으로 전국민을 포괄적 적용대상으로 하여야만 소득수준이나 질

병위험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 본

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보험의 목적은 국민 개개인

에게 절실히 필요한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보험가입자 간의 소득재분배효

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은 동일위험집단에 속한 구성원

에게 법률로써 가입을 강제하고 소득재분배를 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해왔다.530)

528) 박문수 외 2인, “원격의료 규제완화의 소비자후생 효과 추정”, 규제연구 제
25권 제1호, 한국규제학회, 2016. 6, 25-53면.

529) 이화연, “법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임의비급여의 허용 문제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경제학 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법경제학회, 2016, 38-39면.
530)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0헌바51 결정;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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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건강보험은 경제적인 약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531)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라는 목적이 시장을 통한 사회적 최적 효용 달성이라는 목적과 별개로

추구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의료서비스에 대한 임상적 필요는 대개 경

제적 필요를 넘어서고, 그러한 실제 수요자의 욕구는 임상적 욕구를 넘

어서는 경향이 있어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수요 욕구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532) 이러한 이유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도입은 의료서비스 수

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즉,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제3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부 비용 지급으로 인해 종전보다 비용이

감소되었다는 인식으로 수요자는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533)

그러면 위와 같은 가정을 전제로 했을 때 어느 수준으로 원격의료 허

용 관련 변수들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동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코즈의 이론에 따

라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에서 재산권 설정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금 더 거칠게 이야기하면 의료진이 기존 경제적

편익에 불확실성이 더해지지 않을 권리와 환자들이 더 다양한 의료서비

스를 받을 권리 사이에서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하는 것

이다.

그런데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는 현재까지는 거래 자체가 주체는 ,

행위는 , 객체는 까지 한시적으로는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런데 그 이상의 확대에 대해서는 당초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 환자

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거래를 제안할 가능성조차 닫혀있는

상황인 것이다. 환자에게 위험하다는 이유라면 이는 손해배상책임을 통

해 의료진의 비용으로 가중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이에 따르면 의료

고 99헌마289 결정 참조.
531)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0헌바51 결정.
532) 권순원, “보건의료부문의 주요 정책과제 – 경제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의

료법학 제2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01, 207-208면.
533) 권순원, 위의 논문, 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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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 이러한 리스크가 포함된 가격에 환자에게 더욱 다양한 원격의료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거래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

한 규제에 따라 사회적 후생이 최적화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의료 서비스의 행위 확대 ‘상호성’이 높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권리 충돌 상황에서 교섭력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비용이 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의료진에게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를 제공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단순히 규제자에 의해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 수준이 결정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다. 이 경우 비

대면 진료의 주체, 행위, 객체는, 환자가 기대하는 편익보다는 낮은 수준

의 비용을 의료진이 요구하는 경우로 그 확대 수준이 정해질 것으로 예

상된다. 실제로 미국에서 연방법으로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

고, 연방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상의 비대면 진료 진료비 지원과 관련

한 문제, 개별 주 사이 의사 면허를 동등하게 볼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한

문제가 남은 점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534)

II. 스티글러/펠쯔만 및 베커 이론에 따른 분석

1. 서설

그러나 실증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는 공공선택

이론에 의하여 더욱 잘 설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베커의 이론에 따라

피규제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힘의 논리로 인하여 규제가 결정된다고

볼 여지가 높은 것이다. 가장 빈번하게 규제를 유지하는 측으로 등장하

고 있는 피규제자는 역시 대한의사협회이다. 실제로 가장 대한의사협회

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원급 기관들에 대한 화상기기 지원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재난적, 한시적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원격의료 서

534) 고순주·정성영, “일본 원격의료 정책의 분석과 시사점”, 기술정책 이슈, 한
국전자통신연구원, 2020, 13-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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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

으며,535) 원격의료 서비스 제도 도입 강행을 이유로 총파업을 진행한 바

도 있다.536) 과거 2014년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을 통한 원격의료 서

비스 도입을 이미 한 차례 저지했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러할 수 있다.

물론 대한의사협회의 이와 같은 반대 입장에 대하여는 대한병원협회와

같이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자는 취지의 반대되는 이해관계 단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537) 그러나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이

득을 얻게 되는 환자들은 이익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큰 영향

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원격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는 함구하

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538) 다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로 대표되는

정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환산지

수) 인상을 카드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입

자 대표들의 반발을 살 것이 예상됨에도 8명의 가입자 대표들과 8명의

의약계 대표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그 중 2명만을 차지하고 있는 대립

에서 키를 쥐고 있는 것은 8명의 공익대표단이고 특히 이들을 보건복지

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중재자나 조정자 이상의

역할을 하기에 의미있는 협상이 될 수 있다.539)

그러나 가장 합리적인 협상카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서 상대가치점수에

의 반영이다. 즉, 원격협진에 있어서 원격 자문을 요청하는 원격협진 의

535)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원격진료 악용 소지 ‘화상진료장비 지
원사업’ 즉각 중단해야”, 2021. 4. 15.

536) 미래한국, “[심층분석] 의사들은 왜 저항할 수 밖에 없었나? 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 2020. 9. 16,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932), (최종접속

일: 2022. 1. 30.)
537) 메디게이트 뉴스, "원격의료 내주고 수가인상 받자" 병협, 의협에 '원격의료 허용
의료계 합의' 전격 제안, 2020. 6. 12, (http://medigatenews.com/news/2744912599),
(최종접속일: 2022. 1. 30.)

538)한국환자단체연합회, (http://www.koreapatient.com/ab-1731&PB_1384421931=2),
(최종접속일: 2022. 1. 30.)

539) 최희경(주 456), 89-91면.

http://medigatenews.com/news/2744912599
http://www.koreapatient.com/ab-1731&PB_1384421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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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료는 기존 종별 재진진찰료 수준으로(이에 더해 환자의 검사결과지 등

을 업로드할 경우 정보제공 비용으로 재진진찰료 1/3 수준의 수가가 가

산 적용), 원격협진 자문을 제공한 의료기관의 원격협진 자문료는 종별

초진진찰료의 2배 수준으로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하였듯이540)541) 이후 확

대될 원격의료 서비스의 행위 범위에도 유사하게 유리한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는 것이 비대면 진료의 인센티브가 되어야하는 것이지, 인센티브

를 이유로 1차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전반에 적용될 환산지수를 급격

히 인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물론 비대면 진료 인센티브와 별개

의 사유로 환산지수 상승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스티글러/펠쯔만의 이론과 같이 규제자는 표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

는 방식의 규제 완화와 관련한 최적 균형점을 찾으며, 베커의 이론과 같

이 규제는 이해관계자들의 힘의 논리에 따른 균형점에서 이뤄질 수 있

다. 원격의료 서비스의 법제화에 대하여는 의료계의 파업 등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온 것이 사실이나, 한시적 원격의료 서비스의 허용으로 인해

어느 정도 제도 정착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

에 원격의료 서비스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에 의하여 해당 의

료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별개 문제이다. 즉, 의료시장의 특성상 의료기관

의 의료행위에 따라 원격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상황에서의 원격의료 서비스 허용이 실생활 내 원격의료 서비스의 정착

의 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

2. 상대가치점수 확대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

그러므로 첫째로, 원격의료 서비스 행위 관련 요양급여는 적어도 요양

540) 매일경제, “'비대면 의료'로 이름바꿔 추진…정부, 수가 올려 의료계 설득
할 듯”, 2020. 5. 14,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5/495022/),
(최종접속일: 2022. 1. 30.)

541) 의협신문, “政, 원격의료 전방위 드라이브...'의사-의료인' 협진수가도 지
원”, 2020. 5. 26,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45), (최
종접속일: 2022. 1. 30.)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5/495022/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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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급여청구 시 대면진료 수준 이상의 상대가치점수로 반영되어 요양급

여 목록에 등재하는 방향으로 가 책정되어야 한다().542) 둘째로, 의

원급 의료기관 내에서 만성질환, 성 관련 질환, 탈모 치료 등 비대면 진

료의 효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진료과목에 한정하여 비대면 진료가 진

행되는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다(). 셋째로, 해당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물질적, 기술적 지원 등이 비대면 진료 확대 단계에서는 꾸준히 이

어져야 한다. 즉, 대한의사협회의 보도자료 등에서 주로 언급되는, 경제

적 효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로 비대면 진료

가 일상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기기 보급은 물론 A/S까지

꾸준한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료계의 주장과 같이 환산

가치 상승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확대도 가능하겠지만, 현재 한시적인

원격의료 서비스 시행으로 점차 감염병예방법 상 비대면 진료 시행으로

의료계 내 공감대도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서543) 상대가치점수의 조정 및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역효과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비대면 진료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가 대면 진료 요양급여의 상대가치

점수에 비하여 가산된 특혜가 일시적일 경우 피규제자인 의료인의 반발

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종국적으로 진료비가 상승된 채로 유지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초기 진료비 상승 및 초기에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면 대학병원에서의 진료를 원했던 환자들의 소비효

용함수 값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 설득력 있는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원격의료 서비스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542) 미국의 경우 적어도 코로나 19 사태 동안에는 의사가 정부에게 대면진료
와 동일한 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한국보건산업진
흥원, “미국 원격의료 확대 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제349호, 2020, 2면 참
조).

54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요양급여 절차

제도개선방안, 비대면 진료 추진방향 등 논의”,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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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던 역사를 고려해본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해당 반론에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확장으로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는 점, 원격의료 서비스의 전화상

담 관리료 등은 현재 본인부담금이 없는 상황인데, 비대면 진료 제도의

안착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으로의 전환이 일어나 진료비가 증가하게 된다

면 의료접근성이 낮은 환자들을 위주로 수요곡선이 조절될 것이라는 점,

비대면 진료 허용 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는 경우에도 이는 종

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범위를 좁히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자 후생의

변동은 없고 오히려 전체 수요곡선의 조절로 인해 종합병원 대면진료 환

자들의 후생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이 재반론의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많은 반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술한

여러 한정 조건으로 정착된 비대면 진료의 사회적 후생 증진 효과를 무

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이든,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 따라 모든 구성원의 선호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개인선호의 결집으로서 사회후생함수는

존재하지 않듯이544) 하나의 이상적인 의사결정은 존재하지는 않을 것으

로 보인다. 다만, 스티글러와 펠쯔만 그리고 베커의 이론에 따른 일련의

‘직관’은 과학적 실증 분석을 위한 하나의 가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에서 이러한 분석은 의의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3. 규제 샌드박스 확대를 통한 원격의료 실증적 데이터 수집

먼저, 의료진에게는 원격의료 서비스 행위의 요양급여 목록표 등재 및

대면 진료와 비교하여 가산된 상대가치점수 배정이 있다면 대한의사협회

의 견해와는 달리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음에도 프레이밍 효과나 인지적 귀인 오류에 의하여 이에 대한 판

단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보건

복지부가 대면 진료와 비교해 가산된 상대가치점수로 요양급여 목록표

544) 허성욱(주 4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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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하고, 원격의료 서비스 기기 관련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

하여 처음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이익 제한을 위한 시작점으로만

바라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의원급 의료

기관들에게도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 지역 시범사업545) 및 규제 샌드박스

를 활용한 원격의료 성공 사례에546)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과정에 무게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환자의 입장에서는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생각보다 적게 평가될 수 있다. 즉, 원격의료 서비스의 포괄적

범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위험성을 미리 판단하고 고지하는 방

안도 고민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일본과 같이 원격수술로까지의

확대를 고려할 때는547) 이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

도 설명의무 등의 강화를 넘어서서 쉽게 위험 가능성 등이 인식되는 방

안의 홍보를 통해 위험성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주의에 덜 영향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III. 소결

살펴본 바와 같이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에 대하여는 단순히 의료진들

의 경제적 수익과 환자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와 세계적 흐름과 오지, 벽지 등의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

해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모두 공익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대립하고

545) 한의신문, “해양원격의료도 성공 안착하는데…비대면 진료, 반대를 위한 반
대?”, 2020. 2. 28,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8364)

546) 의학신문, “규제샌드박스 탄 원격의료, 제도권으로 ‘성큼’”, 2021. 2. 10,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4059)

547) 고순주, 정성영, “일본 원격의료 정책의 분석과 시사점”, 기술정책 이슈, 한
국전자통신연구원, 2020, 43-45면에서 재인용
(厚生労働省, オンライン診療の適切な実施に関する指針, 2019. 6. 10.
( https://www.mhlw.go.jp/stf/newpage_05146.html).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8364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4059
https://www.mhlw.go.jp/stf/newpage_051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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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합리적 선택이론 중 코즈의 이론에 따르면, 의료의 주체, 행위, 그

리고 객체의 확대 중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후생의 증가를 위해서는 단

순히 거래를 억제하여 공급곡선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하기보다는

안전한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적절한 수준으로

의 확대가 거래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는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편익에 대한 검

토를 토대로 지불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이

용자가 원격수술에 대하여 위험과 관련한 비용을 높게 상정하고 있고,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원격수술에 대하여 그 제반 시설 및 위험 등

을 고려하여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면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애초에 확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이다. 이때, 원격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관계는 명확해야 하고, 원격의료 서비

스 제공자 간 그리고 제공자와 이용자 각 당사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 탐색 비용, 감시 비용 등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비되어야 사회적 최적 후생을 달성할 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스티글러 및 펠쯔만 그리고 베커의 이론에 따라 보았을 때 규

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가 이뤄지기는 어렵고 오히려 규제자가 피

규제자에게 포획된다는 견해도 가능하다. 해당 이론들에서 살펴볼 수 있

듯이 피규제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과 규제자에 대한 로비 등 힘의 논리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균형점으로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원격의료 서비스의 흐름은 바꿀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 속에서도 원만한 제도 안착을 위하여 규제자는 원격의료 서비스 관

련 의료행위에 대하여 기존 대면 진료 이상 전화상담 관리료 등으로 가

산된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되도록 하고, 원격

의료 서비스의 주체를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유리하게 하며, 의원급 의료

기관에 한정하여 관련 기기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 집단의 균

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행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기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코로나 19 기간 한시적 의료 접

근성 증진보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발전 취지에서의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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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 5 절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규제 개선방안 검토

제 1 항 공익이론에 따른 논의

I. 검토의 전제

“공익이론(Public Interest Theory)은 정부의 규제가 만들어지고 집행

되는 규범적, 실증적 이유는 외부효과, 독과점,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등과 같은 시장실패로 인해 훼손된 공익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

고 보는 관점”548)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을 통해 ‘의료행위’에 포섭되어 구글, 애플 등으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

들 및 AIA생명 등 대형 보험회사들로 대표되는 인슈어테크 기업들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금지되는 것이 규제에 의한 결과이고, 이에 따

라 시장실패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즉, 논의의 초점은 빅테크, 인슈어테크 등 산업 관련 ‘의료행위’의 정의

는 일종의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들을 어디까지로 보는지와 관련되

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제할 수 있다.

548) 허성욱, “규제행정의 규범적·실증적 목적으로서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효율성 – SSM 규제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법경제학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법경제학회, 2015. 4, 76면.

① ‘의료행위’에의 포섭 자체를 ‘규제’라고 정의하고, 이때의 포섭 수준을 수

치로 상대적으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고 전제하며 효용함수의 정의역으

로 설정하고 이를 ‘x’이라고 정의한다. 즉, x가 커질수록 규제는 강화되는

것이다. (단, x≥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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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전제 중 전제 ④는 이 글에서의 개선 방안이 기존 규제보다 더 넓

은 범위에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임을 전제한 것을 의미한다. 전제 ⑤는 빅테크, 인슈어테크 등 업계

가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서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이상 규제가 강화될

수록 효용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고, 핵심 사업 범위에서 멀어질수록

그 감소 수준은 완화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전제에서 근거한다.

또한, 전제 ⑥의 경우 의료계는 규제가 강화될수록 독점하는 행위가

늘어나므로 효용이 증가하되 기존 의료행위로 취급받는 행위에서 비의료

행위로 의료행위가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범위는 처음부터 진출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효용 증대 수준이 점차 줄어든다는 데에서 근거

한다. 마지막으로 전제 ⑦의 경우 소비자들은 전통적으로 의료기관에 의

② 사회적 효용의 합을 위하여 전제되는 ‘이익 주체’는 인슈어테크 관련 기

업, 의료계 그리고 소비자로 한정한다.

③ 규제에 따른 각 ‘이익 주체’는 효용함수을 지니고, 빅테크, 인슈어테크

등 산업계의 함수는 I(x)으로, 의료계의 함수는 M(x)로, 소비자의 함수는

C(x)로, 그리고 S(x)는 세 함수의 합으로 정의하고 모든 함수는 연속함수

이다.

{S(x)=I(x) + M(x) + C(x), (x≥0)}

④ x0는 현재 인슈어테크 관련 기업에게 가해지고 있는 규제 범위를, x*은

전술한 개선 방안으로서의 범위를 의미한다. (0<x*<x0)

⑤ I(x)의 경우, 도함수는 음의 값을 지니고, 이계도함수는 양의 값을 지니

는 함수이다. {I′(x)<0, I″(x)>0)}

⑥ M(x)의 경우, 도함수는 양의 값을 지니며, 이계도함수는 음의 값을 지

니는 함수이다. {M′(b)>0, M″(b)<0}

⑦ C(x)의 경우, x*미만에서 도함수와 이계도함수 모두 양의 값을 지니는

함수이고 x*이상에서 도함수와 이계도함수 모두 음의 값을 지니는 함수이

다.

[{C′(x)>0, C″(x)>0} (0≤x<x*)}, {C′(x)<0, C″(x)<0} (x*≤x)}]

<표 14> 논의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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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만 행해지던 의료행위가 침범되는 수준으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위

험성이란 음의 효과는 시장 의료 공급자의 확대로 나타나는 가격 인하

효과란 양의 효과에 비해 클 것이라는 점에서 전제되었다. 비의료기관이

수행하지만 의료행위로 규제될 수도 있는 소위 ‘그레이 존’이자 인슈어테

크 업계의 핵심사업범위 부근에서는 그러한 위험성이 줄어들고 가격의

측면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전제를 가정한 것이다.

이 경우 위 가정에 따라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549)

II. 검토의 결과

(x*,S(x*))
(x0,S(x0))

<그림 23> 규제 수준에 따른 효용의 변화

549)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위 함수 정의 중 부합하는 함수인

  ×

,   log ,    을 가정하여 그래프

를 산출하였으나 추후 구체적인 변수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한 모델링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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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적어도 현재의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보다 제시된 개선방안과 같이 적절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

하는 것이 더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x*,S(x*))를 S(x)의

극댓값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① 빅테크, 인슈어테크 등 업계의

관점에서 규제 완화는 상당한 수준의 효용 증가를, ② 의료계 관점에서

적은 수준의 효용 감소를, ③ 이용자 즉, 고객의 입장에서도 효용의 증가

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는 적어도 칼도-힉스 효율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만약, 빅테크, 인슈어테크 등 업계가 예방 및 관리 차원의 정보 제

공 서비스에 근처 의원을 소개해주는 서비스 등 의료계의 시장 크기를

키울 수 있는 서비스를 연동시킨다면 오히려 의료계에서는 효용의 증가

가 일어나 파레토 효율에 가까워질 가능성도 가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 2 항 베커의 이론에 따른 논의

I. 검토의 전제

합리적 선택이론의 개선 목표로 자주 등장하는 시장실패 중 ‘정부실패’

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자원 배분을 왜곡시켜 경제적 효용을 감소시키

는 것을 의미한다.550) 이러한 유형으로는 ① 정치인이 재선을 위해서 과

도하게 공공재를 분배하는 ‘입법실패’, ② 사회적 이익을 높이는 규제 법

안이 입안되더라도 관료에게 효율적으로 이를 집행할 인센티브가 없어

발생하는 ‘관료실패’, ③ 각자가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여 부의 이전이 발

생하는데 이때 자신들의 자원을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지대추구’가

대표적이다.551)

디지털 헬스케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규제 개선 문제에 있어서 살

550) 김윤권,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한 역대정부의 성공 및 실패사례 연구”, 한국
행정연구원, 2010, 37-38면.

551) 위의 논문,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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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아야 하는 정부실패는 ‘지대추구’의 측면에 있다. 특히, 궁극적으로는

새롭게 창출된 시장에 대하여 빅테크, 인슈어테크 등 업계로 대표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업체들에게 의료업계에게 주어진 독점권을 없애 접

근할 권한을 줄 것인가와 관계되므로 공공재에 관한 편향된 분배라고 보

기 어렵다. 입법이 미비하여 규제 공백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등 정부

의 가이드라인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관료의 집행 인센티브 부재

에 따른 문제도 없어 보인다. 다만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업체 특

히 빅테크, 인슈어테크 등 업계는 단순히 새로운 시장에서 과다한 진입

규제 없이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 의료업계에게는 해당 시장을

독점하여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즉, 의료업계 입장에서는 지대로서의 독점권을 부여받아

혹시 모를 침범을 방어하고자 하므로 규제권자에게 로비하여 각자의 목

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정부실패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게리 베커(Gary Becker)에 따르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정 정책이나

규제 등을 경쟁하고 있는 두 시장 참가자들의 집단인 s, t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로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캠페인을 하고, 팜플렛을

배포하는 등 비용을 더 많은 수의 사람과 함께 들이는 방식으로 입안자

혹은 규제자에게 압력을 가하게 되고, 이러한 압력의 크기에 따라 서로

가 압력의 크기를 조절하면서 일정한 균형점 e1(s1, t1)이 형성되게 된

다.552) 그런데 만약 한 시장 참가집단 s가 프리라이더를 효과적으로 통

제하거나 TV에서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했을 경우 균형점 e2(s2, t2)은 우

상향하게 된다.553) 이는 s와 t가 가하는 압력의 상대적인 수준을 변화시

킬 뿐만 아니라 압력의 총량까지 상승시킨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지대추

구 비용을 발생시켜 정부실패의 크기를 높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

한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베커의 전제에 다음과 같은 전제를 추가로 세

워볼 수 있다.

552) Gary S. Becker, op. cit., pp. 376-378.
553) Ibid, p.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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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제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참여자 집단은 빅테크, 인슈어테크

등 업계 업계 I, 의료업계 M, 소비자 업계 C로 제한하고 규제의 수준은 ‘의

료행위’의 행위 포섭 수준으로 보며 이를 x로 정의한다. (단, x≥0)

② 표 2에서와 같이 일정한 규제의 수준 (x0≤x≤x*) 사이에서는 C는 I에

포섭되는 집단으로 상정하고, C는 I 집단의 프리라이더라고 정의한다.

③ 최적반응함수 ΨI(m)은 M의 규제 결정자에 대한 압력 행사 수준 m이

있을 경우 최적 압력 행사를 의미하고, 우상향하는 함수이다.

④ 최적반응함수 ΨM(i)은 I의 규제 결정자에 대한 압력 행사 수준 i가 있

을 경우 최적 압력 행사를 의미하고, 우상향하는 함수이다.

<표 15> 논의의 전제

위 표에서 전제 ② 의 경우 편의상 C와 I의 행위 양상이 다를 것임에

도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상의 규제 수준과 이 글에서 제안한 완화된

정도의 규제 수준 사이에서는 유사한 형태의 효용 증가가 있다는 점에

서, 그리고 C는 관련 시민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압력 행사의 수준

이 미미하여 전국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에만 I에 유리한 영향력

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에서 가정하였다. 그 외에는 베커의 이론 및 이를

발전시킨 논의의 틀을 차용하였다.554) 이러한 전제에 따라 그래프를 도

출할 경우 다음과 같다.555)

II. 검토의 결과

554) 허성욱(주 19), 672-674면.
555)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선형함수를 가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     , 

  


 으로 전제하여 그

래프를 산출하였으나 추후 실증적 데이터 수집과 모델링을 통해 교정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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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me)

(i*, m*)

<그림 24> 베커 모델을 차용한 규제 분석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ΨI(m)와 ΨM(i)은 균형점 (ie,

me)에서 서로가 규제 결정권자에게 행사할 최적 압력의 수준을 결정하

게 된다. 이는 2010년도에 건강관리서비스업 및 2011년도에 국민건강관

리 서비스법으로 현재 규제와 유사한 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업계의 활성

화를 저지시킨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압력에 따른 영향력과556) 스타

트업계가 주된 규제 개혁의 동력이 되고 있는557) 빅테크, 인슈어테크 등

업계의 압력에 따른 영향력을 상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균형이 점차 움

직여 현재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수준의 규제까지 규제 완화를 가져

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분석에서 ‘프리라이더’로 지칭되는 소비

자 즉, 더 나은 서비스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대상들의 압력이 결집되

556) 메디칼타임즈, “의료계,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반대 ‘요지부동’”, 2010. 7. 5.,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93683), (최
종접속일: 2022. 1. 30.)

557) 뉴스핌, “보험사, 인슈어테크 활용 '스타트업'과 협력해”, 2019. 7. 8.,
(https://m.newspim.com/news/view/20190708000352), (최종접속일: 2022. 1.
30.)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93683
https://m.newspim.com/news/view/201907080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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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만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는 운수

업계의 혁신으로도 불렸던 ‘타다’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고객들

이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의 반발에 결국 사업부문을 철수

해야만 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므로 효용을 함께 누리는 고객

들의 영향력을 결집시키는 방안을 빅테크, 인슈어테크 등 업계로 대표되

는 건강관리서비스 업계에서 모색하여 균형점의 우상향을 꾀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인하여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고

객들의 관심도와 압력을 끼치고자 하는 효용의 크기가 더 커졌다는 점에

서 ΨI(m)가 ΨI(m)*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 균형점은 (i*, m*)으로 우상

향하게 될 가능성은 현재 더 커진 상황이다. 이는 빅테크, 인슈어테크 등

업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규제 완화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점의 우상향은 결국 사회적 후생의 감소를 가져

오게 되는데 두 집단의 지대추구 비용이 발생하기 떄문인 것으로 보인

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법안 내 ‘의료행위’의 정의 혹은 ‘건강관리서

비스법’ 제정 등의 논의가 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3 항 소결

살펴본 바와 같이 빅테크, 인슈어테크 등 업계의 세계적인 시장 크기

는 핀테크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과 함께 크게 성장하고 있고,

국내 산업 규제는 완화의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아쉬움이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얻게

된 고객의 정보를 빅테크, 인슈어테크 등 업계 등이 가공하여 고객의 질

환 발생률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법상 무면허자에게는 금지되는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법경제학 방법

론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의료행위’ 개념 체계화에 있어 네거티브 및 포지티브 규제가 혼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네거티브 규제로 일관하는 동시에 ① 건강관리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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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아닌 서비스이거나, ② 단순정보제공이 아님에도 의료인의 판단 등

을 받지 않은 채로 제공되는 서비스인 경우를 의료법상 금지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포섭시키는 방식의 개선방안이 제안될 수 있다.

이를 공익이론을 통해 규범적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빅테크, 인슈어테

크 등 업계의 영업 범위와 관련해 ‘의료행위’ 포섭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

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고객의 리스크가 크게 가해지게 되는 즉, 외과술

등의 범위까지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면 빅테크, 인슈어테크 등 업계, 고

객들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고, 새로운 시장이라는 측면에

서 의료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지 않기에 칼도-힉스 효율을 달성할

수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아울러 연계 서비스를 통해

의료업계의 시장 확대 또한 예상된다는 점에서 파레토 효율을 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개선이 발생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도 몇

가지 가정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었다. 특히, 현 사안이 정부실패 중 지

대추구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임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베커의 이론을

응용하여 정부 부처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의 강한 영향력에 비해 다소

미약한 빅테크, 인슈어테크 등 업계의 영향력과, 효용 증진에도 불구하고

규제 개선에 영향력을 주기는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베커 이론상 프리라

이더 효과가 발생함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영향력을 응집시

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응집의 필요성과는 별개

로 현재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균형점이 우상향할 수는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규제 개선방안은 지대추구 비용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후생 감소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행정지도 등을 통한 규

제가 아닌 입법을 통한 규제가 합리적일 것이다.

제 6 절 소결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는 크게 데이터 규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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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규제 그리고 제품 규제로 나누어볼 수 있었다. 먼저 데이터 규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데이터 규제에 관한 주요 쟁점은 1차 데이터의 경우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자기결정권 강화에 관한 주장과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

한 영업의 자유권 강화에 관한 주장의 대립이 관련되어 있었다. 이에 대

하여 제안되고 있는 의료정보 이동권의 인정, ‘마이 헬스웨이’ 등 플랫폼

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배당제 등

을 법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규범적으로 유전정보

와 의료정보와 같이 상호성이 낮아보이는 정보는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접근권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의 권리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정보

이동권의 인정하는 방향, 익명화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유전정보

와 일부 의료정보는 경우에 따라 삭제, 정정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는

방향으로 법제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로, 유전정보 및 고유성이 낮

은 의료정보, 그리고 공공건강정보 전반에 대해서는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 헬스웨이’에 포섭시키는 것이 합리적

임을 서술하였으며, 셋째로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상호성의 정도에 따

라 데이터 배당권 등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 후생 증진을 도모하는 방안

이 될 수 있음을 서술하였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업무 범위 가중에 대한

반발 및 업체들로부터 이익 공유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

러한 접근은 정부 소속 기관들로부터 실례를 수집하며 제도적 인센티브

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차례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규제는 원격의료 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한 규제 쟁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 중 원격

의료 서비스의 경우 의료의 주체, 객체, 행위의 확대의 수준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규범적으로 거래비용이 더 적을 것으로 보

이는 의료진에게 서비스 확대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환자가 기대하는 편익의 수준으로 의료의 주체,

객체, 행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임을 살펴보았다. 그 전제로 위험성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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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실증적 데이터의 확인이 규제 당국으로부터 의료서비스 수요자들에

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 의료행위는 적어도 비급여 형태

로라도 허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종의 부의 재분배 목적

을 위해 사회보험 형태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 법제에서 필연적으로 발

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후생손실을 초과수요를 감소시켜 줄일 여지가 높

다는 점에서 규범적 당위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원격의료 확대 논의는

베커의 이론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등의 이익집단으로 인하여 사회적 후

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수가 협상에 있어 환산지수 증가보다

는 비대면 진료행위와 관련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표 및 상대가치점수 상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유사 대면 진료행위 이상의

상대가치점수가 책정되도록 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해보인다. 이는 일

시적으로 의료행위 전반에 적용해보고, 궁극적으로는 적어도 초과수요를

줄이는 규범적 당위성이 있는 진료과목에 한정하여 유지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디지털 헬스케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하여는 빅테크 및 인슈어

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규제를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현재 ‘의료행위’ 개

념 체계화에 있어 네거티브 및 포지티브 규제가 혼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네거티브 규제로 일관하는 동시에 ① 건강관리 등의 목적이 아

닌 서비스이거나, ② 단순정보제공이 아님에도 의료인의 판단 등을 받지

않은 채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면 이를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행위’로 포

섭시키는 방식의 개선방안이 제안된다. ‘의료행위’ 포섭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고객의 리스크가 과다 증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빅테크, 인슈어테크 업계, 고객들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고, 새로운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료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

지 않기에 칼도-힉스 효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연

계 서비스를 통해 영업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파레

토 효율 달성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 강한 영향력에 비해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업계의 영향력과, 효용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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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도 소비자들이 베커 이론상의 프리라이더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

다. 그러므로 고객의 영향력을 응집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균형점이 우상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아울러, 이는 규제의 완화를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 이는 지대추구

비용의 증가를 이끌어 후생 감소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행정부의 기존

의료법령 해석을 통한 규제가 아닌 입법을 통한 규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하였다.

제 5 장 결론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고, 언

론의 관심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개별 실용적인 기술 사례도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산업 기금 마련 등의 지원과

더불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예방,

치료, 관리의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인간으로부터 수집한 데이

터를 이용하여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하고, 그 용어의 대표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

련한 현행 규제를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

스 규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규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의 문제점들을 살펴볼 경우, 현행 규제 속

에서 산재된 법령에 따라 데이터가 수집 및 이용, 처리되고 있어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의 침해 및 업체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낮은 상황

이다. 또한,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는 의료소비자들의 의료선택권이 의료

기관의 영업의 자유 관련 쟁점을 해소하면서 증진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한시적으로만 허용되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법

령에 근거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만 규제되고 있었으며, 가이드

라인상의 ‘의료행위’ 해석 또한 모호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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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미국, EU, 핀란드,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디지

털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배당제, 의료정보 이동권 등의 활용

가능성 증진, 원격의료 서비스의 제한적이지만 점진적인 허용,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제안하고 이를 법경제학적으로 간략히 살펴

보았다. 이때 사용된 법경제학은 코즈의 이론, 베커의 이론이 주된 이론

이었으며, 해당 법경제학 이론을 통한 논증은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

로 한 것이 아닌 모델링에 그친다는 점에서 후속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추후 시장 경제성과와 관련한 실증적 측면이 뒷받침됨으로

써 더욱 실리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개선이 이뤄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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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Digital Healthcare from public

law perspective

- Focusing on the law and economics analysis

regarding the regulations of Data,

Telemedicine, Healthcare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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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digital healthcare market is rapidly expanding, media

attention to it is continuously growing, and various practical

technology examples are being fou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regulations along with the existing industry fundraising support.

Chapter 2 of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regulatory

status of digital healthcare. Digital health care can be a representative

term in a situation where concepts and terms are mixed in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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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s. ‘Digital healthcare’ can be defined as a ‘Set of activities and

means of providing service and products using data collected from

humans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for the

purpose of prevention, treatment, and management. Types of digital

healthcare can be divided into service types and product types. In

this study, telemedicine, healthcare services, software-based medical

devices, wearable wellness devices, and mobile applications were

examined. Digital healthcare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quasi-public

good. And it also causes the problem of information asymmetry. In

this regard, there is a need for public regulation. Digital healthcare

regulation should be based on public law dogmatic. It should be a

way for stakeholders to participate in the design of regulations for

the public good. Within this framework, current regulations on digital

healthcare can be divided into digital healthcare data regulation,

digital healthcare service regulation, and digital healthcare product

regulation. Several problems are pointed out in relation to these

regulations. This study focused on data regulation, telemedicine

regulation, and non-medical healthcare service regulation. ① In the

case of digital healthcare data regulation, the biggest problem is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low access to data that can occur within the industry. ② In the

case of telemedicine regulation, the appropriateness of telemedicine

permits could be a problem in connection with the Right of choice of

medical consumers and the right of business for medical

professionals. ③ Also, in the case of non-medical healthcare services,

‘whether it is a medical practice’ is the biggest issue.

In Chapter 3, this study compared overseas cases and domestic

regulatory systems. And the author drew up a plan to improve

regulations. ① Regarding digital healthcare data regulation,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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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to request the right to transmit medical information, to use

a data platform such as ‘My Health Way’, and to utilize the data

dividend system. ② Regulations on telemedicine may allow limited

telemedicine with clinic-level medical institutions as the main body.

③ For non-medical healthcare services regulation, the guidelines for

non-medical healthcare services may be revised by using negative

regulation.

In Chapter 4, the author reviews the feasibility of improving digital

healthcare regulations through law and economics methodologies. The

economic approach is a kind of methodology aimed at optimizing

social welfare. The results of the review related to the improvement

plan for digital healthcare data regulation are as follows. ① Data that

seem to have low reciprocity and high uniqueness, such as genetic

data and medical data, should be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protection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For other data, it is advised to improve the

regulation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access righ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In this respect,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ncluding medical data is proposed. ② Transaction costs

should be lowered for medical information, health information, and

public health information with low uniqueness. Inclusion of this

information in the current ‘My Health Way’ platform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hrough incentives. After sufficient post-regulatory

measures are prepared, medical blockchain technology can be used.

Therefore, it is proposed to access information with high uniqueness

through the platform. ③ It is desirable to apply the data dividend

system to data with low uniqueness, and then gradually expand it.

Second, in the case of telemedicine regulation, there is a possibility

of reducing the excess demand and thus reducing the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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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s caused by the income redistribution purpos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refore, it is proposed to establish telemedicine

service only for cases requiring medical accessibility with clinic-level

medical institutions as the main body. In the early days of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level of claiming medical

care benefits for non-face-to-face medical services is not lower than

for face-to-face medical services. In additi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strict follow-up monitoring are required.

Lastly, in the case of healthcare service regulation, the

‘Non-medical health management service guideline and casebook’

established because ‘medical practice’ is unclear under the Medical

Act needs to be revised. In other words, it is proposed to clarify

whether “medical practice” is applicable through negative regulation.

In addition, diversifying the services of non-medical healthcare

service providers can help improve the public interes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aise interest in service users and ultimately to

legislate for 'medical practice'. Modeling and analysis should be

followed through empirical data in the future.

keywords : Digital healthcare, Data, Telemedicine, Healthcare

service, Regulation, Law and Economics

Student N umber : 2018-3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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