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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국경봉쇄, 확진자 추적, 마스크 대

란 등 코로나19 초기의 충격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성격의 사건이었습니다. 하

지만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도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등 새로운 방식

으로 일상성을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를 목도하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

로운 기준, 뉴노멀에 대한 담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장 주목해야할 산업은 단연 바이오헬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에도 인구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은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가파른 성장세에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팬데믹 극복의 원동력이자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이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패

러다임 전환 추세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

래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작업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뉴노멀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분석 노

력의 결과물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환경 변화를 영역별로 분석하고, 각국의 전문가, 싱크탱

크 및 정부기관의 미래 전망도 방대하게 조사했습니다. 우리 국민, 산업계 및 의료계 등 이해관계

자들의 인식 및 정책수요도 면밀하게 파악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사 분석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뉴노멀을 넘어 넥스트노멀을 대응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은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의 저력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진단키트를 중심

으로 보건산업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은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의 역량은 포스트코로

나 시대 바이오헬스 뉴노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2021년 8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권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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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1. 정책 거버넌스

◾미래 모습

 ㅇ 바이오헬스 이해관계자 모두가 D.N.A.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하여 다시 바이오헬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조성

   - 공급자(병원, 기업)는 D.N.A.를 바이오헬스에 적극 접목시켜 헬스케어의 편익을 크게 향상

   - 수요자(시민, 환자)는 D.N.A.의 핵심자원인 자신의 보건의료 정보를 스스로 관리하면서 의료시스템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기술발전을 위해 이를 연구·산업계에 적극적으로 제공

   - 조정자(정부, 진흥원) 바이오헬스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율하고 국민의 D.N.A. 기술 수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ㅇ 바이오헬스 산업 컨트롤 타워를 정비하여 통합적·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재편

   - 바이오헬스 산업 전담 조직 주도의 명확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그에 따른 정책 목표의 효율적·

효과적 달성

   - 바이오헬스 산업 전담 조직 내 혹은 산하에 바이오헬스 분야 D.N.A. 전문 조직을 구성하여 

D.N.A. 분야 중점 육성

   -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투자계획의 사전조정, 투자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전략적 예산배분을 통

해 D.N.A. 활용 기술 개발·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 수립

   -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연계를 통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지원으로 산업 발전 가속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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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국내

 ㅇ 산업

   - D.N.A.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등장 및 기존 IT 기업들의 바이오헬스 영역 진출도 증가

* 병리·영상 진단, 디지털 헬스 앱, 디지털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등장

* 네이버는 일본에서 원격진료 시작, SKT는 ICT와 5G 결합한 신사업 진출

   - 벤처캐피탈의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도 증가 중

* (’16)4,686억원, (’17)3,788억원, (’18)8,417억원, (’19)11,033억원, (’20)11,970억원

   - 바이오헬스(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도 지속 증가

* (’16)10,223백만불, (’17)12,186백만불, (’18)14,552백만불, (’19)15,692백만불, (’20)21,703백만불 (’19

년 대비 38.3% 증가)

 ㅇ 정책

   - 정부 혁신성장사업 대표 브랜드 D.N.A.+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의 핵심으로 바

이오헬스 D.N.A. 관련 정책 추진 중

*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5대 빅데이터 구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국가

전략, 인공지능 국가전략,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등

   - 바이오헬스 관련 정책이 부처 및 지원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고, 바이오헬스 D.N.A. 관련 정책도 

부처별로 추진 중

* 바이오헬스 정책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여러

관계 부처가 추진하고 있음

◾해외

  ㅇ 산업

   - 글로벌 IT 업체들은 D.N.A.를 활용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해당 영역으로 활발하

게 진입을 시도

* 구글의 베이스라인 프로젝트(데이터 수집), 마이크로포스프 지노믹스(유전체분석), 애플의 헬스키

트(데이터 플랫폼) 등

   - 미국 CMS(보험청)와 민간보험사는 보험 커버리지 확대,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D.N.A. 기술을 의료에 적극 도입



- 221 -

* 미국 정부는 ARRA(미국 재건과 재투자법), HITECH(의료정보기술법) 법안의 활동으로 헬스케어

부문에 EHR 도입을 추진하여 의료계 내 D.N.A. 기술 도입에 매우 우호적인 기반 마련

* 최근 미국 보험청은 HeartFlow사의 관상동맥 CT 분석 소프트웨어 FFRCT의 보험수가를 인정한

바 있고, Viz.AI사의 뇌졸중 진단 소프트웨어 Viz ContaCT에 대해 신기술 추가보상을 부여

 ㅇ 정책

   - (미국)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산하 과학기술정책실(OSTP)에

서 연방 차원 정책수립 및 예산조정

* NSTC 주도의투자우선순위선정과범부처 R&D 프로그램을통하여부처간정책조정과협력유도

* 21년 회계연도 R&D 예산에 대한 OSTP 의견서에는바이오 경제혁신을 5가지 우선영역 중하나

로 제시하면서 바이오 의학, 참전군인 건강, 바이오경제 3개 영역으로 이를 구체화

* 최근 바이든 행정부에서 OSTP의 국장을 내각 수준으로 승진, 위상 강화

* 또한 보건복지부(HHS) 산하에 의료정보화를 담당하는 전담 기구인 ONC(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설립하여 의료정보화에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 수립과 의료정

보시스템 구현 담당

   - (영국) 보건부 산하에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 프로그램 운영 및 감사 전문 조

직(NHS Digital)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 및 이니셔티브는 NHS를 통해 추진

*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산하의비정부공공기관인 NHS Digital이 의료정보의관리및처리와

관련된 광범위한 역할 수행

* 범학문간·다학문간연구영역증가에따라영국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s UK, RCUK)를 설립,

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주제를 Cross-Council Programmes로 선정하여 우선투자 대상으로 검토 및

다학제적 연구 집중 지원

   - (일본) ICT 융합 의료·헬스케어 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국가전

략 수립 및 관련 조직 신설

* 보건의료분야컨트롤타워로내각부에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설치하여관련부처의연계와통합

지원체계 구축, 대응창구 단일화

* ’15년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를 설립하여기초연구지원에서실용화및승인신청단계까지

국가차원의 일원화된 연구 지원

   - (호주) ADHA(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를 통해 국가 차원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서비스 

설계 및 정책 방향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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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ㅇ 산업

   - D.N.A. 분야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업체 부재

* 특히 신약개발, 스마트병원에 적용 가능한 AI 분야 글로벌 경쟁력 부재

   - 규제 문제로 해외 시장에서 가능한 사업이 국내에서는 제한되는 경우 발생

* 국내 기업들이 사업 노하우와 데이터를 확보할 기회가 제한되어 경쟁력 향상에 한계

   - 벤처 투자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글로벌 성공사례 부재

* 신약의 경우 직접개발보다는 글로벌 기업에 기술이전 전략 추진

 ㅇ 제도

   - 바이오헬스에 D.N.A.가 접목되고 개인의 민감한 의료데이터 활용이 핵심과제로 대두되면서 이해

관계자 간 갈등 심화 

* 환자, 시민단체, 의사단체, 병원단체, 산업계등다양한주체들간에데이터소유권, 수익배분, 활

용 목적, 활용 범위 등에 대한 이견 노출

* 활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유출에 따른프라이버시 침해 및 차별발생, 관련

범죄에 대한 낮은 처벌 등임

* 영국의 의료데이터 활용 사업인 Care.data 등 법적 근거 하에서 진행된 빅데이터 사업도 시민사

회 지지 확보 실패로 문제 발생

   - D.N.A.는 범분야 이슈(Cross cutting issue)로, 다부처에서 산발적·중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는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로 정책 효과 반감

   - 부처별·단계별(기초-원천-응용)로 진행되는 칸막이식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과 사업화 간 

단절 등으로 R&D 효율 저하

   - D.N.A. 관련 규제가 기술발전과 괴리되고 그레이존도 다수 존재

* 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규제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신기술 활용 제

품의 인허가, 보험급여 문제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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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과제

① D.N.A. 기술수용성 제고 사업

□ 사업 내용

 ㅇ D.N.A. 활용 보건의료 신기술의 가치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채널 구축

   - 특히 공급자(병원) 보다 수요자(시민·환자) 입장에서 D.N.A. 활용의 필요성을 전달할 필요가 있음

 ㅇ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이해관계자(의료인, 시민, 환자 등) 대상으로 D.N.A. 세부 기술별 기술수

용도 파악 및 맞춤형 사업 기획 

   - 대상별·분야별 관심도 및 기술수용도 현황 파악, 결과 분석하여 이슈브리프로 발간하고 맞춤형 

기술수용성 제고 사업 기획

* 초기에는 D.N.A. 기술 중심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며, 향후 첨단재생의료 등 바이오헬스 분야 신

기술 전반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 예정

 ㅇ 디지털 헬스케어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국민신뢰 확보) 

   - D.N.A. 기술의 의료소비자 경험 컨퍼런스, D.N.A. 신기술 편익 컨텐츠 개발(youtube, 팜플렛, 경

험수기공모전 등), 기술 활용 선진국 사례 전파 등

② D.N.A. 규제 영향 분석 연구

□ 사업 내용

 ㅇ D.N.A. 관련 규제가 현재 바이오헬스 산업에 미치고 있는 영향 및 규제 완화가 산업에 미칠 영향 분석

   - D.N.A. 관련 규제가 현재 바이오헬스 산업 각 분야에 미치고 있는 영향 및 규제로 인해 산업이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 등 파악 필요

   - 규제가 완화된다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 규제 완화로 편익이 더 큰 분야를 가려내 

보다 효과적인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 제공

*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성장 유망 분야 조사, D.N.A.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 성장 및 병원기술

사업화 관련 규제 포함

③ D.N.A. 정책화 지원 사업

□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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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해외 바이오헬스 정책 컨트롤타워 및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주무부처 

D.N.A. 정책 수립 지원

 ㅇ 해외 바이오헬스 정책 컨트롤타워 조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이상적인 컨트롤타

워 역할 도출

   - 대통령·총리실 주도(미국 OSTP, 일본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 별도 기구 설립(호주 ADHA, 영

국 NHS digital) 방식 등 조사 및 분석

   - 해외 사례의 국내 적용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 이상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조사 및 분석

 ㅇ D.N.A. 정책 추진을 위한 해외 합의 방식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이상적 합의 방식 도출

   - 사회적 합의 방식(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개인자율존중 방식(미국) 등 바이오헬스 선도국의 

D.N.A. 활용 체계 조사 및 분석

   - 국내 사회적 합의 방식의 문제점 진단 및 이상적인 사회적 합의 기제 도출

④ 보건의료정보 활용 공익성 및 안전성 교육 홍보

□ 사업 내용

 ㅇ 보건의료정보 활용 공익성 및 안전성 교육·홍보

   - 공공 보건의료정보의 경우 정부에서 데이터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

   -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독려를 위한 PHR 활용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등 국민 체감형 소통 전략 마련

* 정부의 정책 비전과 계획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

렴하여 불안을 해소할 필요

   - My Data 등 정보주체 권한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

는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5. 기대 효과

 ㅇ 산업계

   - D.N.A.를 통해 우리 바이오헬스의 차세대 주력산업화 견인

   - D.N.A.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불식, 시민사회의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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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헬스 D.N.A. 분야 정책 추진방식을 효율화하여 산업계 혼선 방지, 데스밸리를 극복할 적시 

지원 수행

 ㅇ 국민·삶의 질

   - 의료기술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

   - 바이오헬스 D.N.A.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의료정보 전문가, 바이오헬스 AI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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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참고 1  데이터 3법 개정의 D.N.A. 영향

◇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로(‘20.1.9), 빅데이터·AI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나,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실효성

확보 위해 관련 법령·제도 정비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ㅇ 개인정보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

- 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 가공한 ‘가명정보‘를 통계·연구·공익적 기록보전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 가능

ㅇ 개인정보 중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판단 기

준 신설 등 개인정보 범위 명확화

ㅇ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또는 기관 간 가명정보 결합 가능

ㅇ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독립성 확보

□ 기대효과

ㅇ 데이터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증가하고, 보다 도전적·전향적인 데

이터 활용 가능

ㅇ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기존 연구개발·사업 활성화되고, 새로운 기술·제품·서

비스 개발 확대

- 정밀의료 등 의료데이터 간 연계·결합이 필요한 연구 및 기술 개발 활성화되어

개인 맞춤형 의료 현실화

-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신약·의료기기 및 AI 플랫폼 개발 등 혁신기술 개

발·사업화 활성화

- 디지털치료제, P-HIS(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사업 등 바이오헬스 분야 다양

한 신기술·신사업에도 긍정적 영향 전망

ㅇ 개인정보 감독기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원화·독립성 확보로 그간 불가능했던 유

럽연합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평가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EU는 원칙적으로 회원국 시민의 개인정보를 타 국가로 반출하는 역외 이전 행

위를 금지하나, 국가별 적정성 평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동일하

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로운 이전 허용

-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국내 기업들이 EU 국가에서 활동하며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가져와 마케팅 및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기업들의 유럽 진

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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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ㅇ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 데이터 결합 방법·절차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

ㅇ 의료정보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 및 의료법과 상충되어 개인의

료정보 활용이 제한될 여지 존재

- (생명윤리법)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를 제3자 제공시 서면 동의

요구, 서면동의 받은 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중복심의 거쳐야 개인정보 제공 가

능

- (의료법) 의료 종사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환자 건강정보 누설을 금지하고 있어 가

명처리된 개인의료정보의 활용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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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참고 2  코로나19 사태의 D.N.A. 영향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관리·예방 및 진단·치료

에 대한 관심 고조, 관련 산업 성장 전망

□ AI 활용 진단 및 신약개발 활성화

ㅇ AI 기반 의료기기를 활용한 환자 선별·진단을 통해 전염병에 조속한 대응 가능

* 중난병원(中), 인퍼비전社 폐암 검진 알고리즘 통해 코로나19 관련 폐렴의 시각적

징후 감지하는 실험 진행 중

* 이투 헬스케어(中), 코로나19용 ‘AI 흉부 스캐너 분석 시스템’ 개발, 상하이공중보건

클리닉센터에서 코로나19 진단 지원

ㅇ 기존 치료제 및 백신이 없는 신종 감염병 유행으로, 신약개발 후보물질 탐색 등

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 활용 증가 전망

* 베네볼런트 AI(英), 인공지능 활용하여 코로나19의 치료제 예측

□ 병원 내 비접촉·비대면(untact) 의료기기·시스템 도입 증가

ㅇ 감염관리·예방을 위한 비대면 시스템 확대 적용 및 다양한 생체 인식 시스템 도입

-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7.6% 성장한 국내 비대면 바이오 인증 시장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급격한 성장 전망

* 한림대의료원, AI생체인식시스템 도입하여 얼굴, 지문 등 생체정보로 환자확

인·외래접수

ㅇ 5G, 로봇, 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의료기기 및 서비스 도입 증가

- 중국 의료기관(셰허병원, 퉁지텐유 병원 등)은 5G 스마트 의료 로봇을 도입해 진료

안내, 격리구역 소독 및 약물 배송 시행

□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원격의료 활성화

ㅇ 감염병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원격의료 필요성이 대두되고, 정부는 원격의료를 한시

적으로 허용

- 웨어러블 시계에서 원격의료 제한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맥박·호흡수·혈압 등 건강

상태 실시간 병원 전송 기능 허용

- 명지병원, 선별진료소에 로봇(RP-Lite V2, 인터치헬스社) 도입하여, 원격 진료에

활용

* 선별진료소 내 열감별 검사를 통해 타 진료과 의사 소견이 필요할 경우 해당

로봇이 의사의 스마트폰과 연동돼 원격 협진 가능

ㅇ 중국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의 효율성이 입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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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우한의 임시 응급병원에서 5G 통신 기반 원격 플랫폼을 통해 베이징 의

료진·전문가의 진료가 시행되면서 치료 효율 크게 향상

- 차이나텔레콤과 ZTE가 코로나 바이러스 5G 원격진단 시스템 개발, 이를 쓰촨성

내 27개 병원과 연결해 원격상담 지원

- 핑안하오이성(핑안굿닥터)은 신종 코로나 전담팀 구성해 24시간 온라인 진료

및 상담 서비스 시행

* 코로나 사태 이후 신규 모바일 앱 회원 수 10배 이상 증가, 1일 진료 횟수 기

존 대비 9배 이상 증가

명지병원 선별진료소 원격협진 모습 우한 훠선산 병원 원격진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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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거버넌스 · 인력 양성

1. 미래 모습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인재 양성 정책방향 마련 필요

 ㅇ 바이오헬스 장·단기 인재양성 시스템을 마련하여 차세대 선도 산업으로 육성 가속화 필요

   - 산업계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융합 전문 인력 육성방안을 마

련하고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활력 제고

   - 바이오헬스산업 인력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의 성장 → 전문 인력 수요의 확대 → 우수 인재의 

유입”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생태계의 선순환 구축 필요

2. 현황

◾국내

 ㅇ 산업

   - (AI 등 융합인력 현황)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한국은 

전 세계 AI 인력의 1.3%(2,664명) 수준

* 전 세계 AI 인력(국가별 AI인력 분포 현황, 2018)은총 204,575명으로 미국(28,536명, 13.9%), 중국

(18,232명, 8.9%), 인도(17,384명, 8.5%) 순

   - (데이터 전문인력 현황) 직접적인 데이터 직무인력 8만 2천 명 중 빅데이터 관련 인력은 10.4%(8,560

명)차지. 향후 5년 내 빅데이터 관련 인력의 평균 부족률 32.7% 전망(국회예산정책처, 2019) 

   - (바이오헬스 분야 인력 배출 현황) 총 졸업생 수는 (’14) 48,852명 → (’16) 48,392명으로 소폭 감

소하였으나, 석·박사 졸업생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산업연구원, 2017)

* 대학 졸업생 수 : (’14) 38,856명 → (’16) 37,951명, 증감율 : -2.3%

* 대학원(석사) 졸업생 수 : (’14) 7,524명 → (’16) 7,612명, 증감율 : 1.2%

* 대학원(박사) 졸업생 수 : (’14) 2,472명 → (’16) 2,829명, 증감율 : 14.4%

   -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미래수요 전망) 보건 신산업분야별 전문인력 수요 전망 매우 긍정적(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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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2017) : 의료 AI/빅데이터 분야 2026년경 총 고용인력 26,808명 필요

* 분야별 전문인력 수요예측 : 의료 AI／빅데이터(’20, 15,827명→’26, 26,808명), 정밀의료(’20,

36,770명→’26, 75,346명), 재생의료(’20, 68,104명→’26, 119,858명), 신개념 의료기기(’20, 158,844

명→’26, 248,442명)

*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Data Scientist들에 대한 글로벌 수요 급증(영국: ’13∼’20년, 빅데이터

전문인력의 수요 연평균 23% 증가 전망, 맥킨지)

   - (의료 AI/빅데이터 시장 전망) 글로벌 의료 AI 시장은 48.7%의 성장률(CAGR 기준)을 보이며, 

2023년 228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 글로벌 의료 

빅데이터 시장은 2018년 1,427억 달러에서 2023년 2,505억 달러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국

가기술표준원, 2016)

* 글로벌 의료 AI(인공지능) 부문별 시장 전망 : 하드웨어(’20, 9.9→’23, 32.8억달러), 소프트웨어

(’20, 46.3→’23, 145.8억달러), 서비스(’20, 15.4→’23, 49.1억달러)

 ㅇ 정책

　① (과기정통부) 유망 분야 선도 인재 양성을 통한 산업현장 적기 공급, 인공지능(AI) 및 데이터(Big 

data)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 추진

   - 바이오빅데이터 관리기관(생명연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20) 및 국내 AI․빅데이

터 대학원 개설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 AI 핵심 지식과 융합 역량을 갖춘 선도 연구자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대학원 5곳 운영중(카이스

트, 고려대, 성균관대, 포스텍, 광주과기원)

* 카이스트 AI 대학원 : 글로벌 리더급 AI 핵심인재 양성 및 주력산업(바이오․의료)을 혁신하는 융

합형 인재 양성 석박사 통합과정(학위) 운영(2020). 분당서울대병원과 MOU 체결(2020)-의료와 AI

를 융합한 연구 추진

* GIST(광주과기원) :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AI산업융합집적단지’와의 교류를 통해 산업밀착

형 글로벌 AI 혁신 인재 양성

*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2020) 개설-데이터사이언스 기반 이론과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

성 목적(교과부 지원)

   - AI 학과를 신설하여 세계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 육성(’22년까지 10개 대학 AI학과 

신설, 880명 양성, 원천기술 중심)

   - 인공지능 대학원 신규 지정 등 인공지능 고급인재 양성과 더불어 산업 분야별 인공지능 융복합 

인재 양성 등 인적자원 확보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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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까지 5천명 규모 양성 추진(고급인재 1,400여명, 융복합 인재 3,600여명)

　② (4차산업혁명위원회) 헬스케어 연구․현장 전문인력 양성

   - 임상 의학과 기초의과학의 융합교육을 통해 임상과 기초를 아우르는 중개·임상 연구 분야 인재 양성(’20~)

   - 의료정보, 의료 IT․BT․NT 융합, 빅데이터, AI 등 병원 중심의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 신설 및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선도 역량을 지닌 인재양성(’19, 복지부)

　③ (복지부) 바이오헬스분야 혁신을 선도할 우수인력 1만명 인재 양성 추진(~ ’22년)

   - 의약제조, 의료기기, 식품, 바이오화학 등의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과학·IT 등 타 학문

지식을 체득한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 실무형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 MD-PhD 양성프로그램 등

   -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아일랜드 NIBRT(국립바이오공정 교육연구소) 모델을 직접 도입, 인

공지능 신약개발 등 제약바이오교육시스템 구축(’20, 복지부)

   - (4차 산업혁명 인재)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바이오메디컬 핵심기

술 글로벌 인재 양성(’19~, 복지부)

* 연간 150명 내외 석박사급 인력을 해외 연구기관, 대학, 병원 등에 파견, 글로벌 인재양성센터

를 설치하여 국내복귀 후 성과확산 지원

◾해외

◇ 글로벌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건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육성계획을 발표 추진 중

   * (미국) 보건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 계획, (영국) 인공지능과 데이터 경제 

분야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전략과 전문인력 육성 정책 추진, (일본) 국가 발전전략에 4

차 산업혁명 내용을 반영, (프랑스) AI 선도 국가를 위한 정부 주도 정책 마련

   * (선진외국사례를 통해 본 주요 시사점)

      ① (정책의 일관성) 인력양성을 위해 기존 정책의 후속 세부계획을 발표하거나 타 정책에도 기존 

인력 양성방안을 구체화 하는 등 AI 인력 양성 정책을 비교적 일관되게 추진

      ② (고급 인재 양성 및 확보 강조) AI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교의 역할, 특히 석-박사급 인력 

양성과 함께 글로벌 고급 인재 확보를 강조

      ③ (산업계 협력강화) AI 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과의 협력 및 기업의 역할을 강조

      ④ (기초 교육 강화) 초-중-고등 교육 단계부터 AI를 교육 하거나 AI  기초 지식 함양을 위한 STEM 

분야 교육을 강화

      ⑤ (보편적 교육확대) 일반국민, 사회인, AI 비전공자 대상 AI 관련 보편적 교육 확대를 통해 사회

의 AI 수용성 향상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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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미국 

 ㅇ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교육을 통해 융합형 인재 교육을 실시

하여 전문인력의 기초역량 강화 및 다양성 확보에 노력

   - 트럼프 대통령은 STEM과 컴퓨터 공학 교육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매년 2억 달러의 교육부 교부

금 확보 지시(’17.9)

   - 양질의 STEM 교육 및 컴퓨터 공학 교육 제공을 교육부 최우선 과제로 수행

* (교육부) 재정지원, 행정지침, 기술적 자원 제공

* (행정 관리 예산국 OMB)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성과 관리

   - 백악관은 AI R&D, 인재양성, 규제 및 AI 융합기술 논의 진행(‘18.5)

* AI 및 관련 기술로 인한 새로운 인력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고품질 STEM 교육, 산업계 견습

프로그램(industry-recognized apprenticeships), 평생 학습 프로그램 등 AI 인력 강화 방안 마련

* AI 인재 양성을 위한 매칭 펀드 조성(정부 2억달러, 민간 3억달러)

 ㅇ 인공지능을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4차 산업의 핵심기술로 간주하고 관련 인재를 양

성하기 위해 노력

   -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16.10)｣: 학제간 융합 지식을 가진 연구자와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 강조

◾ (정부) 대학원생 지원, 인공지능 커리큘럼 설계 및 영향 연구, 인공 지능 교육 프로그램 인증 등 인공지능 

인력 개발 주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립과학재단(NSF) 등

◾ (교육기관) 인공지능, 데이터과학 및 관련 분야의 통합이 필수이며 교육기관의 커리큘럼과 교사진 역량 

강화 필요

 ㅇ 데이터 과학자의 양성을 위한 정책도 추진 중

   - ｢The Federal 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16)｣: 7개 R&D 전략과 18

개 세부과제를 통해 향후 빅데이터 R&D 방향과 새로운 빅데이터의 기능, 구체적 전략 제시

   - ｢NIH Strategic Plan for Data Science(’18)｣: 바이오 메디컬 데이터 과학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

한 전략 제시

* NIH 연구인력의 데이터 과학 역량 향상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NIH Fellowship 프로그램

시행, 학생 대상 데이터 교육 훈련 향상, 데이터 과학자들의 바이오메디컬 연구 분야 훈련 등

* 기관 전반에 진보된 데이터 과학을 이끌 Associate Director for Data Science 직책을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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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2K(Big Data to Knowledge) 프로그램 수립 → NIH 데이터 인력강화

 ㅇ 주요 10개 대학에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학위과정 및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

   - (North Carolina State Univ.)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해 Analytics 학과(석사과정)를 개설하여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부상

 ② 영국

 ㅇ 인공지능과 데이터 경제 분야에서 영국을 선도 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전

문인력 양성 정책 추진

   - ｢빅데이터 네트워크(’15~)｣: UK 경제사회연구위원회(ESRC)는 공공․산업계 빅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해 데이터연구센터(DRC) 지정 및 빅데이터 네트워크 조성하여 공동 연구 및 인력 양성

   - ｢Grow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in the UK(’17)｣: 인공지능 사회 도래 대비한 전문 역

량·인재 양성을 포함한 영역별 권고안 발표

   - ｢Industry Strategy-Artificial Intelligence Sector Deal(’18)｣: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산

업간 합의안으로 인력 양성이 핵심

* 전문인력양성위한교육기관과협력(튜링펠로우십프로그램개발, AI 박사인력 1,000명양성(～’25),

박사교육센터에 1억 파운드 장학금 투자 등), 해외 인력 확보, AI 인력 확대 위한 기업의 투자 등

 ③ 일본

 ㅇ 국가 발전 전략 및 인재 양성 정책 수립 시, 인공지능․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내용을 다수 반영하여 추진

   - ｢일본재흥전략 2016｣: 아베노믹스의 기본전략으로 5대 핵심 시책에 ‘세계선도 헬스케어 국가로

의 발전’과 함께 ‘혁신 창출 및 도전 정신이 넘치는 인재 양성’포함

* 빅데이터활용진료, 혁신적의약품및의료기기개발, IoT 활용맞춤건강관리서비스, 로봇센서등

   - ｢신산업구조비전(’16)｣: 2030년 미래 사회를 ’Society 5.0’으로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

제산업성의 전략으로,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재육성․활용 시스템’포함

* 인재육성․활용 시스템: 프로그래밍 교육 필수화, 데이터 과학 교육 강화, 4차 산업혁명 기능 습

득 인정제도(가칭) 창설 등

   -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재육성 종합이니셔티브(’16)｣: 4차 산업혁명으로 성장과 실현을 위

하여 정보활용 능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문부과학성의 전략

* 수리·정보관계 학부 및 대학원 강화(AI, 빅데이터, IoT 분야 인재 산업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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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투자전략(’18)｣: 의료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PHR 구축·빅데이터 활용 R&D 추진·AI 

활용 확대 등 ‘차세대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추진

* AI 시대에 대응하는 인재 육성 및 최적 활용’ 전략(대학 등에서 실천적 AI·IT 인재육성 확대)

   - ｢인공지능 기술전략 실행계획(’18)｣: 내각부의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인력 수준별 교육 및 지원

* 첨단 ICT 인재(젊은 연구자 대상 연구자금 중점 배분, 해외연수 장려, 인턴십, 교육 개발에 기업

참여 등) 연 2～3만 명, 일반 ICT 인재(수학 및 데이터 과학 교육 등), 국민(교원 연수 및 교재

개발 촉진 등) 연 15만 명 양성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인재육성 정책(’18)｣: 문부과학성의 데이터 인재양성, 신진연구자 지원

* 데이터 인재양성프로그램(빅데이터의료·AI 신약 개발 컨소시엄등), 탁월대학원프로그램(여러

대학에서 선발된 학생과 교수가 참여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박사인재 배출)

④ 프랑스

 ㅇ AI 선도 국가로 거듭 나기 위한 정부 주도 정책 마련

   - 고등 교육 연구 혁신부는 전문가 그룹의 AI 정책에 관한 50여개의 권고 사항을 담은 종합 보고서

를 통해 AI 인재 양성 정책 제안

   -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프랑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여 고등 교육과 연

구 시스템의 혁신 및 기업 혁신 지원 추진

* Le Grand Plan D’Investissement 2018-2022 (‘17.9), Rapport de Synthèse: France Intelligence

Artificielle(‘17.3)

 ㅇ 마크롱 대통령은 AI 선도 국가로 거듭나고자 국가 주도 AI 인재 양성 전략 제시

   - AI 인재 양성 및 연구혁신, AI 확산으로 인한 노동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AI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해외 주요 ICT 기업의 프랑스 투자 적극 유치, 

AI 분야 15억 유로 투자를 발표하며 미래 기술 발전을 위한 교육 정책 및 연구 기관의 필요성 강조



- 236 -

3. 문제점

◇ 바이오헬스 산업은 고도 기술이 요구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부처별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중 

→ 산업 全부문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융합인재 양성 시스템 미비

 ㅇ 산업

   - 바이오헬스 산업 인력 수급의 불균형 미스매칭 심각

* 인력 공급의 양에 비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역량을 갖춘 인력은 부족 → 바이오 관련 학

과 졸업생수가 적지 않고 석박사급의 고급인력 배출도 많음에도 인력 부족률이 높음(전문성/융

합인재 등). 또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이 상대적 미흡

   - 바이오헬스 시장성장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면서 R&D부터 생산․관리까지 인력 수요도 빠르게 증

가하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난 호소(바이오경제를 선도할 우수인재 육성방안, 2018)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AI의 기술선도를 위해 주요국들은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AI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인재 확보의 어려움 상존

* 국가·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AI 전문가는 부족한 실정이며, AI 선도국인 미국, 중국, 영국 등 국가

들은 한발 앞서 AI 경쟁력의 핵심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대책 마련 분주

* 국내 AI 인력은 수준에 관계없이 매우 부족 : AI분야 인력 수급격차(’18-’22)는 9,986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8)

 ㅇ 제도

   - 인력양성 관련 부처별 정부 사업의 연계성 부족과 융합인재 양성의 한계점 노정

* 바이오헬스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복지부, 18), 바이오경제를 선도할 우수인

재 육성방안(관계부처 합동, 18),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관계부처 합동, 19)

   -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정부가 추진 중(연 65,826

백만원 규모). 인공지능·바이오 등 미래분야를 위한 인재양성도 진행 중이지만, 산업간 종합적인 

인재양성 시스템은 부재

* 복지부(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88,156백만원, ’19~’22), 과기부(인공지능 핵

심 고급인재양성(인공지능대학원 설립사업) 등 5개 사업, 39,664백만원), 산자부(바이오인력 양

성사업 등 2개 사업, 3,077백만원), 고용부(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등 2개 사업, 1,626

백만원), 교육부(의과학자 육성 지원사업 등 293백만원)

 ㅇ (기존 사업) 보건산업 인력육성 정책기획 및 생태계 조성(출연금)

   - (현재) 보건산업 인력수급 조사․분석, 교육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개발을 통한 정부 정책지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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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행 ⇒ 4차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한 바이오헬스 D.N.A. 인력 수급실태조사․분석, 관련 통계 

생산, 동향분석 및 정책개발 확대 필요

   -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 바이오헬스 D.N.A. 인력 육성 분야 및 영역으로 확대 필요. 의사과

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표 4-1] 바이오헬스 D.N.A. 인력양성을 위한 기본방향

문제점 추진과제 역할

바이오헬스 산업 인력 수급의 불균형 미스매칭 심각

(AI, 빅데이터 등 D.N.A. 인력공급 자체 부족) ①　바이오헬스 D.N.A. 

인력수급 동향분석 및 

정책 개발

진흥원

&

관계부처

(복지부․과기부)

연계
바이오헬스 D.N.A. 인력 수급 통계 미비 & 교육과정 

및 커리큘럼 미정비

플랫폼 구축 등 인력양성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

②　바이오헬스 

AI․빅데이터 인재양성 

플랫폼 구축

진흥원

(복지부)

4. 추진 과제

① 바이오헬스 D.N.A. 인력수급 동향분석 및 정책 개발 사업

◾사업내용

 ㅇ 바이오헬스 D.N.A. 인력 수급 실태조사 및 수급 동향분석

   - 바이오헬스 분야 ICT 전문인력 수요․공급 실태조사를 통한 D.N.A. 인력 수급 통계 생산 및 인력

수급 전망

 ㅇ 바이오헬스 D.N.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융합교과과정(학위과정 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AI․빅데이터 등 D.N.A. 교육현황 실태 분석을 통한 바이오헬스 분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교

과과정 개발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바이오메디컬 핵심기술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복지부), AI․빅데이터 대

학원 개설 지원사업(과기정통부․교육부) 연계․적용

 ㅇ 수요자 맞춤형 전략 개발을 통한 정부정책 지원 강화 : 기업․병원․산업체 수요에 맞춘 D.N.A. 전문

인력 양성체계 마련



- 238 -

② 바이오헬스 AI․빅데이터 인력육성 플랫폼 구축․운영사업

◾사업내용

◇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마스터플랜(관계부처합동, ‘20.4月) 추진과제중 하나인「기업과 대학간 정보교

류 플랫폼 구축」사업과 연계․추진

 ㅇ 바이오헬스 기업-구직자-대학의 원활한 정보공유와 적재적소의 취업 매칭을 위한 정보공유 오픈 

플랫폼 운영

   - 바이오 분야 기업·협회, 인재양성기관·대학이 참여하는 ‘바이오헬스 DNA 인재양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기업) 대학별 교육과정, 특성화분야 등 동향파악을 통해 인재채용에 활용

* (대학) 산업·기업 투자분야 및 인력수요 등을 반영한 커리큘럼 개발·보완 등

 ㅇ 바이오헬스 D.N.A.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학교․기업간 인력 미스매칭 해

소 및 인력양성 연계․강화

5. 기대 효과

 ㅇ (산업계)

   - 바이오헬스 D.N.A. 핵심 인재를 양성하여 산업계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 보건신산업분야 가치사슬별 현장 중심 인재 양성 및 개인 CDP(Career Development Path) 역량 제고

   -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에 따른 D.N.A. 인력수요 확대로 바이오 분야에 우수 인력 유입을 재유

인하는 선순환 구축

 ㅇ (국민·삶의질)

   - 바이오헬스 D.N.A.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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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전략

1. 미래 모습

 ㅇ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 및 질환치료의 지능화·자동화·정밀화 R&D를 

촉진·확산하여 의료질 향상 및 의료비 감소

   - 디지털전환 및 인공지능 R&D를 촉진하여 패턴의료 업무의 시간단축 및 정확도 향상

   - 인공지능 활용 의료 활성화로 의사와 환자간 유대를 강화하고 비패턴의료 R&D를 지원하여 휴

머니즘 돌봄 강화

2. 현황

◾국내·외 기술 현황

 ㅇ (의료영상 판독 및 분석) 의사들의 영상 판독에서 정확도를 향상하는 보조적 또는 독자적 수단으

로 인공지능 활용 

* (한) 뷰노, 루닛, JLK익스펙션, 딥노이드 등 의료 영상자료를 활용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개발

* (미) Aidoc, iCAD, Zebra Medical 등 의료영상·병리영상 관련 인공지능 의료기기 FDA 승인

 ㅇ (스마트 Iot기기, 시그널 및 체외진단분석) IoT기술과 착용센서를 이용하여 일상생활 건강정보를 

획득해 건강증진 기기나 서비스 개발 

* 애플·샤오미·핏빗·삼성·아디다스 등 웨어러블 기기, Medtronic 연속 혈당계 등

 ㅇ (의료데이터, CDSS 및 기타(신약개발, 유전체 등)) 환자진단 및 치료에 이용하기 위한 EMR기반의 

임상진단 지원시스템(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에 대한 연구 활발

* (한)에비드넷의 OHDSI(Observational Health Data Sciences and Informatics) CDM(Common Data

Model) 기반으로 다기관 의료 빅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

* (미) Allscripts, athenahealth, Cerner, eClinicalWorks 등 인공지능 기술을 차세대 EMR에 도입

* 삼성SDS와 빈티지랩이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건강검진 자료 및 EMR 자료를 이용 유방암 환자

재발 위험도 및 발생 위험도 예측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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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R&D 정책

 ㅇ (미)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시절 전략기조를 유지하는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발표(2019.06)

* 8대 전략 제시 ① AI 연구에 대한 장기투자, ② 인간-AI 협력을 위한 효과적 방법 개발, ③ AI의

ELSI 이해 및 고심, ④ AI 시스템의 안전성 및보안강화, ⑤ AI 훈련및 테스트를 위한 공유용 공

공 데이터 세트 및 환경 개발, ⑥ 표준과 벤치마크를 통한 AI 기술의 평가 및 측정, ⑦ 국가 AI

R&D 인력 수요 ⑧ AI R&D를 촉진하는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추가

   - 의료 인공지능의 경우 DHH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와 NIH, FDA, 

CMS(Center for Medical Services), VA(Veterans Affair, 보훈성) 등 참여

* DHHS는 보건복지 생태계에서 AI 활용에 대응하여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를 레버리지

하기 위한 ´US HHS AI Strategy´발표(2021.01)

* NIH는 ‘NIH Strategic Plan for Data Science’ (2018.09) 수립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연구 지향

* FDA와 CDC(Center for Disease Control)는 함께 임상데이터 수집을 개선하는 무료 도구 개발

* VA(Veterans Affair, 보훈성)의 Data Common의 경우 기계학습이나 AI를 가능하게 하는 세계 최

고규모의 연계 의료-유전체 데이터 세트로, 재향군인을 중심으로 구축

      자료 :  HHS(2021)

[그림 4-1] 미국 HHS AI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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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일) 일본의 경제발전과 초스마트사회 달성을 위한´AI 산업화 로드맵´발표(2017.02)

자료 :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17)

[그림 4-2] 일본 인공지능 정책 3단계 실행 전략

   - AI 산업화 주요 분야로 생산성, 공간 이동, 정보 보안, 건강의료 분야를 제시하고 AI 기술 수준에 

따라 3단계의 로드맵 제시

* 1단계: 데이터 구동형 AI 이용과 활용 → 2단계: 개별영역을 넘은 AI 데이터의 일반적 이용 →

3단계: 각 영역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AI 에코시스템 구축

* 건강의료분야(3단계) 활용은 AI에 의한 진료지원(어시스턴스), AI에 의한 신약개발, AI에 의한 간

호시설(어시스턴스), AI 기반 진단 및 수술 지원 등, AI에 의한 신약개발, AI에 의한 간호시설(어

시스턴스), AI 기반 진단 및 수술 지원 등 제시

   - AI 관련 분야에서 바로 실행해야 할 정책 제안으로 교육개혁, 연구개발 강화, 건강의료, 간병 등 

´AI 전략´ 발표(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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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내각부, 의료 기관, 민간검진센터, 보험회사 등이 이용 가능한 의료 인공지능 플랫폼인 

´AI 병원 의한 고급진단 및 치료시스템 추진 (́2020)

* 의료 현장에서 쉽게활용할수 있는 영상 진단및 문진 치료 방침제안 등의의사를 지원하는 다

양한 인공지능을 제공하고 의료의 질 보장과 의료 관계자 부담 경감 목표

 ㅇ (영)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관협력 전략인´AI Sector Deal(2018)´수립하고, NHS에서는 AI 스케

일업 및 확산을 위한 ´AI in Health and Care Award´추진

   - NHS(National Health Service)는 질병을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질 높은 데이터 세트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인공지능 개발을 주도

   - ①기술적 타당성, ②개발평가, ③실사용 테스팅, ④초기 보건 시스템 채택, ⑤국가차원 스케일업 

단계로 나누어 최적화된 의료 AI 지원체계 구축

 ㅇ (EU)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AI White paper(2020.02) 발표

   - AI 채택을 위한 지원과 특정 사용과 연계된 위험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분야를 중

요한 응용 분야로 인식

 ㅇ (한) AI 비전과 전략을 담은´인공지능 국가전략 (́2019.12)과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디지털뉴

딜(2020.7) 발표 

   - (인공지능 국가전략) AI 강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AI 경쟁력 혁신 등 3대분야 9대 전략을 중심

으로 범정부 100대 실행과제를 설정하였으며, 바이오의료분야는 신약개발 AI 플랫폼 구축, 의료

기관 중심 AI 개발 생태계 조성 등 포함

   - (디지털 뉴딜)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D.N.A. 생태계 강화 등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보건의료 분야는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스마트 의료돌봄 인프라 과제 포함

3. 문제점

 ㅇ (기술) 의료 인공지능 분야의 문제

   - 인공지능의 과최적화(overfitting)로 인한 특정 결론에 대한 객관성 확보 및 설명 가능성 내지는 

해석 가능성이 부족  

   - 다양한 의료기관 간의 데이터를 공유 및 분석 가능한 양질의 의료 빅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 실제 임상에서 충분한 예측 능력(prediction performance)이 확보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

부검증(external validation) 부재 

   - 적대적 생성망을 통해서 구분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위조할 수 있게 돼서 이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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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강화, 기술 개발, 법제화 등이 필요

 ㅇ (산업) 의료 인공지능 표준화 필요

   - 표준화는 기술과 산업발전의 기초 요소인 동시에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이나 현재 인

공지능 분야 기술 표준이 부재

   - 의료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수준이 다양하므로 표준화된 시험 방법과 품질 평가 방법 개발 필요

   - 표준화는 인허가 체계와도 연결되어야 하며, 품질평가, 시험방법, 위험 관리 등의 기준규격이 나

아가 국제 표준으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ㅇ (제도) 의료 인공지능 가치제고 및 제도적 장치 필요

   - 현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편으로 합리적인 지불 수단 

개발 및 적절한 보상이 필요  

   - 의료 인공지능 기기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비용대비 효과, 소요시간 대비 정확성 

등에 대한 새로운 가치 책정이 필요

   -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안전한 임상 적용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적용 후 발생

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평가 및 제도마련 필요

4. 추진 과제

① 보건의료 D.N.A. R&D 사업

◾사업 내용

 ㅇ (건강문제 챌린지 R&D)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D.N.A.기반 챌린지 R&D사업 기획

   - (도전 과제 설정) 공모 플랫폼을 활용하여 미충족 건강문제를 중심으로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나 미션 제시

<온라인 공모 플랫폼(Challenge.gov)>

ㅇ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온라인 플랫폼인

“Challenge.gov”를 개설(’10)

ㅇ 온라인 공모 플랫폼인 “Challenge.gov"에 ‘도전과제’가 제시되면, 시민들이 내용, 기관, 기술에 

따라 과제를 취사선택하여 공모에 참여

ㅇ 미국 CDC의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사전예측 도전과제를 공모하여 강수확률 예측과 유사한 방

법을 활용해 유행시기를 예측한 콜롬비아대 조교수를 우승자로 선정하고 후속개발을 통해 CDC에

서 활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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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demand 데이터) 데이터 수요 주체(산학연 및 시민)와 데이터 공급기관(데이터중심병원 등) 

간 상호매칭을 통해 데이터셋 개방 및 맞춤형 데이터셋 개발 

* 수요·공급간 상호매칭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하고, 맞춤형 데이터셋 개발의 경우

는 바우처(2-5억원/건) 등을 활용하여 비용보조

   - (경쟁형 R&D) 도전과제에 대해 자금지원 없이 다수 도전자가 참가하고  단계성숙도에 따라 성

숙도를 고려하여 후속연구비 또는 연계사업 지원

   - (인프라 연계 지원) 연구중심병원, 데이터중심병원, 첨복단지, T2B,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공공기관 등을 조종·연계하여 경쟁형 R&D 연구자에게 컨설팅, 시설장비임대, 검증서비스 지원

 ㅇ (애자일방식 R&D) D.N.A. 기반 의료용 제품의 인허가후 임상·현장 확산 및 최적화를 위한 애자

일 방식 임상서비스 R&D 및 RWD 네트워크 연구지원

   - (임상·서비스R&D) 건강관리 및 의료용 SW·플랫폼 등의 의료현장·실생활 확산 및 성능향상

을 위한 전향적 임상연구, RWE(Real World Evidence) 연계 임상연구, 서비스 최적화 R&D 지원

* 전향적 비교 및 비용효과연구, RWE 연계 임상연구(외부대조연구, 실용적 RCT, 관찰연구,

Innovative extension 연구), 서비스 디자인·엔지니어링 등을 개별적 또는 통합적 R&D(예: 임상연

구+서비스 R&D)로 지원

   - (RWD 네트워크) RWD(Real World Data)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 플랫폼 연계를 통해 고품질 

RWE 생산 및 임상연구 지원

* 주요 RWD 생산기관: 의료기관, 보건소, 검진센터, 질환 레지스트리, 의료제품 레지스트리, 건강보

험, PHR(Personal Health Record) 플랫폼, 리빙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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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1. 미래 모습 

 ㅇ 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 이후 활용 가치 높은 Data 소유 공공/민간 기관의 원시 데이터와 모델링

된 가공 데이터 공개 보편화

 ㅇ 결합 원시데이터와 모델링 데이터를 대상으로 대다수의 의과학자 및 바이오헬스 데이터 사이언

티스트에 의해 깊이 있는 지식 창출

   - 데이터 구축과 분석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실습 위주의 교육 실시

2. 현황

◾국내

 ㅇ 최근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중

   - 과기정보통신부『데이터ㆍAI경제 활성화 계획(2019)』발표

* (목표) 2023년까지 국내 데이터시장을 30조원규모로 키우고, 인공지능 분야유니콘기업 10개 육

성과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전문 인력을 1만명 양성

* (9개 정책과제) ①체계적 데이터축적 및개방확대, ②양질의데이터 유통기반구축, ③ 개인

기업 사회 데이터 활용 확대, ④ AI 허브 구축, ⑤ AI 기술력 제고, ⑥ AI 활용 생태계조성, / 인

공지능 융합 클러스터 조성 / 사회적 산업적 수요 확산 / 제도적 인적 융합

   - 과기정보통신부『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2019)』 시행

* (목적)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 생태계 조성 지원

* (규모) 분야별 플랫폼 10개소와 이와 연계된 기관별 센터 100개소 구축 목표

 ㅇ 공공기관과 민간 전문단체 중심으로 빅데이터 교육 훈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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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시장수요에 대응한 인력 양성 및 전문 직업으로의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빅데이터 아카데미” 신설 운영

   -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관련 교육 훈련 진행

◾해외

 ㅇ (미국) 연방정부의 “네트워크 및 정보통신 과학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NITRD)” 은 빅데이터 

R&D 전략 발표

   - 『The Federal 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2014)』를 통해 ‘인프라 구

축’과 ‘인재 양성’ 부문에서 빅데이터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국가적 환경 개선 필요성 강조

 ㅇ (UK) NHS Digital에서는 「Data & Information Strategy」에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강조

   - “기술 및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향후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 시행 계획

3. 문제점

 ㅇ 국내에서 개설된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과정은 사실상 기존 통계분석 과정과 큰 차이 없음

   - 교육 훈련 과정이 개별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 위주의 실습과정이거나 이론 위주로 구성

 ㅇ 데이터 결합과 모델링된 데이터에 대한 특성의 실제 분석 사례가 적어 예상되는 문제점 예측이 어려움

   -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로 공공 보유 데이터 결합이 처음 시도됨에 따라 각 개별 스몰데이터 품

질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결합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 장담할 수 없음

   - 이러한 상태에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데이터 해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이에 대한 실습교육 프로그램 필요

 ㅇ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인식별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적용 방법론에 대한 이해 개별적 상이 

   - 정부 부처별로 개인식별정보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8월 이후 가이드라인 보급이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 각 개별 데이터 제공기관에서 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구축 시뮬레이션이 필요

   - 스몰 데이터가 연계되었을 때의 비식별화 유지 여부에 대해 사전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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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과제

□ 헬스케어 데이터사이언티스트 교육 과정 마련

◾사업 내용

 ㅇ 헬스케어 데이터에 대한 특성과 결합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데이터 구축과 분석 실습 위

주의 교육과정 마련

   - 실제 결합 데이터 셋과 동일한 구조와 형태의 가상 데이터 셋으로 각 기관의 데이터 셋 구성에서

부터 분석 실습을 통해 결합 데이터에 대한 특성과 문제점 파악 중요

 ㅇ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적용한 이후 데이터 구성 및 분석 시 고려사항 등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교육과정 필요

5. 기대효과

 ㅇ 실무형 헬스케어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양성

 ㅇ 개인건강정보에서의 비식별조치에 대한 명확한 이해 증진

 ㅇ 현재 진행 중인 공공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사례가 선례가 되어 데이터 결합 시 고려해

야 될 점, 표준화 방향, 데이터 품질 관리 등 각 산업별 데이터 정책 마련에 기준점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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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 인공지능(AI)

□1  개인건강정보(PHR)

1. 미래 모습

◾ (국민) 개인 건강관련 정보 주권 향상 및 능동적 건강관리 가능

 ㅇ 본인의 의료·건강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조회·관리·공유가 가능함에 따른 정보 접

근성 및 자기결정권 강화

   - 시간, 장소에 구애없이 앱·웹을 통해 자가관리 내역 입력 및 처방 정보, 검사기록 등 의료·건

강정보 조회 등 통합 관리 가능

   - 다양한 표준화된 앱·웹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건강 목표(personalized health 

goal) 달성을 위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가능

   - 본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대상 및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의 범위 설정이 가능해짐

으로써 주권 향상

◾ (의료 시스템) 진료 연속성 확보 및 사회적 비용 감소

 ㅇ 환자의 의료정보를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 정보 공유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 및 진료비 절감 등 

효율성 증대

   - 환자의 건강(의료) 정보의 모니터링을 통한 최적화 치료 및 진료의 연속성(continuity of care) 확

보, 환자 참여(engagement) 증대 가능

   - 환자의 자기관리 능력 향상에 따른 건강수명 연장 및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의료

전달체계 확립 기여

◾ (산업) 국민의 자발적 정보 제공을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ㅇ 국민의 자발적 정보 제공에 따른 신약개발 및 정밀의료 발전 및 관련 기업 활성화

   - 정보 주체인 국민이 공유하는 표준화된 정보와 기존 빅데이터가 연계·분석되어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진단 및 치료기기 개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밀의료의 발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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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 국내

◾ 개인 건강(의료)정보 조회·활용 일반 현황

 ㅇ (조회)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의료법」제21조(기록 열람 등)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의료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나 열람권만 보장되고 있음

   - 일부 의료기관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료정보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의료기관별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개인 중심으로 통합된 건강 정보를 확인하고 어려움

   - 정보 주체가 아닌 환자의 가족 및 대리인 등이 환자에 대한 개인건강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동의서 및 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의 부가적인 절차가 필요함

 ㅇ (공유)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 중인 일부의 의료기관*간 제한된 진료정보(진료의뢰서, 진료

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만 환자의 진료 목적으로만 교류 가능할 뿐만 아니

라,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 진료정보의 열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 및 절차가 수반됨

   - 개인 중심 유관 개인건강정보와의 연계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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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기준 전체 6만 9천여의료기관 중약 6.3%만 참여 중이며, 병원 기준 약 7.1%만이 EMR 시

스템을 통한 진료정보 교류 가능(참고: 표 1)

[표 4-2] 의료기관의 EMR 시스템을 통한 정보교류 가능 현황(’15년 기준)

자료: 박영택(2017)

 ㅇ (활용) 개인 진료정보를 진료 목적에 한하여 의료기관별로 정보 주체인 환자에게만 구조화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개인의 건강관리 및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활용에 애로

   - 정보주체인 개인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자녀 및 연로 가족의 건강관리 등

을 위한 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활용을 위해서는 제3자 전송요구권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제도 미흡

   - 또한, 다양한 의료기관간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 제품·시스템 등과의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해서

는 구조화된 포맷으로 개인건강정보를 제공해줘야할 있음

◾ 개인 건강(의료)정보 표준화·활용 관련 사업 현황

 ㅇ 정부도 의료정보 표준화 및 교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사업(‘21~): 마이헬스웨이라는 개인건강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해 공공기

관(건보공단, 심평원, 질병청 등)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건강정보의 연계·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21)하고 의료기관 보유 개인 진료기록과 개인과 산업계가 보유한 라이프로그 등 개인건

강관련 정보까지 연계 추진(‘22) 예정

   - EMR 자율인증제(’19~): 의료법 개정(’16.12)으로 EMR 표준화 및 인증이 가능해져 시범사업 

후, 전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인증

   - 진료정보교류사업: 환자의 의료정보를 의료기관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

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약 3,800개 이상 의료기관 참여(’19)

   - 과기부 본인정보 활용지원(My Data) 사업: 개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 받거나, 동의 하에 제3자

에게 제공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은 사업으로 의료분야는 3개 과제가 선정되어 실증서비스 수행(~’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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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R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개발사업(’15~’21): 의료정보 표준과 블루버튼을 지원하

는 개인건강기록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민영 플랫폼으로 상용화되어 운영 중이며(1단계), 이

후 플랫폼 기반 서비스(기술) 개발·실증 사업(2단계) 추진 중(’19~)

   -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사업: 정밀의료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부가서비스로 모바일 EMR 및 PHR 시스템 개발

 ㅇ 개별 의료기관 및 기업들도 자체 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 중

   - 병원 PHR 서비스: 서울아산병원(내손안의 차트), 분당서울대병원(헬스포유) 

   - 민간 PHR 서비스: 라이프시맨틱스(에필케어), 한화생명(헬로) 등

◾ 진료정보 표준화 및 교류 관련사업들이 별도로 추진되거나 일부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적용되어 사

업간 연계가 미흡

□ 해외

 ㅇ 해외 주요 국가들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본인의 통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 수 있는 정책 추진 중

   미국

◾ 블루버튼(Blue Button)

 ㅇ 온라인을 통해 본인의 의료 및 건강정보를 다운로드 받고 본인이 원하는 의료진, 병원, 약국 및 

가족 등에게 데이터 공유를 권장하는 캠페인

   - 보훈처(Veterans Affairs) 환자포털인 MyHealtheVet에서 처음 의료정보 블루버튼 서비스 제공 시

작(’10), 블루버튼의 광범위한 사용을 장려하고 기술 표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부 산하 ONC

로 이관(’12)

* 3년 간의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정보, 진료 내역, 진단검사 결과, 보험청구 정보 등 Text, PDF

형태 조회·다운로드 가능

 ㅇ 트럼프 정부의 의료정보 공개 정책인 MyHealthEData의 일환으로 Medicare 수급자가 개인 정보를 

앱 및 서비스 개발, 연구에 연결·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기반 API를 제공하는 Blue Button 2.0 

프로젝트 발표(‘18, ‘20년 상용화 목표)

   - Medicare 가입자들은 의료정보를 앱에 사용하거나 의료진과 공유하여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53

백만 명의 4년간 Part A, B, D 자료(보장정보, 처방정보, 진료내역 및 비용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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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자들은 MyMedicare.gov.에서 정보확인 및 권한 부여를 통해 본인의 데이터가 누구에 의해 어

떻게 사용되는지 파악 가능

   - 블루버튼 2.0 개발자 컨퍼런스(2회)를 통한 IT 기업의 데이터 표준 채택 및 서비스 확대(Medicare 

외 분야) 개발

[그림 4-3] Blue Button 2.0 API 적용 앱 현황

 ㅇ ’16년부터는 정밀의료 프로그램인 All of Us의 일환인 Sync for Science(S4S)와 연계를 통해 개인

이 자발적으로 연구자에게 개인 정보 제공 가능

   - S4S 앱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자동으로 병원 포털에 로그인되고 기부할 EHR 데이터를 지정한 

후 동의 절차를 거쳐 데이터 공유

   - 기부자에게는 개인 건강분석 결과와 모든 참여자가 포함된 데이터의 과학적 분석 결과 제공을 

통해 지속적 참여 유도

 핀란드

◾ 칸타(Kanta) 서비스

 ㅇ 핀란드 정부는 1950년대부터 수집한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07년부터 칸타285) 시스템(K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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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을 통해 중앙화

   - Act on Electronic Prescriptions, Act on the Electronic Processing of Client Data in Social and 

Health Care Services 근거

   - 처방정보(’10~), 진료기록, 검사 결과, 소견서 등 의료정보(’13~) 저장

* 5백만 명 이상의 전자 처방 정보, 6백만 명 이상의 의료 정보 등 보유

   - 저장되는 정보들은 국제 표준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관, 국가에 상관없이 데이터 공유·활용 가능

 ㅇ 정보들은 칸타 서비스의 형태로 환자, 의료전문가, 시스템 개발자에게 제공

   - (환자) 환자 포탈인 My Kanta(PC, 휴대폰)를 통해 본인의 의료기록 확인 및 처방전 발급 가능, 열

람 및 타 의료인과 공유 가능

   - (의료인) 환자 동의하에 정보 열람 및 타 의료인과 공유 가능

   - (개발자) 환자 동의하에 연구목적 데이터 활용 가능

[표 4-3] Kanta 주요 서비스 내용

 ㅇ 의료정보 외 건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Kanta PHR 플랫폼을 칸타 서비스에서 제공(’18~)

   - My Kanta 또는 Kanta 인증 앱을 통해 본인의 건강정보의 관리 및 제3자와 공유 가능(HL7-FHIR, 

진료기록의 경우 HL7 V3 적용)

   - 국민의 자가 건강관리 참여를 통한 만성질환 예방 등 목적

   - 관련 법(Act on the secondary use of health and social data)의 통과(’19.4.26)로 의료 정보의 효

과적이고 안전한 처리 및 접근을 통한 2차 활용 가능

285) 칸타(Kanta)는 핀란드어로 뿌리, 근본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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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Permit Authority 및 Service operator 설치 통한 one stop 데이터 활용 지원(단, 안전한 데

이터 활용 환경, 개인 식별 불가, 통제기관 명시 등이 조건)

 호주

 ▪ My Health Record(MHR)
 ㅇ 개인 의료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인이 정보 공유 권한 및 추가 등 통합 관리 가능

   - ’16년 PCEHR(Personally Controlled Electronic Health Record)에서 일부 방식*이 변경된 동일 사업

* 의료정보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Opt-in(사전동의)에서 Opt-out(사후철회) 시스템으로 변경 등

   - MHR에는 의료정보, Medicare 정보, 개인 입력 정보 등으로 구성

[표 4-4] MHR 등록 데이터

   - 정보는 MHR 홈페이지 혹은 인증 앱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앱은 ‘조회’만 가능

 ㅇ MHR 등록 인원은 약 1,700만명이며 민간병원(55%), 공공병원(90% 이상) 및 약국(90% 이상) 등록

   - 약 6개월의 사후철회(opt-out) 신청 기간(’18.7.16~’19.1.31) 종료 후, 약 1,700 만 명이 자동 등

록될 예정이며, opt-out 후 언제든지 재등록 및 삭제 가능

 ㅇ MHR 데이터의 2차 사용 관련 프레임워크를 발표(’18.5)

   - 연구자, 정책입안자, 기획자 등이 보건의료 공익적 목적을 위한 데이터 활용 시, MHR 시스템 데

이터에 대한 접근 열람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체계 제시

   - 명확하고 개방적인 MHR 데이터 활용을 목표로, 6가지의 세부 원칙을 제시

* MHR 데이터 단독으로 상업적 및 비의료 관련 목적 사용 불가, 보험사 사용 불가,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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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높은 수준의 표준 적용, 개인 식별 정보 활용 불가 등

 민간 차원 PHR 구축 현황

 ㅇ 애플(Apple) 헬스 앱 에서 의료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현재 존스

홉킨스병원 같은 유수 병원이 참여하여 애플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18.1~)

   - Apple Health Record를 통해 개별 의료기관의 EMR에 저장된 진료기록, 처방기록, 진단검사 결

과, 예방접종 기록 등 저장·조회 가능

* 기존 플랫폼인 Health Kit의 경우, 환자가 생성한 건강정보를 통합하는 플랫폼

   - 약 200개의 의료기관 EMR이 Health Record에 연동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VA도 연동 예정

   - Cerner, Epic 등 EHR 기업과 협력을 통해 FHIR 기반 API를 통해 여러 의료기관들의 정보 저장 및 공유 가능

[그림 4-4] Apple Health Record와 EMR 연계

3. 문제점

 ㅇ 산업

   - (시장 확대 어려움) 건강(의료) 정보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및 데이터 분석 관련 플랫폼 및 서

비스가 부족하고 서비스에 대한 수익창출 구조의 미비로 관련 시장의 형성 및 확대가 어려움

*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있으나 일부 운동·영양 지도 수준

   - (표준화 미흡) PHR을 구축 및 EMR과 연동하여 활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은 표준화이지만 

의료용어, 정보교류 기술, 각종 서식 등의 데이터표준화가 미흡으로 의료정보 활용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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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우리나라 주요 의료기관 표준 적용 현황

   - (의료기관의 참여) EMR과 PHR 시스템 간의 연계 사업이 국가 R&D 과제나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제 산업 생태계가 자리잡기 어려움

 ㅇ 제도

   - 복지부, 산업부, 과기부 등 부처별로 의료정보 표준화 및 개인주도 의료정보 활성화 정책을 추진

함으로써 국민 관점에서의 종합적이고 명확한 비전 제시 부재

* 복지부 EMR 자율인증제, 과기부 마이데이터사업, 산업부 CDM 사업 등

   -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불가능*하며 건강(의료) 정보를 활용한 질환관리 등 합리적 예방 및 관

리 수가가 미비하여, 주로 질환 발병 후 치료에 대한 수가가 책정되어 있는 체계

*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은 복지부 유권해석(’16)을 통해 가능하나, 모니터링 시 발생하는 이

상징후에 대해 상담 등 의료적 중재로 이어질 수 없어 효용 가치 찾기 어려움

   -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도 가이드라인 및 서비스 인증제 도입 추진 중이나 여

전히 그레이존에 놓여 있음

   - 임상적 효용이 검증된 PHR 서비스(Digital Therapeutics 등)에 대한 수가코드 부재

 ㅇ 사회적 수용도

   - PHR은 1970년대부터 제시된 개념이지만 아직 국민이 자신의 의료정보의 가치 및 활용도에 대한 

인식수준 및 능력(Health Literacy)이 높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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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진 사업들도 기술·산업적 효과만 강조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 관점에서의 

사회·경제적 효용 제시부족

4. 추진과제 

① 개인건강정보(PHR) 이용 활성화를 위한 MyHealthway 플랫폼 활용 방안 마련

◾ 사업 내용

 ㅇ ‘21년부터 구축 예정인 개인건강정보(PHR) 제공 플랫폼인 마이헬스웨이(MyHealthway)의 이용 활

성화 방안 마련 및 제도 개선

   - (플랫폼 이용 활성화) 플랫폼 활용 목적*에 따른 PHR 연계·수집·제공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 

구현 및 검증, 대국민 홍보 및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통한 사업가치 공유·확산, 데이터 보유기

관·업체·개인 참여유인(보상체계) 방안 마련

* 본인 및 가족 건강관리, 건강관리서비스 및 관련 제품 개발·유효성 평가 등

   - (플랫폼 신뢰성 보장) 민감정보인 개인건강정보(PHR)의 보안·보호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에 접

근·이용을 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업체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 등

   - (제도기반 마련) 정보주체인 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개인건강정보(PHR)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

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 정보주체의 제3자 전송요구권 보장, 구조화된 표준 형태로 데이터가 유통될 수 있는 제도 마련,

생명윤리법 상 인간대상연구 범위 조정

 의료기기 AI

1. 미래 모습

◾인공지능(AI)은 의료프로세스 전반에 적용되어 미래 의료환경을 변화, 기업에게는 연구개발 비용 절

감 및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로 작용

 ㅇ (공급자(기업)) 의료기기 연구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 개발단계 단축 및 기존 의료행위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기 개발에 활용 

 ㅇ (수요자(일반인, 환자)) 웨어러블 센서를 통한 생체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 실시간 개인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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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ㅇ (사용자(병원)) 인공지능(AI)으로 환자 진료정보를 분석,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과정 대체·효율화

* 인공지능(AI) 기술은 의료진을 보조하여 향후 10년 내 의료결과의 30%를 향상시키고, 진료비를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Frost & Sullivan, 2019)

[표 4-6]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산업의 변화

구분 제품 개발 예방·관리 진단 치료

대상 의료기기 기업
일반인

(고령·만성질환자)
병원(의사) 병원(의사)

데이터 연구개발 정보

생활습관

(식사, 운동량 등)

생체정보

(혈당, 심전도 등)

의료영상, 

생체·진단검사 정보

의료영상, 

생체·진단검사 정보

활용 

분야

제품 개발 프로세스,

대체 치료제 개발

24시간 개인건강관리

(질병예측 및 치료권고)

검사결과 

판독(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치료방법‧처방전 제시

치료절차 분석, 

결과예측,

치료 및 수술 

보조·자동화

2. 현황

◾국내 정책 및 산업 동향

 ㅇ (정책) 인공지능(AI)을 통해 산업 모든 영역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육성전략* 및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규제 개선방안** 마련 

* AI 기반 정밀의료솔루션개발, 인공지능 신약개발플랫폼구축, 의료기관중심데이터셋 구축 및

AI 개발 생태계 조성(인공지능 국가전략(’19.12))

* 의료기기규제혁신및산업육성방안발표(’18.7), 의료기기산업육성및혁신의료기기지원법제정(’19.4)

* 혁신의료기기(빅데이터 AI, 디지털치료기기등) 허가·심사가이드라인, AI기반영상의학·3D 프린팅·

병리학 분야 등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ㅇ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제품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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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국내 AI 의료기기 제품 개발 현황

구분
주요 제품

기업명 제품 소개 기업명 제품 소개

예방

관리
휴이노

인공지능(AI) 심전도 모니터링 서비스

 → 웨어러블기기 활용 심전도 측정, 

AI 기반 심전도 분석 및 건강관

리 서비스 제공

     * 식약처 허가 완료(‘19.3)

웰트

인공지능(AI) 생활습관 관리 서비스

 → 스마트벨트 활용 건강정보(허리둘

레, 걸음 수 등) 모니터링, AI 분

석을 통한 생활습관 관리

진단 루닛

인공지능(AI) 엑스선 영상 판독

 → 딥러닝 기술 적용 흉부·유방 엑

스선 영상 폐결절 및 유방암 진단

     * 식약처 허가 완료(‘18.8, 

’19.7)

JLK 

인스펙션

인공지능(AI) MR 뇌경색 진단보조

 → 인공지능(AI) 기반 뇌 MRI 영상 

분석을 통한 뇌경색 진단

     * 식약처 허가 완료(‘18.8)

치료 뉴냅스

인공지능(AI) 뇌손상 시야장애 치료

 → 인공지능 S/W 기반 애플리케이션 

게임, 가상현실을 통한 의학적 치

료 제공

     * 국내 1호 디지털 치료제로 식약

처 임상시험 승인(‘19.7)

네오팩트

인공지능(AI) 재활치료

 → 의사·재활치료사 없이 인공지능

(AI)이 추천하는 게임화된 재활치

료 콘텐츠 훈련 수행

제품 

개발
`씨젠

인공지능(AI) 체외진단시약 개발

 → 질병 원인균 데이터를 인공지능

(AI)로 분석, 진단시약 개발 프로

세스 자동화

    * 개발기간 1년→3일), 비용(1/10) 

절감

◾해외 정책 및 산업 동향

 ㅇ (미국) 인공지능(AI)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발표, 헬스케어 분야 시장진입 촉진

* AI 이니셔티브 행정명령 서명(’19.2), 국가 AI R&D 전략 업데이트(’19.6)

* 연방데이터 및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AI 연구(NIH), AI 기반 의료기기 시장진입 허용(FDA)

 ㅇ (일본)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 문제 해결 및 의료·간호인력 부족을 대체하기 위한 인공지

능(AI) 의료기술 도입정책 추진

* 인공지능(AI) 병원 지정, 인공지능(AI) 활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책임소재 등 포괄적 규정 개정

 ㅇ (중국) 지방성의 의료자원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공지능(AI) 산업 부상

* 인공지능(AI) 의사 활용 무인진료소, 고령자 건강상태를 실시간 분석하는 스마트 양로원 등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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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제품 개발 현황

[표 4-8] 해외 AI 의료기기 제품 개발 현황

구분
주요 제품

기업명 제품 소개 기업명 제품 소개

예방

관리
AiCure

인공지능(AI) 환자 약물복용 관리

 →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는 모습

을 촬영, AI 분석을 통해 복용

정보를 의료기관에 전달

Early

Sense

인공지능(AI) 개인건강 관리

 → 침대 메트리스에 센서를 부착하여 

건강정보를 수집, AI 분석을 통해 

건강상태 분석

    * FDA 허가 완료(2014)

진단 HeartFlow

AI 관상동맥 혈액흐름 분석

 → CT 영상을 통해 환자의 관상

동맥 촬영, AI 분석을 통해 혈

액흐름 분석(혈관조영술 대체)

   * FDA 허가 완료(2015), 미국 보

험수가 적용(2017)

Deepmind

AI 안과질환 진단

 → 빛간섭단층촬영(OCT)를 통한 안구 

촬영, AI 분석 통해 3대 안과질환 

진단

치료

Johnson 

& 

Johnson

Medtronic

AI 수술 로봇

 → 환자 진단정보를 통한 수술절

차 모델링, AI 학습을 통한 로

봇 수술자동화

    * 글로벌 IT 업체와 협업통한 

상용화 연구 추진 중

Medtronic

AI 기반 인공 췌장

 → 환자 복부에 센서를 삽입하여 혈

당 모니터링, AI 분석을 통해 인슐

린 자동 주입

    * FDA 허가 완료(‘16.9), 국내 보

험급여 적용(’20.1)

3. 문제점

◾의료 인공지능(AI) 학습 및 검증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 제한 

 ㅇ 인공지능(AI)은 알고리즘 학습에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나, 의료데이터는 각기 다른 형태로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학습에 필요한 정제된 데이터 접근에 한계 

   -  인공지능(AI) 개발속도에 비해 학습·검증을 위한 데이터 확보 대응 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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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인공지능(AI) 의사 왓슨 좌초 위기

▪IBM,「Dr. Watson for Oncology」프로젝트 중단

  (실패 원인) 문헌자료와 연결할 환자 데이터 부족, 특정 의료기관에 편향된 데이터로 치료법의 객관성 

결여

▪국내 의료기관 왓슨 도입에 따른 의료진과 의견 일치율 40% 수준에 불과

  (실패 원인) 미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

◾인공지능(AI) 기술의 체계적인 임상검증 부재

 ㅇ 의료분야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은 초기단계로, 제시하는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임상

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대다수

*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AI) 의료기기가 내린 진단오류는 환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

   -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기술개발 외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임상검증에 대한 대응노력 부족 

인공지능(AI) 활용 제품의 임상 정확도 검증사례 부재

▪의료·영상 분야에서 제대로 임상검증이 된 사례 全無
  ‘18년 1∼8월 출간된 논문(약 2,700건) 중 AI의 정확도를 확인한 사례 발표

  어떠한 형태의 외부검증(6%) > 임상진료 환경에 맞춘 정확도 검증(1%) > 엄밀한 기준의 임상정확도 검증(0%) 

◾현행법은 사람을 의료행위의 주체로 규정, 인공지능(AI) 의료행위 능력에 대한 직접적 인정 불가

 ㅇ 의료인 외에 의료행위(진단·처방)는 할 수 없으며 인공지능(AI) 의료기기는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만 활용 가능, 별도의 보험수가 반영에도 제한

* AI 등 혁신 의료기술이 기존의 진단·치료를 넘어서는 의학적 가치를 입증할 경우 건강보험 추

가 가치인정을 검토(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19.12)

   -  충분한 임상적 근거가 확보된 인공지능 의료기기(AI)의 자체 진단·치료의 허용범위, 수가 반영 

및 책임 소재 등에 대한 검토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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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제품의 활용 불가능 사례

 (스마트 콘택트 렌즈) 당뇨환자 눈물에 포함된 당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혈당수치가 올라가면 자동 

약물 방출

  → 의사와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처방은 불법

◾제품 출시 후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검증 및 관리방안 부재

 ㅇ 인공지능은 사용자의 피드백, 새로운 학습데이터 및 알고리즘 자체 발전 등으로 지속적인 변화·

발전이 가능(적응형 학습, Adaptive learning)

 ㅇ 의료기기 관리체계는 허가 후 변경되는 제품의 변경허가를 득해야 하나, 인공지능(AI) 기술이 적

용된 제품의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 완화

* 제품의 설계변경 없이 데이터 추가로 정확도가 향상된 경우 별도의 허가·인증절차 면제, 기업 자

체적으로 데이터와 제품 성능을 관리(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19.10))

   -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의료 인공지능(AI) 적용 제품에 대한 검증 및 관리방안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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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G 활용

5G는 超고속, 超저지연, 超연결을 주요 특징으로, 헬스케어분야의 혁신 촉매로 활용될 것을 기대

[기존 이동통신(4G) 대비 5G 핵심성능 비교 및 활용 가능 분야]

핵심 성능 4G 5G 4G 대비 비즈니스 기회 영역

초고속
최대 

전송속도
1 Gbps 20 Gbps 20배

초고화질 영상, 실감형 

콘텐츠(AR·VR) 등 대용량 데이터 

기반 콘텐츠 산업 활성화

초저지연 전송지연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1/10

지연시간 최소화로 DATA 신뢰확보 

및 즉각적 응답과 반응이 필요한 

서비스 가능

초연결
최대 기기 

연결수

십만개/km

2

백만개/km

2
10배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단말과 

센서의 수를 크게 증가시켜 IoMT, 

홈케어 등의 환경 구현

  자료: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자료 재가공

1. 미래 모습

 ㅇ 대용량, 고품질 의료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전송·분석·활용 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인한 데이

터경제(Data Economy) 활성화

   - (개요) 데이터 생태계의 가치사슬(데이터의 수집·저장·유통·활용)을 기반으로 공급-중개-수

요 시장을 통해 경제적가치*창출 

* 신제품·서비스 제공, 생산성·효율성 향상, 제품·서비스의 질 향상 등

   - (데이터 생산·수집) 의료사물인터넷(Internet of Medical Things, IoMT)* 등 다양한 장비(방법)를 

활용한 다양한 영역의 건강정보 생산·수집

* 개인의 생활습관, 질병이력, 의료이용정보, 유전체정보 등을 데이터화하여 정보, 기기,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는 기술

   - (데이터 전송) 대용량 데이터(영상정보, 음향정보 등)의 실시간 송·수신

   - (데이터 분석) 정형·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인공지능(AI)기반의  실시간 분석결과 제공 

   - (데이터 활용) 개인 맞춤형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제공

* 개인건강기록(PHR) 중심의 개인건강정보 기반 건강위험도 예측 등

 ㅇ 개인주도형 데이터 활용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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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의료기관·치료중심 → 탈의료기관·전주기 건강관리 중심으로 변화

   - (개인주도형 데이터 활용) 산재되고 분절된 건강정보를 통합·연계하여, 개인이 선택한 분야에 활용

* 진료정보교류, 실시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웹/앱을 활용한 온라인 의료상담 등

   -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시·공간적 제약 없이 지속가능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 진료정보교류, 실시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웹/앱을 활용한 온라인 의료상담, 홈헬스케어 등 시·

공간적 제약이 없는 지속가능한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가능

2. 현항

◾해외

 ㅇ (개요) 글로벌 통신업체인 Ericsson의 조사에 따르면, 2026년 의료서비스 관련 5G 시장규모는 760

억 달러(전체 5G 시장의 49.2%)로 전망

   - 5G가 활성화되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분야는 원격의료이며, 2025년 원격의료 관련 전체 시장

규모는 1,305억 달러로 전망(Global Market Insights)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9)

[그림 4-5] 5G 네트워크의 의료서비스 활용 분야

   - (상용화 현황) 세계 주요국의 5G의 상용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19년 7월 기준, 일반인 대상 

5G 상용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호주 등 17개국이며, 일본, 중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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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9)

[그림 4-6] 주요국의 5G 상용화 도입 및 추진현황

 ㅇ (정책 현황) 주요국들은 5G 및 5G 융합산업이 미래 국가경쟁력의 근원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촉진

정책을 수립·추진 중이나 보건의료분야 중심의 정책이 아닌, 5G 기반 마련 및 생태계 조성을 위

한 정책이 주요 골자

[표 4-9] 주요국의 5G 관련 정책 현황

국가 주요 추진내용

미국

⦁5G 촉진정책인 ‘5G Fast Plan’ 발표(‘18.09.)

  - 시장 공급 주파수 할당(고·중·저대역 할당), 민간부문의 5G 네트워크 투자촉진 및 신규 구

축을 위한 인프라 정책 개편, 5G 저변 확대를 위한 기존 규제개선 등

⦁투자활성화 정책인 ‘5G Initiative’ 발표(‘19.04.)

  - 주파수 경매를 통한 주파수 할당, 관련 규제개선, 5G 펀드 조성을 골자로 하는 ‘차세대 통신

망 5G 이니셔티브’ 발표

영국

⦁세계최초 5G 주파수 경매 실시(‘18.04.)

⦁기술협력을 위한 민관 협력의 5G협력센터(5GIC) 설립(’15.09.)

⦁A 5G Strategy for UK 전략 발표(‘17.03.)

  - 5G 적용사례 발굴, 규제정비, 커버리지 확충, 보안 고도화, 표준화 등

⦁5G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18.05)

  - 5G 설비투자에 대해 향후 5년간 재산세 100% 감면, 신규 건축 관련 규제 정비 등

중국

⦁5G 조기 상용화 추진

  - 미·중 무역갈등, Huawei 제재 등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여 5G 조기 상용화 추진

⦁국가전략산업 지정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5G기반 AR·VR 활성화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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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헬스케어 산업 적용 현황

   - (원격의료서비스) 대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원거리 의료인-의료인, 의료인-환자간 

의료서비스 제공 등

   - (실감콘텐츠 활용 가상수술 및 교육) AR·VR 기반 실감콘텐츠를 활용한 의료진대상 교육, 수술

가이드 등 제공, 환자대상 재활치료, 정서관리 등에 활용

   - (의료기관 운영효율성 증대) 의료기관 내 물류, 공간(입원실, 수술실, 응급실 등), 의료장비 등 실

시간 모니터링으로 자원효율화 도모 및 AI기술과 의료데이터를 연계하여 환자 위험요소 예측, 

가이드 제공 등을 통한 운영효율성 증대

   - (응급의료 프로세스 개선)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고해상

도 영상의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무중단 고화질 영상 송·수신을 통한 실시간 시술 위치 파악 

등이 가능

   - (디지털병원 전환) 미국, 중국, 핀란드 등의 나라에서 5G 도입을 통한 스마트의료 도입 및 디지

털병원으로의 전환 추진

국가 주요 추진내용

  - 국무원은 중국 산업 전략인 ‘중국 제조 2025’(‘15. 5)과 ’13 5규획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16. 2)을 통해 5G 통신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

  - 허베이성, 허난성 등 지방정부는 지역 산업활성화를 위한 AR·VR 활용 촉진정책 수립·추진

일본

⦁민관협의체 구성

  - 총무성, 이동통신사, 단말장비제조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5GMF, Mobile Forum)를 

구성, 5G 주요 이슈와 국제 표준화에 대응

  - 5GMF는 내부에 6개 사업자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5G 기반의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원격진

료·물류·미디어 분야 종합 실증실험(’17～’20년) 추진

⦁‘미래투자전략 2018–Society 5.0, 데이터기반 사회 로의 변화’ 발표(2018.06.) 

  - 5G 기술 기준과 향후 주파수 할당에 대해 계획 구체화(2018.07.)

  - 미래투자전략에 따라 5G용 주파수를 이동통신사업자들과 Local 5G 정책에 의거, 민간 할당

(2019.04.)

⦁Local 5G* 주파수(自営5G用周波数) 할당정책 추진

* Local 5G: 이동통신사 외에도 기업이나 공공, 아파트 등의 분야에서도 5G 주파수를 자

영적으로, WiFi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

  - Loacal 5G 주파수 정책은 일본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5G 전국 확대를 독려하면서, 더욱 빠르게 

5G의 전국 전개를 위해 기업주나 토지주가 5G망을 자체로 구축하도록 하는 5G 확산 촉진 정책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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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 주요 내용

원격의료

(모니터링

, 진료, 

협진 등)

미국

⦁e-ICU 도입을 통한 중환자실 진료 개선

  - 보건의료분야의 인적, 물적 자원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 e-ICU를 통해 

중환자실 환자감시장치와 의료기관 EMR 내 환자데이터를 연동한 정보를 중환자실 

의료진에게 제공

⦁콜롬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버라이즌(Verizon) 5G 연구소와 원격물리치료 

플랫폼 개발

  -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하여 비대면 운동성향상 물리치료 프로그램 개발하여 

테스트 진행 중

중국

⦁5G-VR 기반 원격심장수술 진행

  - 광둥성 인민병원 의료진이 5G로 전송된 고화질 수술영상을 보고 가이드를 전달하

면, 400km 떨어진 광둥성 가오저우시 인민병원 의료진이 집도하여 심장수술 진행 

⦁베이징 의료기관, 화웨이와 5G 활용한 원격수술 진행(‘19.3.16)

  - 베이징의 의사가 3,000km 떨어진 하이난 환자를 MRI 영상을 확인하며 3시간동안 수술

⦁청두 제3인민병원 로봇팔 활용 수술 실시

  - 청두 제3인민병원-화웨이가 협력하여, 선전시 리서치랩 의료기기(로봇팔) 활용 수술 실시

일본

⦁NTT docomo(통신사), ‘MWC 19’에서 5G 원격의료 제어 기술 시연

  - 수술방에 있는 의사와 고속열차를 타고 달리고 있는 의사가 5G를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열차 안에 있는 의사가 실시간으로 통합시스템을 보며 자신

의 의견 전달

의료진⦁
환자 

대상 

교육

영국

⦁Royal London Hospital 수술교육 진행

  - 360도 카메라로 외과의가 수술하는 장면을 웹사이트(Medical Realities)에서 생중계, 

수술 관련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수술 교육 진행

중국

⦁칭타오병원, 차이나유니콤과 협력을 통해 수술과정 원거리 중계

  - 칭타오병원에서 진행된 수술 과정을 5G 초고속 광대역통신(eMBB)기술 활용하여 국

제심장병학회가 열리는 파키스탄으로 중계(‘19.4.5)

미국

⦁Qualcomm, VR 기반 F,A,S,T 뇌졸중 검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 의대생이 생리학을 공부하고 뇌졸중 진단을 훈련하는데 필요한 의료 VR 경험 제공, 가

상 뇌졸중 검사 단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5G 기술을 활용, 유사 의료교육 도구 개발 중

⦁Cedars-Sinai병원, 환자 스트레스 해소 및 통증완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 환자들이 VR 고글을 착용하면 답답한 입원실 대신 아이슬란드의 멋진 풍경이 펼쳐

지며, 환자는 미술 스튜디오의 작품 제작 과정에 참여하거나, 깊고 푸른 바다에서 

고래와 함께 수영하는 것을 체험

자원 

모니터링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병원 현황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 병원 현황정보(환자, 기기, 의사, 데이터 등)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환자안전 솔루션, 환자상태 모니터링 등 인공지능 기반 의료서비스 제공

[표 4-10] 5G 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국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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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ㅇ (개요) ’19. 4월, 세계 최초 5G 상용서비스를 시작하며, 통신 3사(SK telecom, KT, LG U+)간 초기 

산업생태계 형성을 위한 경쟁 진행 중

   - (생태계 형성 경쟁) 초기 통화 품질 문제 등의 조기 해결을 위한 5G 기지국 구축에 투자 중이며, 

5G 전용요금제 및 전용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초기 생태계 선점을 위한 경쟁 진행

* 통신 3사는 ’19. 4월서울 수도권등 밀집지역중심으로 기지국을약 5만여개 기구축 상태로, ’19

년 말까지 약 10만개의 기지국을 추가로 구축 예정

(전 인구의 93% 커버 가능)

   - (주요 서비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능을 탑재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5G 

기반 서비스 제공

 ㅇ (정책 현황 1)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5G+ 전략」(’19.04.08.) 발표

구분 국가 주요 내용

5G 기반

구급차

서비스

스페인

⦁5G Connected Ambulance

  - i2CAT(바르셀로나 주정부 산하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구급차 내 2대의 카메라를 활

용한 환자 상태촬영 및 5G 네트워크 기반 실시간 영상 전송. 해당 정보는 실시간으

로 의료기관, 교통당국, 철도청, SEM에 전달되며, 의료기관에서는 의사-기술사(응급

차량 내 인력, 응급처치는 가능하나 기술사 단독 의료행위 불가) 소통을 통한 진단, 

교통당국은 병원까지 최적 경로 안내를 지원. 현재 파일럿 테스트 진행 중이며, 실

증사업은 주요 기관 등과 협의 중

디지털

병원

미국

⦁Rush University medical center, 미국 병원 최초 5G 네트워크 도입(‘19.1.8)

  - AT&T와 협력하여,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에지컴퓨팅(Multi-Access Edge Computing) 

구현 예정

중국

⦁광둥성 인민병원, 차이나모바일-화웨이 간 ‘5G 스마트 의료 전략적 협력 협약’ 

체결(‘19.3.9)

  - 원격의료 영상, 디지털의료 서비스,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협력 추진 예정

⦁상하이 제1인민병원, 차이나모바일(통신사) 간 ‘5G 스마트병원 공동혁신센터 구축’ 

협약 체결(‘19.3.28)

⦁상하이 제10인민병원, 차이나모바일(통신사) 간  ‘5G 초음파 공동 실험실’ 협약 

체결(‘19.4.1)

⦁웨양병원, 차이나텔레콤간 ‘스마트병원’ 관련 전략적 협약 체결(‘19.3.26)

핀란드

⦁Oulu University medical center, Ouluhealth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Future Hospital 

OYS(Oulu University Hospital) 2030’ 프로젝트 추진

  - 5G, AR/VR, IoT, AI 등 기술이 구현되는 디지털혁신 병원 구축, 연구개발 환경(OYS 

test lab, Oamk Simlab, Oulu WelfareLab)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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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 및 목표) 5G+를 통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산업 선정. 10대 핵심 산업, 5대 핵심

서비스에 중점투자를 통해 5G+ 기반 신산업 육성

   - (구성) 세계 최고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업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5G+ 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총괄)’를 구성·운영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30조원 이상 투자 예정

   - (보건의료분야 관련) 5대 핵심서비스에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선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그림 4-7] 5G+전략의 10대 핵심산업 및 5대 핵심서비스 

 ㅇ (정책 현황 2)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新의료서비스 개발 한계 극복을 위한「개인 주도형 의료

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안)」(’20.1.) 발표

   - (내용) 폭발적 의료데이터 증가 활용을 위한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통합·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인프라, 참여 유도, 거버넌스 등 3대 분야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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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2019) 

[그림 4-8]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활용 전략(예시) 

 ㅇ (헬스케어산업 적용 현황) 제한적 원격의료 시범사업, 신규 구축 의료기관내 5G 기반 스마트의료 

도입,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추진 중

   - (원격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제한

적으로 의사-의료인간 원격진료, 만성질환관리자 대상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

   - (스마트의료 도입) 국내 의료기관과 통신사 간 협력을 통한 5G  기반 스마트의료 도입 및 디지털

병원 전환 추진

의료기관 통신사 스마트의료 도입 내용

연세의료원

(용인세브란스)
SK telecom

⦁병실 내 AI 스피커설치, AR내비게이션 솔루션, 홀로그램 병문

안(격리병동), 안면인식 출입통제 등

삼성서울병원 KT ⦁5G 기반 양성자치료정보 조회, 디지털 병리진단, 5G 수술 지도 등

을지대학교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LG U+ ⦁5G 유무선 통신 인프라 구축, AI 정밀의료서비스, VR 간호실습 등

[표 4-11] 의료기관-통신사 간 협력을 통한 국내 디지털병원 전환 추진현황

   -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5G 이동통신을 활용하는 인공지능(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사업(’19.04.01. ~ ’21.12.31.)을 통해 환자 이송시간 단축을 통한 치료 골든타임 확보 및 환자

상태·질환 중증도에 따른 맞춤형 진단·처치 서비스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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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데일리(2019.07.24.)

[그림 4-9] AI기반 응급지원시스템 업무 개념도

3. 문제점

 ㅇ (인프라) 5G 상용화를 위한 통신 인프라 미흡

   - 높은 주파수 특성상 기존에 비해 소형 기지국이 많이 필요하며, 기지국이 많이 설치되려면 중계

기와 이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관로와 광케이블 등 통신설비가 4G에 비해 훨씬 더 많이 필요

* 통신설비 공동구축 및 활용에 대한 통신사 간 합의 진행 중

 ㅇ (통신제도) 5G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미흡

   - 5G 상용화를 위한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망투자 혜택 필요

*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망투자 세액공제 발표

   - 네트워크 이용 증가에 따른 5G 인프라 관련 정책 마련 필요

* 망중립성,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 마련 등

 ㅇ (헬스케어 제도) 원격의료, 건강정보활용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제도 개선 미흡

   - 2014년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원격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하면서, 현재까지 답보 상태

*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의료계의 부분적 요구도 있으나, 전반적인 원격의료(원격의료, 원격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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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 반발 존재

   - ’19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이 발표되었으나,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판

단기준이 다소 모호하며,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 필요

   -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20.1.)되었으나, 하위법

령 및 가이드라인 조속히 마련 필요

 ㅇ (헬스케어 육성정책) 5G 활용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제품·서비스 

육성전략 및 거버넌스 부재

   - 디지털헬스케어 육성 관련 거버넌스(영국: NHS Digital, 호주: ADHA 등) 구축을 통한, 사회적 합

의 도출, 기존사업과 연계 서비스 개발 지원 등 필요

   - 개인 정보 동의 및 보호 체계구축, 국제 표준 기반 의료데이터 표준 마련 등 시급

4. 추진 과제

① 스마트시티 內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전략 수립 연구

◾사업 내용

 ㅇ 스마트시티 내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전략 수립

   - 스마트시티 내 헬스케어서비스 개념 및 역할 정립

   - 스마트시티 헬스케어분야 서비스모델 개발 및 추진방안 마련

   - 서비스모델의 단계별 적용방안 등 활성화방안 수립

 ㅇ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19.9.) 등의 실현에 필요한 다양

한 시범사업 연계·발굴 및 사업화

   - 「스마트도시법」개정 등을 통한 스마트시티형 헬스케어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하여 시범사

업이 가능한 영역 등 발굴

   -  서비스운영 前단계에 점검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 및 향후 추진될 신도시에 확산 가능한 서비

스모델 발굴 및 사업화 예산 획득

5. 기대 효과

 ㅇ (산업계 측면) 동반성장모델 구축 및 의료기관 운영효율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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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동반성장모델 구축

* 5G 기술이 다양한 산업분야와 융합하면서 전·후방산업 촉진

   - 의료기관 자원 최적화를 통한 운영효율화

* 5G와 IoMT기술 활용을통한의료자원 추적, 공간 활용 최적화, 원무·행정·진료 프로세스 개선 등

병원 운영 효율성 증대 가능

 ㅇ (국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난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질 향상 

*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뿐만 아니라 라이프로그 정보, 영양, 생활습관, 멀티오믹스 정보 등 다양

한 보건의료데이터를 근거로 보다 정확한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 의료기관이라는 ‘특정’ 또는 ‘제한된’ 공간에 집중된 기존 의료시스템을 분권화시켜 Home

Healthcare 등을 통해 비용절감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질 향상

□4  스마트·AI 병원

1. 미래 모습

◾스마트 헬스케어 구현을 위한 스마트 병원 구축

 ㅇ 스마트 헬스케어란 차세대 ICT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와 관련된 정보, 사람, 자원, 기관을 능동적으

로 연결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지능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말함(Shuo Tian et al., 2019)

* Internet of Medical Things(IoMT), Robotics, AI, Cloud computing solution, 5G 등

 ㅇ 사회적 변화에 대비 기존 병원 역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병원으로 전환

   - 외부 생태계와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협력을 통한 질병예방, 치료, 관리의 전주기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

   - 고도의 자동화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정밀의료를 구현하고 총체적이고 다학제적 진료를 구

현하는 스마트 헬스케어의 혁신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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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스마트 헬스케어와 스마트 병원의 특성

스마트 헬스케어의 특성 스마트 병원의 특성

▪정확한 진단, 치료 및 케어 제공

▪정보의 효과적, 효율적 제공

▪환자 정보의 중앙화, 보안강화 및 접근성 향상

▪정보를 바탕으로 한 환자 참여

▪비용효과적인 전달체계 등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의사결정

▪AI를 활용한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환자 요구에 맞춘 AI 교육 알고리즘 적용

▪직원 채용, 스케쥴링 및 훈련 자동화

▪로봇을 이용한 물자 운반 및 기록 수집 등

자료: Diloitte(2018) 자료: Diloitte(2017)

ㅇ 스마트병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진료와 운영효율을 향상시켜 환자경험을 극대화하는 병원을 말함

   - 환자경험 극대화: 의료의 적시성, 의사와의 면담시간, 상담 및 의료서비스 질, 예기치 못한 상황의 

필수진료 유지 등 

   - 임상영역에 영향을 주는 오류 최소화 및 제거: 단순 반복 업무 제거, 인력흐름 조정 및 업무 효

율화, 의료진 퍼포먼스 혁신지원

   - 디지털화된 정보의 확대와 기술 기반, 기술간 연결, 실시간 대화, 병원의 경계 사라짐

[표 4-13] 디지털병원과 스마트병원의 차이

관점
디지털

(특정 순간 과거 기록 베이스)

스마트

(실시간 정보, 대화 기반의 피드백)

환자
- 진료기록의 실시간 확인(모바일)

- 검사결과의 상시 열람 

- 환자 건강상태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건

강정보 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 및 교육

- 지역사회 기반의 건강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의사

- 웨어러블기기 등을 통한 환자 상태 모니터링 

및 EHR 자동기록

- 회진 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환자 정보 조

회

- 통합된 환자 정보(신체, 실내 센서 및 검사 결

과)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AI기반 환자 상태

분석을 통해 악화 시 의료진 통보 

- AI기반 의사결정보조 및 실시간 협진을 통한 

최적의 치료제공

간호사
- EHR에 저장된 모든 환자 상태 및 투약 기록 

등을 PC 또는 모바일기기로 접근 가능

- 웨어러블 또는 모바일 기기에서 수집된 정보

를 바탕으로 비대면 임상을 통한 감염관리 예

방, 업무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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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스마트병원은 가정, 지역사회와 더불어 스마트 헬스케어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환자 진료 절차

의 통합, 정교화, 자동화를 통해 운영 효율성 및 환자 경험을 개선

* 운영효율(Operational efficiency) 측면: 인적․물적 자원 관리, 품질 및 성과 분석 등

* 진료효율(Clinical efficiency) 측면: 환자안전 및 모니터링, 의사결정 지원 등

* 환자경험(Patient experience) 측면: 진료 및 검사 일정관리, 자가관리 역량강화 등

[그림 4-10] 스마트 병원의 개념 및 역할

◾스마트병원 중심의 미래 의료환경

 ㅇ 효율성 위주(절감)에서 자원의 적정성(필요한 만큼 자원 투입) 추구 가능

   - 적절한 시기(Right time), 적절한 장소(Right place)에서 옳은 인력(Right person)이 올바른 절차

(Right Procedure)에 따라 올바른 업무(Right work) 수행, 적정 자원 활용(Right resource) 가능

 ㅇ 병원의 효율성 향상으로 국가의료체계 효율화에 기여

관점
디지털

(특정 순간 과거 기록 베이스)

스마트

(실시간 정보, 대화 기반의 피드백)

관리자

- 모든 시설관리 현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온

라인 확인

- 불완전한 작업이나 장비 결함의 실시간 발견 

및 조치

- 데이터 기반의 환자 및 임직원이 기대하는 사

항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

- 무인화, 자동화를 통한 시설관리를 통한 운영

효율 및 인적오류(human error)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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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의 효율화는 국가의료체계 효율화와 직·간접적으로 연동

   - 하나의 병원서비스를 벗어나 보다 큰 생태계에서의 디지털화된 정보와 기술의 ‘연결’을 통해 

병원의 전통적인 역할과 기능의 변화 시작 

   - 스마트병원 구축을 통해 종례의 의료서비스 경계가 모호해지며, Hospital to Home 까지 확장, 적

시에 소비자가 원하는 것에 대응 가능

 ㅇ 스마트병원을 중심으로 한 기관 간 유기적 연결, 통합된 데이터와 네트워크는 예방과 치료, 건강관

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Hub-spoke로 연결하여 적극적 건강관리 실현, 궁극적으로 국민건강획기

적 개선, 의료전달체계 효율화 및 의료비 절감

 ㅇ AI 등 헬스케어 신기술 기반 기업의 서비스의 개발 및 실증 플랫폼으로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의 

허브역할 수행

   - 헬스케어 기업의 병원 내 기술개발협력 및 실증으로 기술개발-상용화 주기 단축

   - AI, 네트워크 기반 병원연계서비스 확대를 통한 산업영역 확장

[그림 4-11] 스마트 병원 중심 미래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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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국내

 ㅇ 정책 및 제도

   - 정부는 병원을 혁신 거점으로 바이오 헬스 연구생태계 조성 및 병원 중심의 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 ’19.5)

* 데이터중심병원을 지정(’20년 3개소, ’21년 2개소 예정)하여 병원 당 연간 30억 원 지원

   -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의료데이터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추진

* 임상 데이터의 생성 및 수집․통합․공유를 위한 건강보험진료비청구코드(EDI)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용어체계 간 매핑 사업, 진료정보교류사업 등

   - 병원 중심의 차세대 인프라 및 기술 확대 관련 R&D 과제 확대

* 연구중심병원육성 R&D 과제선정시 AI 등 4차 산업혁명주요기술이활용된연구과제우선선정

* 미래의료선도사업단(’21∼’30, 복지부) 설치․지원을통해차세대바이오헬스기술연구허브육성

 ㅇ 스마트병원 추진 현황

   -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스마트병원 구축 사업을 위한 조직 개편 및 기술 개발 사업

이 활발히 진행 중

* 서울성모병원 스마트병원 개원(’18.5), 삼성서울병원 5G 스마트 혁신병원 구축(’20.1) 등

   - 특히 인공지능 솔루션, 5G통신 기술 등 ICT 분야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환자 편의를 증진하고 

진료 효율성 제고를 도모

* 용인세브란스병원-SKT: 5G 디지털 혁신병원 구축, 한림대성심병원-뷰노: AI기반 치매진단솔루

션 도입, 서울아산병원-카카오: 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 단기적으로는 환자 편의증진 및 병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밀의료 실

현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전달체계 효율화 및 의료비 절감 등을 스마트병원의 목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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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편의

(Patient experience)

진료 효율

(Clinical efficiency)

운영 효율

(Operational efficiency)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능 강화

로 진료 현황 확인, 건강정보 입

력장치 및 조회

◾개인별 침상 모니터를 이용한 

식단 선택, 간호사 호출, 진료

비 수납

◾길찾기 안내, 회진 보조 로봇 등

◾AI 기반의 약제 처방 보조, 보

험심사 항목 모니터링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영상 검

사 결과 판독 정보 기록

◾고용량 영상정보 실시간 전송

(5G) 등

◾실시간 응급실 및 외래 혼잡도 모

니터링

◾물류 추적 및 로봇 배송을 이

용한 스마트 자원 관리

◾병원 간 환자 의뢰 및 회송 현

황 모니터링 및 전자 의뢰서 전

송 등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플랫폼 구축

[그림 4-12] 스마트병원 관련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

◾해외

 ㅇ‘25년까지 전세계 종합병원 중 약 10%가 스마트병원으로 전환하거나 스마트병원 관련 기술 구현

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Frost & Sullivan,‘17) 

 ㅇ 기존 병원의 스마트병원 전환에 따라 세계 스마트병원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 

* (’19) 255억달러 → (’27) 1,289억달러 (Verified Market Research)

 ㅇ 세계 유수 병원은 스마트병원 도입 추진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세계 최초로 Command Center 도입(’16)하여 18개월간 운영한 결과, 환자 

수용력 60% 향상, 응급실 환자 병상배정시간 30% 단축

→ 현재 미국·영국·캐나다 7개 병원에서 도입·운영

◾미국 클리블랜드클리닉

원격 모니터링시스템(e-Hospital) 구축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홈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 

◾일본 나고야대학교병원

블루투스 기반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실시간 활동데이터 수집 및 분석 

[그림 4-13] 해외 스마트병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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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신축 병원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부터 GE Healthcare, Philips 등 다국적 헬스케어 기업과 협업하

여 커맨드센터, AI 분석 플랫폼 등 최신 ICT 기반의 솔루션을 도입하는 사례 증가

   - 그 외에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환자 침상 모니터, 영상 진단 장비, 물류 로봇, 자산 위치추적 

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개발 및 적용

ㅇ 해외 주요국은 스마트병원 육성 기반 마련 중

[해외 스마트병원 추진 사례]

◾미국

 ㅇ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표 및 추진

    -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10년 로드맵 및 정밀의료 이니셔티브 발표(`15)

    - 데이터 활용, 디바이스 개발 등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제품화 촉진

    - FDA의 디지털 혁신전략으로 디지털 치료제 시장진입 및 활용 활발

ㅇ 기술혁신 가속화를 위한 규제체계 및 가이드라인 조성

    - 디지털 치료제 규제체계 및 가이드라인 발표

    - HITECH 법 제정을 통하여 의료 데이터 표준안 EHR(Electronic Health Record) 조

성(`09)

    - 만성질환 환자의 심혈관 질환 관리를 포함한 원격의료정책 법제도 확립

    - 의료보험 내 다양한 원격의료 수가 주체 형성

    - 비침습 모니터링 디바이스 데이터 송수신 관련 앱 가이드라인 발표(`11)

    - AI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등급 부여

ㅇ Cleveland Clinic, Johns Hopkins Hospital, Mayo Clinic, UCLA Medical center, 

Saratoga Hospital,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등 스마트병원 구축

◾영국

 ㅇ NHS를 주도로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 추진

    -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조직(NHS Digital) 신설 및 보건의료정보부문 개발(`16)

    - 환자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만성질환 예측, 웨어러블 기반 건강관리, 

원격 교육 및 의료를 통한 건강관리 지원 등 주요 계획 수립

    - AI, 헬스케어 등 6개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는 미래산업전략 발표(`17)

    - 원격의료를 standard care로 만들기 위한 계획 발표(`19)

* 영국의 모든 1차 병원과국민이 앱을 통하여진료기록 열람, 장기 복용약처방전 발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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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원격진료 등 가능(`19)

    - NHS(The NHS Long term Plan)을 통하여 디지털치료제 및 원격의료 확대 지원(`19)

* ’디지털 치료제의 임상현장 내 평가‘ 단계로의 진입 권고 프로젝트 수행(`20)

 ㅇ 스마트 병원은 영국 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위한 3대 우선 투자 분야 

중 하나로 선정

◾덴마크

 ㅇ ICT를 활용한 병원 신축 및 원격 의료 강화에 집중

    - 스마트 헬스케어 국가 표준 수립

*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커넥티드 케어 표준화 최초 제안

    - 건강닷디케어 개설 및 진단 내역, 주의사항, 주치의 방문 예약, 커뮤니티 등 제공(`03)

    - 원격 환자 모니터링, 원격 정신과 치료 등 원격의료 실천계획 발표(`12)

    - 국가 차원의 원격의료 확대를 강조한 시민 중심 의료시스템 구현 보고서 

‘Danish Health 2030’ 발표(`17)

 ㅇ Super Hospital 설립 계획 수립(`17)

◾호주

ㅇ 정책,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하여 디지털 헬스 산업 성장 도모

    - 호주표준협회(Standards Australia)는 디지털병원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17)

* 디지털병원의 정의, 핵심 요소, 인프라 구축 및 설계 원칙, 직원 교육 및 이사회 구성, 솔루

션 공급업체 참여 시 고려사항 등 수록

    - 디지털 헬스 정책 수행기관 앤드헬스(ANDHealth) 및 호주디지털헬스기관 설립(`16)

* 온라인 건강기록부 마이헬스레코드 프로젝트 수행(`16)

* 전자처방(E-prescriptions) 제도 도입

* 디지털 헬스관련 인력 교육 발표(`20)

◾싱가포르

 ㅇ 의료수요 및 의료 시스템 변화를 위하여‘의료산업 혁신지도’발표(`17)

    - 스마트병원을 테스트베드로서 솔루션 적용 및 활용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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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스마트병원 구축 및 급성 및 지역사회 치료서비스 동시화

    - 우드랜드 헬스 캠퍼스(Woodlands Health Campus)

* 급성 및 지역사회 치료서비스가 동시에 개념화된 싱가포르 최초의 병원 단지

* 같은 단지 내에 급성병원, 커뮤니티 병원, 요양원, 전문클리닉 설립

    - ICT 기술 활용 원격의료 및 자가 모니터링·관리 가능한 의료서비스 제공

◾중국

 ㅇ 국가차원 전략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촉진

    - ‘정밀의료 발전계획’ 발표(`16)

    - BGI를 중심으로 의료 빅데이터 축적을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국가경쟁력 확보 추진(`16)

    - AI 산업 성장을 위한 AI 전략 제시(`17)

    - 산업 정보 기술부는 의료분야 구체적 목표 수립을 위한 3개년 실행계획 발표(`18~`20)

ㅇ 기술 발전을 위한 개념 수립 및 가이드라인 조성

    - 원격의료 개념 수립 및 수가 등 관련 규정 수립(`14)

* 원격의료의 정의 및 범위, 원격병리 진단, 초음파, 심전도 등 원격의학 영상진단, 원격 감호,

원격회진, 원격문진, 원격 질병사례 협진 등

    - 병원에 적용 가능한 AI 지침 작성

ㅇ 스마트병원 구축 적극지지 및 발전을 위한 등급제 평가 시행

    - 스마트화 수준을 0~5단계로 나누어 구분하는 4S(Smart Service Scoring 

System) 평가기준 마련(`19)

 ㅇ ‘온라인 병원’ 및 ‘스마트병원’ 개원

    - `14년 온라인 병원 개소 및 `18년 AI 기반 스마트병원 개원

* 베이징텐탄병원(Beijing Tiantan Hospital) 등록예약부터의료상담까지스마트프로세스실현

* BOE 허페이 스마트병원(BOE Hefei Smart Hospital) IoT, 클라우드 등최첨단디지털 기술 통합

◾일본

ㅇ ICT 융합의료, 헬스케어 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15)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15)

    - ‘보건의료 2035년’을 통하여 의료시스템 재구축 및 데이터 연결, 원격진단·치료·

수술 등 기반 정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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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의료 AI 개발, 화장 진료 지원(`17)

    - 의료용 신분확인제도 시행계획 및 AI 병원 확대 계획발표(`18)

* AI 병원 22년까지 10개소로 확대

    - 초 스마트사회(Society 5.0) 실현을 위한 AI 산업화 로드맵 발표(`16)

* 진단, 처방, 데이터 수집, 신약개발, 재생의료, 간호 로봇, 음성·화상·촉각 인식 등 포함

ㅇ 약 20년간 점진적으로 원격의료 확대

    - 9가지 만성질환에 대하여 원격진료 제한적 허용(`97)

    - `15년 원격의료 전면허용 및 `18년 의료보험 적용

    - ‘온라인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 발표

 ㅇ 스마트병원 구축 및 디지털 기업과의 협력

    - NEC와 KNI 의료기관은 공동 원격모니터링 개발(`17)

    - Kitahara International Hospital, Nagoya University Hospital 등 구축

◾한국

ㅇ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 발표

    - 바이오 헬스 산업을 3대 국가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19)

    - 헬스케어 산업 발전 전략 발표(`18)

ㅇ IoT, 의료, 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 확대 및 관련 법·제도 정비

    -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

* 진료정보를 포함한 건강 관련 정보의 가명처리 시 활용 가능

*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될 경우 우선 심사 및 신속 심사 등 특례 제공

    - 혁신적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효과점증 R&D 및 시장진입 지원 계획 발표(`19)

    - 데이터·AI 경제활성화 계획 발표(`19)

* AI 건강비서, 정밀진단, 신약개발 지원 등 맞춤치료 목표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을 통하여 신속한 인허가 및 시장 진출 지원(`20)

    - 포스트 코로나 유망기술 중 헬스케어 영역에 디지털 치료제 포함(`20)

 ㅇ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의료 한시 허용

    - 환자가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20)

 ㅇ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내 스마트병원, 비대면 의료 등 스마트 의료 인프라 정책 추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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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ㅇ 산업

   - 환자경험 증강, 의료진 편의 등을 위해 스마트 병원내 즉시 적용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

하는 국내 기업 발굴 애로

* 핵심 인프라 구축에 GE, Philips 등 글로벌 기업의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으며 병원내 위치 추적

등 요소별 서비스를 위한 국내업체의 경우 사업 범위가 좁고 규모가 작아 기술 및 자원에 한계

   - 진단·치료 관련 AI는 기업과 병원의 협업을 통해 병원별로 특정 질병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발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어 즉시 활용 가능한 AI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

* 식약처 허가가 완료된 진단 AI는 뷰노메드 본에이지(골연령판독 보조, 뷰노), 루닛 인사이트

/MMG(폐결절검출/유방암, 루닛), JBS01K(뇌경색진단 보조, JLK인스펙션)에 불과

   - 장기적으로 1,2,3차 병원의 스마트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보급 등의 병원별 인프

라 구축과 그에 맞는 지불제도 등을 통한 참여유인이 필요하나 현 제도에서는 자발적 유인이 부족

* 스마트화로 실제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클라우드 이용 등 스마트 솔루션 도입 비용 등의 부담만

있을뿐 그에따른 수익변화, 가시적인 비용절감등의 명확한 유인이 없어 확산의 어려움이 예상

   - 대형병원 중심의 개별적인 데이터 표준화 추진으로 향후 국가차원의 데이터 통합을 위한 표준 

확산 문제와 유지보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의 중복문제 존재

 ㅇ 제도

   - 환자의 요구도가 높고 기술적 수준이 갖추어졌음에도 제도적 한계로 시행하지 못하는 병원 내·

외부의 서비스 다수 존재*

* 원격처방(전자처방)을 통한 의약품 배송, 건강관리 및 치료와 연계한 웨어러블 기기의 사용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고 식약처 승인이 완료된 솔루션(S/W, H/W)의 병원내 적용 및 

확산을 위한 정보제공 부족

   - 스마트 병원의 안착을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 기반의 의료교육, 데이터 및 스마트 솔루션 활용 

등 스마트 병원 인프라 확산에 동반되는 병원운영 방식, 인력양성에 대한 장기적 방안 부재

   - 환자경험과 치료효과 개선이라는 공통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접근하는 병원별 서비스가 상이하

며 그에 대한 효과검증 없이 추진하여 시행착오와 불필요한 비용소요 발생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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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과제

◾사업 내용

 ㅇ 스마트병원 구축과 시범운영 지원을 통한 스마트병원의 확산 성과 확인 

   - 의료비 절감과 환자경험 개선 등 스마트 병원의 주요 성과 확인을 위한 스마트化 요소 구현 지원

   - 의료 전달체계내 스마트 병원 확산과, 개별 병원의 스마트 격차 극복을 위한 지원범위 단계별 확대

   - 단계별 시범적용 병원의 실질적인 성과 검토를 통한 후속사업의 세부내용 반영

[그림 4-14] 스마트병원 단계별 구축 방안

 ㅇ (1단계) 스마트 병원 시범운영 병원 선정 및 지원

   - 스마트 병원의 핵심요소 검토 및 그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 확인을 위한 시범운영 및 확대 계획 수립

 ㅇ (2단계) 2단계 3차병원 기준 5개 의료조직(1,2차 병원 연계) 지원 사업 추진 및 권역별 확대 구축 지

원 여부 검토 

   - 1단계 시범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3차병원을 중심으로 1,2차 병원과 연계하는 5개 의료 조직의 

스마트 병원 구축을 지원

   - 2단계 운영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전국적 확산을 위한 스마트 병원 사업 추진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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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3단계) 스마트병원 서비스가 다양한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도입 지원

   - 지방 국공립 병원의 스마트병원 구축과 시범운영 지원

   - 디지털 의료서비스 수용에 대한 의료기관별 역량(capacity) 차이를 고려, 통상적인 전달체계 개

념에서의 1-2-3차 의료기관간 패키지로 지원하는 수직적 지원방식 고려 

4. 기대 효과

 ㅇ (개인·환자)

   -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확대와 능동적 환자 참여 제고를 통한 서비스 품질 및 치료효과 증대

   - 의료서비스의 안전성 및 적시성 향상으로 환자 경험 개선

 ㅇ (의료·병원) 

    - (운영 효율) 병원 업무 중 낮은 생산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 촉진

* 데이터 및 전문성 적시 제공, 효율적인 솔루션 제공 및 비용 효과적인 운영 가능

* 의료기관 내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로 진료․운영 효율성 증대 및 인력난 해소

    - (임상 우수성) 업무프로세스 비효율 제거 및 최적화, 의료진 업무경감을 통한 진료 몰입도 향상 

* 양질의 대규모 임상데이터 확보를 통한 정밀의료 및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실현

* 진료프로세스최적화, 건강상태모니터링및예측기술등활용데이터및 AI 기반질병진단·치료

    - (환자경험 개선) 환자 치료효과 극대화를 통한 경험 개선

 ㅇ (국가) 국가의료체계 효율화 기여

   - 효율성 위주(절감)에서 자원의 적정성(필요한 만큼 자원 투입) 추구

   - 1,2,3차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 활성화 및 역할 재정립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통합 보건의료체계 구축

   - 질병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효율화에 따른 의료비 절감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

   - ICT기반 헬스케어 분야 연구개발 및 실증 플랫폼 확충으로 진단AI 등 태동기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

   - 의료정보의 국제 표준화를 바탕으로 다국적 환자 유치 활성화 및 해외의료수출 확대

 ㅇ (산업) 

   - 스마트병원과 상호운영적 산업 활성화 

   - (의료기기) 스마트병원에서는 각종 기기의 연결이 필수적임에 따라 스마트 솔루션 번들 제품 개

발 가속화 및 의료로봇,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등 경쟁력 강화

   - (제약) 산출되는 데이터 및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투명성 제고 및 정밀의료 기반 신시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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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후보물질 발굴, 전임상시험설계 및 독성 예측, 환자 맞춤형 치료법 개발 등

   - (IT) IoT 보급률 증가 및 IT 진출 시장의 확대로 새로운 기회요인 확보

   - 병원의 스마트화로 데이터 생산량 및 종류의 기하급수적 증가. 기존 중심 가치사슬인 의료기관, 

제약·의료기기 산업 등에 대한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가치사슬의 확대 성장 계기

    - 질환 특성별, 인공지능 등에 기반한 디지털치료제, 디지털융합 의료기기 등 미래 유망 헬스케어 

기술의 적극적 개발 예상

    - 진단·치료·회복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제품의 효과성 평가가 가능해지

며, 실 데이터를 활용한 평가 및 제품 고도화가 가능함에 따라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 기여 

현재 미래

[그림 4-15] 헬스케어 가치사슬의 변화 전망

   - 스마트병원 구축에 따른 관련 시장 성장 등 부가가치 창출

    - 하드웨어 분야(‘17년 40억 달러→’25년 107억 달러, 연평균 13.0% 성장률)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분야(‘17년 30억 달러→’25년 78억 달러, 연평균 12.8% 성장률)

    - 서비스 분야(‘17년 91억 달러→’25년 220억 달러, 연평균 11.8%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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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약 AI

1. 미래 모습

 ㅇ 인공지능을 신약개발 전 단계에 활용, 신약 개발 기간 축소

   - 신약 후보물질 탐색기간 단축(5년→1년), 개발주기 절반 단축(15년→7년)

   - 인공지능이 데이터(항체정보 등) 기반으로 (전)임상시험을 설계하고, 최적 환자군을 도출*하여 불

확실성, 시간·비용 최소화(단계별 적용 사례 붙임 1 참조)

* 타겟약물과유사한성숙약물(mature drug)을식별하여신약임상시험에적합한환자를식별하여매칭

      ⇒ 복잡한 임상시험 요건을 간소화하고 방대한 임상시험 정보의 정밀한 검토를 통해 임상시험 

성공률 증가

자료: 한국제약바이오협회(2018)

[그림 4-16] 신약개발 단계별 인공지능 활용 방안

2. 현황

◾시장 규모286)

 ㅇ (세계) 신약개발을 포함한 인공지능 보건의료시장 규모는 ’18년 1억 9,830만불에서 ’25년 38억 

286) Deloitte(20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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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불로 성장 예상

   - (권역별) 북미, 유럽, 아태평양, 남미·아프리카 순

   - (분야별) 신약개발*, 정밀의료, 의료영상 순으로 연평균 50%이상 성장 예상 

* (‘18년) 159.8백만불 → (‘25년) 2,999.7백만불 (CAGR 52%)

[그림 4-17] 보건의료시장 내 인공지능 시장 성장 전망(’18~‘25)

   - ’17년 기준 전체 인공지능 시장에서 신약개발분야(Drug Discovery, Clinical Trial)가 50% 이상 차지

[표 4-14] 보건의료분야별 인공지능 시장 규모

자료 : Mordor Intelligence(2020)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CAGR

Drug Discovery 208.5 241.0 280.3 330.1 395.0 482.2 604.6 20.2

Clinical Trials 178.5 204.7 236.3 276.0 327.7 396.9 493.7 19.3

Biotechnology 136.7 159.0 186.3 220.8 266.1 327.0 412.7 21.0

Medical Diagnosis 98.1 117.4 141.4 172.4 213.6 270.0 350.6 24.5

Precision & 

Personalized Medicine
78.2 92.6 110.5 133.3 163.5 204.5 262.7 23.2

Patient Monitoring 74.5 87.4 103.1 122.8 148.4 182.5 230.0 21.3

합계 774.5 902.1 1057.9 1255.4 1514.3 1863.1 2354.3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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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내) 인공지능 보건의료 시장규모는 ’15년 17.9억원에서 ’20년 256.4억원 규모로 성장 예상

(CAGR 70.4%, 전 세계 증가율보다 높음)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6)

[그림 4-18] 국내 인공지능 보건의료시장 전망(’15〜’20)

◾국내 현황

 ㅇ (정부 정책) 국가차원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신약개발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분야를 선정,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중점 육성 계획*

*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 관계부처 합동)」

 ㅇ (플랫폼 구축) 신약개발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빅데이터로, 이를 통한 

플랫폼 구축 중

  ① (공공) 신약개발에 활용 가능한 공공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유

   - (기존)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에 기반한 건강보험 데이터(약 6조건, 의료데이터), 국가연구개발사

업을 통해 축적된 화합물데이터*(약 50만건, 연구데이터) 보유

* 연구 성과 관리·유통 제도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이 관리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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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공공 보건의료 빅데이터 현황

구분 보유기관 내용 공개여부 비고

건강보험

표본코호트

DB

국민건강

보험공단

- 자격DB :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

자의 성, 연령대, 지역, 사회경제적 변수, 장애, 

사망관련 등 

- 진료DB : 요양급여 청구자료로서 진료, 상병, 

처방 관련 변수 

- 건강검진DB : 검진 주요결과 및 문진에 의한 

생활습관 및 행태관련 자료 

- 요양기관DB : 요양기관 종별, 설립구분, 지역, 

시설, 장비, 인력관련 자료 

제한적

공개

ㆍ전 국민의 진료내용

을 담고 있음

ㆍ개인의 진료정보

ㆍ데이터를 이용하려

면 보유 기관의 심

사절차를 거쳐 공개

가 결정

환자

데이터셋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초로 진료개시일 기준 

1년 간 진료 받은 환자대상의 표본 데이터 

제한적

공개

한국

인체자원

질병관리

본부

-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초로 진료개시일 기준 

1년 간 진료 받은 환자대상의 표본 데이터 

제한적

공개

ㆍ규모 면에서는 빅데

이터로 보기 어렵지

만 데이터 집적에 

상당한 비용과 관리

가 투입되어야 하고 

데이터 자체의 가치

뿐 아니라 타 데이

터와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해 낼 수 있다는 측

면에서 빅데이터로 

간주

지역보건

의료정보

사회보장

정보원

- 전국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보건진

료소)의 보건사업 및 행정업무, 전자의무 기록 

및 진료관련(진료내역 및 검진 결과 등) 정보 

미공개

지역사회

건강조사

질병관리

본부

- 지역 보건의료계획수립 및 보건사업 평가 활

용 지표로서, 건강행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질병이환,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 이용, 사회 물리적 환경, 

심정지, 교육 및 경제활동 등 

공개

국민건강

영양조사

질병관리

본부

- 국민의 건강 및 영양 상태에 관한 현황 및 추

이 파악 

- 신체계측, 비만, 고혈압 등 검진조사, 흡연 음

주, 비만 및 체중조절, 신체활동 등 건강설문

조사, 식품 및 영양소 섭취현황, 식생활행태, 

식이보충제 등 영양조사 

공개

한국

의료패널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개인의 건강수준,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요

인, 건강행태, 의료욕구,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행태 변화분석 

- 사회경제적 특성, 의약품 구매, 경제활동, 건강

수준, 의약품 복용행태, 민간의료보험, 건강기능

식품, 건강행태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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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 중) 의료데이터 활용 및 민간 개방 확대를 위해 임상데이터 등을 포함한 5대 보건의료 데

이터 센터* 구축 中(’20.1,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정부 합동)

* △(공공)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19〜) △(바이오)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 △(병원)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센터 △(신약) 인공지능 신약개발센터 △(화장품) 피부-유전체 분석센터(’21〜)

(병원)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센터

◾의료기관 중심의 데이터구축 및 AI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20년)

   - 데이터 보유규모, 연구역량 등을 보유한 병원을 지정, 의료 데이터 생산활용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원(5개 기관)

   - 단, 본인 동의,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한 병원 내 전산 환경, 병원 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등 절차 

준수 원칙에 기반하여 운영

   - 정부 산하 의료데이터 활용지원센터를 설치, 데이터 중심병원 종합지원 및 의료데이터 활용도 제고

(신약) 인공지능 신약개발센터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으로 신약개발기간의 단축을 위해 단계별 신약개발 AI플랫폼 

구축(’19〜)

   - 4개 분야(7개 과제)에 3년간 총 75억 지원

구분 과제명 주관기관

지원과제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지원

대구경북

첨복단지

연구

과제

후보물질

발굴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신약 

후보 물질 개발
㈜아론티어

인공지능 기반 퇴행성 뇌질환 선도물질 탐색 플랫폼 

개발
중앙대학교

항암신약 개발 혁신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대구경북

첨복단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및 

신약후보물질 도출
이화여자대학교

신약

재창출
인공지능 기반 약물 재창출 플랫폼 구축 및 유효성 검증 한국과학기술원

스마트 

약물감시

스마트 인공지능 기반 의료 현장 중심 항암제 약물 

부작용 감시를 위한 공통데이터 활용 플랫폼 개발
서울아산병원

  ② (민간) 국내 제약사 약 30여 곳에서 자체개발 또는 IT기업과 협업하여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중

* 한미약품 : 美 IT기업 메디테이터와 협업, 임상시험 인공지능 플랫폼 도입

* SK바이오팜 : 관계사 SK C&C협업, AI기반의 약물설계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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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외제약 : AI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클로버’ 구축, 자회사 C&C신약개발연구소에서 질환 특성에

맞는 신약 후보물질 탐색 중

* 팜캐드 : 자체개발 인공지능 플랫폼 ‘파뮬레이터 버전 1.0(Pharmulator)’ 구축(약 16만 종류의 단

백질과 10만개의 선별된 후보물질 관련 빅데이터 탑재)

 ㅇ (개발 동향) 정부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민간에서는 스타트업 기업 또는 IT 기반 신약개발 전문업체 증가

   - (정부) 국내 제약기업 대상 신약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사업 실시(’20년 복지부, 12.72억)

* (형식) 공모를 통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내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 추진

* (내용) 총213명 교육, 인공지능 컨퍼런스 AI Pharma Korea 개최

   - (민간) ’17년 대기업*에서 시작, 현재 스타트업기업으로 인공지능 신약개발 확대 추진 중 

* CJ헬스케어 : 국내 유전체분석기업 신테카바이오와 면역항암제 개발 중

* 유한양행 : 신테카바이오와 항암활성물질 등 발굴 추진 중

* 대웅제약 : 울산과학기술원(UNIST)와 협약, 데이터사이언스 역량을 결합한 신약개발 추진

* 동아에스티 : 아주대와 공동으로 환자 진료기록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 착수

[표 4-16] 국내 인공지능 신약개발 업체 현황

AI 신약개발 기업 주요 내용

스탠다임

◾삼성종합기술원 출신 박사 3명이 창업한 기업

◾’17년 ‘국제파트너링컨퍼런스 바이오유럽’에서 차세대 제약 및 바이오기업으로 

선정

◾약물 상호작용을 포함한 약물 구조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약물후보 물질의 적용가능성을 컴퓨터 시뮬레이션하는 기술

아론티어

◾약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유전자 데이터 등을 이용한 후보물질 발굴 및 독성 예측 솔루

션 기술 보유

◾’20년, 서울아산병원과 공동으로 美FDA에 보고된 약물의 성질을 이용하여, 신약후보

물질의 임상시험 실패 예측하는 솔류션 개발

파로스IBT

◾공공 또는 상업적 약물 DB와 표적단백질의 약효데이터 등을 학습하고 분석해주는 

케미버스 플랫폼 개발

◾’20년, 자체구축한 플랫폼으로 차세대 급성골수성백혈병(AML) 표적 항암제, 세계 최

초 임상1상 시험계획 승인(국내 식약처)

3Bigs ◾맞춤형 오믹스시스템을 기반으로 바이오빅데이터, 인공지능 서비스 기반 기술 보유



- 293 -

◾해외 현황

 ㅇ (미국) NIH가 Fitbit과 공동으로 미국인 100만명 대상 유전자데이터 등의 플랫폼 구축

   - ’16년 오바마 정부의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의 일환으로, 개인의 라이프로그 데이터287), 생활습

관, 환경 및 유전자 데이터를 수집, 질병예방 및 치료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All of Us Research 

Program」 추진

   - NIH를 중심으로 항암제 후보물질 발굴기간(보통 6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연구소, 대학 등

과 컨소시엄 ATOM*구성

* Accelerating Therapeutics for Opportunities in Medicine의 약자로, 연구소(프레드릭 국립암연구소,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글로벌 제약사(GSK), 대학(UCSF) 등 참여(’17〜’19)

 ㅇ (일본) 정부 주도의 일본형 민·관 협업 모델, ‘Life Intellligence Consortium(LINC)’ 출범, 신약개

발에 특화된 AI 프로그램 개발

   - (개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일본재흥전략’(’15.3, ’16.4)과 ‘AI 산업화 로드맵’(’17.2)의 일환

으로 추진 중인 정부 주도 신약개발 AI 개발 프로젝트

   - (목표) 3년간 신약개발에 특화된 20여개의 AI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본 내 제약업계에 공개

287)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일상의 모든 것(일일 운동량, 병원 내원 정보 등)을 저장하고 검색하는 것

AI 신약개발 기업 주요 내용

신테카바이오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로 승인받은 약물이나 신약후보물질 적응증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술 보유

◾자체 개발한 항암 효과 예측 모델로, 유한양행, JW중외제약, CJ헬스케어 등과 명역함

암제 개발 중

파미노젠
◾화합물 물성, 약물정보, 유전자정보, 특허 정보 등 200억건의 화합물 구조 DB에서 

신규 약물 발굴하는 기반 기술 보유

크리스탈

지노믹스

◾스탠다임과 함께 암, 류마티스 등의 신약후보물질발굴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중

◾twoXAR, 파미노젠 등과 각각 공동 연구중

딥바이오

◾네이버, KT 출신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15년 창업

◾딥러닝을 이용한 의료용 소프트웨어 제작을 전문으로 시작, 현재 인공지능기술이 접

목된 전립선 암 진달 솔루션 개발 중

에이조스바이오
◾가상의 압축 공간에서 약리활성 물질의 구조적 특징을 찾아 조합, 조합하는 과정에

서 특정 효능을 가감할 수 있는 알고리즘 플랫폼 개발 중

디어젠
◾유전체 데이터 분석, 바이오마커 예측, 후보물질 발굴 및 최적화에 특화된 딥러닝 

기술 기반 플랫폼 개발 중

닥터노아바이오텍
◾통합형 의약학 네트워크, 약물 유전체, 환자 유전체 DB를 이용하여 신규타겟 발굴, 단

일약물(복합제) 구조예측 플랫폼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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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 공동으로 ’17년 25억엔 등 3년간 100억엔 투자

   - (구성) 일본 최대 국책연구소인 이화학연구소(RIKEN)가 90여개의 바이오업체, 제약사, IT업체, 학

교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 

 ㅇ (글로벌 대형 제약사) 자체 개발보다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한 IT기업과 협력하여 신약개발에 활

용,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여 성공률과 수익성 제고

   - 글로벌 제약사는 IBM에서 개발한 신약개발플랫폼 WDD(Watson for Drug Discovery) 등을 활용, 

후보물질 발굴 및 신약재창출에 활용*

* (화이자)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발굴

* (테바) 호흡기 및 중추 신경제 질환분석, 만성질환 약물 복용 후 분석

   - 제약회사 주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경진대회(드림챌린지 등)를 통해 알고리즘 개발

* 글로벌제약회사인아스트라제네카에서 ‘약물조합의효능예측’을 주제로 의사와환자들이직접 의

학적 난제를 내면, 참가팀이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해 솔루션을 해결하는 대회

       ⇒ ‘19년 고대 컴퓨터학과에서 참여해 우승

[표 4-17]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

회사명 인공지능 회사(제품) 중점분야

Janssen
BenevolenAI

(BenevolenAI)
임상단계 후보물질에 대한 평가 및 난치성 질환 타겟 신약 개발

Pfizer
IBM

(Watson)

신약탐색용 왓슨(Watson for Drug Discovery)을 보유한 암 관련 데

이터 학습 및 분석에 활용 및 면역함암제 신약 개발

AstraZeneca Berg 파킨슨병 치료제, 신경계통 질환 치료제 개발 중

GSK Exscentia
인공지능 담당부서 설치(silico 신약개발 unit), 4,300만불 상당의 마

일스톤 계약을 맺고 신약후보물질 개발 착수

Santen
twoXAR

(DUMA)
녹내장 신약개발

TEVA
IBM

(Watson)

호흡기 및 중추 신경제 질환분석, 만성질환 약물 복용 후 분석(약 2

억명 상당의 부작용 사례, 추가 적응증 분석) 및 신약개발

Merck
Atomwise

(AtomNet)

신약후보물질탐색

* AI활용 에볼라에 효과 있는 신약후보물질 2개 발견

Novartis
INSILICOMEDICINE 

(GEROSCOPE)
신약후보물질 탐색

Sanofi, GSK Exscientia 인공지능 활용 당뇨와 심혈관 질환 신약 후보물질 발굴

자료: 박순영(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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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후보물질 발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존의 화합물 정보를 수집·학습하고, 신약 표적에 맞는 

최적의 화합물 조합을 예측

[표 4-18] 인공지능 활용 신약 후보물질 발굴 사례 

회사명 내용 비고

IBM

왓슨(Watson for Discovery)을 통해 한달만에 말라리아 신약 후보 물

질 30개 이상 발굴

* 연구자 한명이 조사할 수 있는 자료 200∼300건인 반면 인공

지능은 100만건 이상의 논문을 한번에 탐색

(기존) 10명의 

연구자가 14개월 간 

15개의 말리리아 

신약후보 물질

엑사이언티아
GSK가 제시한 10개의 표적에 맞는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하는데 4,300

만불 계약

자료 : 조원영(2018)

 ㅇ (임상시험 적용) 임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치료법에 효과가 없는 환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임상시험 적용

   - 인공지능으로 도출된 후보물질을 인간을 대상으로 첫 임상 시험 실시

* 엑사이언티아와다이닛폰스미토모제약이공동으로개발한강박장애치료제대상임상 1상 실시(’20.2)

   - IT기업과 병원 간 협업하여 병원 내 환자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임상시험 적용

* IBM(Watson)은 Mayo Clinic내 환자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임상시험대상 환자 자동 매칭

   - 환자들이 가정에서 임상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로, 모바일 임상시험 진행 중

* 화이자: ’11년 美FDA의 검토를 통해, 과민성방광치료에 대한 임상 시행

* GSK: ’16년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상, 애플의 ‘Reserch Kit’활용 임상 시행

* 노바티스: ’17년 다발성 경화증 환자 대상, 애플의 ‘Reserch Kit’활용 모바일 임상 시행

* 사이언스37: 사노피 투자(약 350억)로 모바일 임상참여 플랫폼 개발

* 몬아크 : ’17년 1월부터 특발성 폐질환 환자 대상 모바일 임상시험 개시

   - 환자 간 소통을 위한 신개념 플랫폼*을 통해 환자에게 최적의 임상시험 정보 제공

* PatientsLikeMe: ’04년 개시한 환자중심의 소셜플랫폼으로 는 환자가 자신의 정보(질환, 거주지,

인적정보 등)를 입력할 경우 참여 가능한 최적의 임상시험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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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ㅇ (도입 제약사 저조) 자체보유 데이터의 부족,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도입 실적 저조

   - 소요비용에 따른 경제적, 성공가능성에 대한 부담 등으로 매출액 기준 상위 10대 제약기업도 인

공지능 적용 미비

   - 국내 제약사의 경우 인공지능 전문가,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가 90%로, 대부분 외부투자, 공동연

구, 플랫폼 도입 등에 의존(’18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TF 18개사 조사대상 결과)

[표 4-19] 국내 제약사 인공지능 활용 현황 조사 결과

AI기술 활용 현황 기업수 비중

플랫폼 개발 및 보유 2 11

공동 연구 7 39

외부 투자 1 6

신설 예정 2 11

솔루션 도입 6 33

총계 18 100

 ㅇ (양적·질적 전문가 부족) 인공지능 신약개발을 위해, AI와 신약 양쪽분야 상호협력을 통한 연구가 

필수적이나, 국내에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

* Korea Pharma Conference 2018 행사 시 참여한 좌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인공지능 신약개발의

장애물로 제약바이오분야와 인공지능분야 협업부족이 71% 차지

 ㅇ (임상시험 적용 미비) 신약개발에 가장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핵심영역*이나, 신약개발의 

인공지능 개발은 후보물질 발굴에 집중되어 있음  

* 신약개발 기간(10∼15년) 및 소요비용(평균 26억불)의 1/2 이상 비중을 차지(’16 PHRMA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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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연구 개발 상업화

연구 단계 개발 단계 제조 판매

후보 물질

개발

연구

(비임상실험 및

제제화연구)

임상연구(임상시험)

허가 생산 판매
1상 2상 3상

기간 :

대상 : 

수개월-1년

20-80명

1-2년

100-300명

3-5년

1000-5000명

[그림 4-19] 신약개발 과정 중 임상연구의 위치

 ㅇ (활용가능 데이터 부족) 신약개발에 적용가능한 양질의 공공의료빅데이터는 많으나 상업적으로 

활용 하는데 제한적임

   - 신약개발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빅데이터이나, 국내 데이터 사용에 

제약이 많아 해외에서 구매하여 사용 중

   - 정부 R&D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 중이나, 데이터 소유권 이슈* 등으로 기업활용 실적 저조

* (한국화학연구원 보유 연구데이터) 각 연구데이터의 소유권은 기탁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기탁자의

동의없이는제3자제공불가⇒현재화학(연)에서관련규정개선작업중 (별도법령개정불필요)

   - 유전체 빅데이터의 경우, 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DTC)가 피부, 모발 등 건강관련 12개 항목으

로 제한되어 있어, 질병관련 유전체데이터 수집 거의 불가

* (미국) ’22년까지 100만 명의 유전체데이터 확보 프로젝트 수행 중

   - 개별 병원에 축적된 민간 의료데이터의 경우, 복잡성이 점차 심화되어 기존의 접근방식으로 컨

트롤하는 것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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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진들의 진료 소견이 각자의 데이터 해석능력에 따라 다름

◾같은 질환이라도 개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유전체 정보에 따라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 의료

는 일부 환자에게 효과가 없거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

◾방대하고 다양한 의료 빅데이터 중 진료과정에서 활용한 유의미한 데이터 선별 어려움

◾컴퓨터를 이용한 보조진단(CAD) 기술이 있지만, 정확도에 문제가 있고 의사의 컨디션이나 숙련도에 

따라 판독 결과가 다름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6)

특징 주요 현황

데이터다양성

(Multiple Data 

Locations)

- 의료데이터는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에서 생성(EMRs, HR software, etc.) 

- 의료데이터는 다양한 부서에서 생산(radiology, parmacy, etc.) 

- 의료데이터는 다양한 포맷의 파일로 구성(text, numeric, paper, digital, picture, 

videos, multimedia, etc.) 

구조화 vs. 

비구조화

(Structured vs. 

unstructured)

- EMR은 일관성 있는 데이터 캡쳐 플랫폼을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에 따라 다

른 구조로 문서화 

- EMR 사용자들이 획일적 통합에 거부감 피력 

데이터정의

(Data definition)

- 같은 질환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진마다 합의되지 않는 다른 진료 결과 발생 

- 하나의 의료데이터가 새로운 연구결과와 실험결과를 통해 다른 이해와 정의로 변화 

복잡성

(complexity)

- Claims data는 표준화 노력을 하였으나 여전히 변수의 발생이 많아 분석에 활용하

기에 불안정함 

- 분산된 프로그램에서 생성되는 의료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tool이 필요 

규제와 

요구사항

(Regulation & 

requirements)

- 규제 및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진화를 거듭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의료조직들의 지속적인 부담 발생 

4. 추진 과제

① 임상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신약개발 지원사업

◾사업 내용

 ㅇ 의료기관의 임상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인공지능 신약개발 지원 수행(현재 진행 중인

「AI신약개발 활용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의료기관의 임상데이터 활용이라는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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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의 임상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범사업 기획·지원

     * 제약업체, 인공지능 신약개발업체, IT 관련학과 대상 간담회(’20.1.14)

[표 4-20] 신약개발 주기별 인공지능 활용 모델

영역 주요 모델 내용

정보

탐색단계

Aggregate & Synthesize 

Information

(대규모 정보 수집 및 종합화)

- 수천 개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검색하여 

신약탐색의 통찰력 확보 

- 논문, 임상시험보고서 등의 데이터에서 의미를 추출해서 신약

탐색 효율성 증대 

Repurpose Existing Drugs

(기존 약물을 다른 질환에 

이용)

- 기존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새로운 적

응증을 발견 

후보물질

단계

Design Drugs

(약물 디자인)

- 단백질의 특성 등을 예측하여 새로운 의약품 개발

- 알려진 항체 등 기존 치료제의 효능을 뛰어넘게 최적화된 치

료제를 개발

Generate Novel

Drug Candidate

(새로운 신약후보 창출) 

- 건강하거나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샘플을 분석하여 새로운 바

이오마커를 찾거나 치료제를 개발

- 신약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성공률을 높임

- 신약 개발 비용을 감소시킴

Validate Drug 

Candidate

(신약 후보물질 검증) 

- 신약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시간을 단축함

- 부작용을 개선하도록 함

전임상

단계

Design Preclinical Experiments

(전임상 실험 설계)

- 항체나 기존에 알려진 자료들을 이용하여 실험설계에 시간, 비

용, 불확실성을 줄임 

Predict Toxicology 

(독성예측)
- 기존 화학구조, 독성자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물질의 독성 예측

Run Preclinical 

Experiments

(전임상 실험 수행)

- 어느 곳에서나 전임상 실험이 가능한 실험의 자동화 수행

- 전임상에 이용되는 세포들의 선택, 조작, 분석의 자동화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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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주요 모델 내용

임상

시험단계

Design Clinical Trials

(임상시험 설계)

- 임상시험을 용이하게 하도록 실험설계에 도움을 줌 

- 다양한 데이터들을 환자들의 대표성을 보이는 컴퓨터 모델로 

변환시킴

- 새로운 치료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를 구분하게 함

Recruit for Clinical Trials

(임상시험 피험자 모집)

- 환자들의 기록을 임상시험에 적합하도록 분석

- 환자들의 기록과 유전적 분석을 통해 임상실험에 맞는 환자들을 

매칭함 

Optimize Clinical Trials

(임상시험 최적화)

-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들을 관리하여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

거나, 환자들의 임상 실험 참여를 높임

Pharmacometrics

(계량약리학)

- 임상시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약효와 독성을 평가

제조

단계

Smart Pharmaceutical Factory

(스마트제약공장)

- 제품생산 모든 공정과 작업과정을 스스로 제어

- QbD의 지능화 및 자동화(Smart QbD)

인허가

단계

Real-World Evidence based 

Regulatory Decision

(인허가 의사결정)

- Real-World Evidence의 인공지능 해석을 통해 의약품 인허가 

의사결정의 고도화 

사용

단계

AI based Pharmacovigilance

(스마트 약물감시)
- 약물 사용, 부작용 감시 업무의 자동화 및 지능화

신약개발 

의사결정

Go/No-go Decision

(개발진행/중단 의사결정지원)

-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Pipeline Valuation을 통해 Go/No-go 

Decision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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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분야의 정책 여건

  1. 패러다임의 변화 (거시환경분석)

◾정부의 적극적 육성 (정치적 요소)

 ㅇ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19.5.) 수립

   - 이후 관계부처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지원 강화

 ㅇ 또한 정부는 혁신기술의 시장 진입과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적 기반 확충

[표 4-21]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전략 및 법제

분야 내용

전략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19.5.)

기술개발/인허가/생산/시장진출까지 산업 전주기의 혁신 생태계 조성

목표 : 바이오헬스 수출 500억$ 달성, 일자리 30만개 창출 등

법제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 →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9.)

 → 의료데이터 결합전문기관 지정(’20.10.) →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가동(’20.11.)

의료데이터의 가명화 및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활용 가능

법제

(혁신기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19.4. 제정)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19.8. 제정)

첨단재생의료, 융복합 혁신의료기기, 신약개발 등 기술혁신을 뒷받침

◾산업 내외부 환경 변화 (경제적 요소) 

 ㅇ (시장 현황) 세계 시장규모(2018)는 10.6조 달러이며, 국내 시장규모는 1,629억 달러로 세계 11위 

수준(제약 13위, 의료기기 9위, 화장품 8위, 의료서비스 12위)

 ㅇ (국내 산업 비중)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2018년 국내 GDP의 2.3%에서 2030년 국내 GDP의 

20.9%에 이를 것으로 전망(CAGR 13.4%) 

 ㅇ (일자리 창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일자리 수는 최근 5년간 14.3만 명이 증가(CAGR 4.3%)하여 

타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기여가 높은 것으로 평가 

 ㅇ (글로벌 경쟁력 강화) 20년간 수출규모는 15배 증가(11억 달러(2000) → 157억 달러(2019))하였으

며,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내 산업 수출 순위 6위로 성장

 ㅇ (미래 성장가능성) 4차 산업혁명 흐름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경우 2030년까지(2017-2030) 연평균 

12.0% 성장할 것으로 전망(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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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추이> <신약 기술 수출 추이>

[그림 4-20] 바이오헬스 산업 및 신약기술 수출 추이

◾사회적 환경 (사회적 요소)

 ㅇ 급격한 바이오헬스 기술 변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및 기술활용에 대한 공감도가 낮은 상황

   - 기술가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재 및 사회적 갈등이 혁신 기술의 도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요성은 향후 더욱 커질 것(일반

국민)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산업계)으로 인식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전염병 사태 대응(의료계) 역시 바이오헬스 산업에 기대하는 

역할로 인식이 강화됨

*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 (’20.9-10월) : 일반국민 1,000명, 산업계 300개 업체, 의료계 200명 대상

[표 4-22]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전반적 인식

순위 내용 일반국민(1,000) 산업계(300) 의료계(200)

1 바이오헬스 산업은 전염병 사태 대응에 중요한 산업 80.4% 81.8% 84.5%

2 정부 지원 확대 필요 79.9% 83.9% 82.9%

3 향후 중요성 높아질 것 82.0% 81.1% 84.4%

◾기술 혁신과 성장 (기술적 요소)

 ㅇ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구조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으며, 코로나19와 맞물려 특히 바이오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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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ㅇ (성장 및 경제적 효과) 세계 시장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에서도 최근 5년 간 

17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ㅇ (4차 산업혁명) D.N.A.(Data, Network, A.I.) 기술이 바이오헬스 산업에 접목되면서 의료 빅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병원, AI 기반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술혁신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4차 산업혁명의 바이오헬스 산업 파급효과>

 ※ 지능정보사회 진입으로 발생할 2030년 경제적 효과가 최대 460조원 중 의료 부문의 경제적효과 창출

이 가장 클 것(최대 109.6조 원) (맥킨지, 2016)

 ※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2030년까지 연평균 12.0% 증가할 

것으로 전망 (산업연구원)

 ※ 성장률(~’30) 전망 : 바이오헬스 4.0 > 조선 2.9 > 자동차 1.5% (산업은행 등) 

 ※ 생산 10억원 증가 시 고용효과 : 바이오헬스 16.7명 > 전 산업 평균 8.0명 (한국은행)

◾첨단 보건의료기술 인식 (기술적 요소)

 ㅇ (문제점) 첨단 보건의료기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보험 등 산업의 가치사슬에 편입시켜야 

하나, 제도 기반 미흡

   - (사례) AI 영상진단기기의 경우 아직까지 건강보험수가 사례가 없는 상황

 ㅇ (의료계 인식) 첨단 보건의료기술 도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체에 비

해 의료기관에서 첨단 보건의료기술 활용 의향이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산업체(활용 계획 없음 63.9%), 의료기관(활용 계획 있음 42.5%, 활용하고 있음 26%)

 ㅇ (활용 방향 인식) 첨단 보건의료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사회윤리적 문제보다 ‘비용 부담’과 

‘안전성 검증 부족’을 우려하고 있으며,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전문성 검증’과 ‘사회

적 합의’가 중요할 것으로 인식

[표 4-23] 첨단 보건의료기술 활용에 대한 우려

순위 내용 일반국민(1,000) 산업계(300) 의료계(200)

1 비용에 대한 부담 69.6% 57.3% 68.0%

2 안전성에 대한 검증 부족 65.9% 66.0% 57.5%

3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 40.9% 34.0% 49.5%

4 사회·윤리적 문제 우려 14.4% 23.7%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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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코로나19로 인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영향과 충격

◾새로운 기회

 ㅇ 코로나19는 전례가 없는 확산 속도 및 양상을 띠고 경제·사회구조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바이오헬스 산업에는 새로운 성장기회로 작용

 ㅇ (뉴노멀 시대의 등장) 코로나로 인한 사회환경 변화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일상(New Normal)

이 될 것 (KISTEP, 2020)

   - 감염 위험에서 회피하기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제품 및 서비스 확산

   - 특정 사건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X-event, 블랙 스완)의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질 것

으로 예측

   - 국경간 이동의 제한에 따라 글로벌 공생의 관점이 약화되고, 각국의 대응전략에서 자국 중심주의 강화

 ㅇ (바이오헬스 성장)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바이오헬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산업 성장의 새로운 기회 발생

   - 코로나19에 직접 대응을 위한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생산 및 개발 역량의 집중

   -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함께 원격진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헬스 신사업 영역 개발

◾혁신 기술의 활용 기회 확대

 ㅇ 실험적 혁신 기술의 바이오헬스 산업 활용 가속화

[표 4-24] 첨단기술의 바이오헬스 응용

첨단기술 바이오헬스 적용 응용 및 기대효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고성능 슈퍼컴퓨터

생명공학기술

신약개발 고도화

신약 후보물질 탐색기간 단축

(2~3년 → 2개월 이내)

특정질환 맞춤 바이오신약 개발, AI활용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개인 진료 데이터 축적·공유·활용

재생의료(세포·유전자치료)를 통한 희귀질환 극복

융복합 의료기기
의료기기와 AI·로봇·3D프린팅 접목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성장, 의료서비스 자동화

◾바이오헬스 산업 내외부 변화 압력

 ㅇ 규제개선, 내부역량 강화 등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내외부 변화 압력 발생

 ㅇ (규제개선 압력) 바이오헬스 산업의 확장을 위해 비대면 의료 등 핵심 규제의 개선 압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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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의료 수요 증가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

방 한시적 허용방안” 시행(2.24)

   -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규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요구 증가

 ㅇ (내부역량 강화) 글로벌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도 내부 혁신역량의 강화 필

요성 대두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각국은 특정 의료물품(마스크 등), 기기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시행(11.18 

기준 80개국 시행, 284건 WTO)

   - 미국 : 특정 의약품, 장비에 대해 미국산 구매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20.8.6.)

   - 한국 : 국내 제약사의 원료 수입의존도 74% → 원료 공급 중단 및 공급비용 상승에 대한 대처 

필요(’20년도 국정감사)

◾코로나19로 인한 바이오헬스 산업계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조사 및 대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

 ㅇ 산업계 전문가 조사(’20. 11. 13 ~ 11. 20) – 업종별 코로나19 영향 및 2021 전망

   - (조사배경)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제품/기술, 경쟁국 동향, 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바이오헬스 

산업 피해업종 선제적 발굴 및 지원 필요

[표 4-25]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업종별 산업계 전문가 의견

구분 전문가 의견(23명)

호흡기질환 치료제
◾마스크 착용, 병원 출입 제한 등 관련 질환 유병률 감소 / ☞ 의원급 처방 비율 높은 

감기약, 소화기계약물 매출 급감

초음파영상진단/

임플란트/미용기기

◾불편하지만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피부과, 치과 등 병원 내원 환자 감소 / ☞  주요 

수출국의 수입 락다운, 대면영업 차질 및 운영중단

체외진단기기
◾코로나19 관련 진단키트 개발 및 수출대응 / ☞ PCR, 항원항체키드 유럽 및 아시아 

중심 수출 확대

색조화장제품 ◾립스틱, 파운데이션 등 마스크 착용에 따른 매출 감소

화장품로드샵 ◾방한 외국인 급감에 따른 유통업종 매출 악화

 ㅇ 대국민 인식조사(’20. 9. 23 ~ 10. 30, n=1500)

   - (조사배경) 코로나19, 첨단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따라 일반국민, 산업계, 의료계의 인식을 파

악하여 정책아젠다 및 신규사업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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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대국민 인식조사 개요

구분 일반국민 산업계 의료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전국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체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온라인/전화/FAX 조사 병행 온라인/이메일/FAX 조사 병행

표본배분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
의약품(40%), 의료기기(40%), 

화장품(20%)
의사(40%), 간호사(60%)

유효표본 1,000명 300개 업체 200명

   - 코로나19에 대한 바이오헬스 산업계의 영향과 인식

* 전반적으로 코로나19가 바이오헬스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50.7%)하며, 코로나19의

장기화시 1)매출감소, 2)생산차질, 3)신규투자 감소 및 R&D여력 감소 순으로 우려를 나타냄

* 이와 관련 산업계의 절반 이상(62.3%)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신규사업 계획이 없다고 응답함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시 우려하는 부정적 영향> (산업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신규사업 추진 여부> (산업계)

[그림 4-21] 코로나19에 대한 바이오헬스 산업계의 영향과 인식

* ‘연구개발 지원’과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이 코로나19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신규사업 추진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나타남

* 연구개발 지원 30.0%,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 28.3%, 전문인력 확보 지원 16.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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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시 기대하는 긍정적 영향(산업계)

   - 코로나19에 대한 의료계의 영향과 인식

* 첨단 보건의료기술 도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식(긍정적 인식 92.5% vs 부정적 인식 7.5%)

* 코로나19 이후 첨단 보건의료기술의 임상 적용 확대 전망

  
[그림 4-23] 코로나19 이후 첨단 보건의료기술 임상 적용 변화(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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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바이오헬스 정책방향

 ㅇ 급변하는 정책환경 및 코로나19의 충격을 반영한 바이오헬스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해 

볼 수 있음

[그림 4-24] 코로나19 충격을 반영한 정책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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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신산업 개발
 

 1.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기반 마련

가. 바이오헬스 혁신 대응 기술 수용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ㅇ 혁신 의료기술의 발전 대비 기술 활용에 대한 공감대 부족

   - (현황) 급격한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에 비해 기술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기술에 대한 사회

적 수용도가 낮은 상황 

* 국민의 70%가 보건의료정보가 신약 개발이나 신의료 서비스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잠재 가치

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산업연구원, 2019)

   - (문제점) 기술 가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재와 사회적 갈등이 혁신 기술의 도입 및 활용에 장애

가 되고 있음

* 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불충분과 오랜 기간 논쟁으로 국민들이 건강 정보 활용 및 바이오

헬스 신기술에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2019)

   - (주요국 현황)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술에 대한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

* 영국에서 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시작할 때 소비자 대상 홍보물 제작 발송 등

* 미국건강보험계획(AHIP)은 매년 “소비자경험 및 디지털헬스 포럼”을 개최하여 바이오헬스 기술

의 변화와 소비자의 실제 경험을 소개(의료데이터 공유의 어려움, 당뇨, 암 등 만성질환자의 혁

신 기술 혜택 등 실제 의료소비자들의 혁신기술과 관련한 경험을 소개)\

◾추진 과제

 ㅇ 바이오헬스 혁신 대응 기술수용성 제고

   - (주요내용) 수요자(시민·환자)의 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통해 바이

오헬스 혁신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 사회적 합의 유도 및 기술 활용 가속화

   - (추진체계) 2021년 상반기 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한 과제 발굴 및 하반기 발굴된 과제 사업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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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바이오헬스 혁신 대응 기술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 예시

사업명 내용

바이오헬스 기술 수용성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이해관계자(의료인·시민·환자 등) 대상으

로 세부 기술별 기술수용도 파악

바이오헬스 신기술 소비자 경험

공유 컨퍼런스

바이오헬스 신기술이 의료소비자(시민과 환자)에게 주는 혜택의 국내

외 실제 사례를 모아서 공개 컨퍼런스 개최

바이오헬스 분야 unmet needs 발굴
해외 신의료기술, 제품 또는 새로운 개념 제품에 대한 소비자 욕구 조

사·분석(용역)

소비자 참여 제품·서비스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병원 등 새로운 개념의 제품·서비스 시범사

업 진행 시 소비자 참여 절차 삽입

바이오헬스 신기술 편익 컨텐츠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컨텐츠를 개발하여 바이오헬스 신기술의 

혜택을 홍보(youtube, 팜플렛 등)

 ㅇ (정책효과) 바이오헬스 신기술에 대한 의료소비자들의 지지를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의 동력 확보

   - 바이오헬스 이해관계자 중 가장 핵심인 의료소비자들의 기술수용성 제고를 통해 바이오헬스 신

기술 육성 기반 마련

나. 혁신 기술의 도입·활용 제도 혁신

◾현황 및 문제점

 ㅇ 보건의료 혁신기술의 도입 및 활용 지체

   - (현황) AI 영상진단기기 등 바이오헬스 분야 융복합 혁신기술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활

용을 위한 제도 기반 미흡

* AI, 영상진단, 3D프린팅 등 신기술 접목을 기반으로 융복합 시장 성장 및 새로운 의료서비스 확

산(’19.5,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및 분류(’20.5), 혁신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20,8, 이상 식약처), AI

영상진단 및 3D프린팅 기술 급여수가 적용(’19.12, 심평원) 등 혁신기술의 도입 및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문제점) 혁신기술 활용을 위해서는 기술을 인허가, 보험 등 바이오헬스 가치사슬에 편입시켜야 

하나 기존기술 중심으로 구조가 형성되어 혁신기술의 진입이 어려움

* 대표적인 융복합 의료기기인 AI 영상진단기기의 경우 아직까지 건강보험 수가 사례가 없음

   - (주요국 현황) 혁신기술에 대해 보험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빠른 활용 및 확산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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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주요국의 혁신기술 관련 제도적 지원 사례

사례(국가) 주요 내용

AI 의료영상기기 

수가 책정(미국)

획기적 의료기기로 지정된 기기에 대해 메디케어 보험수가 적용 개선 및 임

상요건 완화. 이를 토대로 AI기반 CT 영상분석 솔루션(하트플로우)에 대해 보

험수가를 인정받음(1,450$/건)

디지털 헬스케어 법에 따른 

디지털치료제 인허가

및 수가 인정(독일)

독일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디지털헬스케어 앱은 1년간 임시수가를 적용받으

며(조건부 등재), 이후 효과성을 입증하여 정식수가를 적용. 15개의 앱이 독

일 식약처에 등재

모바일 헬스케어 평가 

프레임워크(벨기에)

mHealth Belgium 프로그램에서는 피라미드식 평가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일

정기준을 만족한 디지털 헬스케어 앱에 대해 임상단계 보험지원 실행. 현재 

21개 앱이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 수혜 중

원격모니터링 시범 

수가사업(프랑스)

원격모니터링 시범수가 프로그램(2018-2022)을 통해 심부전, 당뇨 등 5가지 

주요 질환 대응 기술에 보험수가 적용. 이를 통해 폐암 모니터링 앱 

MOOVCARE POUMON가 ’20년 7월 보험수가 적용(500€/분기)

◾추진과제

 ㅇ 바이오헬스 혁신기술의 도입 활용을 위한 제도혁신

   - (주요내용) 바이오헬스 혁신기술의 산업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인허가, 보험 등 R&D 이후 

단계 제도 혁신

* 혁신기술이기존기술대비가지는가격불리문제해결(보험수가), 혁신기술평가기간단축(평가),

비임상 기술의 신속인증(인허가) 등

   - (추진체계) 복지부, 심평원, 진흥원 및 외부전문가로 추진체를 구성하여 혁신기술 관련 수요 발굴 

및 가치사슬 확산 방안 마련

* 2021년 상반기 연구용역 실시(의료소비자 니즈 발굴, 보험수가 특례 등)

* 하반기 방안 발표

 ㅇ (정책효과) 혁신 기술의 산업화 촉진, 소비자 접근권 확대

   - 혁신 기술을 우리 보건산업 생태계에 신속히 편입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의료 소비자의 신기술

에 대한 접근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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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법제 기반 마련

◾현황 및 문제점

 ㅇ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법제 기반 미비

   - (현황) 차세대 주력산업화 정책* 등 국가경제에서 보건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적 법제 요구

* 2019.5.22.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서 발표

   - (문제점) 제약, 의료기기, 생명공학 등 일부 보건산업 분야의 산업육성 법제가 있으나 디지털 헬

스케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을 포함한 보건산업 전반의 육성 법제 미비

[표 4-29] 주요 보건산업 육성 법제

법률명 제개정 사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약개발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고 투자금의 회수기간도 길어 민간의 적극적인 투

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

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하여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 및 그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

업으로 인증하여 지원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안전성ㆍ유효성이 현저히 개선

된 의료기기 등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여 허가ㆍ심사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등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국민 건강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생명공학육성법개정안

기술발전과 사회ㆍ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전주기적 연구지원과 사업화 역량 강화, 

혁신적인 연구 환경 조성 등 국가 미래 신성장동력인 생명공학의 체계적인 육성

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국 현황) 미국 건강의료 전략, 미국의 21세기 치유법 등 각국은 보건산업 육성을 통해 경

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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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0] 주요국 보건산업 육성 전략

전략 주요 내용

(일본) 건강·의료전략

- 신기술 창출(연구개발 실용화)

- 신규 서비스 창출(건강수명 연장 산업 창출)

- 신기술·서비스 기반 정비, 의료기술·서비스 해외진출

(미국) 21세기 치유법

(The 21st Century Cures Act)

-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장애요소 제거

- 신약 개발 및 규제·허가 과정에서 환자의 관점 반영

- 개인 맞춤형 의학을 통한 질환 조기확인 및 치료효과에 대한 측정

- 임상시험의 현대화

- 새로운 의학용 앱의 개발을 위한 규제 불확실성 제거

- 희귀 질환을 위한 약 개발의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

- 전체 의과학 생태계에 대한 지원 강화

- 21세기 과학 및 차세대 연구자들에 대한 투자 확대

- 고용유지 및 창출

(영국) 생명과학전략

- 생명과학 생태계 조성

- 전문인력 육성 및 영입

- 규제 제거 및 헬스케어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 의료서비스와 유전자연구 접목

◾추진과제

 ㅇ 보건산업 진흥 법제 마련

   - (주요내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보건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보건의료기술 

및 보건산업 진흥법」으로 개편

* 제약산업법, 의료기기산업법 등 기존 보건산업 육성 관련 법제와의 정합성 확보 필요

<보건의료기술 및 보건산업진흥법 주요내용>

①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 전문인력의 양성, 융복합대학원, 통계 및 실태조사, 국제교

류 및 무역진흥 등 보건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② 창업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

진 등 보건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 ③ 그밖에 보건의료기술 수요조사, 국제공동연구 등 협력사업 

   - (추진체계) 복지부, 진흥원 및 산업계 합동으로 보건산업 육성 법제 기반 마련 TF를 구성하여 

초안 마련 및 법제화

* 2021년 상반기 TF 구성 및 초안마련, 하반기 발의 및 법제화

   - (정책효과) 보건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 거버넌스를 마련하여 정부 정책 효과의 극대화, 중복 투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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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산업 가치사슬 전반을 고려한 체계적 육성정책 추진

* 보건산업의 기존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신영역에 대한 선제적 육성 근거 마련

라. 보건산업 육성의 사회적 합의 기반 마련 

◾현황 및 문제점

 ㅇ 보건산업 육성 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 기제 미비

   - (현황) 첨단 바이오헬스 기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등 보건산업 육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

적 합의의 중요성 부각

* 첨단재생의료법 등 의료민영화 규제개악 3법 폐기 성명(2019.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에 대한 의견(2017.10) 등

   - (문제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소통과 합의를 위한 채널이 부족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기도 미비

* 바이오헬스 분야와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슈의 경우에는 특히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새로 수립된 규제나 개선안들이 실

패할 가능성이 높음(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 생명공학육성법개정안, 나노기술개발촉진법,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등에 기술영향평가에 대

한 조항이 있음

[표 4-31] 주요 산업의 사회적 합의 법제 현황

법률명 주요 내용

생명공학육성법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

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경제·사

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로운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이 농림업 및 식품산업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주요국 현황) 미국은 인간게놈 연구비의 5%를 ELSI 연구에 책정, 유럽연합은 시민발의제도

(European Citizens' Initiative)를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공공성 강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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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ㅇ 보건산업 육성 정책의 사회적 합의 법제 마련

   - (주요내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보건의료기술 및 이의 산업적 이용에 대한 영향평가 조항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

향 등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추가

   - (추진체계) 2021년 상반기 정책연구 수행 후 하반기 법제화 지원

* 국내외 보건의료 기술 및 산업화 영향평가 현황 및 필요성 등

 ㅇ 이해관계자 간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과 합의를 통한 규제갈등 해소 및 정책방향 설정 지원

   - (주요내용) 산업계, 학계, 의료계,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 마련

* (주제선정) 바이오헬스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최신 주제 선정

* (찬반토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찬반토론 진행

   - (추진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포럼 운영·결과 확산 방안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포럼 개최

*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포럼 주제 선정 및 운영방향 설정

 ㅇ (정책효과) 바이오헬스 혁신 기술에 대한 의료소비자(시민 및 환자) 요구의 신속한 충족, 관련 산

업 발전 촉진

   - 첨단재생의료, 디지털헬스, 정밀의료 등 주요 바이오헬스 혁신 기술의 사회적 갈등 요소를 선제

적으로 해결

   - 합리적인 규제 해결을 통해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육성,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신성장 분야 산

업 발전 촉진

* 전 세계 디지털헬스케어 top100 기업 중 75%는 우리나라에서 규제로 인해 사업이 제한되고 있

음(아산나눔재단, 2018)

[표 4-32] 주요 신성장 산업 분야 시장규모

산업 영역 시장 규모 CAGR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

(Mordor Intelligence)
(‘18) $250억 → (’24) $768억 19.8%

글로벌 건강관리 시장

(Zion Market Research)
(‘17) $165억 → (’24) $863억 25.5%

글로벌 정밀의료 시장

(Frost & Sullivan)
(‘17) $474억 → (’23) $1,003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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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염병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기반 구축

◾현황 및 문제점

 ㅇ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보호무역 추세에서 방역주권 확보를 위한 안정적 바이오헬스 산업 공급망 

확보 필요

   - (현황) 코로나19를 계기로 팬데믹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만연, 바이오헬스 생산 기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

* 4월 22일 기준 세계 80여개국이 의료제품과 식품에 대해 수출제한조치(WTO)

* 미국 트럼프행정부는필수의약품등특정의약품과의료장비에대해 미국산구매를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문제점)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원부자재 국산화율, 백신 등 주요 

제품 자급률이 낮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따른 리스크에 노출

* 우리나라 원료의약품 자급률 26.4%, 주요 백신 28종 자급률 39%

   - (주요국 현황) 코로나19를 계기로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특히 

리쇼어링을 위한 지원 강화

* (미국) 코로나19 치료제본토생산을조건으로벤처제약사에3억 5,400만달러(약 4,300억원) 지원계약

* (EU) 주요 의약품의 역내생산 확대를 위해 제약산업 리쇼어링 추진 중

* (프랑스) 주요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제조공장 리쇼어링 추진 중

◾추진과제

 ㅇ 바이오헬스 산업기반 구축 지원 방안 마련

   - (주요내용) ①바이오헬스 원부자재, 중요 제품 등의 국산화율 향상 지원, ② 해외 진출 기업 애로

사항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해결방안 마련 ③ 필수 생산시설의 경우 리쇼어링 지원 등을 

통해 팬데믹 상황하에서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 내수 규모가 작아 글로벌 진출이 필수적인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상 무리한 리쇼어링은

상대국과의 분쟁을 야기, 역효과 발생 우려

   - (추진체계) 2021년 상반기 산업기반 강화 연구용역 수행 및 민관 TF 구성, 하반기 정책화 지원

* 국산화우선순위설정,필수리쇼어링지원분야발굴, 해외진출기업애로사항지원방안거버넌스구축등

 ㅇ (정책효과)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백신·치료제 및 방역물품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방역주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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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종 감염병 대응 국제협력 강화

◾현황 및 문제점

 ㅇ 팬데믹 발생으로 경제사회적 타격이 막대해짐에 따라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필요

   -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신종 감염병 유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경제

사회적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ㅇ 기존의 국제협력은 부처마다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하나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

   - 코로나19의 경우 외교부, 복지부, 질병관리청, 과기정통부 등으로 국제협력이 분절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일관된 대응이 어려움

 ㅇ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기술 차원의 국제협력사업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5년간(2014~18) 감염병 분야 국제협력사업 규모는 670억 원에 불과

[그림 4-25] 최근 5년간 감염병 국제협력 투자 현황

◾ 추진과제

 ㅇ 신종 감염병 대비 국제협력 기반 강화

   - (주요내용) WHO의 Blueprint, GloPID-R, CEPI 같은 기구들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협력 R&D 

사업들을 발굴하고 국내 연구자들이 해외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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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체계) 복지부, 과기정통부,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국제협력 수요를 발

굴하고, 국제기구들과 연계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R&D 사업 기획·추진

 ㅇ (정책효과) 글로벌 R&D 협력을 통해 전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

   -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글로벌 R&D 협력 성과 극대화

사. 바이오헬스 산업 인력양성

◾현황 및 문제점

 ㅇ 글로벌 감염병 대응 및 신산업발전 등 새로운 바이오헬스 산업으로의 구조변경은 불가피하며 이

와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시급

   - (현황)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경제활동을 포함한 일상의 모든 부문에서 상호 대면 활동이 제

한됨에 따라 재택근무·온라인 교육·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중심의 생활환경으로 급격하게 변화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상시적인 대처와 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일상화될 것

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의료서비스 및 보건의료산업 체계의 구조변경은 불가피 

   - (문제점) 글로벌 감염병 대응 및 방역 관련 보건의료산업의 R&D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스마트

병원 등 4차산업혁명과 ICT에 기반한 예방·관리 중심의 의료 서비스 변화와 함께 디지털 헬스

케어를 생활화하고 산업화를 견인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 

* 제약바이오 업계는 AI운용 개발, 빅데이터 분석, R&D 및 임상시험, 품질관리, 글로벌 비즈니스

등 분야에서향후 5년간 최대 3만명 전문인력 수요예상(‘바이오산업 인재양성추진방안’,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20.09.21)

   - 또한 대학 배출 인력은 많지만, 기업 현장과 연계 부족으로 기업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인재는 부

족한‘스킬 미스매치’현상 발생

* 채용수요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를 찾지 못해 높은 미충원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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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산업별-가치사슬단계별 인력 미충원율(%)

구분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 화장품산업

연구

연구 4.6 제품개발연구 7.6 연구지원 10.9

허가, MS 9.7 규제대응 19.8 기초연구 13.7

사업개발 18.6 유지보수 15.3 기술개발 20.6

생산

생산 5.9 생산 4.9 제조생산 6.5

품질관리 3.8 품질 7.5 자재/물류 11.0

　- -　 - - 품질관리 16.2

사무 일반사무 2.3 일반사무 4.2 일반사무 2.7

영업

/마케팅

국내영업 3.4 국내영업 8.5 국내영업 5.2

해외영업 12.8 해외영업 13.0 해외영업 8.5

- - - - 홍보/광고 19.5

합계 　 4.2 　 11.9 　 7.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추진과제

 ㅇ 현장수요 기반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 기업 맞춤형 학위과정 확충

* 한국형 NIBRT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제약·의료기기 분야 특성

화대학원 운영 등

   - 산업생태계 필수 인재 양성 

* 임상시험 관련 데이터관리자·코디네이터·모니터 요원·글로벌 임상설계 전문가 양성, K-뷰티 해

외수출 위한 해외인허가·상품기획·수출·마케팅 전문가 양성, 의료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헬스

케어 전문인력 양성 등

 ㅇ 연구의사 확충을 위한 전주기 양성체계 마련

   - (학부) 연구지원 및 특수분야 실습과정 도입

* 의대학부생대상으로기초의과학분야연구지원과중증외상·역학조사관양성을위한현장실습지원등

   - (석박사)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 전공의 연구지원 및 전일제 박사과정 지원 등

   - (신진연구자) 연구의사 경력경로 확대

*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지원 등 병원과 대학융복합연구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의사과

학자 일자리 및 연구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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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D.N.A. 기반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양성

   - AI 신약개발 등 빅데이터 활용기반 확충

* AI 신약개발지원센터지원등제약·바이오기업연구인력대상으로데이터·AI 활용한신약개발교육강화

   - 재생의료, 정밀의료 등 신산업 분야 인력 확충

* 유전체빅데이터활용·의료정보표준화및분석등개인맞춤형정밀의료기반기술전문인력양성

   - 바이오 메디컬 글로벌 인재 양성

* 빅데이터·AI·정밀의료 등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 중심으로 해외연구기관 연수생 선발 및 파견

등 관리를 위해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센터 설치

 ㅇ 인재양성 정책기반 강화

   - 인력수요·공급 통계기반 확충

* 보건신산업 분야 인력수급현황 파악 및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통계데이터 생산

   - 기업과 대학 간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 정보 비대칭에 의한 인력미스매치 방지위해 기업(수요)과 교육기관(공급) 간 상시적 정보교류를

위한 장 마련

   - 관계부처 정책 협업체계 강화

*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 업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인재양성 분

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아. 보건의료 新산업 분야 통계 개발 및 예측

◾현황 및 문제점

 ㅇ 보건의료분야 新산업 통계개발 및 예측 분석기반 강화 필요

   - (현황) 4차산업혁명,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변화하는 산업기술 및 시장

환경에 대비해 보건의료 융합新산업 육성을 위한 통계개발 및 미래예측 분석기반 강화 필요

   - (문제점) 맞춤형 의료, 융합 의료기기, AI기반 신약개발 혁신 등 산업분야별 기업 실태조사가 미

비해 국내외 시장규모 등 산업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추진과제

 ㅇ 포스트 코로나 대비 보건의료 新산업 분야 통계 개발 및 예측

   - (주요내용) 신산업 육성정책의 전략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①바이오헬스산업 등 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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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업 실태조사 수행, ②정책지표(수출, 고용, 기업 경영성과 등) 지수 개발 및 예측모형 연구

* 오픈데이터 플랫폼 기반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신산업 분야 연구 및 통계생산 범위 확대

* 산업별 현상을 사전 예측·예방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계학습 기술 도입방안 연구

   - (추진체계) 진흥원,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건산업 정책통계 생

산 고도화를 위한 구성안 마련

* 통계청, 산업부, 미래부 등 관련산업 통계와의 연계성 고려

  2. 인공지능 5G 네트워크 보건의료 적용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ㅇ 코로나19발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기술이 접목된 비대면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

의료산업특성(민감정보, 임상 등)을 고려한 관련 기술,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 마련 시급

 ㅇ 데이터3법 개정 및 건강정보의 보호 및 활용 관련 가이드라인* 도입 등에 따른 의료정보의 수집, 

통합, 분석 등과 관련된 제품·서비스 시장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및 사업 발굴 필요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10.),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10.)

 ㅇ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상적 유효성·유용성·안정성 등

을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

   -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등에서 다양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시범사업 종료 이후 데이터에 

대한 DB구축이 이뤄지지 못함.

 ㅇ 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부처별, 단계별 분절되어 있어 각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

   - ‘제도혁신 → 기술개발 → 생태계ㆍ기반 구축’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헬스케어 선순환 구조 

창출을 위한 대규모 범부처 실증사업 부재

 ㅇ 병원의 부족한 의료인력, 환자안전 확보, 진료 질제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병원이 

주목 받고 있으며, 관련 시장도 크게 성장*

* ’17년 17조 원 → ’25년 59조 원 규모 확대 전망(Allied Market Research,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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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AI, 5G 시장 전망

◾Frost & Sullivan에 의하면, AI헬스케어 시장은 연평균 40%성장하여 ’21년 66억 달러로 성장 

전망하며, CBisights의 조사결과 AI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특히, 디지털헬

스케어 AI APP에 집중)

◾IHS에 의하면, 의료분야 5G시장은 ’35년 1조 115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9)

◾추진과제

 ㅇ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추진을 위한 PHR 서비스 관련 전·후방산업 육성

   - (후방산업 강화) 웨어러블 기기 및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라이프로그 데이터* 수집 기기·서비

스 활성화 지원

* 질병관리 데이터(생체인식 기기 등), 건강관리 데이터(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사용자 생성데이터

(사용자가 직접 작성 등) 등

   - (전방산업 강화) 건강정보를 통합·분석 제공이 가능한 플랫폼 및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추진

   - EMR, EHR 데이터와 개인 PHR과의 연계를 통한 소비자 중심 의료정보 활용 실증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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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데이터 통합플랫폼(My Healthway)를 활용한 공공기관(건보공단, 심평원, 질병청), 정부사업

(연구중심병원, 만성질환 모니터링사업, PHR, 마이데이터 등)을 수행하는 기관(병원(병원, 의원,

기업 등)의 환자진료 정보 통합 시범사업 등

 ㅇ 의료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도서벽지 등) 건강향상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

   - 장애인, 고령자, 도서벽지 등 의료서비스 접근 취약계층의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개발 

* (장애인) 일상적인의료서비스이용편의증진및재활지원을위한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모델

개발 지원

* (고령인구) 노인들이 가정에서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D.N.A. 혁신기술 융합 홈 헬스

케어 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

* (도서벽지) 5G활용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 향상, 만성질환 자가건강관리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

   - 디지털헬스케어를 활용한 장애인, 고령인구, 의료취약지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

 ㅇ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D.N.A.기반 디지털헬스케어 혁신 제품 개발 및 실증 지원

   -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 임시허가 등)를 활용하여 D.N.A.융합 혁신서비스에 대한 임상적 안전

성·유효성, 기술적 안정성 검증 지원

   - 스마트시티, 규제특구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혁신기술을 적용한 실증 서비스모델* 발굴 및 타지

역 확산을 위한 대규모 실증운영 

* 부산에코델타시티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 : 창업 → 기술개발 → 의료임상 → 테스트베드 →

마케팅 → 해외수출 등 전 과정 지원

 ㅇ 근거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내외 실증사업 운영

   - 고령자, 만성질환자의 혈압, 혈당 등 생체정보 기반으로 건강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 

징후 예측 서비스 실증

* 일반인, 만성질환자, 중증환자등서비스대상과실증사업분야를선정하고, 병원 IT S/W 서비스

기업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실증 사업 구성·운영

   - IoT, cloud, big data, mobile, AI 등과 접목된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성공사례창출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

 ㅇ 5G 기반 스마트병원 확산을 위한 선도모델 개발지원 운영

   - 스마트병원 서비스 실증, 실증 서비스의 효과성 검증 및 확산방안을 제시하는 선도모델 개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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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사업 운영(’25년까지 총 18개)

  3.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

가. 임상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국내 공공 임상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수집 및 활용체계 부재

   - 공공자금으로 수행되는 국가 R&D사업에서 산출되는 개인 단위 임상연구 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활용체계 부재

* 연구과정에서 산출되는 연구데이터는 연구결과로서 가치가 높고 다른 연구자가 공유 및 활

용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물(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장비·시설 등)에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으로 수집 및 활용 불가

<용어 정의>

 1. 연구데이터

  - 연구과정에서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자료로 연구성과의 재현에 필수적인 객

관적인 사실데이터. 최종산출물 외에 중간산출물 모두 포함

 2. 공공 연구데이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공공자금으로 수행되는 연구에서 산출되는 데이터

 3. 임상 연구데이터 

  - 의료기술,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행한 임상연구에서 산출되는 데이터 

  - 의약품(drug) 임상시험 데이터, 의료기기(device) 임상시험 데이터, 유전자 연구데이터, 인체유래물 연

구데이터, 조사관찰 연구데이터,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한 연구 데이터 

   - 전세계적으로 데이터기반혁신(data-driven innovation)을 위한 공공 연구데이터 공개·활용 정책 확대 추세

* (해외) OECD, 공공연구데이터 접근성 제고 지침(’07), G8, 오픈데이터헌장(’13) 이후 세계 주요국

은 공공 연구데이터 공유·개방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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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4] 주요국의 연구데이터 정책 동향

구분 계획명 정책 유형 주관기관 시행기간 특징

미국 공공엑세스 메모
행정명령

(하향식)

대통령 직속

OSTP
2013~

∙연방정부 지원기관사업의 데이터

관리계획(DMP) 도입

영국
연구데이터 정책

공통원칙

권고지침

(상향식)

연국연구회(UKRI)

와 유관기관
2015~

∙공공연구데이터의 접근 제한 최

소화 및 체계적 데이터 관리

EU

Horizon2020

오픈연구데이터

시범사업

사업규정

(하향식)

유럽연합

연구혁신총국

2014

~2020

∙오픈연구데이터 시범사업(ORDP) 

 시행 및 데이터관리계획 도입

∙FAIR원칙 도입

프랑스

국가오픈사이어스

계획(공공정보와 

연구데이터에 대한 

오른 엑세스 계획)

행정제도

(하향식)

총리 직속

디지털담당 

정부차관

2014~

∙정부 및 공공기관 데이터 공개 규

정 마련

∙공공자금 50% 이상 투입 연구데

이터의 개방 권고

∙공익 관련 민간 데이터 개방 권고

   - 국내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산업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 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

* 4차 산업혁명 대응방향(’17.11),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전략(’18.1),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18.6),

데이터·AI경제 활성화계획(’19.1)

 ㅇ (문제점) 임상 연구데이터는 새로운 의학지식 발견 및 산업적 가치 창출의 원천이나 연구 또는 산

업적 목적으로 활용 불가

   - 과기정통부는 국가 연구데이터의 빅데이터化를 위해「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전략」(’18.1월) 

수립하고 핵심 추진과제*를 추진 중이나, 사업 범위에 임상 연구데이터는 미포함

* (핵심 추진과제) ①(분야별)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공유 커뮤니티 형성 촉진, ②국가연구

플랫폼 구축· 운영, ③데이터 및 컴퓨팅 활용 R&D 인재 성장 지원, ④연구데이터 관리·공유·활

용 관련 법제도 마련, ⑤연구데이터 산업적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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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그림 4-26] 국가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체계 개념도

   - 그동안 개인 단위 임상 연구데이터(Individual Participant Data, IPD)의 활용은 수집목적 외 활용

을 위한 임상시험자 본인의 동의 이슈 및 비식별화처리의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제약이 있었음

   - 2020.8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으로 임상연구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제약 해소

* 연구수행기관의 내부절차에 가명처리 후 임상시험자 본인의 추가 동의없이 제3자 제공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법규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개인 단위 임상 연구데이터 활용 필요

◾추진과제

 ㅇ 공공 임상연구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를 총괄하는 「국가임상연구데이터 전문센터」 구축 

   - 공공 임상 연구데이터* 수집 및 국가임상연구 DB 구축, 데이터 가명처리, 표준화 및 활용지원 업

무를 총괄 담당

 ㅇ 신약,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서 산출되는 개인 단위 임상 데이터(IPD) 수집 및 「국가

임상연구 DB」 구축 

   -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보건의료기술 R&D 과제는 연구자가 임상 연구데이터를 

제출하도록 명시 

* 미국 국립보건원(NIH)는 연간 50만달러 이상 지원받는 R&D과제 대상으로 DMP(데이터관리계

획) 작성 및 연구데이터 제출을 의무화

   - 임상 연구데이터 제출 시 개인 단위 데이터는 가명 또는 익명처리하여 제출 의무화

* 임상연구데이터중유전체연구데이터, 인체유래물연구데이터는가명/익명처리가불가능하므로

수집대상에서 제외

   - 연구자의 가명 또는 익명처리 지원을 위해 「임상데이터 가명처리 지침」 개발

   - 국가임상연구 DB는 감염병, 암 등 질환별로 등록하여 향후 다른 연구자의 검색 및 2차 활용의 편의 제고

* infectious disease register, cancer regist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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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임상 연구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 및 연구편의 향상을 위해 CDM(Common Data Model)으로 변환하여 축적 

* CDM 표준용어 매핑사전 개발, 데이터 CDM 전환 등

   - CDM 전환이 어려운 영상데이터, PGHD(Patient Generated Health Data), 특수검사 데이터 등은 

원본 데이터 그대로 축적 

 ㅇ 임상 연구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큐레이팅 

   - 임상데이터에 특화된 데이터 관리·분석 SW 개발 및 제공

   - 임상데이터 색인·검색, 분석도구 및 가상분석환경 등 활용지원 인프라 운영 

* 과기정통부가 구축 중인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과 연계

*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공공 연구데이터를 원스틉으로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

로, 분야별 데이터 등록·관리, 검색 및 다운로드, 연구데이터 분석환경 지원 기능 제공예정 (현

재 시범사업 추진 中)

   - 임상데이터 활용교육 제공 등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대효과

 ㅇ 임상 연구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후학 연구자의 연구개발에 활용

* 약물 재창출(drug repurposing), 새로운 아이디어 발견 등

나.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한 오픈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ㅇ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에는 ICT 기반과 빅데이터 활용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지

만, 방역 당국이 아닌 코로나19 연관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체계는 오히려 미흡

   - (현황)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기관 통해 코로나19 임상데이터 연구자에 제공

* (질병관리청) ′20년 6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근거기반 방역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5,500여 명의 임상역학정보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년 3월, 익명화된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실제임상데이터를 코호트 데

이터로 구축 후 데이터의 외부 반출 없이 근거를 공유



- 329 -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20)

[그림 4-27]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공개 절차

 ㅇ (해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 중요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병원 의

료 행위 및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플랫폼을 통해 개방하고 있음

   -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총 11개의 data set을 공공데이터 포털(data.gov)에 

오픈 포맷 형태(csv, rdf, json 등)로 개방, 공공데이터 포털 외에도 알렌AI연구소, 마이크로소프

트, MIT 등이 협력하여 대규모 코로나19 연구 data set (CORD-19) 개방

   - (프랑스) 공공데이터 포털(data.goub.fr) 통해 공공부문에서 개발한 24개 data set과 민간부문에서 

개발한 11개 data set을 공개. 공개된 자료는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협업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

게 기여 및 활용 가능

   - (이탈리아) 시빅해킹(Civic Hacking) 프로젝트 등 민간 부문에서 제공한 data set을 주 정부 및 중

앙정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연계되어 개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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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이탈리아 코로나19 데이터베이스 사례

 ㅇ (문제점 1)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개방성이 외국에 비해 떨어지며, 데이터 접근성 자체가 폐쇄적

으로 운영되어 데이터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짐

   -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해외 주요 질병관리 통제 기관의 데이터 공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하여 미국(93%), 대만(100%) 등지에서는 오픈포맷으로 데이터 공개한 반면, 한국, 

독일, 영국 등은 일부 자료만 오픈포맷으로 공개

   -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협업을 위해서도 개방적인 데이터 공유 환경 조성 시급

 ㅇ (문제점 2) 코로나-19 관련 우리나라 데이터 아이템이 정형화된 임상정보 위주로 되어 있어 예측을 필

요로 하는 데이터와의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체적으로 감염병 데이터 거버넌스 조정 필요

   -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감염병 바이러스 확산의 예측, 치명률 높은 환자의 라이프스타일 분

석 등 예방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각기 데이터의 연계 분석과 오픈 데이터 포맷으로 공개 필요

◾추진과제

 ㅇ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오픈 데이터 플랫폼 구축

   -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 및 코호트 데이터 수집과 대상자에 대한 각종 사회환경, 

건강검진 자료를 연계하여 오픈 데이터 포맷 및 데이터 접근성을 높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오픈 데이터 플랫폼)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개발, 활용을 위해 데이터 표준을 제공 및 검색 저장,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는 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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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포맷) csv, rdf 등 오픈 데이터 포맷과 CDM등의 표준화된 포맷이 모두 제공함으로써 다

수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

   - (서비스 제공 방침) 수요가 높은 고부가가치의 데이터 및 서비스를  중점으로 제공하고, 민간 참

여 확대를 통해 수용자 중심의 데이터 및 서비스 제공

   - (데이터 결합ㆍ연계) 감염병 대응 당국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의 결합 또는 연계하여 

연구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 질병관리청 CRF를 통해 저장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

험공단의 임상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정보 등을 결합하여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data set 개발

   - (가명처리)「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

여 임상데이터 가명처리 지침 개발 및 운용

   - (개방형 분석 환경) 폐쇄환경을 지양하고 가상분석환경을 구축하여 분석도구를 서비스하는 방식

과 데이터만을 제공하여 주는 방식 모두가 가능한 분석 환경 지향

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지원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그동안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은 학술 또는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학계 및 연구계를 중심으

로 이뤄져 왔음 

   -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및 제공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위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보

건산업계에 소외

* (민간병원 EMR) 병원 IRB 심의를 거쳐 제공받을 수 있으나 통과 어려움

* (건보공단·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폐쇄망 분석센터 활용 등 물리적 제약

   -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영리 목적 연구개발 수행 보건산업체 대상으로 가명 또는 익명처리한 데

이터 제공이 허용

 ㅇ (문제점) 국내 보건산업계는 여전히 보건의료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실험* 불가능

* 건강관리, 질병예측 및 질병치료 AI 소프트웨어 개발 등

   - 데이터를 획득하려면 병원 IRB 등 데이터 제공심의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데이터 

제공여부도 여전히 데이터보유기관 의지에 따라 결정 

   - 데이터를 활용하는 신생 스타트업은 데이터 확보를 위한 복잡하고 행정절차에 대응할 전문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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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 데이터 자원의 활용이 어려워 국내 보건산업계의 새로운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및 

새로운 시장 창출 지연 

◾추진과제

 ㅇ 보건의료 데이터 카탈로그 제작 및 제공 

   - 현재 개방 또는 개방 예정인 민간 및 공공 데이터셋 목록을 조사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카탈로그」 제공

   - 카탈로그에 데이터셋 목록과 함께 데이터셋 확보 방법·절차도 함께 소개하여 실질적인 데이터셋 

확보 지원

 ㅇ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큐레이팅 

   -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학계·연구계·산업계의 원활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보건의료 데

이터 활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데이터 확보· 활용 ·그 외 규제 대응(개인정보 보호, 보안 등) 등 데이터 활용 전주기에 걸친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 특히 민간의료기관 데이터 신청, 다기관 데이터 결합 신청 등 기관 대응이 어렵거나 행정절차가 

까다로운 부문은 맞춤 컨설팅 실시 

[표 4-35]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맞춤 컨설팅

부문 예상되는 애로사항 지원 서비스

민간 의료기관 

데이터 신청

- IRB 대응 어려움

- 공동연구 불가 

- IRB 대응 지원

- 의료기관과 협력연구 매칭

데이터 결합 신청

- 복잡한 행정절차

- 데이터 제공기관별 

협의 필요

- 데이터 결합 실무지원을 위한 매뉴얼 제작·배포

- Q&A 등 민원 대응을 위한 콜센터 운영 

- 데이터 제공기관 협의 대행(특히 건보, 심평원 등 공공기관)

◾기대효과

 ㅇ 보건산업계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촉진

 ㅇ 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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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 확대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우리나라는 고품질의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데이터 간 연계가 어려워 

데이터 기반 학술·정책 연구 및 의료혁신 지연

* 전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건보공단·심평원), 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관리청),암 등록 정보(국립

암센터) 등 보건의료 공공기관별 데이터 분산 보유

   - 2018년부터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및 연계 촉진을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을 통해 국가 차원의 多기관 데이터 연계 플랫폼 구축 및 공익적 학술 및 정책연구를 

대상으로 결합 데이터 제공 中

자료: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그림 4-29]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요

 ㅇ (문제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및 데이터셋이 제한되어 공

공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한계 

   -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총 4개 기관(건보공단, 심평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청)이 참여하고 있고, 

총 21개 데이터셋을 연계·제공 

   - 데이터 활용 연구를 수행하는 학계·연구계·산업계는 플랫폼에 공공·민간기관 추가 연계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연구가 가능한 공공 인프라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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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6]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카탈로그

◾추진과제

 ㅇ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연계 및 공공 목적의 연구 지원

   - 4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지속 운영 및 고도화 

* 多기관 분산 데이터의 안전한 연계·활용 및 비식별처리 등 지원

   - 보건의료 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3대 추진원칙’ 적용하여 공공 목적의 연구과제 선정 

및 결합 데이터 제공 

  

【 보건의료 빅데이터 3대 추진 원칙 】
①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

② 시민참여·전문성에 기반한 논의구조 구축 

③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

참여기관 데이터셋명 데이터셋 한글명

건보공단

BFC 자격 및 보험료

G1E_OBJ 일반건강검진_대상자

G1EQ 일반건강검진_문진

INST 요양기관

TG_DTH 사망정보

CBR 유방암

CCR 대장암

CCX 자궁경부암

CLV 간암

CST 위암

CQ 암문진

심평원

TWJHC200 명세서 일반내역

TWJHC300 진료내역

TWJHC400 수진자 상병내역

TWJHC530 원외처방전상세내역

질병관리청

HN07_all - HN17_all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본 DB(2007-2017)

QUA_BIG_DATA 검역 DB

ST_ANAL_RPRT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  DB

KOGES_BASE KoGES 기반 통합자료

PBHL_BIG_DATA 예방접종 DB

국립암센터 CANCER 암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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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데이터 결합·제공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정책심의위원회, 연구평가소위원회 등)

* (구성) 공공 및 의료계·학계·시민사회 등이 참여

* (기능)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주요의사결정사항에대한심의·의결, 공공성심의등연구과제

선정, 결합데이터의 비식별화처리 심의 등

 ㅇ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구조 및 분석방식 표준화로 데이터 활용 강화

   - 플랫폼 참여 중인 4개 공공기관 間 분산연구 네트워크(Distributed Research Network, 이하 DRN) 

구축 및 운영

   - 각 기관 원천테이블을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으로 변환 구축

* (건강보험공단 6개 원천테이블 → 13개 공통데이터모델 테이블 변환 등

   - 공통데이터모델 변환 결과 품질 관리 등을 위한 기관 공통 DRN 운영 체계 및 품질관리 계획 수립

 ㅇ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참여기관 추가 확대 

   - 의료 및 건강연구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보유한 공공 또는 민관기관추가 연계

* 공공 행정기관 또는 공공·민간 의료기관 등

   - 산·학·연 등 데이터 활용 연구 수요를 반영하여 참여기관 선정 및 연계 추진

[표 4-37]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 참여기관(안)

구분 기관명 데이터

공공

국립의료원, 국립대병원, 보험자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등)
EMR, 영상정보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동차보험 진료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유통정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자료

고용정보원 고용보험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장애・유족연금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 수급권자 정보 등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학생건강검사 자료

적십자 혈액원 수혈정보

민간

민간 의료기관 EMR, 영상정보 등 

민간기업 연구소 임상시험 데이터 등 

개인 건강정보 DB 수면정보, 운동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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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ㅇ 국제사회에서 통용가능한 보편적 데이터 구조 및 분석 방식을 지원하여 국가 간 비교연구 활성화 

등 근거 중심 정책결정 지원  

 ㅇ 데이터 기반 연구·정책개발 확산 및 AI·헬스케어 등과 결합을 통해 국민 건강과 의료 질 향상 

및 국가 신성장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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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R&D 혁신

  1. R&D 혁신 제도 정책

◾현황 및 문제점

 ㅇ 코로나19로 의료기관‧중소기업의 자원 운용 한계 직면

   - (현황) 코로나 장기화로 격리시설·치료병상 포화, 의료인력 부족, 임상시험 차질 등으로 의료기

관 연구개발 차질

* 코로나19로 인해 계획 중인 임상시험 92%가 차질 예상(KHIDI, ’20.5)

   - GVC 붕괴 등 급속한 환경 변화는 수출급감 등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생산활동 위축, 자금경영

난 등 고비 직면

*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의 48.2%가 R&D투자 축소, 인력 면에서는 41.6%가 채용을 축소할 것

이라고 응답(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3)

[표 4-38]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R&D 투자 계획 변화(%)

구분 크게 감소 다소 감소 변화 없음 다소 증가 크게 증가 합계

대·중견기업 3.4 31.0 63.8 1.8 0.0 100.0

중소기업 13.1 35.1 47.3 4.0 0.5 100.0

합계 12.8 34.9 48.0 3.9 0.5 100.0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20)

[표 4-39]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연구원 채용 계획 변화(%)

구분 크게 감소 다소 감소 변화 없음 다소 증가 크게 증가 합계

대·중견기업 10.3 25.9 62.1 1.7 0.0 100.0

중소기업 14.6 27.0 54.3 4.0 0.1 100.0

합계 14.4 26.9 54.6 3.9 0.1 100.0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20)

   - (문제점) 범부처 차원의 R&D 가이드라인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바이오헬스 분

야 특성*을 반영한 지원은 미비



- 338 -

* 임상시험 지원, 의료기관에 특화된 지원 등

   - (주요국 현황) 주요국은 연구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표 4-40] 주요국 연구개발 가이드라인

국가 주요 내용

미국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구보고서 및 지출보고서 제출연장, 인건비 예외 지출 허용, 출장비, 등

록비 취소 수수료 등 안내(NIH, ’20.3)

- 연구제안서 마감 기한 연장 및 연구비 집행 범위 확대 등 연구개발 가이드라인 제공(NRF, ’20.4)

EU
- Horizon2020 프로그램 내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를 위한 임상시험 중지 권고 및 연구비 보장 지

침 발표(EU·EMA·HMA, ’20.3)

영국
-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기업, 연구자, 학생 등을 위한 연구 및 혁신 커뮤니티를 위한 지침 지

속 업데이트(UKRI, ’20.5)

일본
- 수수료·인건비 계상 조건 완화 및 종료된 연구 과제에 대한 실적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등에 

대한 지침 발표(AMED, ’20.5)

 ㅇ 정부 연구개발사업 추진 환경이 비대면 중심으로 재편

   - (현황) 정부 연구개발사업 평가의 일부에서 비대면 방식 도입 → 긍정적 인식 확산 

* 비대면선정평가방식에대해참여자들은전반적으로긍정적(평균 4.26점/5점만점) 의견(과기부, ’20.5)

   - (문제점) 감염병 상시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안정적인 비대면 지원시스템이 요구되는 상황

이나, 미흡한 상황

* 평가의 신뢰성 확보, 음성 영상품질개선, 자료 규격 통일, 보안성 강화 등

[표 4-41] 주요 부처 비대면 평가 운영 현황

부처 주요 내용

과기부 - (한국연구재단) 기존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內 ‘비대면 심층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부 수행

산업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온라인 메타순환평가’를 ’20년도 모든 신규과제 선정평가에 도

입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

 * 메타순환평가 :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참여자들 간 상호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주관기

관→전담기관→평가위원장→평가위원→주관기관)

중기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지원사업 대면평가를 비대면 온라인 평가로 전환

- 평가 후 온라인 설문 플랫폼을 활용해 평가위원에 대한 역평가를 실시하고 불편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추후 운영에 반영

◾추진과제

 ㅇ 의료기관・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원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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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바이오헬스 R&D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중소기업 특성에 따라 필요한 규제 분야를 

발굴하고, 지원책 마련

   - (추진체계) ‘21년 상반기 중 발굴, 하반기 중 법제화 추진

[표 4-42] 의료기관 중소기업 지원방안(例)

부문 예시

의료기관

- 의료기관 인프라 과제의 경우 기관부담금(민간부담금 외) 중 현금 부담 부분에 대한 현물 대체 

허용 

- 연구실 폐쇄, 피험자 격리조치 등 비임상시험ㆍ임상시험 등의 연구가 불가피한 경우 최대 6개

월 이내 연구기간 연장 허용 

- 신규 및 계속인력 인건비 현금계상 허용, 간접비 비율 증액

 * 비영리 법인 간접비를 직접비의 17%  → 20% 계상 허용

중소기업

-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빠른 사업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금과 인프라를 

지원하여 투자 공백 해소

 * 개념검증(PoC)∼비임상 단계 수준의 잠재성 있는 기술을 보유한 7년 이하 창업기업 지원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인증기업 대상으로 임상근거 창출(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제품개선, 국내외 시장진출 마

케팅, 전문인력 고용 등 패키지 지원

- 중소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현금부담률, 간접비 등에 대한 조건부 감면 또는 면제 기준 마련 

 *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비율: 최대25%→20% (중견기업) 민간부담금 비율: 최대 40%→35%

 * 중소기업 간접비를 최대 직접비의 10%까지 계상 허용

 ㅇ 비상시에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비대면 평가시스템 외에, 컨설팅, 연구자 네트워킹 및 비상대책매뉴얼 등을 포괄하는 

비대면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 (추진체계) ’21년 TF 구성 및 시스템 구축 →’22년 시행

 ㅇ (기대효과) 감염병이 상시화되는 시대의 의료기관·중소기업의 회복탄력성 및 정부 연구지원시스

템의 안정성 확보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의료기관·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연구 및 자원운용이 가능토록 회복

탄력성 확보

* 코로나19 확진자의 0.5%가 중환자일 때, 중환자실 7,250병상, 일반병상은 31,250병상 필요 : 종

합병원 중환자실은 4,673개가 부족, 일반 병실은 8,425개 부족(서울대, 6.22)

*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 완료의 경우, 전년 대비 97% 감소(식약처, 6월)

* 기업 애로사항 : 수출’(29.2%), ‘자금난’(27.3%), ‘내수판매’(24.0%), ‘조달 생산’(8.8%), ‘고용유

지’(8.8%) 순 (대한상공회의소,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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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위기경보 단계에서도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2.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R&D

가. 신약 R&D 지원 확대

◾현황 및 문제점

 ㅇ (신약) 효과적인 신약개발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대두

   - (현황) 전통적인 신약개발 단계를 지나 환자 개인의 유전체 정보 등을 이용한 맞춤형 신약개발

의 단계로 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자원이 소모되고 있음

   - (문제점) 신약개발에 14~16년이 걸리고 2-3조원의 개발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투자

대비 신약개발 생산성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

   - (주요국 현황) 미국은 AI 기술을 보유한 출연연과 국립보건원(NIH)을 중심으로 제약사,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신약개발(맞춤 항암제) AI 개발 ‘ATOM* 프로젝트’ 추진(2017.01~) 중이며, 유럽

연합은 ‘MELLODDY** 컨소시엄’ 프로젝트(3년간 약 2500억원 지원) 진행 중

* ‘Accelerating Therapeutics for Opportunities in Medicine’

** Machine Learning Ledger Orchestration for Drug Discovery

◾추진과제

 ㅇ AI를 이용한 신약개발연구 지원 확대

   -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과 제약기업간의 공동 연구 지원 및 플랫폼 

구축연구 지원*

*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연구 사업의 확대 지원 등

   - (추진체계) 2021년 상반기 기획연구 추진을 통해 연관된 부처 간 공동지원체계* 마련

* 범부처 형태의 추진체계를 통한 연구영역 전반에 대한 지원 등

 ㅇ (정책효과) 신약개발을 위한 AI솔루션 시장의 규모 증가, AI 투자 및 연구, 스타트업과 빅파마의 

협업 증가로 신약개발 효율성 향상

   -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물질 발견 및 약물재창출 최소 1.5배 시간 단축과 희귀질환에 대한 신

약물질 승인 가속화

   - 인공지능 기술활용 데이터 분석은 기존 방식의 조사량 대비 5천배 이상 임상 데이터 분석 가능, 

논문 및 데이터 분석 인력의 최소화로 비용 및 시간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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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신약개발에 드는 시간이 평균 10년에서 3년으로, 비용은 1조 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각각 절반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 후보물질발굴에서 임상까지는 통상 4.5년이 소요되나, AI를 활용해 그 기간을 무려 12개월로 대

폭 단축 가능

자료: 조선비즈(2019.12.20.)

[그림 4-30]  인공지능(AI)의 신약 개발 효과

나. 의료기기 R&D 지원 확대

◾현황 및 문제점

 ㅇ (의료기기) 국산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R&D 지원 강화

   - (현황) 국내 의료기기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 수입 점유율은 60% 수준 유지하며 국내의

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국산의료기기 사용 비율이 낮음

* 국산의료기기는 중저가 제품 위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가·대형의료장비 및 고부가가치 치료

재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

* 국내 의료기기 주요 수입품목 : 관상동맥용스텐트(2위), MRI(3위), 인공신장기용혈액여과기(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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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5위), 인공무릎관절(7위), 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30위)

* 국산의료기기 점유율(‘14) : 상급종합병원(8.2%) < 종합병원(19.9%) < 병·의원(54%)

   - (문제점) 국내 의료진은 외산제품의 사용에 익숙하며, 제품의 성능·신뢰도 부족으로 국산제품 사용 기피

* 기피요인(‘17) : 정확성 및 신뢰성(44%) > 제품 성능(20%) > 사용편의성(8%) 등

◾추진과제

 ㅇ 의료현장 수요 반영 의료기기 개발 R&D 지원 강화

   - (주요내용) 의료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국산 의료기기의 개발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원천기술 확

보 및 경쟁력 향상,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 ① 의료현장의 필요장비 개발을 통한 사용 활성화, ②수입의존도가 높은 의료기기 및 핵심부품

의 국산화, ③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를 통한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도 향상

   - (추진체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감염병 방역기술개발 ,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

터* 지원 등의 의료기기 분야 R&D 추진 및 기획연구를 통한 신규사업 발굴 등

* (’20)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감염병 방역기술개발 R&D 추진을 통한 의료현장

필요장비 개발 및 신뢰도 향상, (’21) 의료현장 수요를 반영한 국산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규

사업 기획연구 등

* 사업 일몰(’22년)에 따른 의료기관 인프라를 의료기기 임상·비임상 통합 지원 체계 고도화 모델

신규사업 기획 연구(’21년 기획)

 ㅇ (사회・경제적 효과) 지속적 성장이 예기되는 의료기기 시장 및 의료기기 산업에 대응하여 투자 

대비 생산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개발 전략으로 자리매김

   - 의료비 절감, 국민 건강 안전확보 등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융복합 산업으로 확대

다. ‘전자약’을 통한 코로나 블루 등 우울증 관리

◾현황 및 문제점

 ㅇ (전자약) 코로나 관련 국민의 정신적 우울증에 대한 국가적 대책 필요

   - (현황)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울감과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코로나우울증(코로나블루)’현상

이 점차 확산

* ’20 코로나우울 실태조사(’20. 9월) / 10명중 7명 ‘코로나우울증 경험’

*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20. 3월, 5월) / 두려움·불안 감소, 우울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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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점)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면패턴, 활동량 감소, 음주빈도·음주량

의 증가, 수면장애 및 심리정신적 스트레스 지속 등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증가시킬 수 있음

◾추진과제

 ㅇ 전자약(의료기기 분야) 개발 R&D 지원 강화

   - (주요내용) 우울증 질환대상 치료효과 증진을 위한 탐색적 연구지원, 요소기술의 개발 및 성능향

상 지원을 통한 전자약의 치료효능 연구개발 중점 지원

* ① 핵심요소기술 설계 및 기본성능 검증연구, ② 핵심요소기술의 실용화 및 성능향상, ③ 전자

약 시장 확대를 위한 제품 실용화, ④ 다양한 질환에 적용 가능한 전자약 개발 등

   - (추진체계) 기획연구를 통한 신규사업 발굴 및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

한 의료기기 분야 R&D 추진

* (’20) 전자약 연구개발사업 기획연구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21)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신규사업 등을 통한 전자약 R&D 지원 추진

 ㅇ (사회・경제적 효과) 전자약 개발을 통한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기술력 증대 및 융복합 의료기기

산업 확대 기여

   - 우울증 질환자의 치료효과 제고 

   - 개인 맞춤형 질병의 예방 및 치료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경제적 부담의 감소

라. 재생의료 R&D 지원 확대

◾현황 및 문제점

 ㅇ (재생의료) 첨단재생의료는 합성의약품과 다른 특징을 가지는 새로운 영역이면서 빠르게 변화하

는 융합기술로 4차 산업 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분야로 인식 

   - (현황) 맞춤의학 및 정밀의료 등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재생의료치료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별 재생의료기술 투자 확대 및 산업인프라 구축

   - (문제점) 국내는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 허가 성과를 보유하였으나 성체줄기세포(MSC) 위주

의 개발 및 투자로 인해 다양한 파이프라인 확보 부족 

* 해외시장 진입장벽이 높고, 대량생산이 어려운 주문제작(Made-to -Order) 제조 방식의 자가

(Auto)세포 중심의 단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및 국가 R&D 집중 지원

* 국내 출시된 16종의 제품 중 대부분 단순배양 MSC 위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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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코로나 치료를 위한 임상 현황은 총 43건 중 재생의료 관련 임상은 줄기세포치료제 6건

으로 집계(제품 4건)

* 줄기세포치료제 4개 : 강스템바이오텍(퓨어스템-알에이주), SCM생명과학(SCM-AGH), 안트로젠

(ALLO-ASC-CD), 파미셀(Cellgram-AKI)

   - (주요국현황) 미국, 유럽 등 CAR-T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치료제 등 다양한 파이프

라인 확보를 통한 제품화 증대

* 미국 FDA 승인 재생의료 제품 현황 (유전자변형세포치료제(CAR-T) 2건, 유전자 치료제 3건, 조

직공학치료제 2건, 세포치료제 10건)

◾추진과제

 ㅇ 세포유전자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인공장기·이종장기 분야 등 높은 유효성이 예측되는 혁신기

술의 다양한 파이프라인 확대 

   - (주요내용)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질병모델링, 약물스크리닝 등 활용을 통한 코로나치료제 개발 촉진

* hPSC 유래폐오가노이드를사용하여코로나19 치료제약물스크리닝및질병모델링에활용 (미국)288)

   - (추진체계)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내 세부과제로 지원 (‘21~, 복지부/과기부)

 ㅇ (정책효과) 환자에게 안전한 치료기회 제공 및 재생의료 시장 발전 촉진

   - 환자 개인 맞춤형 치료 제공 및 의료비 부담 감소에 기여

   - 관련 분야 원천 기술부터 치료기술·치료제 개발까지 전주기적 R&D 지원을 통하여 재생의료 

분야 산업 발전 촉진

[그림 4-31] 재생의료시장 규모(2017~2028년)

288) Han et al.(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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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상 임상시험(Virtual Clinical Trial) 수행 플랫폼 구축

◾현황 및 문제점

 ㅇ (비대면 임상시험) 감염병(코로나19 등)의 장기화로 기존의 대면방식 임상시험 한계로 디지털 헬

스케어와 접목한 가상임상시험(Virtual Clinical Trial)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현황) 감염병의 장기화로 임상시험을 위한 피험자 모집 등의 어려움으로 감소 추세

   - (문제점) 현재 임상시험 체계에서의 대상자의 안전, 복지 및 권리보호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임

상시험 수행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약․의료기기 등 개발에 한계로 작용 

*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의 경우 전년대비 임상시험계획승인은 증가하였으나, 임상시험 완료가 전

년 대비 97% 감소(20.06 기준)

* 코로나 관련 임상시험 2,042건 중 199건 약10% 가 환자모집 중단 97건, 임상시험 철회 14건, 정

지 10건, 조기종료 3건 등 (ClinicalTrials.gov, ‘20.4)

   - (주요국현황) 미국 등은 '가상 임상시험' 도입을 모색 중임

* 코로나19로 인해 전화 인터뷰, 자가 투약, 원격 모니터링 등 가상 환자 방문 임상시험을 권고하

는 가이드라인을 발표(FDA, ’20.4)

* 화이자, 사노피, 로슈 등 대형 제약사도 원격 임상시험 추진중임

◾추진과제

 ㅇ 가상 임상시험 추진을 위한 수행 단계별 기반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 추진

   - (주요내용) Virtual Clinical Trial 기반 기술 개발

* (기반기술) 비대면심사및 계약이가능한 전산시스템, 실시간 연구자가이드를위한 원격피드

백 시스템 구축, 대상자 모집 플랫폼, 임상시험대상자의 건강기록을 실시간으로 대조/확인 가능

한 플랫폼, 임상시험 의료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

* (실증 연구) 관련 정책 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정

   - (추진체계) 상반기 기획연구/하반기 법제화 추진 

* (’20) 전자약 연구개발사업 기획연구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21)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신규사업 등을 통한 전자약 R&D 지원 추진

 ㅇ (정책효과) 신약, 의료기기 등 임상시험 촉진

   - 정밀의료, 스마트 임상시험 설계 등으로 주요 성장 기회 제시

   - 임상시험 비용 절감 및 출시시간 절약을 통한 제약․의료기기 분야 산업 발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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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글로벌 CRO 시장(2018~2024)

  3. 감염병 정신건강 R&D

가. 감염병 R&D 지원 확대

◾현황 및 문제점

 ㅇ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R&D 추진전략 필요

   - (현황) 코로나-19, 다제내성 감염질환, 난치성 결핵 등 여러 감염질환 및 국내 발병위험이 있는 

에볼라 등 신종감염질환에 대응하기 위한 R&D 추진 중

   - (문제점)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안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임상지원 

등 다수 R&D사업*이 추진 중이나 코로나-19 외 신종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R&D지원 미비

* 코로나-19 대응 사업 : 코로나19치료제ㆍ백신 임상지원(450억원), 감염병 방역기술개발, 감염병

의료기술 근거생성연구, 감염병 치료제 백신의 신속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지원체계 구축, 코로

나19 치료제 백신 생산장비 구축 지원, 국산 코로나19 체외진단 방역기기 실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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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3] 코로나19외 감염병 관련 R&D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개요

감염병 예방‧치료기술

개발

① 백신 자급화 기술개발 

  - 백신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백신수급 안정화

② 의료현장 맞춤형 진단 기술개발

  - 감염병의 조기진단, 현장진단 등 진단기술 고도화를 통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진단지침 개발을 통한 치료효과 증진 지원

③ 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개발

  - 감염병 치료제 개발 및 기반기술 확보 지원

감염병 방역기술개발

① 방역장비 고도화 기술개발

  -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현장 수요를 반영한 

병원 내 필수장비의 국산화·고도화 R&D 지원

② 체외진단기기 기술개발

  - 감염병 체외진단에 활용되는 진단키트, 장비 및 소모품(검체채취키트)의 핵심소

재 국산화, 전반적 성능 고도화 및 실증을 위한 R&D 지원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R&D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방역활동 전주기과정과 연계된 

기술개발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① (복지부) One Health 개념의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

② (과기정통부) 미래감염병기술개발

③ (농식품부)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④ (환경부) 상하수도 관리체계 선진화 연구 

⑤ (해수부) 수산분야 항생제 통합감시 및 내성균 연구  

⑥ (식약처) 다부처 공동기획 연구 

⑦ (농진청) 농업환경 항생제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기술 개발 

◾추진과제

 ㅇ 포스트 코로나-19 신ㆍ변종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한 R&D사업 추진

   - (주요내용) 신종플루,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 인체 감염병 발생 시 종식까지의 시간 및 피해 

규모(감염자, 감염동물)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반기술 R&D지원

*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신 변종 감염병 발생 예측, 병리기전 연구 지원

* 백신·치료제 신속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R&D지원

* 고위험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 진단 기술개발 지원

* 신·변종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플랫폼 구축

   - (추진체계) 상반기 기획연구 및 R&D 예산 반영 추진

* 신·변종 감염병 대응관련 국내외 연구현황 및 핵심기술 조사 필요

 ㅇ 신·변종감염병 국제협력연구 R&D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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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신·변종 감염병 국제협력 추진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신·변

종 감염병 국제협력연구 R&D지원

* 감염병 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거점센터) 구축

* 학술정보교류(현지파견 및 정보수집), 국제컨퍼런스 개최

* 신·변종 감염병 국제공동연구 지원

* 해외국가와의 국제 공동 임상연구 지원 등

   - (추진체계) 상반기 기획연구 및 R&D 예산 반영 추진

* 국내외 신변종 감염병 연구현황 및 국제협력 연구수요 조사 필요

 ㅇ (사회경제적 효과) 방역 위기상황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에 대

한 보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파급효과 발생 기대

   - 신속 진단, 예방 등 감염병 국가 방역위기 대응력 향상

   - 감염병 유행 및 만성화로 인한 노동 손실, 경제활동 위축, 사회 불안 등 사회적 비용 경감 및 질

병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

   - 감염병 예방(백신, 진단), 치료 분야 시장 확보를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

나. 정신건강 R&D 지원

◾현황 및 문제점

 ㅇ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R&D 추진 필요

   - (현황) 장기추적관찰을 통해 코로나19 범유행 감염병이 주요 정신건강 문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 

예후 요인 규명, 효과적 개입을 통한 근거기반 연구 및 정신질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및 혁신기술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중

   - (문제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국민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증가하고, 장기간의 재난 상황 노출

로 인해 국민의 정신건강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 포스트 코로나 이후 정

신건강 이슈 대응을 위한 R&D 확충 필요

◾추진과제

 ㅇ 포스트 코로나시대 정신건강기술개발 

   - 코로나 우울, 코로나 불안 등 코로나가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 및 근거,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문제 대응기술 개발, 비대면시대 정신질환자 관리 및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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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코호트 구축 및 기반기술 구축 

*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패널조사, 일반인 및 지역사회기반 중증정신질환자 장기추적관찰 등

 ㅇ 정신질환자 치료 친화적 기술개발 

   - 위험 감지와 즉시 보호 조치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통해 자타해 위험, 범죄 위험이 높은 중증정

신질환자의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정신병원ㆍ시설 조성 

*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방역 기술개발, 중증정신질환자

자타해 위험 저감기술개발

 ㅇ (정책효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R&D 지원체계 마련  

   - 지역사회에 적용가능한 정신건강 실용화 기술개발 및 국민의  높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으로 

사회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

다.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 대상 비대면 돌봄기술 개발

◾현황 및 문제점

 ㅇ 코로나19로 인한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 대상 돌봄 공백 최소화하기 위한 비대면 돌봄기술 개발 필요

   - (현황)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치매환자는 중증도가 높아지고, 정

상이던 노인마저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치매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20년 65세 이사 중 치매 유병률은 10.3%, 83.2만명으로 추산되며 ’50년에는 302만명(전체 노인

의 15.9%)까지 증가 예측(전국치매역학조사, 2016)

   - (문제점) 치매 돌봄 프로그램 대부분은 코로나19에 취약한 대면방식 위주,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운영 중단되면서 치매환자 돌봄공백기간 장기화-실질적인 비대면 프로그램 부재, 돌봄 기술‧제
품‧서비스의 실증 및 현장 전달체계 미흡

* 실제 노인 및 치매환자들을 위한 각종 돌봄 프로그램은 대부분 대면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1:1

방문서비스의 경우에도 감염 우려로 인해 돌봄인력(요양보호사, 돌봄 보호사 등)의 방문을 기피

* 현 지원되고 있는 돌봄 프로그램의 경우 노인 및 치매환자 대상 인지능력 강화 및 예방 치료

관련 과학적 근거 부족, 치매환자 증상관리 및 일상생활·돌봄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서

비스의 현장 전달체계 미흡

* 경도 치매 환자의 독립적 생활 기간과 사회 참여를 배가시키고,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 부

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문제 해결 중심의 실용적인 돌봄기술 개발이 필요



- 350 -

◾추진과제

 ㅇ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 대상 비대면 돌봄기술 연구개발 사업 기획

   - (주요내용)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 대상 비대면 돌봄기술 개발, 활용‧확산체계 마련

* e-러닝, U-러닝을 접목, 빅데이터(환자생체정보, 활동정보등) 기반 환자별맞춤형 학습이 가능

한 인지/ADL 훈련 기술개발

* 웹,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및 치매 친화적 UX/UI를 적용한 맞춤형, 반응형 통합 인지·일상

생활 훈련 시스템 검증 및 보급

* 치매환자 행동패턴 정보 기반 지능형 배회·실종 감지기술 개발

* 치매환자 생활지원 안전향상 기술개발(경도인지장애, 초기치매환자의 자립생활 지원, 안전향상

과 관련 기술)

* 중등도 중증 치매환자 맞춤형 실내여가활동, 인지훈련, 운동 등 돌봄 프로그램 개발

   - (추진체계) 문제해결 중심 치매 돌봄기술개발 신규사업 기획 및 예산반영 추진(’21년 상반기,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치매정책과)

* (추진주체별 역할)

[표 4-44] 치매 돌봄기술개발 신규사업의 추진주체별 역할분담(안)

추진 주체 역할 분담(안)

보건의료기술개발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치매 돌봄기술개발 신규사업 기획 및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22년 예산요구 및 심

의 대응 등

치매정책과 - 치매안심센터‧치매안심병원을 통한 실증 및 활용‧확산체계 수립 등

* (추진 현황) ‘문제해결중심 치매 돌볼기술, 비약물치료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용역과제 발주

및 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실시 예정(’11월 중순)

* (과업 주요 내용) 치매 돌봄 비약물치료기술 분야 국내외 동향분석 및 성과분석, 사업추진 계획

및 중 장기 투자 전략 수립,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ㅇ (정책효과) 치매정책(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등)과 연계한 치매 돌봄분야 연구지원 및 개발된 기

술의 활용·확산을 통한 국민 체감 성과 창출

   - 보호자‧치매돌봄인력의 돌봄부담 경감, 치매환자 증가속도 감소

   - 치매 돌봄 제품·서비스의 현장 전달체계 개선, 노동집약적 돌봄 환경 개선

   - 치매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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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첨단의료기술 R&D

가.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구축 및 AI 기반 CDSS 개발

◾현황 및 문제점

 ㅇ 중환자 데이터로 현재 MIMIC-Ⅲ*가 세계적으로 사용되며, AI를 활용한 중환자 위기 예측 등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 Medical Information Mart for Intensive Care : 미국 NIH의 후원을 받아 학계, 산업계, 의료계가 협

력하여 구축한 중환자실 데이터셋

   - 미국 LA 아동병원은 소아 중환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체 사망사례의 5%에서 위기 발생을 감

지하는 특정 패턴* 발견  

* 93%의 정확도로 소아 중환자실 사망 예측

   -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은 일반 중환자 데이터 분석하여, 패혈성 쇼크(septic shock) 위험성을 예측

하는 지표* 개발 

* TREW Score(Targeted Real-time Early Warning Score)

 ㅇ 중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질병의 중증도가 높아 의사표현이 어렵고 의료데이터 생산이 많아, 

데이터 기반 진단·치료 중요 

* 중환자 : 생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스스로의 보상능력이 제한된 장기부전 환자나 장기부전 발생

위험이 있는 환자로, 중환자관리팀에 의해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

 ㅇ 연간 약 30만명이 중환자실 치료*를 받으며 그 중 70세 이상이 46%를 차지, 고령화 사회에서 중환

자실 이용은 매우 증가 예상

* ’18년 중환자 이용 전체 환자 수 : 303,256명 (이 중 70세 이상 : 139,559명) (중환자 이용통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ㅇ 중환자실은 높은 업무강도로 인해 의료진 확보가 어렵고, 이는 중환자실 사망률에 부정적 영향*

* 중환자실 전담의가 있는 경우, 간호인력이 충분할수록, 상급 병원일수록, 사망률이 낮으며,

국내 중환자실 사망률 14.2%로 선진국 9.8%에 비해 높음 (2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결과, 건

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추진과제

 ㅇ 다기관 참여의 한국형 중환자 특화 데이터셋(K-MIMIC)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AI 기반 중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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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SS 개발 및 실증연구 지원 

   - (한국형 중환자 특화 데이터셋(K-MIMIC) 구축) 다기관이 참여하여 중환자 기본 모니터링 및 심

장·호흡기 데이터 등을 토대로 한국인 중환자 특화 데이터셋(K-MIMIC) 구축 및 플랫폼* 개발

* 다기관을 통해 확보된 중환자 데이터를 수집·저장·공유·분석이 가능한 플랫폼

   - (AI 기반 중환자 CDSS 개발 및 실증연구) 중환자의 예후 예측·중증도 평가·조기경보시스템

(early warning system) 등 AI 기반의 임상의사 결정 지원시스템(CDSS)* 개발 및 임상 활용 검

증·실증연구

* 임상 의사 결정 지원시스템(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 환자 진료에 있어 진단·치료·처

방 등 의사 결정을 지원해주는 의료정보 기술시스템

 ㅇ (사회·경제적 효과) 한국형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K-MIMIC) 구축을 통해 중환자 특화 데이터셋

의 세계적 표준을 제시하고, AI 기반의 CDSS로 중환자 진료 질 향상 

나. 디지털 병리 기반의 암 전문 AI 분석 솔루션 개발

◾현황 및 문제점

 ㅇ 암은 사망원인 1위*로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 지원이 필요하고, 암 환자의 치료 방침 결정 및 예후 

예측 등에 병리학적 진단이 중요

* 한국인 사망원인 : 1위 암 질환(26.5%), 2위 심장질환(10.7%) (’18년 기준)

** 병리학(pathology) : 병을 일으킨 장기·조직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세포병리, 분자병리,

면역병리 등으로 세분화

 ㅇ 암 진료에 필수적인 세포·분자·면역병리 등의 발전으로 암 병리진단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병

리전문의는 부족한 실정* 

* 병리과 전공의 모집 충원률 : 26.5%(’18) → 10.8%(’19)

 ㅇ 의료데이터와 AI의 적용이 가능한 의료분야 중에서도 병리분야는 기대효과가 크며*, 기술혁신의 

성공 모델 창출 가능

* 미국 대통령 기술자문기구는 AI 기술을 도입하여 의사의 오류를 낮출 수 있는 분야로 의료영상

과 병리 추천(’16)

 ㅇ 디지털 병리 및 병리 관련 AI는 세계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분야로, 관련 글로벌 시장 규

모도 확대 추세*

* 글로벌 디지털 병리기술 시장 규모 : 3.8억 달러(’16) → 7억 달러(’21) (’17, Frost & Sull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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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병리 사업* 추진하여, 병리 영상 AI 연구개발 및 이미지 센터 사

업에 6,500만 달러 투자 

* 국가 병리프로그램 디지털 최우선 : 병리 혁신을 통한 임상 변화(’14)

   - 미국은 MSKCC*는 PaigeAI社를 설립하고 MSKCC에서 생산하는 병리 자료를 대량으로 사용하여, 

암 진단에 특화된 플랫폼 개발 및 AI 솔루션 개발 

* 메모리얼 슬론캐터링 암 센터(Memorial-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 노바티스의 PathAI는 폐암·유방암 병리를 AI가 분석·진단 

◾추진과제

 ㅇ 병리 데이터 디지털 큐레이션 및 AI 개발용 병리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암 전문 지능형 병리 AI 

개발·임상 검증 지원

   - (병리 데이터 디지털 큐레이션* 기반 구축) 병리 슬라이드 이미지화 및 병리학적 분석이 주석 

처리된 데이터(Annotated Data) 확보, 병리 데이터 표준화 처리  

* 디지털 정보를 주제별·연관성 등에 따라 분류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일련의 작업

   - (AI 개발용 병리 데이터 플랫폼 개발) 암 전문 병리 AI의 학습용 병리 데이터를 암 종류별로 공동 

구축하고 연계·통합하는 플랫폼 개발

* 암 종별 대용량 병리 데이터셋을 효율적으로 저장·관리하는 기술 개발

   - (암 전문 병리 AI의 지능형 병리 SW 개발 및 임상 검증·활용 평가) 암 전문 병리 AI 기술을 적

용하여 암 진단·예후 예측·치료방향 결정 지원 등 설명가능한 AI 기반 병리 SW 개발 및 임상 

검증·활용 평가 

 ㅇ (사회·경제적 효과) 디지털 병리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암 병리 전문 AI를 활용함으

로써 암 진료의 정확도 향상 기대 

* 미국의 MD앤더슨암센터, 메사추세츠종합병원 등은 디지털 병리 솔루션을 도입하여 병리과 생

산성 약 10∼25%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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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I 기반 감염병 예후·예측 시스템 개발 

◾현황 및 문제점

 ㅇ 감염병*에 대해서는 조기에 발견하고 유행 초기에 적절한 통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 중요

* 감염병이란 사람 간 전파만이 아니라 공기나 흙 등의 사람 이외의 전파에서 미생물이 옮아와서

일으키는 병까지 포함

 ㅇ 그러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의료진 과부화 문제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보건의료 시스템 한계 직면

   - 신종 감염병인 경우 감염자들의 임상적 행태는 물론, 의료진들의 치료방법을 예측하는 일 또한 

매우 까다로워 많은 시간과 비용 발생

 ㅇ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문제 해결을 위해 D.N.A(Data, Network,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감염병 

대응 기술에 주목

   -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 분류 진단 및 치료 할 수 있도록 실시간 감염병 의

료정보 연계 등 AI 기술이 융합된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 필요

◾추진과제

 ㅇ (감염병 예측·확산방지)　AI를 활용해 환자를 실시간 감시 모니터링하고 확진자 발생 데이터를 

분석해 코로나 19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

   - AI를 활용한 감염병 사전 예측 및 경보, 접촉자 추적 모니터링, 자가격리 관리 지원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후 예측

 ㅇ (감염병 진단·치료)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염병 의료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감염병 확진 

환자의 진단·치료 예후 예측 모델 개발 및 임상 실증 연구 지원 

   - AI를 활용한 감염병 진단 환자의 예후 예측(질환의 경과, 사망예측, 퇴원 후 재발 예측 등

   - AI를 활용하여「발병→경과정도→치료→완치」의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예측함으로써 예방ㆍ

치료에 개인 맞춤 의료서비스 지원

   - 나이, 기저 질환 유무, 증상, 경과, CT 영상 등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진단 지원 및 예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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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감염병 단계별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분야

 ㅇ (사회·경제적 효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대응체계는 코로나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을 줄 뿐 

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 유행 예측을 보다 빨리 가능하게 하여, 감염병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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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 생태계 활성화

  1. 창업생태계 마련

가. 팬데믹 대응 제품 중심의 창업 생태계 인프라 강화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최근 20년간 신종바이러스만 약 30여종 출현하고 있으며 향후 신·변종, 희귀 감염병 대응

을 위해 진단, 치료, 예방(백신) 등 전 단계의 제품개발이 활발

 ㅇ (문제점) 감염병의 특성상 지속적인 R&D 투자확대에도 경제적 성과 창출이 어려워* 시설·임상

투자 등 민간 참여가 여전히 부진

* 백신개발 → 환자감소 → 시장축소 / 변종발생 → 기존치료제 수명·효능저하 → 수익감소

 ㅇ (필요성) 감염병 특화 개방형 실험실 구축을 지원하여 병원 내 임상전문가와 검체, 임상장비 등 

기 구축된 인프라 간 연계를 통해 국내 분산된 감염병 연구조직에 대한 집중 필요

◾추진과제

 ㅇ 팬데믹 대응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한 개방형 실험실 구축 

   - 신·변종 바이러스 출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에 개방형 실

험실을 구축·운영 

   - 병원의 인프라(검체, 임상장비)를 기업에 개방하고 산-병 공동연구를 촉진함으로써 인공지능, 

디지털, 언택트 창업기업 및 제품의 조기 시장 진출 지원 

   - 인공지능, 디지털, 언택트 분야의 우수 제품* 개발을 위한 실험실을 구축하고, 병원 내 감염병 

전문가(임상의사)와 외부 창업기업이 매칭된 연구과제 운영 지원

* (분야) 치료제, 진단기기, 백신, 보호장구, 소독 및 방역 등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한 핵심 제품

나. 바이오헬스 유망기술 단계별 R&D 지원을 통한 상용화 촉진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바이오헬스산업은 시장규모ㆍ성장가능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망 신산업으로 인공지

능, 빅데이터 등 융ㆍ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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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자본집약 산업으로 연구개발에 장기간·고비용 소요되고, 타 분야 대비 긴 투자회수 기간 

 ㅇ (문제점) ‘19년 20조원 돌파 등 정부 R&D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바이오헬스에 대한 정

부투자 비중은 과소

   - 정부 R&D 투자 규모대비 바이오헬스에 대한 정부투자 비중은 과소하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을 위한 민간기업의 자금력(투자)은 부족

 ㅇ (필요성) 인력·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화 멘토링, 인프

라 등 연계·지원이 효과적

◾추진과제

 ㅇ 바이오헬스 분야 우수기술의 단계별 R&D 지원을 통한 초기 창업기술의 상용화 촉진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K-BIO 방역 등 관련 기술에 대하여 민간 투자 및 인프

라 연계를 통한 초기 창업기업 보유 기술의 빠른 상용화 지원 

   - 예방·진단·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개념검증(PoC)과 (비)임상진입 준비 과정에 있는 초기 

우수기술을 대상으로 ‘아이디어에서 사업화 진입까지’ 기술개발 수준에 따라 맞춤형 R&D 지원

* 「보건의료표준기술분류체계」에서 진단법, 치료법 개발에 해당되는 기술로 ‘제품설계/후보물

질발굴/비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기술

<주요 기능>
  (기술·발굴 투자) 전문 VC가 잠재성 있는 초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일정기간 

후 직접 투자 
 (官-民 투자 연계) 정부 R&D 예산을 통해 Scale-up을 지원하고, 민간투자기관의 투자심사 

관점의 평가를 거쳐 정부·민간이 사업화 진입 자금을 지원 
     (인프라 연계) 제품 개발 단계에 따라 수요에 부합하는 시험장비·시설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바이오클러스터 내 주요 인프라와 연계

다. 바이오헬스 특화 창업플랫폼 운영을 통한 전주기적 지원 강화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코로나 19 팬데믹은 진단․진단․치료․병원 중심의 전통 의료산업에서 ICT기반 기술이 융합된 

질병․예방․소비자 중심의 스마트 헬스케어산업으로 패러다임 변화 속도를 가속화 중

 ㅇ (문제점) 바이오헬스산업에 특화된 창업지원체계 부족으로 ‘사업화 전문가 부재’, ‘임상 현장



- 358 -

과의 괴리‘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사업화를 막는 허들 존재

 ㅇ (필요성)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 기술인 인공지능, 디지털 등 스마트 헬

스케어 산업 생태계 중심의 기술비즈니스를 위한 전주기적인 전문지원체계 강화 필요

◾추진과제

 ㅇ 바이오헬스분야 언택트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관리 체계화 

   - 기술스카우터 등을 활용한 바이오헬스분야 언택트 유망기업 발굴 활성화 및 PM*제도 도입을 통

한 유망기업 맞춤형 관리지원 

* PM(Project Management): 1:1 맞춤형 관리지원 매니저

   - 코로나 19 치료제‧ 백신개발을 위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지원센터 운영 및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 

19 치료제‧백신 개발기업 분과별* 전문 PM 배정을 통한 속도감 있는 심층상담 지원 

* 관계부처 합동: 복지부, 과기부, 식약처,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진흥원

* 분과: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ㆍ기기분과(총 3개 분과)

   - 바이오헬스분야 언택트 유망 창업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특허, 임상, 인허가 등 분야별 맞

춤형 전문 상담 지원  

 ㅇ 코로나 19 대비 언택트 유망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프로그램 확대 지원 

   - 유망 창업기업의 지식재산부터 사업화로 이어지는 One-stop 전주기적 서비스* 지원 

   - 지원 기업 대상 전문가 pool 구성을 통한 초기단계부터의 집중 컨설팅 지원

* 전주기적 서비스: 특허, 시제품 제작, 제품 및 인허가 컨설팅, 기술가치평가, 투자 IR

 ㅇ 바이오헬스 유망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활성화 

   - 국내에서 규제 등으로 사업화 지연이 예상되는 융합 기술 기반 유망 기업들의 조기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 현지 인허가 가이드라인 컨설팅, 해외 기술이전 지원 등

라. 공정한 바이오 기술평가 기반 온ㆍ오프라인 기술거래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바이오헬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기술)가치평가로 인해 오픈이노베이션 기

반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저해

   - 바이오헬스 분야의 투자 유치시, 시장의 특수성 및 기업(기술)가치평가의 객관적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평가절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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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 ‘기업(기술)가치평가 정보부재(25.8%)’, ‘기업

(기술)가치평가 절하(17.2%)’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됨

 ㅇ (문제점) 국내에서는 기술거래의 주요 유형인 기술이전 및 M&A가 글로벌 수준 대비 미흡한 실정

   - 국내에서는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거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글로벌 수준 대비 

기술거래 건수는 적은 편이고, 대부분 소규모 중심

 ㅇ (필요성) 바이오헬스분야 유망 기술들의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

한 기술평가를 기반으로한 온․오프라인 기술거래 활성화 강화 필요 

◾추진과제

 ㅇ 온라인 기술비즈니스 플랫폼 ‘바이오 아고라’ 기반의 바이오헬스 특화 온오프라인 ‘기술거래

소’ 구축(‘21~, 복지부)

   - (추진방안)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진흥원내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01~)를 기술거래소*

로 확대 개편 

* 공정한 기술평가기반의 기술사업화지원을 통해기술이전, M&A, 투자연계 등바이오헬스 산업

기술사업화 활성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기술평가) 기술가치평가 모형 고도화 및 기술력 평가등급 시스템, 온라인 기술평가 시스템 등 

기술평가 통합 시스템 구축

* (현재)기술가치 평가 모델 → (향후) 온라인 기반 통합 기술평가 시스템

   - (기술거래) 바이오헬스분야 공급자(연구자, 창업기업), 수요자(중견기업, 투자자 등)의 상시 온라

인 소통을 위한 ‘바이오 아고라’ 기반 기술거래소 구축 및 활성화 

* 오프라인 기술거래시장 ‘바이오코리아’ 행사 확대와 함께 상시 기술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기술

비즈니스 플랫폼 ‘바이오아고라’ 운영

   - (컨설팅) 기술거래 전문인력 전담 지원 및 전문가 연계

* 기술⋅기업관리, IR컨설팅, 기술거래 및 투자연계 법률서비스

   - (투자) 기술평가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펀드 및 신규 펀드(메가펀드) 투자

* 주목적투자: 「(가칭)바이오기술거래소에서기술평가를거쳐등록된기술을가진기업」으로지정

<메가펀드 개요>
 (추진배경)  매출 규모가 작은 국내 기업이 대규모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후기임상을 담당하기 

곤란하여, 신약개발 완주보다 기술수출에 의존
 (추진방향)  후기임상에 집중 투자하는 ‘메가펀드’(총 1조원 규모) 조성하여, 3상 이상 유망한 

신약 파이프라인(프로젝트 기반)에 대해 다수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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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융합의 場: 바이오 센트럴 랩 구축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보건산업에 특화된 창업지원으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개소(’18.3월)하였으나,  바이

오 연구를 위한 실험기기 및 공용·개인 실험실 부재와 글로벌제약사, 투자자 및 사업화 전문기

관의 협업 공간 부족

 ㅇ (주요 동향) 국외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는 혁신적인 바이오 연구를 위해 대학-기업-병원 등 지

역 기반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선순환 생태계가 정착화되어 있고, 클러스터를 견인하고 

있는 혁신주체로서 랩센트럴이 수행 중

* 대학(MIT, 하버드대등), 비즈니스개발을 위한기업(300여개), 연구와 비즈니스를 연결하는병원

(하버드의대, 메사추세츠종합병원 등) 등 유기적 연계 협력 중

* 입주기간은 총 3년(2년+1년)으로 입주 초기에는 공용 실험벤치(월 4,000$)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업 성장시 개인 실험실(월 $14,000)로 변경하여 사용

 ㅇ (필요성) 바이오헬스분야 기업체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화 멘토링, 인프라, 

투자 등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및 협업을 위한 융한 공간 필요

◾추진과제

 ㅇ 연구자, 개발자, 창업, 유관 기업들의 융합 공간 조성을 위한 한국형 랩센트럴 구축(‘21~, 복지부)

   - 창업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실험실, 공용기기 등 인프라 지원 

   - 연구자-개발자-유관기관들이 융합형 공간으로 자유롭게 실험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글로벌제약사, 혁신형제약기업, 투자기관 및 사업화기관 입주공간 조성

   - 연구중심병원, 개방형실험실 등 병원(임상)과 바이오클러스터(시설) 유기적 협력 연계

[그림 4-34] 한국형 랩센트럴 구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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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방안

가. 제약바이오 전후방산업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시장 재편 가속화로 국내외 바이오의약품 생산량 급증 예상

* 세계 100대 의약품 중 바이오 비중 : (’08) 30% → (’24) 52%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생산시설 증성 ’17년 32만리터→ ’18년 50만리터(삼성 18만 리

터 증설)→ ’22년 86만리터(셀트리온 36만 증설)

 ㅇ (문제점)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의 높은 수입의존도에 따라 공급기업의 가격 상승 요구로 인한 

수익성 악화, 생산규모 확장 지연

* 바이오의약품 분야 원부자재 국산화율 17% 내외

 ㅇ (필요성) 바이오의약품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한 원부자재 국산화 등 세계적 수준의 전후방 산업의 

생태계 마련 필요

◾추진과제

 ㅇ 의약품의 전후방 산업, 특히 바이오의약품의 전후방 산업의 국산화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의약품 전후

방산업지원센터 지정·지원, 이를 통해 원료의약품, 필수의약품, 제조 공정, 원부자재 기술개발 지원

   - (지원센터) 의약품 개발을 위한 특허, R&D 기획, 인허가 전략, 기술개발 등의 자문·컨설팅 지원, 

센터의 실험·장비 등을 활용한 연구 지원, 개발 기술의 라이선싱 아웃 등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  

   - (기술개발) 원료의약품 제조 공정 개발, 필수의약품 생산기술 개발,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기

술개발,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국산화 기술개발 등 지원

* 생산용 배지, 배지 첨가물, 세포 동결 보존용 조성물 등

나.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지원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혁신신약 개발 시 평균적으로 1조원*의 비용이 소요되나, 최종 시판되는 비율(7.6%, IQVIA 

2019)은 현저하게 낮음

* 2019년 기준 국내 상장 제약사 중 매출 상위 5개사의 평균 매출액 수준

 ㅇ (문제점) 혁신 신약개발의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나, 기존 운용중인 펀드는 바이오벤처 육성 중



- 362 -

심의 펀드로 투자의 한계 존재

 ㅇ (필요성) 고위험, 고비용의 신약개발 특성상 지속적인 R&D 생산성의 하락에 따른 투자요인 감소

를 상쇄하기 위한 투자 유도 방안 마련 필요

◾추진과제

 ㅇ 혁신신약 유망 후보물질 발굴 및 지원 

   -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방식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기금 조성 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유망 파이프라인과 기존 시판제품에 대하여 자산 유동화를 위한 자금운용

*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닌 기업 프로젝트의 사업성 분석 후 자금운용 방식

으로 사업 실패 시 모회사가 차입금 상환의 부담감이 기존 투자방식대비 낮음

* (예시)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후보물질 파이프라인에 대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

을 통한 투자로기업에는 대규모 개발금액 확보와 개발 실패 시의 기업 손실 완화효과 기대

   - 투자자-프로젝트 책임자 간의 정보교류 및 실적교류의 장 마련

* 프로젝트 사업설명회(연1회) 개최 시 투자자, 사업 책임자를 초청하여 상호 정보교류의 장 마련

* 지속적인 신뢰구축을 위하여 연 2회 실적교류회 개최로 차기 투자자, 프로젝트 모색

다. 바이오헬스 선진시장 현지진출 지원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장의 6~70%를 차지

하는 미국, 유럽 시장 도전이 필수

 ㅇ (문제점) 글로벌 임상 3상 및 시판 허가 획득을 위해서는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국내 기업

들의 경우에는 외국 CRO 등에 의존

 ㅇ (필요성) 미·유럽 등 선진시장 진입을 위해 현지 임상, 해외 연구소·기업과의 활발한 기술교류 

및 인허가 기관과의 소통 채널 필요성 증가

◾추진과제

 ㅇ 바이오헬스 선진시장 현지 임상·인허가 지원 

   - 현지 글로벌 임상 전문가, 인허가 기관(FDA‧EMA) 출신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

문가 컨설팅 그룹 구성 

   - 컨설턴트가 참여기업과 목표를 공유하고 성과를 직접 관리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1:1 

밀착 지원 추진

* 美FDA가 있는 워싱턴州, 유럽 허가청이 있는 네덜란드에 컨설팅 지원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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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바이오헬스 글로벌 협업 및 상호연계(C&D) 강화 지원 

   - 국내 개발 신약의 해외 기술수출을 위해서 미‧유럽 내 주요 학회, 컨퍼런스 및 투자설명회 참가 

및 제품 홍보 지원

 ㅇ 바이오헬스 개방혁신(Open Innovation) R&D 네트워크 구축 지원 

   - 미국‧유럽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 내, 한국 기업들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소개하고 공동연구, J/V 

설립 등을 할 수 있도록 중개 지원

라. 첨단바이오의약품 공정인력 양성사업(NIBRT사업 확대)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 활성화 도모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첨단재생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9월)

 ㅇ (문제점) 유전자·세포치료제의 제조품질관리(CMC)를 위한 전문인력 및 GMP 기준 적합 시설 부족

 ㅇ (필요성) 차세대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

발 촉진 필요

◾추진과제

 ㅇ 차세대 첨단바이오 의약품인 세포·유전자치료제의 공정개발 인력양성 확대 

   - 복지부-산업부 공동으로 실습위주의‘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설립중이나, 대량생산 공정 

및 규정 등이 확립된 항체치료제 위주의 실험장비 및 교육과정으로 운영 예정

   - 차세대 첨단기술인 세포·유전자치료제 공정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장비 확보 및 실습위주

의 교육을 통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 인력양성 지원

마. AI 신약개발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글로벌 기업의 적극적 활용에 비하여 국내 제약산업의 AI 활용 및 협력 수준은 초기 단계

* (’19년) 협업 4건, (’20년) 협업 7건

 ㅇ (문제점) 유전자·세포치료제의 제조품질관리(CMC)를 위한 전문인력 및 GMP 기준 적합 시설 부족

* (AI 개발사) 신약개발 및 데이터 부족, (제약사) AI 분야 이해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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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필요성) AI 기술을 신약개발 분야에 활용하여 신약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효율성 제고 필요

◾추진과제

 ㅇ 신약개발 분야에 AI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AI 벤처사-제약바이오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 신약개발분야 AI 기술을 보유한 벤처사들의 보유 기술과 전통방식의 신약개발 경험을 보유한 제

약바이오사의 협업을 통해 신약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한 AI벤처사-제약바이오사 공동 연구 지원

   - 국내·외 최신 신약개발분야 AI 기술 소개와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제약바이오사의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 제공

  3. K-방역 시대 의료기기산업 육성 혁신지원 체계 구축

가. 체외진단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평가지원 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ㅇ K-방역으로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위상 제고 ⇒ 포스트 성장 동력 발굴·마련 필요

   - (현황) 한국의 의료대응 체계(K-방역)이 우수사례로 이목이 집중, 방역의 핵심 도구인 체외진단

키트의 全세계적 수출로 글로벌 기업이 선점한 체외진단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력 재조명

* (체외진단기기 수출현황) ’19.1분기 47백만불 → ’20.1분기 79백만불(168%↑)

   - (문제점)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외진단 분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

는 신속 개발 및 상용화 중점 지원책 마련 필요

◾추진과제

 ㅇ (연구개발 지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기업 생산체계 개선 및 제품 연구개발 지원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기업 연구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분석으로 연구개발 기간·비용 단축 등

 ㅇ (평가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역별, 질환별 진단검체 및 임상연구자를 보유한 전문기관(의료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검체현황 공유 및 시제품 평가 등 지원

*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통해 검사가 가능한 다양한 감염질환별 검체정보 및 임상연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코로나19 중심에서 다양한 질환으로 확대

   - 검체 보유 현황 및 임상적 성능평가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및 관리

 ㅇ 인공지능 등 혁신적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지원 및 제품 성능평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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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가속화로 글로벌 체외진단시장 선도

* (체외진단용 시약 수출) ’20년 1∼8월 의료기기 누적 수출액은 31.7억$, 전년 동기 대비 26.1%

증가로 고성장 전망(’20.9, 보건산업진흥원·무역통계진흥원)

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지원 체계 마련

◾현황 및 문제점

 ㅇ 의료기기산업의 혁신 육성을 위한 맞춤 기업 지원 전략 마련 필요

   - (현황) 의료기기산업은 지속적인 고성장*을 보이는 산업으로 최근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20.5.1. 시행, 이하 의료기기산업법) 마련으로 법적 육성 체계를 마련함

* 5년간 연평균 9.8% 성장률,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 7조 8천억원(5년간 연평균 10.3%)

   - (문제점) 중소기업의 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실시 중이나, △혁신기술의 융ㆍ복합 △다품

종ㆍ소량생산 △보건의료와의 연계성 등 의료기기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혁신 지원책은 부재 

[표 4-45] 주요 국가별 기업 육성 시책

국가 주요 내용

미국

‣ 혁신기반 기업의 성장을 핵심적 요소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책 실시

 - (재정 지원) 연구·실험 세금 감면 (투·융자 지원) 중소기업투자회사 프로그램, 10,000 Small 

Business (R&D, 교육·훈련 지원) 연방 연구기관, 연구실 컨소시엄 (공공조달) 중소기업 혁신연

구 프로그램 등

일본

‣ 중소기업 보호에서 육성·발전 지원으로 방향 전환, 독립형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기본으로 5가

지 정책 전략 마련

 - (5대 전략) ①기업혁신·창업에 대한 자발적 노력 지원 ②경영기반 강화 ③환경 급변에 대한 기

업의 대응능력 강화 ④금융·세제 ⑤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 (정책 분야) IT 활용촉진, 하이테크 중소기업 고용 촉진, 차세대 기업인의 사업승계 촉진, 외부와

의 협력 촉진, 중소기업 제품 개발 저리융자, 지역 중소기업 간 협력지원, 해외 마케팅 촉진, 창

조 혁신제품 창출을 한 유연한 정책

독일

‣ 경제번영을 위한 혁신 중시, 기술기반 제품·서비스 비중이 높음

 - (HTGF 프로그램) 하이테크 창업 대상 자금 지원 펀드

 - (엑셀러레이터) 독일 실리콘밸리 엑셀러레이터, 자국 기반으로 미국시장 진출·확대를 목표로 

하는 창업기업 대상 자금 지원

 - (ZIM) 중소기업 혁신에 대한 투자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종합혁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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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성) 기술력 및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 등 역량이 우수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주축으로 견

인하여 대·중소기업이 상생하여 의료기기산업이 효과적으로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 필요

◾추진과제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혁신 선도를 위한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신개발 제품 및 신속 시장

진입 포함 全범위 지원

   - (2020년)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30개소 인증, 20.12)

   - (2021년~) 혁신형 의료기기기 인증 기업 대상 지원 및 제2차 신규인증 추진

[표 4-46] 분야별 전주기 맞춤형 지원정책(안)

지원분야 지원내용(안)

인력지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병역 대체복무 인정)

세제지원
연구인력 법인세액 공제, 품질관리 개선 시설 투자비용 공제 등을 통한 우수인력·제조

시설 구축 지원(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건강보험 혁신형 기업이 허가받은 의료기기(치료재료) 허가 이후 3년간 5% 가산

융자지원 정책금융 우대금리(수출입은행), 혁신기업1000 금융 우선지원

지원사업 우대 복지부/관계부처/지자체 지원사업 우대(가점, 우선지원 등)

집중컨설팅
혁신형 기업·기기 대상 전담 PM을 지정하여 전주기·지자체 연계를 지원, 의료기기 

GMKOL 도입

인프라 연계 지자체, 공공 인프라 연계 분야별 지원 관리

 ㅇ 기업 성장․글로벌 진출 및 규제․세제 혜택까지 기업 규모․지원분야별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기업 육

성을 통한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 주요 내용

영국

‣ 적절한 혁신 인프라 제공 및 민간 금융 접근성 개선에 중점

 - (주요 정책) 고성장 기업에 초점을 맞춘 고성장 창업 프로그램, 성장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 (지역단위 정책) 스코틀랜드 경제개발공사·웰시 정부에서 고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 시책 실시

한국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중소기업벤처부가 주축으로 다양한 육성 정책 시행

 - (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 챔피언이 될 잠재성이 높은 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 (이노비즈 프로그램) 기술 경쟁력 및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 선정·지원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공공기관·대기업이 새로 개발된 중소기업 제품을 조달하는 구매

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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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 헬스 기반 의료기기 규제·실증 지원

◾현황 및 문제점

 ㅇ 디지털 치료제의 선제적 도입‧정착 지원을 통해 국내 의료체계 혁신 선진화 및 高성장세를 보이

는 관련 글로벌 시장 선점 

   - (현황) 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치료제 정의 확립·도입 확산에 따라 진단·치료에서 예

후·예측을 통한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 변화 가속 추세

* (관련 시장 성장세)

① AI헬스케어: (’18)19억불 → (‘30)115억불 예상, 연평균 45.1%

② AI기반 의료영상SW: (’18)0.9억불 → (‘23)5.2억불, 연평균 42.2%

③ AI기반 생체데이터SW: (’18)3.8억불 → (‘23)25억불, 연평균 46.7%

   - (문제점) AI·빅데이터 등 혁신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치료제의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임상실증 지원 필요

◾추진과제

 ㅇ (디지털 치료) 디지털 치료제(DTx)*, 전자약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실증 

선제적 지원(’21년∼)

* 질병예방·관리·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마트폰 앱 등 소프트웨어 활용 의료 기술을 의미

   - (규제)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및 혁신의료기술평가 특례 대상에 포함하여 신

속한 인허가·건강보험 등재 지원

* 조직, 인력과 제품개발 기준 등을 평가하여 제조기업으로 인증→ 자료제출 면제 특례 적용

   - (실증)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임상시험 설계를 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를 활용, 임

상 실증을 통한 시범보급까지 지원

* 식약처(혁신의료기기 지정·인허가 특례), NECA(혁신의료기술평가, 임상자문)

* 보건산업진흥원(임상 실증 및 시범보급 지원, 혁신의료기기실증지원센터 활용)

* 국내 상급종합병원 5개소를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로 지정 임상 및 시범보급 지원(’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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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7] 디지털 치료제 관계기관 합동지원 체계(’21년~)

구분 R&D 임상 인허가 신의료기술평가 시장진출

식약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20.8)

정부‧ 
민간 

R&D

임상계획 

작성지원

국내‧외 

진출 

확대

혁신기기 

지정
→

신속허가‧ 
변경특례

NECA

(혁신의료기술 대상 

확대, ‘20.11)

임상설계 

자문

별도트랙 

심의‧
평가

사후 

모니터링

진흥원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지정, 

‘20.11)

비임상‧ 
임상실증

유효성 

근거

축적

→
시범

보급

←    관계기관 합동 지원을 통한 신속 시장진입 지원    →

 ㅇ (디지털 진단) AI기반 진단보조SW분야 혁신의료기기의 임상현장 우선 도입하여 검증할 수 있도

록 예비 가산급여 적용 검토*

*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19.12)에 따라 별도보상 기준이 제시 되었

으나, 기존에 근거기반 급여평가 체계를 유지(9개 제품 허가 → 기존기술로 판단)

   - (후향적 급여평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아 허가된 AI 진단보조 SW는 일정기간 예비 가산급여 

적용 추진(기술개발 노력도 반영) 

*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표 4-48] 혁신의료기기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개선

현행 개선

 ▶ 식약처 허가 이후에도 요양급여 평가를 위

해 추가 임상시험 실시(평균 2~3년)

 ▶ 별도 산정된 치료재료는 가치평가를 통해 

기존급여에 최대 100% 가산 가능  

 * 행위료 포함 기기는 별도 보상 기전 부재

 ▶ 행위료에 포함되는 혁신의료기기의 가산 

급여 우선 적용 후 급여 재평가

 ▶ AI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대

상 확대

* 행위료 포함 의료기기의 일부 가산, 5∼10% 3년 뒤 재평가

* (관련 사례) ‘99.11 Full PACS수가 세계 최초 도입 → 전국 의료기관 영상필름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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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K-방역 등 한국의료 글로벌 확산 방안 세부분과

가. K-방역 수출 온라인 허브 플랫폼 구축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성공적인 K-방역을 벤치마킹 하기 위한 해외 각국의 수요 증가

   - K-방역 특별 웨비나(웹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 출입국 검역, 역학조사 등 경험 공유

* 진흥원 자체 및 법무부, KOICA 협력 웨비나 실적(총 6회) : 109개국, 7,000여명 시청(‘20년 상반기)

   - 하지만, 방역수요가 높은 주요 수요국은 기술, 인력, 장비,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낙후되어 부분

적인 K-방역의 도입이 어려운 사례 다수

 ㅇ (문제점) 해외 수요자 맞춤형 진출을 위한 진단-검사-격리의 전체 솔루션이 포함된 K-방역 전주

기 서비스 구성 및 활용 플랫폼 부재

   -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역솔루션 진출을 위한 K-방역 표준모델 미비

* 범부처 차원의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를 진행 중이나, 해외방역 수요조사나 K방역 홍보 등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

   - 검사장비 및 운용인력 파견 등을 포함한 통합형 K-방역패키지와 플랫폼 구축·활용을 통한 해

외진출 모색 필요

◾추진과제

 ㅇ 기존 단일 방역물품(진단키트, 진단검사장비, 마스크 등) 위주의 K-방역 수출에서 벗어나 맞춤형 수

출 패키지* 구성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사업자별 매칭 기능을 구현하는 온라인 허브 플랫폼 구축 필요

* 식약처 및 질병관리청 인증을 받은 단일물품(진단키트, 방역게이트 등)을 활용하여 교육, 방역

인력 운용 등 서비스적인 부분을 융합한 결합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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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수출 온라인 허브 플랫폼 개요>

맞춤형 K-방역 패키지 제공 업체가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여 오픈마켓 형식으로 입점, 수요

자가 패키지에 대한 정보 및 구성을 확인 후 선택하여 이용

<(예시) 온라인 플랫폼 활용한 K-방역 수출>

① 이용자 ② 플랫폼 ③ 1:1 협의 ④ 계약 진행 ⑤ 피드백

온라인 플랫폼 
접속 후, 패키지 
카테고리 확인

⇒
플랫폼에서는 
업체가 맞춤형 

방역 패키지 정보 
제공 

⇒
이용자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체 접촉
⇒

이용자-플랫폼 간 
계약 후, 사업 

진행
⇒

플랫폼 이용 및 
업체 계약간의 
고충, 불편사항 

접수

K-방역 수출 온라인 허브 플랫폼 

① 수요기반 K-방역 패키지 ② K-방역 Cyber 체험
 1) 대규모 운송시설 방역 패키지  1) 의료기관 환자안전 방역체험
 2) 공공·상업시설 방역 패키지  2) 관광지 등 방역솔루션 사례
 3) 관광지 방역 패키지  3) K방역 정책, 가이드라인

  * 플랫폼 내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험·지식 공유를 위한 웹세미나, 정책자료, 동영상 게재

 ㅇ 수요 기반 K-방역 패키지 솔루션 개발 지원

   - 관광지 등 지리적 특성과 방문객의 다양한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수요 맞춤형 K-방역 패키지 상

품 개발 지원

* 산업통상부 K방역 표준과 연계한 방역 패키지 상품개발 및 매칭 지원

* 질병관리청과 협조, 해외수요 맞춤형 효과적 방역솔루션 개발 지원

⇒ K방역 표준 및 방역효과가 확인된 패키지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 각종 상황별

맞춤 효과 및 기술적 정보 제공

* 항원검사, 타액취합검사 등 신속, 대량 진단 키트 제품 정보 온라인 플랫폼 활용 홍보

(e-brochure 등)를 통한 수요처 발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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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반 K-방역 패키지 개요>

○ 해외를 통한 감염위험이 큰 지역(공항, 항만), 높은 인구유동량 바탕의 확산지역(공공시설, 

상업시설, 관광지)으로 구분하여 코로나19의 진원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 장소

에 대한 맞춤형 방역기준을 수요자에게 제공

< (예시) 거점별 K-방역 패키지 매칭 >

◯1  대규모 운송시설(공항, 항만) ② 공공시설, 상업시설 ③ 관광지
□ 신속진단 상품 구성
□ 격리시설 구축
□ 입국자 동선관리 
□ 공항, 항만 방역전문가 양성

□ 고객 동선관리 
□ 유사 시 방역기관 연계 교육
□ 직원 방역교육
□ 매장 방역활성

□ 관광객 동선관리
□ 방역수칙 전파위한 직원교육
□ 관광지 내 신속진단 상품 배치 
   및 진단검사 시설 구축

○ (대규모 운송시설) 공항, 항만 등 운송시설 이용객 대부분이 외국인인 점 고려하여 입・출

국 방역 강화 및 동선관리 시스템 구축, 대규모 인원의 방역관리를 위한 전문가 양성과정 

포함
  ※ (예시) 공항 방역 패키지: 방역게이트 + 신속진단검사(진단키트+검사장비) + 현지 방역인력 교육인

원 + 공항방역 체계 교육 등

○ (공공시설, 상업시설) 근무 직원의 방역 교육 및 동선이 다양한 인원의 대규모 유입을 통한 

코로나19 배양접시 발생 억제를 위한 매장 맞춤형 방역체계 구축

○ (관광지) 관광지 내 진단검사시설 구축 및 통제요원 배치를 위한 교육 진행, 관광객의 유형, 

이동 동선에 대한 통계 바탕으로 예상 방문지에 대한 선제방역 프로그램 구성

 ㅇ K-방역 가상체험을 통한 온라인 홍보 

   - 국내 방역솔루션의 효과를 가상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컨텐츠를 제공, 해외방역 당국 

및 바이어들이 K방역 솔루션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허브 플랫폼을 통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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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가상체험 개요>

○ 우리나라 의료기관이나 공항 등 실제 K방역 솔루션이 가동되는 시설을 가상공간에서 구현하여 환자

안전,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기, 설비 등을 클릭할 경우 관련 제품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시 

온라인 전시관 형태 

○ 온라인 허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K방역 가상체험에는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 자가격리, 개인방역수

칙,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 등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 전반을 소개하는 컨텐츠로 구성  

< (예시)온라인 플랫폼 활용한 국내연수 및 K-방역 교육 >

K방역 온라인 허브 플랫폼
구분 K방역 가상체험 K방역 홍보 컨텐츠
제공 
정보 

국내 의료기관 + 방역 강화 관광지 도입 방
역 솔루션 및 의료기기, 진단장비 등

출입국 절차, 자가격리 방침, 개인방역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세부 가이드라인 등

프로
그램

의료시설, 공항, 관광지, 검역소 등 K방역 
솔루션이 도입된 장소를 선별하여 가상공간
에서 재현하고 관련 제품을 클릭하면 소개 
페이지로 이동

K방역시스템에 대한 표준 정보와 각종 가이
드라인 등 온라인 퀴즈형태로 교육적 효과를 
노린 정보제공 형태의 홍보

 ㅇ 추진체계

   - (2021년 상반기) 복지부, 산업부, 질병관리청 합동으로 K-방역 수출 패키지 구성 및 온라인 플랫폼 

조성을 위한 TF를 조직, 원활한 K-방역 패키지 개발을 위한 방역업체 간담회 및 시장조사 진행

   - (2021년 하반기) K-방역 수출을 위한 온라인 허브 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 입점 업체, 개발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나. 지식 공유형 해외시장 조사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세계적 감염병 확산 추세에 따른 국가별 방역 정책, 현지 보건산업 동향 등 종합적인 시장

정보 제공 부재

   - 해외 각국의 방역수요, 규제장벽 등 K-방역의 해외진출을 위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관련 정보 부족

 ㅇ (문제점) K-방역 및 한국의료 해외진출의 기회요인 포착과 전략수립을 위한 국제의료시장의 정보

수집 및 지식공유 체계마련 필요성 제기

   - 진출 대상 국가의 감염병 확산 규모, 검역수입을 위한 입찰 정보, 주요 거점에 대한 방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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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분야별 세분화된 정보 수요 증가

   - 현지 전문가 참여, 지식 공유형 해외시장 정보수집 체계 필요

*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각별 K-방역, 보건의료산업 정보 게재 및 참여자-현지 전문가간

의견 교환을 통한 실시간 업데이트 마련

◾추진과제

 ㅇ 지식 공유형 해외시장 조사체계 도입으로 현장기반 실시간 정보수집, 수출 기회요인 포착, 맞춤형 

전략수립 지원 등 K방역 수출 활성화에 기여

   - (수집) 국가별 감염병 대응 현황, 방역·검역·진단 수요, 입찰·조달정보 등 한국의료 진출 및 

특정 키워드 관련 데이터 수집

* 방역 및 검역 수요가 예상되는 세계 주요 관광지 내 공항·항만, 공공시설, 전시장, 공연장 등 다

중이용시설 검역 현황 및 수요 조사 포함

   - (분류) 세계적 감염병 확산 추세, 국가별 세부 실황 등 수집 데이터 대상 4차 산업 핵심기술(인공

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정보 세분화

* 각국 문헌정보, 외신보도, 법률개정, 입찰·조달 정보 등 분야별 카테고리화

   - (공유) 분야별 해외시장 정보 공유 및 해외현지 전문가의 자율적 참여 등을 통한 현장 기반 실시

간 지식 공유 활성화 및 정보 신뢰도 확보

< 지식공유형 해외시장 조사체계 개요 > 

○ 광범위 데이터 수집 및 분야별 세분화를 통해 K-방역 수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국가별·분야별 

현장 전문가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정보 검증 및 효용성 제고

데이터 수집

→

정보 분류

→

해외시장 정보 및 지식 공유

K-방역 등 의료 수출 관련 주
요 키워드 설정을 통한 대규모 
데이터 수집

 기계학습 알고리즘 설정 및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권역별
(신남방, 신북방, 중동, 유럽 
등) 정보 세분화

분야별 해외시장 정보의 온
라인 제공, 정보 업데이트, 
추가 등 해외현지 전문가 참
여형  지식 공유 활성화

 ㅇ 추진체계 

   - (2021년 상반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내 시장조사 전담 팀 구성을 통해 정보수집 

네트워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역 수요 예상권역 대상 우선 시장조사 수행

   - (2021년 하반기) 분기별 정보 제공 및 권역별 시장분석 보고서 발간



- 374 -

다. 국제협력 네트워크 활용 K-방역 수출지원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전 세계적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 강화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을 통한 

방역 분야 해외조달시장 확대 추세

* UN 해외시장 조달현황: (’20년 9월) 4억 5천 2백만개의 PPE 공급, 2천 9백만개의 진단테스트 및

수집키트 공급 예정 등 조달 확대 추세(조달청, k-방역 해외조달시장 동향)

   - 국가간 감염병 대응체계 분야 경험 공유, 수요국에 대한 보건 인프라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연계 확대 등

 ㅇ (문제점) G2G 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및 전략적 국제협력을 활용한 연계수출 지원 부재

   - 국제기구 협력사업* 활용을 통해 해외조달시장에서 K-방역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토대 구축 마련

* UN의 코로나19 Partners Platform 및 UN Global Marketplace (ungm.org) 벤더 등록을 통해 구

매 컨소시엄(WHO, UNICEF 등) 활용 등

◾추진과제

 ㅇ 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 ODA·EDCF 연계, 국제기구 협력 사업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해외 주요

시설 방역인프라 구축 및 K-방역 서비스 수출 지원

   - (정부 간 네트워크 활용) 양자협력 채널, 민관협력(ppp) 사업 및 해외거점을 활용한 감염병 대응체

계 전수 및 지속적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간 협약을 바탕으로 K방역 확산 협력채널 구축 

* 국가별로 상이한 상황 및 대응역량에 따른 수요의 심리·다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별 1:1 맞

춤형 화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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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 협력 사업 활용 방안(예시)>

○ 해외거점 활용
   ① 재외공관, 문화원, 지사 등 해외 거점 활용 수요기반 핀포인트 비즈니스 제시

   ② K-방역 서비스의 수요자 맞춤형 적용 지원, 피드백 수렴 및 사후관리 제공

○ 보건 인프라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연계
   ①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구분 없이 전 세계적인 장비, 공간 및 의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K-방역 

수출 지원

      * (예시) 한-우즈벡 보건의료 협력PPP : 우즈벡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 협력사업 운영 중 의료시스

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활용

   ② 코로나19 대응 관련 분야 추가 공모를 통해 K-방역 수출 지원 실현

      * (예시) 국내 C업체, 카자흐스탄 보건부 공식 코로나19 진단검사기관 지정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대한 금융조달 환경 조성 등 제도개선 노력 

   ③ 의료해외진출 활성화 대책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 수행

   - (국제기구 협력사업 활용) 국가 간 직접적인 교류 혹은 관계 형성 없이, UN 등 다자기구의 국제협

력 지원을 위한 해외조달시장 등을 활용한 K-방역 수출 지원

* 국내 보건산업체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기업 Pool구축 및 해외발주처 대상 홍보 디

렉토리북 제작 지원 중(한국보건산업진흥원)

[표 4-49] 국제기구별 방역물품 조달 현황(2020.1~8월)

(단위: 천개)
국제기구 인공호흡기 의료마스크 안면보호대 방호복 장갑 고글 진단키트

WHO 16,510 127,150 7,892 6,414 10,653 1,053 -

UNICEF 520 22,500 120 150 12,400 342 130

자료: KOTRA(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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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협력 사업 활용 방안(예시)>

○ 코로나19 국제조달 컨소시엄 활용
  ① UN의 코로나19 Partners Platform 을 통해 공급이 필요한 국가에서 개인방호용품, 진단, 

임상 운영의 세 가지 항목 중 수요 등록 

  ② 물품 조달을 원하는 단체에서는 UN Global Marketplace(ungm.org)에 벤더로 등록할 경

우 구매 컨소시엄에서 수요 대응할 공급처 구성 및 물량 배분

     * 구매 컨소시엄(Purchasing consortia)를 구성하는 기관은 WHO, UNICEF, UNDP, 

UNOPS, the Global Fund, World Bank, Unitaid, PAHO, Africa CDC, BMGF, FIND, 

CHAI, DFID 및 PATH

 ㅇ 추진체계 

   - (2021년 상반기) 복지부, 진흥원, 산업계 합동으로 ODA 대상 국가 선정 및 의료산업 기반시설 구

축 위한 현지 조사

   - (2021년 하반기) 협력사업 발굴 및 후속 수출 수행

 ㅇ 사회경제적 효과

   - 국내 방역물품, 진단키트 등의 수출 활로 모색 및 K-방역 교육·컨설팅 관련 기관의 일자리 창출 기여

   - 감염병 방역·진단 등 선도분야에 대한 적극적 수출지원으로 ‘K-방역’의 브랜드화를 기반으

로 ’K-의료’의 후속 진출 도모

라. 한국형 스마트 돌봄 육성 거버넌스 구축 및 실증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장애인·노인 등 집단거주시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취약 → 집단적 토탈 케어가 중요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이 높은 상황이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간대에 취약계층* 돌봄 공백 발생

* 노인, 장애인(시설 입소자 포함) 및 의료 격오지 거주자 등

 ㅇ (문제점) 고령화에 따라 돌봄 필요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IoTㆍAI 기술 등을 접목한 스마트 

돌봄서비스 제공 및 수출산업화 모색 필요 

   - IoT 기술 활용으로 대면접촉 없이도 돌봄계층의 활동량‧체온‧심박수‧혈압 등 건강정보 실시간 모

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한국형 스마트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제품 

및 서비스 수출 기회 창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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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ㅇ 한국형 스마트 돌봄 육성 거버넌스 및 생태계 구축

   -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기반 돌봄 서비스 일원화를 위한 거

버넌스 구축 추진(’21년~)

* 보건복지부 주도의 협의체 운영을 통한 한국형 스마트 돌봄 서비스 모델 및 서비스 제공 가이

드라인 개발 등

   - 스마트 돌봄의 산업화 촉진 및 민간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관련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정립 

및 관리기관 지정

* 스마트 돌봄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표준안 마련․보급, 데이터 통합 관리, 교육․홍보, 기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가칭)스마트돌봄지원센터’ 운영

 ㅇ 한국형 스마트 돌봄 육성 실증사업 기획․운영 추진

   - ’20년 추경에서 우선 100개 집단거주시설에 대해 호흡‧맥박‧활동감지 IoT 센서 등을 제공하여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 추진

* 국비지원 장애인 노인 집단거주시설 612개 대상으로 추진(‘20~’22년)

* 실시간 건강정보 모니터링 및 즉각적인 분석정보를 관리요원에 제공하는 IoTㆍAI 활용 통합돌

봄 서비스를 ‘22년부터 본격 추진

 ㅇ 디지털 기반 스마트 돌봄 기술 연구개발 및 스마트 돌봄 제품 제공 활성화 지원 

   - 노인 천만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R&D(’21~’23년)을 바탕으로 재가ㆍ시설형 스마트 돌봄 

기술 연구개발 지원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비대면 스마트 돌

봄 제공 확대

   - 효과성 검증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시스템, 센서, 서비스 체계 등 수

출(G2G, G2B, B2B 등) 촉진 지원

 ㅇ (정책효과) 노인·장애인 등 돌봄계층에 대한 돌봄 효율화 및 스마트 돌봄 산업 발전 촉진 

   - IoT 기기를 활용하여 양로·장애인 시설 거주자의 응급상황과 건강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감염병 대응‧격리조치 및 응급의료 제공 등 적시 대처 가능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라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신성장 분야 산업 발전 촉진

* 세계적인 고령화와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돌봄계층에 대한 디지털 기반의 재가 시설형 스마트

돌봄 산업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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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뷰티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가. K-뷰티 클러스터 지정 

◾현황 및 문제점

 ㅇ K-뷰티 산업 육성을 위한 대표 거점(기반) 필요

   - (현황) 국내 화장품 산업은 화장품 생산, 신기술 연구개발, 인재양성 가치사슬별 체계가 지역별

로 분산된 형태로 화장품이 갖고 있는 산업적 가치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 有
* 주요선진국(프랑스)은 화장품클러스터 내에서 연구, 제조, 유통⋅판매에 이르는 산업 가치사슬

별 체계가 일괄시스템으로 운영

*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한 전주기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K-

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발표(’19.12.5)

◇ 화장품 육성방안 과제(산업인프라 : K-뷰티 클러스터 지정, ’19.12)
 ㅇ 민·관(국가·지자체) 협의체 운영을 통해 화장품 특화 클러스터 지정 추진(‘21)
   - 화장품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모여 있고, 연구 및 정주 환경이 우수한 산업단지* 중에서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생산 시설, 연구기관, 인력양성기관 및 기반 인프라 조성

    * 충북 오송·오창산업단지, 오산 가장산업단지, 화성 향남산업단지, 인천 남동공단 등

   - 입주 기업 대상 연구개발(R&D) 사업 우선 참여 등 각종 지원 대책 강구

   - (문제점) 국내 화장품산업은 기술개발에서 수출까지 가치사슬별(value chain), 관련 기관 간 네트

워크와 컨트롤타워 부재로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한계

   - (필요성) 화장품 생산과 신기술 연구개발, 인재 양성, 컨설팅 등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K-뷰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K-뷰티 허브 조성 필요

* K-뷰티는 K-POP 열풍과 함께 2009년 세계 수출 17위에서 2019년 4위로 급성장

◾추진과제

 ㅇ 산ㆍ학ㆍ연 및 교육ㆍ문화ㆍ관광ㆍ브랜드까지 집적된 K-뷰티 클러스터 조성 지원 추진(’21) 

   - 화장품 생산, 신기술 연구개발, 뷰티서비스를 포함한 전문교육, 홍보전시관 등의 집적화를 통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K-뷰티 허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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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화장품 기업 및 연구기관, K-뷰티 체험ㆍ전시공간, K-뷰티 아카데미(교육) 등 한류 연계

형 문화ㆍ관광 융합 컨텐츠 등

   - (방안) 화장품 기업 및 연구기관, 정주 환경이 조성된 산업단지를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부족한 

인프라* 조성 지원

* 연구시설, 교육시설, 뷰티체험관 등

[그림 4-35] K-뷰티 클러스터 조성방안(예시)

 ㅇ 추진체계 

   - (2021년 상반기) 민·관(국가·지자체·산업계) 협의체 구성, K-뷰티 클러스터 지정계획 수립ž공모ž지정

   - (2021년 하반기) K-뷰티 특화 클러스터 예산 확보

 ㅇ (정책효과) 기업, 연구, 대학, 지원기관의 직접 및 인프라 공급,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분야

별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기업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

   - 기업간 신지식 확산, 동종산업간 생산요소의 전문화, 전문노동인력 공급을 위해 지리적으로 집

중된 노동시장 창출 등

나. 중소 화장품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현황 및 문제점

 ㅇ K-뷰티를 대표하는 체계적인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필요

   - (현황) 코로나19 영향에도 중소 화장품 온라인 수출은 220.6%(1~9월)*증가, 새로운 수출판로로 

온라인 시장이 성장이 부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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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의 ‘3분기 중소기업 수출동향’

   - 중소 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수요조사 결과, 온라인 마케팅·유통 플랫폼 구축(37.0%), 해외 대형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31.5%) 순으로 최우선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조사

* 조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설문기간: 2020.5.27.∼6.19, 설문대상: 중소 화장품 기업

   - (문제점) 세계적으로 화장품 유통채널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한국 화장품

을 해외에 판매하는 유통사들은 있으나, K-뷰티를 대표하는 체계적인 통합 온라인 플랫폼 부재

   - (필요성) 제품력은 우수하나 판매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 화장품 기업 대상 홍보·마케팅, 판

매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중소 화장품 통합 온라인 플랫폼”구축 필요

* 중소 화장품 소개, 인플루언서 홍보·마케팅, 온라인 판매, 소비자 쌍방향 소통 등

◾추진과제

 ㅇ 중소 화장품 기업 대상 홍보·마케팅, 판매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중소 화장품 통

합 온라인 플랫폼(가칭: “K-BEAUTY ON”) 구축(’21)

   - K-뷰티를 대표하는 체계적인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실시간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중소 화장품 다국어 제품 소개, 인플루언서 홍보·마케팅, 온라인 제품 판매, B2B 온라인마케팅

지원, 온라인 소비자와 소통(B2C), 물류 등 지원

<K-BEAUTY ON 플랫폼 구축 개요>

(양방향 서비스) 중소 화장품기업, 유통사, 국내외 일반 소비자 대상 화장품 A부터 Z까지 실시간 서비스 

제공 “K-뷰티 대표포털” 

정보제공 홍보 소통 B2B·B2C거래 알선 지원
· 해외진출 정부지원  
  사업 소개
· 중소화장품 기업소개
· 화장품 전문유통사 소개
· 국내외 산업현황 및 동향 
· 국가별 시장현황 및 

진출전략 
· 인허가 정보 등
· K-뷰티 최신 트렌드
  (헤어, 메이크업 등)

· 중소 화장품 기업 제
품 소개

· 인플루언서 홍보·마케팅
· K-뷰티 홍보 영상 등 

제공
· K-뷰티 트렌드 쇼 영상

· 온라인 수출상담회
· 중소 화장품기업 애로

사항 창구
 * 코로나 19로 인한 

애로사항 등

· 해외 화장품 홍보 판
매장 및 팝업부스 운
영기업(유통사) 연결

 * 유통사 자체사이트
를 통한 B2C제품 구
입유도

· 해외바이어 연결
· 해외 대형 유통망 입

점자원
 * 아마존 등
· 온라인구매 오퍼 사후 

관리
· 해외 물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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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추진체계

   - (2021년 상반기) 수요자(화장품기업, 유통기업 등)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플랫폼 기본 방향 수립 및 구축

   - (2021년 하반기)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 수립 

 ㅇ (정책효과) 코로나 19 등 비대면 중심으로 급변하는 수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라인 비

대면 방식으로의 수출 마케팅을 대폭 확대하고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결, 협력, 홍보 등 온라인 

비즈니스 강화 



3

사회적 공생을 위한 과제

The Next Normal
on Biohealth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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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 실현 전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조정실 

김명환, 이동원

 “ESG” 정의

 ㅇ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통칭하는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해 경영 활동 전반에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연동시키는 행위를 의미

 ㅇ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유사

   - ESG는 그 활동과 결과를 정량적으로 산출, 평가하는 게 특징

   - CSR이 소비자·지역 사회와 긍정적인 역할을 해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 ESG는 환경·사회·지

배구조 변화를 기업의 주요 경영 활동에 연동

[표 4-50] ESG와 CSR의 차이

ESG와 CSR의 차이
CSR ESG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부가활동

의미

목적

기업 활동 전반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

조 개선 등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봉사-기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가치 실현
실행

방법
기업 경영, 재무활동에 ESG 요소를 연동 시킴

소비자-NGO-임직원등에 긍정적인 이미지 부

여, 충성도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

단기 

효과

주주, 잠재적 투자자, 투자매체 등에 영향을 주

며 ESG 현황을 지수로 발표하는 기관이 증가중

기업의 평판 향상에 기여
장기 

효과
기업의 재무안정성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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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의 사회적 니즈는 무엇인가?

 ㅇ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사회환경에서 전염병, 기후 변화 등 인류 전체가 당면한 과제는 단일 정부

나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협업이 최우선이며 이때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역할이 더 큼

 ㅇ 최근 글로벌 트렌드는 혁신 기술 기업이 자사의 혁신 기술을 기업의 이윤추구 뿐 아니라 사회·환경 

문제에 동시에 적용하여 공생 인프라를 구축하는 모멘텀이 있으며, 지난해부터 구글·페이스북·마

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와 연계하여 ESG 관련 활동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ESG의 주요 국내·외 사례 

 ① (애플) CBS 방송에서 “흑인대학과 협력해 전국에 학습 허브 100여 곳을 설립하는 등 인종차별 

해소를 위해 1억달러(약 1,098억원)를 투자하겠다“ 선언

* 애플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ESG 관련 활동을 비중있게 소개하여 2021년부터 경영진 보너스를 책

정할때 이들의 ESG 관련 성과를반영하고 친환경활동, 다양성 증진, 기기 보안 등과관련한 6가

지 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을 정량 평가 선언

 ② (삼성전자) ▶세탁기·건조기 등에 들어가는 물과 전기를 아끼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고 

▶모든 TV 포장 박스를 추후 소형 가구나 고양이 집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에코 패키지'로 바

꾸겠다고 발표

 ③ (보쉬) AI와 사물인터넷(IoT)을 결합한 'AIoT' 기술을 선보이며 "AI가 삶을 개선하고 기후 변화를 

막는 데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

 ④ (구글) 지난해 7월 '탄소 제로 에너지 프로젝트' 계획 발표

   - 향후 10년간 50억달러(약 5조 4,950억원) 이상을 투자해, 5기가와트 규모의 태양열·풍력 등을 확보

 ⑤ (카카오)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신설

   - 회사는 이용자 정보보호와 디지털 책임을 담은 '인권경영문', AI 기술을 개발할 때 공공선을 지

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알고리즘 윤리 헌장' 등을 연이어 발표

* 네이버 역시 지난해 10월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

 ⑥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앞으로 모든 투자·인수 결정에 ESG를 검토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

 ⑦ (금융위원회)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ESG 정보를 담은 지속경영가능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기업의 환경 대응, 노사 관계, 양성 평등 등과 관련한 개선 사항을 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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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1] 시가총액 50대 기업 ESG 평가지수

순위 업체명 업종 점수

1 SK하이닉스 전기, 전자 95.5

2 KT 서비스, 통신 94.2

3 삼성전자 전기, 전자 93.8

4 SK텔레콤 서비스, 통신 93.7

5 현대차 운수장비, 철강, 기계 93.7

6 삼성SDI 전기, 전자 93.4

7 POSCO 운수장비, 철강, 기계 93.4

8 아모레퍼시픽 유통, 식품, 의약, 화학 93.3

9 S-Oil 유통, 식품, 의약, 화학 93.3

10 LG전자 전기, 전자 93.1

출처: 서울신문 (2021.02.26.)

 바이오헬스 산업에서의 ESG를 생각해보면

ESG지수,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and Governance(지배구조)를 뜻함

  - 투자 의사결정시 지속가능투자의 관점에서 사용되는 지표

  -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3가지의 비재무적 요소로,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이 ESG 평가정보를 

활용 중

 ㅇ 바이오헬스 산업의 동기와 궁극적인 목표는 ‘산업성공’이 아니라,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구하

기 위해서’ 임

   - 얼핏 두 명제가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인류를 위한 초심을 잃지 않은 전진만이 결과

적으로 산업 성공을 이끌게 되고, 그 역순으로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어려움

 ㅇ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민 건강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부가적으로 더 큰 수익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 속에서 공평하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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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누는 성공모델의 가시화가 필요

   -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내적으로는 기초-중개-임상연구, 투자가, 기업과의 융합을, 외적으로는 세

계 전문가 그룹과의 개방형혁신 체계를 구축하며 끝없는 질주를 하고 있음

 ㅇ 모든 것은 과학기술과 동시에 환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함. 전 세계가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

는 환자의 미충족 수요(unmet need)를 ‘어떻게 하면 신속히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라

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제약바이오 산업

   - 우리는 그 어떤 국가보다도 제약바이오 산업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와 저력을 갖

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가속화가 필요

 ㅇ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2020년 전 세계 제약사 의사결정권자들의 가장 중요한 논점은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은 ESG지수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변화해왔고, 이와 같은 관심사를 설명

하는 기업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쏠리고 있음

 ㅇ 제약산업 또한 예외가 아니며, 현재 제약산업에도 오피오이드 위기, 약가 불투명성, 리베이트 등

의 다수의 ESG 이슈가 있음

   - 글로벌데이터 ESG 이슈 기반의 지속가능성 체계는 제약사 CEO들이 지속가능성의 위험을 인지

하고 기업의 ESG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완화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

 ㅇ ESG 수행에 선도적이거나 뒤쳐져있는 회사들을 알아볼 수 있음(빨간색: ESG 미진기업, 노란색: 

ESG 평균기업, 초록색: ESG 선도기업)



- 387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SG를 위한 선제적·혁신적 수상한 행동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 지원 인프라 및 보건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의 

미션을 가지고 대국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보건산업분야의 전문기관임

[표 4-5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비전 및 중장기 경영 목표

설립목적
보건산업의 육성 발전과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

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미 션 보건의료 지원 인프라 및 보건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비전 보건산업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진흥 전문기관

핵심가치 사회적 책임  /  소통․참여  /  융합적 혁신  /  전문성

’25년 

중장기

경영목표

국민 체감형 R&D 

확대

(R&D 지원 6,300억원)

보건산업 수출 확대

(수출액 318억 달러)

창업기업･일자리 창출

(창업기업 1,600개 창출)

고객만족경영 확립

(고객만족도 

우수등급)

전 략

목 표

스마트 보건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보건산업 新혁신성장

생태계 확대

보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회적 가치 기반

경영체계 확립

 ㅇ 보건산업진흥원의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됨

[표 4-5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SWOT 분석

강 점 (S) 약 점 (W)

① 보건산업 유일 산업진흥 전문기관

② 보건산업 국정사업 수행 역량 보유

③ 신성장동력 보건산업 발굴 역량 보유

④ 보건의료 빅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① 사회적 가치 반영을 위한 구성원의 변화관리 역량 부족

② 혁신을 이끌 부서간 협업, 정보공유 부족

③ 국민수요 맞춤형 서비스 확대 필요

기회(O) 위기(T)

①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의 지속적 성장

②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융합 기술 발전

③ 경영혁신,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요구 증대

① OECD 중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 증가 속도 상승

② 공공부문의 급속한 윤리･인권경영 체계 개편 요구 증대

③ 국내 보건산업 영세업체의 높은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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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수립하여 보건산업 기여에 이바지하고 있음

[표 4-5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경영 전략

SO(역량 확대) ST(선택 집중)

◾제약･의료기기 산업체 해외 진출 지원

◾보건산업 빅데이터 센터 구축 운영

◾보건산업 유망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고령화 등 사회환경변화 대응 전략 수립

WO(기회 포착) WT(약점 보완)

◾사회적 가치 반영 전략-사업체계 수립(W-①, O-③)

◾고객 맞춤형 정보제공 체계 확립(W-②, O-②

◾윤리경영 확립을 통한 공공성 확보(W-③, T-②)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W-③, O-③)

 ㅇ 삼정 KPMG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도 ESG는 탄소저감, 순환경제, 사회공헌, 투명

한 기업지배구조 등을 추구하며 기업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각광받으며 ESG로의 경영 패러다

임 대전환은 가속되고 있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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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코로나19에 따른 ESG 경영 트렌드의 가속화

 ㅇ 이에 따라 보건산업진흥원도 보건산업 분야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혁신적 선택의 기로에 있으

며,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을 리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보건산업진흥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희귀‧난치질환, 난임‧불임, 환자 안전사고 등 국민의 건강 

추구권과 관련된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

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ㅇ (바이오헬스) 사회적 이슈와 쟁점에 대한 토론(헬스케어 미래포럼)을 통한 정부정책 방향성 제고

와 공감대를 확산

* 규제샌드박스 시행(’19.1.17.),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19.8.27.), 빅데이터 플랫폼 개통(’19.9.17.), 코

로나 백신개발 대응(’20.05.15.) 등

 ㅇ (제약)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17.12월)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20년 시

행계획을 마련(7월)하여 추진 중

* (목표) ’25년까지일자리 17만명, 글로벌신약 23개달성을위한 3개분야 11개 2020년도실천과제도출

 ㅇ (의료기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19.4월)에 따른 ’20년 법 시

행을 위한 하위법령 및 세부 운영방안 수립 지원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혁신기기 기술동향 및 사용현황 조사, 혁신기

기군 지정, 의료기기산업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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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新보건산업 성장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ㅇ 공공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결합하여 공익적 연구에 한하여 제공하는 보건의

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플랫폼에서의 키 결합 방식, 데이터 제공 방식 등이 참고되어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에 관한

고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ㅇ 개인맞춤의료의 실현을 위한 ‘국가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지원과 ‘헬스케어 빅데이

터 쇼케이스**’ 구축

* 100만명 규모의 건강정보, 개인 생활환경 정보, 유전체 정보 등의 전향적 구축과 기 보관 보건의

료 데이터와의 후향적 연계를 통해 전 국민 코호트 구축 사업

** 400명 규모의 멀티오믹스 데이터와 임상정보, 라이프로그 등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 처리 시스템

구축 목표 사업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범부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수립을 지원

 ㅇ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차세대 3대 주력산업* 분야로 중점 육성하여 세계시장 선도기업 창출 및 산

업 생태계를 조성

*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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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ㅇ 지난 1월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들의 신약 기술수출이 역대 최대 성과를 이루어냈고 

 ㅇ 민간기업의 도전적인 연구개발(R&D)과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역대 최대 기술수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음

   - 민간투자 규모에 비해 작은 규모이나 꾸준한 보건복지부 R&D지원 사업은 신약개발 위험을 분

담해주는 혁신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이런 배경에는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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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5] 보건의료 분야 R&D 투자 기술이전 성과

년월 기업명
제품

(물질)명
종류

기술이전액

(선급금)

기술이전

기업

지원사업

종류

‘20.06 알테오젠
AL-84 피하주사

원천기술

약 4.7조원 글로벌 10대

제약사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사업플랫폼 (192억원)

‘20.08 유한양행 YH12852

기능성 약 4,872억원
(미)프로세사파

마수티컬

첨담의료기술

개발사업
위장관질환치료

제
(24억원)

‘20.10
SK

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뇌전증

치료제

약 5,788억원 (일)오노

약품공업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사업(545억원)

‘20.10 브로노이 VRN07

돌연변이 

비소세포암

고형암 

치료제 후보 

약물

약 7,200억원

(미)오릭
첨담의료기술

개발사업
(148억원)

‘20.12

레고켐

바이오

사이언스

LC867
항암제ADC 

후보물질

약 3,255억원 (미)픽시스

온콜로지

첨담의료기술

개발사업(105억원)

 ㅇ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2020년 글로벌 기술

수출 건수는 총 6건, 약 6조8000억원

   -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0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기술수출 계약

금액인 총 10조1492억 원의 67%에 해당하는 금액

   - 알테오젠, 보로노이,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바이오 벤처기업이 전체 기술수출의 84%를 차지

 ㅇ 이는 중소 바이오벤처기업이 개발한 원천기술과 신약 후보물질을 글로벌 제약사가 기술이전 받

아 개발하는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성과로 정부와 민간이 이루어낸 협업의 산물임

◾보건산업 분야의 ESG 도입을 위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노력

 ㅇ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미래전략에 있어 ESG 경영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판단되며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보건산업 분야에 적용하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음

 ㅇ 우선 ESG에 대한 공감대가 조직 내에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ESG 경영을 

조직구성원별로 강요하기에는 오히려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 강제해서는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

렵다고 판단됨

   - 개인이든 조직이든 본질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제대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

 ㅇ 먼저 조직문화에 있어 ESG 도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 소통하는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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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이 필요

   - 타산업에서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ESG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그 선택들이 

잘못된 방향성이 아니라는 점을 많이 알리고 소통하는 프로그램과 조직 시스템이 필요

 ㅇ 둘째, 이렇게 컨센서스를 이룬 부분을 어떻게 우리 보건산업진흥원 사업에 적용하느냐가 관건

   - 아직 많은 국내기업들 역시 ESG를 생소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많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그동안 국내기업들은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공헌 활동에 치중함으로써 환경분야에서는 후발주자

라는 분석

   - 우리도 다르지 않으며 ESG 평가지수를 나타낼 때 각 기업의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 부문

에 대해 평가하고 있음

   - 경영방침 목표 수립과 환경존중 문화 및 시스템 구축, 직원과의 관계, 사회소통 및 참여, 감사활

동 등 여러 세부항목을 평가함

   - ESG 경영의 적용과 각 사업본부별로의 응용은 부서장과 부서원 모두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기획에서 평가 환류에 이르는 사업추진 단계별로 고민해봐야 할 것임

 ㅇ 마지막으로 리더십이 필요

   - 기관장, 부서장, 전직원들이 기관의 방향성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하

나가 되어 ESG 경영 도입을 위해 똘똘 뭉쳐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

   - ESG 경영의 의미와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조직 내에서 실현하고 성과를 조직원들과 공

유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발휘될 때 ESG는 조직 내에 자연스

럽게 소프트랜딩 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앞으로 보건산업분야의 ESG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민간에서도 제도화하여 국민 건강에 더욱더 

기여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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