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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요: 비대면 시대의 도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 각 분야에 비대면 기술과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의료분야에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   

따라서, 비대면 의료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국내외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여 국내 

비대면 의료 발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비대면 의료의 개념과 분류 

비대면 의료는 환자가 의료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의료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관련 기술과 규제 및 제도적 이슈에 따라 ‘디지털치료제’와 

‘원격의료’로 분류할 수 있음  

분류 소분류 정의

디지털치료제

(Digital Therapeutics)

기존 치료제 대체 질병 또는 장애를 예방, 관리 및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근거기반의 소프트웨어 제품 기존 치료제 보완

원격의료 

(Telemedicine)

원격진료

의사가 ICT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에게 제공하는 

원격진단과 원격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원격수술

원격모니터링

해외 주요국의 비대면 의료 현황 

미국의 경우 FDA의 「디지털헬스 혁신 전략」을 통해 디지털치료제 지원이 활발하며, 의료보험

적용과 진료비, 의료면허 자격 등의 이슈로 원격의료의 실질적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코로나19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원격의료 확대에 대한 기대감 증대 

영국 정부는 2019년 발표한 「NHS 장기계획」을 통해 디지털치료제와 원격의료 확산를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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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97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이래 약 20년간 점진적으로 

원격의료를 확대

중국은 2014년 원격의료에 대한 개념을 수립하고 ‘온라인 병원’을 개소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58개의 온라인 병원 영업 

국내 비대면 의료 현황 및 쟁점 

국내에 아직 식약처 허가를 받은 디지털치료제는 없지만 스타트업 뉴냅스의 ‘뉴냅 비전’이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 진행중이며, 「의료기기산업법」과 혁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시장진출 기대

정부 R&D사업으로 지원된 의료데이터 인프라와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의 기술력은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으며,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금지되어 있으나 

2014~2016년간 3차례 보건복지부 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으며 현재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처방이 허용된 상태  

비대면 의료의 안전한 확대를 위한 제언 

국내 디지털치료제 개발은 초기 단계로, 기전 연구와 타겟 발굴을 위한 정부 R&D 투자 및 

임상시험 플랫폼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와 임상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인 제도 마련  

현행법상 허용된 원격협진과 원격모니터링을 중심으로 관련 R&D와 네트워크 등 인프라 

확대를 위한 투자를 통해 tele-ICU 등 병원 간 협진과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 활성화     

원격의료 확대를 위해서는 대면진료 원칙, 환자 또는 의료기관 제한 등 안전성 및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 방식과 의료 수가 문제에 대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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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In the face of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many facets 

of the society have become virtualized including the healthcare sector. 

This brief aims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virtual health” by analyzing 

its state and accompanying issues in Korea and abroad in order to enable 

a safer virtual healthcare system. 

Virtual Health: Definition and Categories

Virtual health includes all types of healthcare that is provided without direct 

contact between a patient and a physician and can be categorized into “digital 

therapeutics” and “telemedicine.” 

Category Subcategory Definition

Digital Therapeutics

Replacement 

Therapies 
Software-driven, evidence-based therapeutic 

interventions to prevent, manage, or treat a 

medical disorder or disease 
Treatment 

Optimization 

Telemedicine

(Non-Surgical) 

Telemedicine
Remote diagnosis and treatment of patients by 

means of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Telesurgery

Remote  

Monitoring

  

Virtual Health in Other Countries: USA, UK, Japan, and China

In the US, FDA’s “Digital Health Innovation Action Plan” is fast-tracking 

innovative digital therapeutics into the market, and while telemedicine uptake 

has been limited due to health insurance and ambiguous regulations regarding 

reimbursement and licensure, the COVID-19 situation has led to a surge in 

adoption of telemedicin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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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s 2019 “NHS Long Term Plan” aims to support development of digital 

therapeutics and to make telemedicine the standard of care in NHS.   

Since legalizing telemedicine in a limited capacity in 1997, Japan has moved 

towards fully legalizing telemedicine through the past 20 years.

China established a regulatory scheme for telemedicine in 2014 and created 

the concept of “online hospitals” that has since grown to over 158 hospitals 

across the nation. 

The State of Virtual Health in Korea 

While there are no approved digital therapeutics in the Korean market yet, 

Nunaps’ “Nunap Vision” is undergoing a KCDC-approved clinical trial and 

the new law on medical devices is expected to expedite the approval processes.  

While only limited forms of telemedicine is legal under the Korean Medical 

Service Act, three pilot studies l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uring 

the years 2014~2016 have tested the safety, patient satisfaction, and clinical 

efficacy of telemedicine; currently, telemedicine is temporarily allow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Recommendations  

To expand R&D funding for digital therapeutics and consider an innovative 

approval processes to further expedite the clinical adoption of effective digital 

therapeutics     

To further support the legal forms of telemedicine including telemonitoring 

and telemedicine between doctors by funding systems and technologies such 

as tele-ICU and wearable devices to enable preventative care and to start 

constructive discussions among stakeholders regarding the issues surrounding 

legalizing telemedicine including the appropriate medical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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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Ⅰ

1. 비대면 의료 시대의 도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 각 분야에 비대면 기술과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의료 분야에서도 

원격의료를 포함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방안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2020.2.24.부터)  

- 정부 집계에 따르면 약 50일간(2020.2.24.~4.12.) 전화 상담･처방 진찰료 건수는 10만 

3,998건, 참여 의료기관은 3,072개, 총 진료금액은 12억 8,812만원이었으며 관련 문제는 

접수되지 않았음(이현주, 2020)

최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확대 검토를 언급하였으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계부처합동, 2020)을 통해 발표된 포스트코로나 대응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비대면 의료 분야가 포함되는 등 정부 차원의 비대면 의료 산업 지원 전망

* 「거시경제금융회의」(2020.5.4.),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2020.4.29.)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도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자국내 봉쇄조치(lockdown)로 

인해 비대면 의료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맥킨지(McKinsey & Co.)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미국 내 전체 환자 기준 11% 

정도에 머물렀던 원격의료 서비스 활용률이 코로나19 이후 46%로 증가했으며, 의사 및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이용 또한 50~175배 증가(McKinsey, 2020a)   

- 이에 따라 미국 내 의료비 지출 중 최대 2,500억 달러가 원격의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영국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NHS(National Health Services, 국가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해 약 3.4억건의 주치의 진료 중 원격진료는 1%에 불과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Push Doctor, Docly 등의 원격의료 서비스 기업을 통한 원격진료 

건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하는 추세(Muell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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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또한 코로나19 이전 연간 원격진료 이용률은 6만건 정도였으나, 코로나19 확산 후

한달 간(2020.3월~4월) 원격의료 플랫폼 Doctolib을 통해 88만건 이상의 원격진료가 

이루어졌으며, 또다른 원격의료업체 Medaviz의 이용자 수는 매주 2.5배씩 증가 추세

(김효진, 2020)  

2. 비대면 의료 논의 필요성 

비대면 의료의 범위와 개념은 아직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음

비대면 의료는 원격의료를 포함하지만 그보다 많은 의료 형태를 포함할 수 있는 개념으로 

아직 합의된 정의 또는 범위가 없음 

영미권에서는 ‘Virtual Health’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맥킨지는 Virtual 

Health를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의 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원격의료(telehealth), 

디지털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의료시스템 운영(care navigation)(McKinsey, 2020b)

우리나라의 경우 비대면 의료에 관한 논의가 원격의료를 둘러싼 논쟁에 함몰될 우려가 있음

원격의료 또한 대상과 이슈 대한 정확한 현황 분석 또는 고찰이 아닌 이해관계자들의 

공방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가 많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에 따라, 비대면 의료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국내외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여 국내 비대면 의료 발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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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의료의 개념과 분류 Ⅱ

비대면 의료는 환자가 의료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의료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관련 기술과 규제 및 제도적 이슈에 따라 [표1]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표 1] 비대면 의료의 분류와 정의 

분류 소분류 정의

디지털치료제

(Digital Therapeutics)

기존 치료제 대체 질병 또는 장애를 예방, 관리 및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근거기반의 소프트웨어 제품 기존 치료제 보완

원격의료 

(Telemedicine)

원격진료

의사가 ICT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에게 제공하는 

원격진단과 원격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원격수술

원격모니터링

헬스케어 생태계 내에서 비대면 의료에 해당하는 디지털 치료제와 원격의료의 범위는 

[그림 1]과 같음

- 이때 ‘의료’의 범위는 「의료법」 제2조에 정의된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행하는 진단, 처방 및 치료 등 전문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봄

- 참고로, 의약품 판매는 ‘의료’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비대면 의료 시스템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온라인 약국’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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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최윤섭의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기타 헬스케어 개념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1] 헬스케어 생태계 내 비대면 의료 

1.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는 질병 또는 장애를 예방, 관리 및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근거기반(evidence-based)의 소프트웨어 제품(DTA, 2018)

*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표준을 정립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설립된 국제 비영리 산업계 연합인 

Digital Therapeutics Alliance(DTA)의 정의 

인허가 분류체계상 의료기기로 분류되지만, 디지털 기술(소프트웨어)을 사용하여 기존 

의약품과 유사한 치료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는 의약품에 가까움

웰니스(Wellness) 기기 등의 기타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과는 다르게, 특정 질병 또는 

장애를 대상으로 하며 근거기반 치료를 위해 기존 의약품처럼 임상시험을 통해 치료효과를 

검증받고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거쳐 대부분 의사의 처방을 통해 환자에게 제공되며 보험 

적용 또한 가능 

기존 치료제를 대체(replacement)하거나 기존 치료제와 병행하여 치료효과를 보완

(optimization)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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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A는 사용목적에 따라 디지털치료제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표 2] 디지털 치료제 사용목적별 분류 

분류 증상 치유
질병･장애 

예방 또는 관리
복약 최적화 질병･장애 치료

인허가 규제기관 재량
안전성･유효성 검증 및

규제기관 인허가

안전성･유효성 검증 및

규제기관 인허가

안전성･유효성 검증 및

규제기관 인허가

제품효과

(Product 

Claims)

질병･장애에 대한 

의학적 효능 주장 없음 

경･중도 위험 효능 주장

(예: 질병 진행률 억제)

중･고도 위험 효능 주장

(예: 병행 치료제의 

효과 증대)

중･고도 위험 효능 주장

(예: 직접적 임상 

유효성 주장)

임상 근거

임상시험과 지속적 

근거기반 치료효과 

입증 필요

임상시험과 지속적 

근거기반 치료효과 

입증 필요

임상시험과 지속적 

근거기반 치료효과 

입증 필요

임상시험과 지속적 

근거기반 치료효과 

입증 필요

처방 처방 불필요
의사처방 또는 

일반의약품(OTC)*

의사처방 또는 

일반의약품(OTC)*

의사처방 또는 

일반의약품(OTC)*

기존 

치료제와

의 관계

독립사용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치료제 보완

독립사용 또는 

직접적으로 

병행치료제 보완

직접적으로 

병행치료제 보완

독립사용 또는 

직접적으로 

병행치료제 보완

예시

신경질환 또는 

부상으로 인한 운동, 

언어 및 인지기능 

장애 증상을 치유하기 

위한 신경음악치료

(개발 중)

2형당뇨, 고혈압 및 

비만 환자의 자가 

관리와 치료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치료제

(BlueStar)

2형당뇨 환자를 위한 

인슐린 투여 용량 

계산 앱

(Insulia) 

비디오게임을 통한 

ADHD 치료제

(EndeavorRx)

* OTC: Over-the-Counter

[자료] DTA(201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최초로 미국 FDA(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승인을 받은 디지털치료제는 

Pear Therapeutics가 개발한 약물중독 치료 모바일 앱인 reSET(2017.09.14. FDA 승인)

reSET이 최초의 디지털치료제로 인정되는 이유는, 최초로 FDA 심사 과정에서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승인받은 제품이기 때문   

- WellDoc의 경우 2010년부터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투여 관리 앱에 대해 8 차례 FDA 

승인을 받았으나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는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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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T 승인 후 신경정신과 질환 치료제를 중심으로 다수의 디지털치료제가 꾸준하게 

FDA 승인을 받고 있음   

[표 3] 미국 FDA 승인 디지털 치료제(2020.6월 기준) 

기업 제품명 대상 질병 및 사용목적
미국 FDA 

승인일

Pear 

Therapeutics
reSET

- 알코올 및 약물 중독(opioid 제외)

-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 

디지털 앱 (기존 약물 및 관리치료와 병행하여 

12주 처방)

  * 최초로 FDA 허가된 디지털치료제

2017.09.14

Voluntis Insulia
- 2형당뇨

- 인슐린 투여 용량 계산 앱 
2017.11.07

Proteus Digital 

Health
Abilify Mycite

- 조현병, 조증, 조울증, 우울증

- 항정신병 약물인 apripizole에 센서를 삽입하여

환자의 약물 복용과 그에 따른 상태를 모니터할

수 있는 패치와 앱을 포함하는 시스템

2012 ~ 

2017.11.13

Palo Alto 

Health Sciences
FreeSpira

-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 PTSD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디지털 앱

(4주 처방)

2018.08.23

Pear 

Therapeutics
reSET-O

- opioid(마약류 진통제) 중독

- opioid 중독 치료를 위한 인지행동치료(CBT) 

디지털 앱 (기존 약물 및 관리치료와 병행하여 

12주 처방)

2018.12.10

Voluntis Oleena
- 암

- 암 및 항암치료 증상 자가 관리 디지털 앱 
2019.07,31

WellDoc BlueStar
- 당뇨병

- 1형과 2형당뇨 환자 인슐린 투여 관리 앱 

2010 ~ 

2020.06.04

(8회 FDA 승인)

Pear 

Therapeutics
Somryst

- 불면증

- 만성불면증 치료를 위한 인지행동치료(CBT) 

디지털 앱 (9주 처방)

2020.03.26

Akili Interactive EndeavorRx

- 소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 8~12세 ADHD 환자 치료를 위한 게임 기반 

치료제 

  * 최초로 FDA 허가된 게임 형태 디지털치료제

2020.06.15

* FDA에서 ‘Digital Therapeutics’라는 별도 카테고리가 존재하지는 않으며, 디지털치료제의 정의에 따라 

FDA 및 업계에서 디지털 치료제로 인정되는 품목 

[자료] FDA 홈페이지, 기업 자사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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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치료제의 소프트웨어 기술 형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챗봇(chat bot), 비디오 

게임,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 

[자료] Makin (2019)

[그림 2] 조현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VR 치료제 gameChange의 화면 스틸컷 

글로벌 디지털치료제 시장은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발병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미국의 디지털치료제 시장 규모는 2017년 8.9억 달러에서 2023년 44.2억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30.7%의 성장률 예상(박지훈 외, 2020(Frost & Sullivan 자료 인용)) 

질환별로는 당뇨, 비만, 심혈관질환을 중심으로 2014년~2025년 사이 연평균 성장률 

20% 이상의 높은 성장이 예상됨(박지훈 외, 2020(Grand View Research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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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의료

원격의료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에 관한 정의로 관련 용어에는 telemedicine과 

telehealth가 있으며, 본 보고서의 논의는 telemedicine의 개념을 중심으로 함

[자료] Lee et al. (2020)의 논의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 원격의료 관련 용어와 개념 

Telemedicine은 ‘의사(physician)’가 ICT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에게 제공하는 원격진단과

원격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일컫는 개념(NEJM, 2018)  

- 2010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telemedicine은 다음의 4가지 특징을 가짐 

  1) 의료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

  2) 지리적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자들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3)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함

  4) 의료 품질 향상, 비용 절감 등 의료지표 개선을 목적으로 함  

Telehealth는 telemedicine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약사 등

모든 의료 관련 종사자가 원격으로 행하는 관련 서비스(의료행위, 교육 및 상담, 공중보건, 

의료행정 등)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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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 유형은 크게 서비스 방식에 따라 ‘동기화(실시간)’와 ‘비동기화’, 그리고 의료행위에 

따라 ‘원격진료’, ‘원격수술’, ‘원격모니터링’으로 나눌 수 있음

[표 4] 서비스 방식에 따른 원격의료 유형 

분류 특징

동기화(실시간)

Synchronous

실시간,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원격의료

(예: 의사-환자 간 화상을 통한 실시간 원격진료, 의사-의사 간 실시간 

원격협진)

비동기화

Asynchronous

(Store and Forward)

저장된 의료정보 전송을 통한 원격의료

(예: 의사-의사 간 원격협진을 위해 진료기록 전송, 피부질환 진단을 위해

환자가 질환부위 사진을 의사에게 전송) 

[자료] McKinsey(2020b)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5] 의료행위에 따른 원격의료 유형 

분류 특징

원격진료
화상, 전화, 채팅,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진찰, 상담, 처방 

(의사-환자, 의사-의사 협진)

원격수술 로봇을 활용한 수술, 의사-원격의사 간 협진을 통한 수술 

원격모니터링
맥박, 심호흡, 혈압, 혈당, 심전도(ECG) 등의 환자데이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자료] Gogia(202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의료 분야 중 영상의학과(radiology)의 원격의료 활용이 가장 활발하며, 피부과, 심장내과 등

분야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원격의료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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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의료 분야에 따른 원격의료 특징과 활용가능성    

분야 특징 활용가능성

영상의학과

(Radiology)

이미지와 비디오 중심 의료데이터로, 이미 디지털화 된 자료와 

PACS 시스템을 바탕으로 원격진료 가능 
매우 높음

피부과

(Dermatology)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원격진료 가능  매우 높음

심장내과

(Cardiology)

원격심전도(tele-ECG), 원격청진기 등을 통해 원격진료 

가능하며, 급성심근경색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높음 

안과

(Ophthalmology)

각막현미경, 검안경(ophthalmoscope), fundoscope를 통해 

얻어야하는 진료용 이미지를 휴대폰에 특수장치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진료 할수 있음  

높음

정신과

(Psychiatry)
화상 진료와 상담치료를 통한 원격의료 가능 높음 

병리학

(Pathology)
특수 현미경을 통해 원격으로 샘플 슬라이드 조작 가능 보통 

중환자실

(Intensive Care) 

Tele-ICU를 통해 중증환자전문의(Intensive Care 

Specialist)가 부족한 병원에서 중증환자전문팀과 원격협진 가능 
보통 

응급의학

(Emergency 

Care)

응급상황 초기 진찰과 처치 가능 보통 

소아과

(Pediatrics)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 가능하며, 아이가 심적으로 편하게 

느끼는 집에서 진료 가능하다는 장점 
보통 

외과

(Surgery)
원격수술과 수술 후 원격관리 가능 낮음 

신경과

(Neurology)
일부 증상 원격모니터링 가능 낮음 

[자료] Gogia(2020)를 바탕으로 수정  

전통적으로 오지나 군대, 감옥 등 환자-의사 간 지리간 제한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원격의료가 활발하게 활용되었으며, 특수한 지역인 해상, 우주, 극지방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위해서도 원격의료가 활용되고 있음 

또한, 특수한 상황인 자연재해(지진, 화산폭발, 홍수 등), 화학사고,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pandemic) 등에 원격의료의 역할이 중요함(Smit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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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필요한 기술과 인프라는 네트워크와 데이터, 의료기기 중심 기술로, ICT 기술의 

발달과 수술 로봇을 포함한 의료기기의 발전으로 폭넓은 원격의료가 가능해지고 있음 

[표 7] 원격의료 관련 기술과 인프라 

기술과 인프라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 

네트워크 5G와 향후 차세대 인터넷을 통해 빠르고 안전한 네트워크 보장

대용량 데이터 서버 클라우드 서버를 통한 안전한 데이터 저장  

데이터 표준화와 보안 양자암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통한 보안 강화  

원격진료를 위한 의료장비･기기 휴대전화와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해 각종 의료정보 수집 가능 

수술 로봇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 많은 수술 동작과 수술의 종류를 로봇이 

수행하게 되어 비대면 수술의 범위가 넓어짐 

미국의 원격의료 플랫폼 기업 TytoCare에 경우, 진료용 카메라와 체온계, 검이경 어댑터, 

청진기 어댑터, 설압자 어댑터를 환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휴대전화의 앱과 연동하여 원격으

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함  

  [자료] TytoCare 웹사이트

[그림 4] TytoCare의 원격의료용 기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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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 at Home(HaH)은 1997년 미국에서 시작된 이래 영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에 

자리잡은 서비스 모델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HaH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 환자 자택에서 치료 및 모니터링을 받으며 의료진이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부분 원격의료 모델이며 기술의 발달에 따라 대부분의 치료와 모니터링이 의료인 없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메타분석에 따르면 HaH 환자들은 병원입원 환자들에 비해 6개월간 사망률이 38% 낮음

(Leff, 2015)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2027년에는 1,551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비 

절감과 사망률 감소 등 의료지표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원격의료 제품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9년 414억 달러에서 2027년 

1,551억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 15.1% 예상(Grand View Research, 2020)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원격의료의 의료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을 특정 질환 

또는 환자군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 당뇨병(Akoi et al, 2004) 또는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 환자(Dixon et al, 2016)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활용했을때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

또한, 상급병원과 중증환자전문의가 부족한 병원이 원격협진을 하는 tele-ICU 시스템은 

중환자실 사망률과 중환자실 입원기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Young, 2011), 비용효

과적일 것으로 예측됨(Yoo, 2016)

- 비용효과성의 경우, tele-ICU의 일반 ICU(중환자실) 대비 ‘점증적 비용효과비(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ICER)’를 수리모형으로 예측한 결과로, tele-ICU 사용시 추가 

1년의 ‘질 보정 수명(quality-adjusted life years, QALYs)’당 ICER를 45,320달러로 

예측하여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이며, 특정 조건하에서 비용절감(cost-saving)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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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비대면 의료 현황Ⅲ

1. 미국

디지털치료제의 경우, FDA의 「디지털헬스 혁신 전략(Digital Health Innovation Action Plan)」과

2010년 시행된 「Affordable Care Act(ACA)」에 의해 의료시장 내 진입과 활용이 활발함 

FDA는 디지털치료제 등의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는 기존 의료기기나 의약품과는 다르게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며 임상현장에서 제품 자체가 지속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특성을 인지하여, 제품이 아닌 기업을 사전 승인하는 ‘디지털헬스 소프트웨어 사전인증

파일럿 프로그램(Digital Health Software Precertification Pilot Program, Pre-Cert)’을

통해 승인된 기업의 제품에 대해 신속한 심사와 인허가 및 임상현장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혁신적인 인허가 시스템을 2019년부터 시험 중

- 9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Pre-Cert 파일럿 프로그램의 효과와 안전성을 기존 인허가 시스템과 

비교하고 있으며, 그 중 디지털치료제 기업인 Pear Therapeutics의 불면증 치료제 

Somryst가 2020년 3월 디지털치료제로는 최초로 Pre-Cert 프로그램을 통해 FDA 승인을 

받음 ([표 3] 참조)

ACA는 의사가 진료비의 일부 중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reimbursement를 기존 의료행위 

기반에서(fee-for-service) 의료의 질(quality of care)과 치료효과 기반으로 책정하도록 

변경하면서, 의사들이 기존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병행 디지털치료제를 사용할 

인센티브를 제공함(Makin, 2019)    

미국 연방법 차원에서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법은 없으며 원격의료 활용에 따른 의료지표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의료 보험 적용과 주별로 상이한 진료비와 의료면허 자격 등의

문제로 원격의료의 실질적인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산하 기관인 

‘의료 연구와 품질 관리 기관(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원격의료가 심혈관 질환 또는 호흡기 질환 등 만성환자 관리에 

적용되었을 경우 사망률, 삶의 질, 입원 빈도 등의 의료지표 개선 효과가 있음(AHRQ,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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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대상의 연방 의료보험제도인 Medicare의 경우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경우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GAO, 2017)

미국 의료보험 체계는 크게 두 연방 의료보험제도인 Medicare와 Medicaid, 그리고 각종 

민간 의료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으로 이루어져있는데, 각 보험 제도마다 원격의료에

적용하는 진료비 체계가 다름

- Medicare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를 위한 연방 의료보험제도로, 의료인이 부족한 

지역에만 원격의료에 대한 진료비 reimbursement* 적용

* ’reimbursement’는 미국 의료보험에서 진료(또는 치료)에 대해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보험회사/기관에서

받는 금액  

- Medicaid는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의료보험제도이지만 관련 법제는 각 주가 독립적으로 

제정하게 되어 있어, 이에 따라 Medicaid 보험이 적용되는 원격의료 서비스도 주 별로 

상이함 

-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주에 따라 원격진료와 대면진료의 진료비 reimbursement를 동일화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parity law의 유무가 달라, 주마다 원격의료 진료비 reimbursement가 

다름

* 2019년 기준 parity law가 있는 주는 37개(세부 내용은 주마다 다름)  

미국은 각 주(state)의 Medical Board가 의사면허를 발급하는데, 해당 주민은 해당 주의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에게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원격의료에도 해당함

-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일부 주의 Medical Board들이 연합하여 ‘주간 의료 

면허 협약(Interstate Medical Licensing Compact)’을 결성하여 참여 주에 한해 면허를 

지닌 의사가 여러 주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참여하고 

있는 주는 현재 29개임(Interstate Medical Licensing Compact 홈페이지)    

그 외 의료정보보호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적용에 따른 의료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네트워크 등 인프라 문제 등이 원격의료 확대에 

장애물로 지적되었음(Dorse & Topol, 2016)

최근 「코로나19 경제대책(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 

Appropriation Act)」의 일환으로 원격의료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던 각종 제도적 장애물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면서, 원격의료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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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CMS)는 80개 이상의 새로운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보험 적용 인정(McKinsey, 2020a)   

[표 8]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미국내 원격의료 관련 제도 

구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진료비 

보험적용

⦁Medicare: 의료인이 부족한 지역에만 

원격의료 보험 적용

⦁Medicaid: 주(state)마다 원격의료 

관련 법제가 다름 

⦁민간의료보험: 일부 주만 parity law 

적용 

⦁Medicare: 지역에 관계없이 원격의료에 

대해 보험 적용

⦁Medicaid와 일부 민간의료보험: parity 

law 적용 확대  

의료면허
⦁해당 주의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만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가능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 다른 

주의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도 원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

의료데이터 

프라이버시 

⦁의사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에 관련된 

모든 제공자와 기업이 HIPAA 준수의 

의무를 지니므로,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원격진료 가능 

⦁코로나19 동안 선의로 발생된 HIPAA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Facetime이나 Skype등으로 

원격진료를 할 수 있게 됨 

* parity law: 원격진료와 대면진료 진료비 reimbursement 동일화 의무법 

[자료] FSMB(2020.7.7.), HHS(2020.3.17.), Shachar(202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원격진료와 대면진료 진료비에 대한 parity law에 대해서는 의견 대립이 있음 

- 원격의료 확산를 위해 parity law를 모든 주에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은, 예를 들어 parity 

law가 없는 루이지애나(Louisiana) 주의 기존 2020년 가정의학과 기본 진료비에 대한 

reimbursement가 대면진료는 62.65달러인데 비해 원격진료는 33.95달러로 낮아 이러한 

차이가 원격의료의 확대를 저해하였다는 주장(Shachar, 2020)

- 한편, 반대 입장은 미국내 원격의료 확산의 큰 기대효과 중 하나가 의료비 절감인데 

parity law를 의무화하면 원격의료의 의료비 절감효과에 위배되므로 parity law를 확대하지

말아야한다는 주장(Lee et al, 2020)

2. 영국

영국 정부는 2019년 발표한 「NHS 장기 계획(The NHS Long Term Plan)」을 통해 

디지털치료제와 원격의료 확대를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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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치료제 R&D 지원과 디지털치료제를 의료시장 내에 빠르게 편입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동시에 진행   

영국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국립임상보건연구원)은

NHS내 정신질환용 디지털치료제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 3월까지 14개 디지털치료제를

평가하여 ‘임상현장 내 평가(evaluation in practice)’단계로의 진입 권고를 결정하는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5개 제품이 현재 임상현장에서 쓰여지며 평가되고 있음  

[표 9] 영국 NICE ‘임상현장 내 평가’ 권고를 받은 디지털 치료제

기업/연구소 제품명 대상 질병 및 사용목적 권고 발표일

GAIA Deprexis

- 우울증

- 우울증치료를 위한 인지행동치료(CBT) 

디지털치료제(10주 처방)

2018.01.23

Space from 

Depression 
SilverCloud

- 우울증

- 우울증치료를 위한 인지행동치료(CBT) 

디지털치료제

2018.02.09

Karolinska 

Institute

(스웨덴)

BBD-NET

- 신체변형장애(body dysmorphic disorder)

- 신체변형장애 치료를 위한 인지행동치료(CBT) 

디지털치료제 (기존 관리치료와 병행하여 

12주 처방)

2019.03.19

Minddistrict Minddistrict

- 우울증

- 우울증치료를 위한 인지행동치료(CBT) 

디지털 앱

2019.10.07

Mahana 

Therapeutics
Gegul8

- 과민성 대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

- 과민성대장증후군 치료를 위한 

인지행동치료(CBT) 디지털 앱  

2019.10,19

[자료] NICE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영국 정부는 2022~2023년까지 원격의료를 NHS 표준(standard of care)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실제로 원격의료가 급속도로 확산됨  

모바일 플랫폼인 NHS App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영국의 모든 1차병원(General 

Practice, GP)이 NHS App과 연결되도록 하여 모든 국민이 이 앱을 통해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장기 복용하는 약은 자동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부 병원의 경우 

NHS App을 통해 원격진료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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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S는 NHS App을 통해 연간 3,000만 건의 대면진료를 원격진료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만성질환자 건강을 향상시켜 연간 사망률을 50만건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Wicklund, 2019) 

[자료] NHS 홈페이지(NHS App)

[그림 5] NHS App 플랫폼

3. 일본

일본 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디지털치료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 

일본 제약회사인 ‘시오노기(Shionogi)’는 2019년 3월 미국 Akili Interactive가 개발 

중이던 2개 디지털치료제에 대해 일본과 대만 시장 판권 계약 체결(Truong, 2019)

- 그 중 하나의 제품이 2020년 6월 15일 FDA 허가를 받은 최초의 게임 형태 디지털치료제인 

EndeavorRx([표 3] 참조)  

2019년 10월 시오노기를 비롯한 7개 일본 기업들이 ‘일본 디지털치료제 컨소시엄’을 

설립하고, 일본 내 디지털치료제 확산 지원 계획 발표  

일본은 1997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이래 약 20년간 점진적으로 

원격의료 확대

1997년 12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원격진료)에 대한 통지’에서 낙도, 산간벽지 환자를 

대상으로 9가지 만성질환에 대해서만 대면진료를 보조하는 개념으로 원격진료가 제한적으로

허용(전영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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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원격의료 전면허용 

2018년 4월부터 원격진료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온라인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 발표

- 원격진료에 대한 의사-환자 간 사전합의가 필요하며, ‘진료계획’에 대해서도 사전합의 

필요

- 초진, 급성 질환 및 돌발사고 환자, 새로운 질환에 대한 약품 처방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면진료 원칙 

- 원격진료는 실시간으로 진행하여 의료서비스 품질 보장      

4. 중국  

아직 중국 식약처(CFDA)가 허가한 디지털치료제는 없으나, 중국 자국 기업과 미국 기업들의 

중국 의료시장 진출 노력이 활발함

중국 스타트업인 QTC Care가 비만과 암 관련 디지털치료제를 개발 중이며(Koh, 2019), 

미국 디지털치료제 기업인 Biofourmis는 중국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인 Jianke와 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시장 진출 추진(Ng, 2019) 

중국은 2014년 ‘의료기구의 원격의료 추진에 관한 의견’을 통해 원격의료에 대한 개념을 

수립하고 ‘온라인 병원’을 개소(박승혁, 박소형, 2019) 

온라인 병원이란 실제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ICT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을 통한 원격 

진료와 처방 등이 모두 가능한 병원

- 기존 의료기관이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온라인 병원을 개업할 수 있음

- 온라인 병원은 재진만 가능하며, 초진은 이용 불가

2014년 광동성 제2인민병원이 최초의 온라인 병원으로 설립된 이래, 현재 전국에 158개 

이상의 온라인 병원 영업 중

- 광동성 제2인민병원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과 협력하여 광동성 온라인 병원 구축 

- 광동성 온라인 병원의 하루 환자수는 4만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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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진료(음성 또는 영상), 사진을 통한 진단 및 상담, 전자 처방전 발급, 대형 약국과 

연계하여 처방약 배송 등의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 원격진료 형태(사진을 통한 진단, 실시간 음성 진료, 실시간 영상 진료)에 따라 진료비가 다르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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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대면 의료 현황 및 쟁점 Ⅳ

1. 디지털치료제 R&D와 규제 현황  

국내에 아직 식약처 허가를 받은 디지털치료제는 없지만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R&D와 임상시험 

진행 중

국내 스타트업인 뉴냅스가 개발한 ‘뉴냅 비전(Nunap Vision)’은 뇌졸중 등으로 뇌 손상을 

입은 환자들의 시야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디지털 치료제로(VR 장비에 소프트웨어 탑재), 

2019년 6월 13일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삼성서울

병원, 장원의료재단, 건국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임상시험 진행 중

2021년 정부 R&D 예산 중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 비대면 산업 지원의 일환으로 

디지털치료제 개발 지원 예정(과기부, 2020.6.26.)

제도적으로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료기기산업법)」을 통해 신속한 

식약처 인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혁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한 시장 진출 예상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의료기기산업법」의 시행령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면 

다른 의료기기에 비해 우선 심사 및 개발단계별로 신속 심사하는 등의 특례가 제공되는데, 

디지털치료제의 경우 혁신의료기기군 중 ‘첨단기술군’에 포함될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0] 의료기기산업법의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와 첨단기술군 해당 기술 

<혁신의료기기군 분류 (의료기기산업법 시행령 제14조)>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대상 분야 지정 목적 군 분류명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기술 적용 분야
혁신기술 

개발 촉진
➡ 첨단기술군

기존 의료기술(기기)의 획기적인 개선 또는 개선이 예상되는 분야
의료기술의 

혁신
➡ 의료혁신군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분야
기술경쟁력 

고도화
➡ 기술혁신군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 및 치료 등에 있어 대체 의료기기가 

부재하거나 국내 수급이 어려운 분야

공익적 가치 

실현
➡ 공익의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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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군) 

1.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6. 스마트 환자케어 기술

2. 디지털․웨어러블 기술 7. 융복합 광학 기술

3. 의료용 로봇기술 8. 차세대 중재적 시술 및 수술 기술

4. 융복합 영상진단 기술 9. 바이오․융복합 소재 및 소자 기술

5. 차세대 융복합 치료 기술 10. 차세대 체외 진단 기술

[자료] 보건복지부(2020.5.26)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디지털치료제를 신의료기술 평가 체계 내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조기 시장진입을 지원’할 계획을 명시함에 따라, 디지털치료제가 

혁신의료기술로 의료현장에 활용되어 신의료기술평가를 위한 임상적 근거를 축적할수 

있을 것으로 보임(관계부처, 2020)

-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는, 식약처 허가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급여･비급여

여부와 기존기술 여부를 판단하며, 기존기술이 아닌 경우 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의 신의료

기술평가를 거쳐 승인되면 심평원에서 급여여부 평가를 최종 평가하여 시장에 진출하게 

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2. 원격의료 관련 R&D와 시범사업 및 규제 현황   

원격의료에 필요한 기술과 인프라 관련 R&D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정부 R&D로 

지원된 의료데이터 인프라와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의 기술력은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음 

2020년 6월 기준 식약처 허가 원격의료 기기(‘유헬스케어’ 품목)는 51개 

- 2019년 5월 기준 허가된 원격의료 기기는 51개였으며, 1년간 14개 기기가 새롭게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기존에 인증받은 14개 제품에 대해 업체들이 허가 해제 요청(윤수정, 2020)

원격의료 확대에 중요한 의료데이터 표준화와 인프라를 지원하는 정부 R&D사업은 과기정

통부, 보건복지부, 산업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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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의료데이터 인프라와 관련된 정부 R&D 사업 예시 

세부사업

(내역사업)
부처 기간 주요 내용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정밀의료)

과기부, 

복지부
2017~2021

병원정보시스템 및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병원간 

의료데이터 교환을 위한 공통데이터모델(CDM) 기반

의료데이터 표준화   

국민건강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복지부  2020~2024

보건소 중심 모바일헬스케어 등 ICT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 1차의료기관 중심 만성병환자의 

ICT기반 질환 자가 관리 및 맞춤형 관리 서비스 개발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

(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산업부 2015~2021
개인의료데이터 표준화, 건강 관리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자료] 해당 부처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전화상담･처방 허용에 따라 국내 스타트업인 ‘메디히어

(MEDIHERE)’에서 원격진료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를 상용화 

- 환자(소비자)는 메디히어 화상진료 앱을 통하여 의사 진료를 예약, 원격진료를 받고, 원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음 

[자료] 메디히어 홈페이지

[그림 6] 메디히어의 원격진료 플랫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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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여러 형태의 정부 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의 안전성, 만족도 및 

임상 유효성에 대한 데이터 수집 

2014년~2016년간 3차례 보건복지부 주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 2016년 9월 시작된 3단계 시범사업은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 형태가 변화되었으며, 사업 성과와 

관련하여 공개된 자료가 없음

[표 12] 제1단계, 2단계 원격의료 시범사업(2014~2015)

구분 2014년 시범사업(1단계) 2015년 시범사업(2단계)

기간 ‘14.9~’15.3(6개월) ‘15.4~’15.9(6개월) 

참여부처 복지부, 미래부
복지부, 미래부, 법무부, 국방부, 

산업부, 해수부 

참여기관/시설 의료기관 18개
의료기관, 군부대, 원양선박, 해외진출 

의료기관 등 148개

참여환자수 845명 5,300명

사업유형
의료기관(보건소, 의원) 대상 

원격모니터링, 원격진료

⦁의사-환자간 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확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대상 원격진료,

원격모니터링 실시

⦁군장병 대상 원격의료 확대

⦁원양선박 대상 원격의료 도입

⦁교정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취약지 응급환자 원격 협진 네트워크 

구축

⦁원격협진 수가 개발 및 시범적용

예산 13억원 91.3억원

평가

⦁환자 만족도 77%

⦁참여자의 84%가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

⦁환자 만족도 83~88%%

⦁당뇨병 환자 대상 혈당 감소 등 임상 

유효성 확인 

[자료] 보건복지부(2015.5.22, 2016.1.27.) 

2019년 7월 선정된 규제자유특구 7곳 중 강원도 원격의료 특구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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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강원도 규제자유특구(2019)

구분 주요 내용

원격진료 장소 환자 재택 

범위
의사-환자: 모니터링, 상담･교육

의사-간호사: 진단 및 처방  

지역 격오지

대상 재진 만성환자(당뇨, 고혈압)

참여기관 1차 의료기관 (민간 의료기관)

[자료] 중소기업벤처부(2020.5.27.)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 전화상담･처방 허용으로 사실상 원격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어있음

- 원격진료 보험수가는 외래환자 진찰료로 산정되어 있으며(보건복지부, 2020.2.22.), 원격진료에 

기존 대면진료 대비 별도의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 의견에 따라 5월초부터는 

진찰료 외에 진찰료의 30% 수준의 ‘전화상담 관리료’를 추가로 적용하여 이를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보건복지부, 2020.5.4.)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간 원격협진과 원격모니터링을 제외한 형태의 원격의료는 금지되어 

있으며, 원격의료 합법화를 위한 여러 차례 의료법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입법화되지 않았음

현재 원격의료와 관련한 의료법 규정(제34조)은 2002년 3월 30일 제30조의2(원격의료)로 

최초로 신설되었는데, 의료인 간 협진 개념의 원격의료만 허용됨  

[표 14] 국내 의료법 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의 유형 

유형
원격지 의사 현지 합법 여부

1차 분류 2차 분류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법 제34조에 의해 시행가능

의사-의사가 

아닌 의료인 간 

원격의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현행 의료법 상 현지 의료인의 자격 

관련 논란이 있음 (지역보건법, 

농특법 등에 의해 일부는 시행가능)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현행 의료법 상 시행불가

[자료] 이혁우(2017)를 바탕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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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3년, 2016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입법화되지 않음  

[표 15]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16) 주요 내용

구분 입법예고안(2016.5.23.)

원격의료 

전문기관 제한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 운영 금지(위반시 형사처벌)

대면진료 원칙 같은 환자에 대한 원격 진단 및 처방시 주기적인 대면진료 필요

초진제한
⦁원격 진단 및 처방은 경증질환에 한정

⦁노인･장애인은 대면진료로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여야 함 

대상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도서･벽지 주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군･교도소

⦁수술･퇴원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 상태 점검 및 욕창관리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의료기관 제한

⦁만성질환자, 도서･벽지 주민, 노인･장애인 및 경증 질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 

⦁수술 후 관리 환자, 군･교도소 환자는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 

할 수 있음    

[자료] 복지부 입법예고안(2016)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원격진료 또는 원격수술이 아닌 원격 모니터링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금지 여부가 불분명했으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 1호 기업인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인 ‘메모워치’에 

대해 2020년 2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환자 

데이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합법화된 상황

- 휴이노의 메모워치는 2020년 3월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의료기기로 식약처 승인을 받았으며, 

2020년 5월 19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인정   

3. 비대면 의료 관련 국내 쟁점 및 해외 현황 비교

국내 디지털치료제 관련 R&D와 제도적 기반은 초기 단계이며, 각종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진행되었으나 현행 「의료법」상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는 금지되어 있음

이에 비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디지털치료제 개발이 활발하며, 해외 주요국에서는 

모든 형태의 원격의료가 합법이며 활성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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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비대면 의료 국내 쟁점 및 해외 현황 비교 

구분 국내 해외

디지털

치료제

⦁기술개발 초기 단계(첫 임상시험 진행중)

⦁인허가 관련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 미비 

⦁(미) R&D 투자가 활발하며, 다수의 

디지털치료제가 FDA 승인 

⦁(영) NHS내 디지털치료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NICE 평가･권고)

⦁(일･중) 기술개발 및 제도적 지원 초기 

단계   

원격의료

⦁원격협진(의사-의사간 원격진료･치료), 

원격모니터링 이외의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음  

⦁(미) 코로나19를 계기로 제약 요소들이 

완화되어 실질적 원격의료 확대 추세  

⦁(영) 정부 주도로 원격의료를 의료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지원 

⦁(일) 1997년 원격의료 제한적 허용, 2015년

원격의료 전면허용을 통해 구체적 지침 

정비

⦁(중) 2014년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병원’ 개소, 현재 158개 이상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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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의료의 안전한 확대를 위한 제언  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의료의 성장과 사회적 확산이 가속화될 전망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디지털치료제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비대면 의료 확대에 따라 

의료시장 내 진입과 사용이 활발해질 전망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이전 실질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현장에 급속도로 적용되고 있음  

디지털치료제는 비대면 시대에 효과적인 새로운 의료형태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R&D 지원 및

임상효과가 검증된 제품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개선 필요

국내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치료제 개발은 초기 단계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R&D 투자와 임상시험 관련 지원 확대

- 디지털치료제는 대부분 아직 작용 기전(mechanism of action)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기초 연구 지원을 통해 해당 질병 기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치료제 타겟 발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디지털치료제는 기존 신약에 비해 임상시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치료량과 기간 등의 임상시험 지표 설정에 있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 연구 지원과 고도화된 임상시험 플랫폼 및

신기술 R&D 지원 필요

*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은 ICT 기술 활용을 통한 임상시험 

기술 고도화 R&D를 지원하고 있음         

디지털치료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미국 FDA의 Pre-Cert 프로그램처럼 기술력 있는 기업을 

우선 인증하여 해당 기업의 제품에 대해 신속한 인허가와 빠른 임상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선제적 제도 마련

- 「의료기기산업법」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에 따라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을 인증할 수 있으며, 2020년 3월 23일 식약처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를 발표한 상태로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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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새로운 치료제 형태로 기존 연구 문헌이 부족한 디지털치료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어

건강보험 급여여부를 위한 임상근거를 확보하도록 지원     

우리나라의 원격의료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감염병의 

확산과 잦은 출현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R&D 지원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확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어 있는 원격협진과 원격모니터링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대를 위한 투자 필요 

- 첫째, tele-ICU 등 병원 간 원격협진을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및 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R&D 지원과 인프라 구축 필요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관계부처, 2020) 비대면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의료기관간 협진이 가능한 

5G, IoT 기반의 ‘스마트병원’을 2025년까지 18개 구축할 계획

- 둘째, 식약처 허가를 받은 휴이노의 메모워치(심전도 모니터링), 삼성 갤럭시워치(심전도 및

혈압 모니터링) 등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 개발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활발하며, 

이를 통한 효과적인 만성병 및 건강 관리 기대 

또한, 원격모니터링을 통한 디지털 바이오마커(digital biomarkers)*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맞춤형 정밀의료와 더불어 질병 발생 후에 반응하는(reactive) 치료(treatment) 중심이 

아닌, 선제적인(proactive) 예방(prevention) 중심의 체계로 의료 패러다임 전환 가능  

* ‘디지털 바이오마커’란 각종 디지털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생체지표로, 기존 지표가 새로운 기기를 

통해 수집되거나(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심전도) 또는 전혀 새로운 지표 개발(스마트폰 

앱이나 게임을 통해 알츠하이머병의 가능성을 진단하는 지표 수집) 가능(Corvas, 2019)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 문제는 찬성 측의 의료 접근성 강화, 의료 서비스 다양성 

확대, 만성질환자 관리 개선 등의 의견과 반대 측의 환자 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소형병원 

손실 우려, 환자안전 우려 등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 2014년부터 시행된 시범사업들을 통해 원격의료의 만족도, 안전성 및 임상효율성에 대한 

데이터는 어느 정도 수집되었으나, 의료비 절감과 그 외 가능한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 필요

-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한시적 허용에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병행해야 

환자들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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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세부 조건과 수가 문제에 대한 합의 

필요

- 일본의 사례와 2016년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대면진료 

원칙(초진은 대면진료 원칙, 주기적인 대면진료 필수), 만성질환자나 도서･벽지 주민으로 

대상 제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는 등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의료계의

우려 반영

- 원격의료 확대 자체와 더불어 중요한 문제는 의료 수가 문제로, 대면진료와 비교하여 

원격진료 수가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수렴과 데이터 분석 필요

* 미국의 parity law 이슈 참조 



비대면 시대, 비대면 의료 국내외 현황과 발전방향

30

참 고 문 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1년도 중 R&D 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2020. 6. 26.

∙ 관계부처 합동 (2020),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관계부처 합동 (2020),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I)」.

∙ 관계부처 합동 (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0. 4. 29.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2020. 5. 4.

∙ 김진숙, 오수현, 김석영, 이평수 (2015), 원격의료 정책 현황 분석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pp. 1-216.

∙ 김진숙, 이평수 (2016), 일본 원격의료 정책현황,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정책자료집, pp. 1-39.

∙ 김효진 (2020), 프랑스, 모로나19로 주목받는 원격의료산업, KOTRA.

∙ 박승혁, 박소영 (2019), 중국 스마트 의료시장 현황 및 시사점, 한국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박지훈, 송승재, 배민철 (2020), 디지털치료제 기술동향과 산업전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PD Issue Report 20-3.

∙ 백경희, 장연화 (2014), 대면진료와 원격의료의 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서울법학, 21(3), pp. 449-482.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격의료 전반적 만족도 77%(보통이상 91.8%)로 높게 나타나” 2015. 5. 22.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격의료로 공공의료 실현, 만족도 83~88%, 임상적 유효성도 확인” 2016. 1. 27.

∙ 보건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제2016-348호), 2016. 5. 23.

∙ 보건복지부,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2020. 2. 22.

∙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2020. 5. 4.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제1차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개최” 2020. 5. 26.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5), 원격의료 관련 최근 국내 동향, 바이오 이슈 모니터링 15-46.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9), 디지털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개발 동향, BioINwatch 19-74.  



참 고 문 헌

31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공고 제

2020-126호, 2020. 3.  

∙ 윤수정, 원격의료기 상용화 ‘0’･･･코로나 환자 살린 장비도 창고에 처박혀, 조선일보, 2020. 5. 22.

∙ 이명화 외 (2014),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중규 (2019), 의료기기 규제혁신의 정부 정책 방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혁우 (2017), 원격의료 규제 사례: 두 가지 시선, 규범과 이해, 한국행정연구원(KIPA) 정책사례.

∙ 이현주, 특한시적 허용 전화상담･처방, 50일만에 10만건 ‘훌쩍’ 넘어, 히트뉴스, 2020. 4. 21.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강원 규제자유특구, 비대면 의료 실증 착수” 2020. 5. 27.

∙ 전영빈 (2018), 온라인 진료 및 원격 복약지도 관련 규제 완화, 규제동향지 해외규제동향 이슈분석:일본.

∙ Akoi, Noriaki et al. (2004), Cost-Effectiveness Analysis of Telemedicine to Evaluate Diabetic 

Retinopathy in a Prison Population, Diabetes Care, 27(5), pp.1095~1101.

∙ Barnett, Michael L. et al. (2018), Trends in Telemedicine Use in a Large Commercially 

Insured Population, 2005-2017, JAMA, 320(2), pp.2147~2149.

∙ Coravos, Andrea et al. (2019), Developing and adopting safe and effective digital biomarkers 

to improve patient outcomes, NPJ Digital Medicine, 2(14).

∙ Debnath, Debasish (2004), Activity analysis of telemedicine in the UK, Postgrad Med J, 80, 

pp.335~338. 

∙ Digital Health London (2017), Digital Therapeutics in the NHS: The rise of digital therapies & 

the evidence that proves they work. 

∙ Digital Therapeutics Alliance(DTA) (2018), Digital Therapeutics: Combining Technology 

and Evidence-based Medicine to Transform Personalized Patient Care.

∙ Dixon, Padraig  et al. (2016), Cost-effectiveness of telehealth for patients with raised 

cardiovascular disease risks: evidence from the Healthlines randomised controlled trial, 

BMJ Open.

∙ Dorse, Ray E. & Topol Eric J. (2016), State of Telehealth, N Engl J Med, 375(2), pp.154~160. 



비대면 시대, 비대면 의료 국내외 현황과 발전방향

32

∙ 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FSMB), U.S. States and Territories Modifying Requirements 

for Telehealth in Response to COVID-19, 2020. 7. 7. 

∙ Fortune Business Insights (2019), ePharmacy: Global Market Analysis, Insights and Forecast, 

2019-2026. 

∙ Gogia, Shashi (Ed.) (2020), Fundamentals of Telemedicine and Telehealth, Academic Press. 

∙ Grand View Research (2020), Telemedicine Industry.  

∙ Gupta, Amar & Sao, Deth (2011), The constitutionality of current legal barriers to telemedicine 

in the United States: Analysis and future directions of its relationship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health care reform, Health Matrix. 21, pp.385~442. 

∙ Hu, Charlotte, Amazon just acquired a little-known startup that mails medicine to your doot, 

and it sent pharmacy stocks into a frenzy – here’s how PillPack works, Business Insider, 

2018. 6. 28.

∙ Keesara, Sirina et al. (2020), Covid-19 and Health Care’s Digital Revolution, N Engl J Med, 

382(23), pp.e82(1)~e82(3). 

∙ Koh, Dean, Shanghai-headquartered QTC Care raises $7M in series A funding, mobihealthnews, 

2019. 4. 29. 

∙ Kruse, Clemes S. et al. (2018), Evaluating barriers to adopting telemedicine worldwide: A 

systematic review, J Telemedicine and Telecare, 24(1), pp.4~16. 

∙ Lee, Nicole Turner et al. (2020), Removing regulatory barriers to telehealth before and after 

COVID-19, Brookings.

∙ Leff, Bruce  (2015), A Vision for “Hospital at Home” Programs, Harvard Business Review.

∙ Makin, Simon (2019), A smarter way to treat, Nature, 573, pp.S106~109. 

∙ McKinsey & Company (2014), Healthcare’s digital future.

∙ McKinsey & Company (2020a), Telehealth: A quarter-trillion-dollar post-COVID-19 reality?

∙ McKinsey & Company (2020b), Virtual health: A look at the next frontier of care delivery.

∙ Mueller, Benjamin, Telemedicine Arrives in the U.K.: ‘10 Years of Change in One Week’, 

NYTimes, 2020. 4. 4. 



참 고 문 헌

33

∙ NEJM (2018), What is Telehealth?

∙ Ng, Eric, Foreign start-ups eye China’s vast digital health care market, but finding the right 

revenue model holds the key to success, South China Morning Post, 2019. 6. 9.  

∙ Nochomovitz, Michael & Sharma, Rahul (2018), Is it Time for a New Medical Specialty? The 

Medical Virtualist, JAMA, 319(5), pp.437~438.

∙ Shachar, Carmel et al. (2020), Implications for Telehealth in a Postpandemic Future, JAMA, 

323(23), pp.2375~2376.

∙ Smith, Anthony S. et al. (2020), Telehealth for global emergencies: Implications for coronavirus 

disease 2019, J Telehealth and Telecare.

∙ Svoboda, Elizabeth (2019), Your robot surgeon will see you now, Nature, 573, pp.S110~111.

∙ Truong, Kevin, Digital therapeutics startup Akili Interactive inks deal with Japanese pharma 

company, MedCity News, 2019. 3. 8. 

∙ Torous, John & Wykes, Till (2020), Opportunities from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Pandemic 

for Transforming Psychiatric Care with Telehealth, JAMA Psychiatry(online). 

∙ United Kingdom National Health Service(NHS) (2019), The NHS Long Term Plan.

∙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2017), Telehealth and Remote Patient 

Monitoring Use in Medicare and Selected Federal Programs, GAO-17-365.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AHRQ) (2016), Telehealth: Mapping the Evidence for Patient Outcomes from 

Systematic Reviews, Technical Brief Number 26.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HHS), OCR Announces Notification 

of Enforcement Discretion for Telehealth Remote Communications During the COVID-19 

Nationwide Public Health Emergency, 2020. 3. 17. 

∙ Webster, Paul (2020), Virtual health care in the era of COVID-19, Lancet, 395, pp.1180~1181. 

∙ Wicklund, Eric, UK’s NHS Makes mHealth, Telehealth a Priority in New 5-Year Plan, 

mHeathIntelligence, 2019. 1. 8. 



비대면 시대, 비대면 의료 국내외 현황과 발전방향

34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10), Telemedicine: Opportunities and developments 

in Member States.

∙ Yoo, Byung-Kwang. et al. (2016), Economic Evaluation of Telemedicine for Patients in ICUs, 

Crit Care Med, 44(2), pp.265~274.

∙ Young, Lance B. et al. (2011), Impact of Telemedicine Intensive Care Unit Coverage on 

Patient Outcomes, JAMA, 17(6), pp.498~506.

∙ 메디히어 홈페이지, https://www.medihere.com/

∙ 식약처 홈페이지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내역, https://emed.mfds.go.kr/

∙ 최윤섭의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http://www.yoonsupchoi.com/

∙ FDA 홈페이지, https://www.fda.gov/

∙ Interstate Medical Licensing Compact 홈페이지, https://www.imlcc.org/

∙ NICE 홈페이지, https://www.nice.org.uk/about/what-we-do/our-programmes/nice-advice/

improving-access-to-psychological-therapies—iapt-/submitting-a-product-to-iapt#published-IABs

∙ NHS 홈페이지(디지털치료제), https://www.england.nhs.uk/mental-health/adults/iapt/

digital-therapy-selection/

∙ NHS 홈페이지(NHS App), https://digital.nhs.uk/services/nhs-app

∙ TytoCare 홈페이지, https://www.tytocare.com/



필자 소개

‣ 김지연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R&D예산정책센터 부연구위원

- T. 043-750-2603 / E. jikim@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20-10 (통권 제288호)

‖ 발행일 ‖ 2020년 07월 23일

‖ 발행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략연구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T. 043-750-2300 / F. 043-750-2680

http://www.kistep.re.kr

‖ 인쇄처 ‖ 주식회사 동진문화사(T. 02-2269-4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