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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 Executive Summary 》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인 유헬스(u-Health) 시 가 도래하고 있다. 유헬스는 원격 환

자모니터링과 같이 유무선 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건

강 리  의료서비스를 지칭한다. 유헬스서비스의 시작으로 병원에서 단발성 치료에 국

한되었던 기존 서비스가 이제는 가정 등 실생활  역에서 평생에 걸쳐 제공되어 시

ㆍ공간 으로 확 되었다. 유헬스 련사업은 서비스 성격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그것은 병원서비스의 이용 편리성과 리 효율성을 높이는 ‘u-Hospital群’, 노인  

만성질환자 심의 ‘홈&모바일 헬스 어群’, 일반인의 건강 유지  향상에 을 둔 

‘웰니스群’이다. 잠재수요 기 으로 본 한국의 홈&모바일 헬스 어群 시장규모는 2012년

에 약 1.2～2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헬스 시 의 도래를 견한 인텔, IBM 

등 로벌 IT기업은 이미 이 분야에 진출하 거나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유헬스는 신

성장산업으로서의 요성뿐만 아니라 노인의료비가 증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실에서 

의료비 감의 주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원격 환자모니터링만으로도 국민건강보험지출

과 환자의 본인부담 이 감되는 등 연간 1.4조원(2006년 기 )의 사회  순편익(사회

 편익-사회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헬스산업은 정부와 환자에게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감소시켜 비용 감이라는 편

익을, 의료기 과 기업에게는 수익증 와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산업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 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헬스의 정  효과가 

실화되기 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제도  측면에서는 의료기 의 

리행 허용과 원격의료의 확  등 의료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원격 

환자모니터링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의 여에 포함하여 재정 감과 유헬스서비스 이용

을 진해야 한다. 원격 환자모니터링서비스에 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이 분담하지 않

고 으로 환자가 부담한다면, 환자입장에서 편익(1.1조원)보다 비용(1.3조원)이 오히

려 크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이용은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  측면에서는 

유헬스의 핵심기술인 센싱의 정확도와 편리성을 제고하고, 개인별 평생 자의료기록

(Electronic Health Record) 구축에 필요한 건강정보를 표 화해야 한다. 

   한국의 자  IT기업은 차세  수종산업으로 유헬스 련 기기  솔루션 사업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u-Hospital群의 경우 내수와 해외진출을 동시에 고려하고, 유헬스 사업

자의 해외진출에 국내 병원도 극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홈&모바일 헬스 어群은 

제도  환경이 미흡한 국내보다 우선 해외시장을 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 국내 민간보험

사의 경우, 비용 감과 환자의 다양한 니즈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유헬스 서비스를 

극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병원 등 의료기 도 유헬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주

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병원 주도로 가정  요양시설들을 연결하는 u-Hospital망을 구축

하고, 유헬스 기기  솔루션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사업다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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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Ⅰ. 유헬스의 개념  배경

□ 유헬스(u-Health)란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산업에 목함으로써 “언제나,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건강 리  의료서비스를 지칭

- 환자의 질병을 원격으로 리하는 서비스에서부터 일반인의 건강을 유

지․향상하는 서비스까지 포

․병원의 정보화  모바일화를 구축하기 한 유헬스기기  솔루션도 

주요 역

- 유헬스는 개인의 생체신호  건강정보의 측정  송 → 분석  피드

백의 과정으로 구성

․개인의 생체신호  건강정보를 측정(sensing)해 건강 리회사나 의료기

이 운 하는 건강정보시스템으로 송

․건강정보시스템이 송된 정보의 패턴을 분석해 주면, 건강 리사나 주

치의는 상고객에 해 원격으로 건강 리  의료서비스 제공

유헬스 흐름도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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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가 시․공간 으로 확 되면서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

□ 유헬스를 통해 의료서비스가 시․공간 으로 확

- 개인의 생체  건강정보가  생애에 걸쳐 축 됨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단발성 질병치료에서 평생치료의 개념으로 확장(시간  확 )

․개인의 건강상태를 평생기록하는 자의무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으로 환자의 건강상태를 시계열 으로 찰하는 것이 가능

- 유무선통신기술과 센싱기술의 발 으로 의료서비스 제공공간이 가정, 피

트니스클럽, 길거리 등 실생활 역으로 확장(공간  확 )

․가정  실버타운에서 의료용 PC, TV 등을 통해 유헬스서비스를 이용

□ 다양한 서비스 공 자와 소비자가 유헬스산업에 참여

- 건강 리회사, 유무선통신업체, 유헬스 기기  장비업체 등 다양한 사업

자가 유헬스산업에서 사업기회를 탐색

․통신  장비업체에게 유헬스는  하나의 신 시장 

- 의료소비자도 성질환자 → 만성질환자  → 건강증진자 등으로 확 되

는 추세

․의료기  밖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생체측정

기술의 발 으로 소비자의 확 가 가능

의료비 감과 소비자의 높은 의료이용이 주요 등장 배경

□ 정부  건강보험의 의료비 감에 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의

료에 한 니즈가 증가한 것이 유헬스의 주요 등장 배경

-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지

속 으로 증가

․국민건강보험의 노인의료비 비 : 18.0%(2000년) → 26.8%(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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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증가와 건강에 한 심증  등으로 의료소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이용에 한 만족도는 낮은 편

□ 병원 내 구축된 IT 인 라는 유헬스 도입의 기반을 제공

- 과거 차트  필름에 기록하 던 환자의 건강정보를 자의무기록(EMR)

과 의료 상 송시스템(PACS)1) 등을 이용하여 디지털로 기록 장

․국내 병원의 정보화 정도(2005년 기 ): EMR(21%), PACS(47%)

- 병원 내 정보화로 병원 간 는 병원과 재택환자 간 건강정보 송수신의 

환경이 조성

․가정이나 실버타운 등에서 요양을 하는 재택환자의 건강정보를 병원과 

송수신하기 해서는 병원 내 정보화가 필수

Ⅱ. 국내외 유헬스 동향

유헬스사업은 서비스 성격과 이용자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

□ 병원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기 한 u-Hospital群, 만성질환자를 

한 홈&모바일 헬스 어群, 일반인의 건강증진을 한 웰니스群으로 별

- u-Hospital群은 의료기 의 모바일화와 의료기  간 네트워킹 확 를 

한 사업이 핵심

․비 식 인식시스템인 RFID를 환자, 의약품 등에 부착하여 의료서비스

의 오류를 막고 속도도 개선

․온라인  모바일로 건강상담  자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 

소외지역에 이동형 병원이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

- 홈&모바일 헬스 어群은 노인  만성질환자를 한 원격 환자모니터링

1)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은 환자의 처방  진료결과 등을 디지털로 장ㆍ 리하는 자의무

기록을 지칭하며, PACS(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는 X-ray, CT 등으로 촬 한 상

을 필름 신 컴퓨터에 장하여 송ㆍ 독하는 시스템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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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주요 유형

․만성질환자의 당, 압 등 생체정보를 가정, 요양원 등에서 측정한 후 

운동ㆍ식이ㆍ투약 등 원격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을 지속 으로 리

- 웰니스群은 질병의 치료보다는 건강의 유지  향상을 해 제공되는 서

비스

․운동량, 칼로리섭취량, 스트 스 등을 휴 폰 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

서나 리 

- 유헬스 련사업은 u-Hospital群에서 홈&모바일 헬스 어群  웰니스群

으로 확장될 것으로 상 

유헬스 관련 사업의 유형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 유헬스시  도래를 견한 로벌 IT기업들은 의료산업에 활발하게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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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텔은 2005년 ‘Digital Health' 사업부를 신설하고 병원 산화, 원격진료 

등 디지털 헬스 분야에 시범 으로 진출

․인텔은 필립스와 함께 'Clinical Mobile Assistant'라는 RFID 인식기가 

내장된 병원용 모바일기기를 공

- IBM, 마이크로소 트는 보험사와 의료서비스 공 자를 상으로 원격 환

자모니터링, 의료정보 검색시스템 등 다양한 유헬스 솔루션을 제공

․마이크로소 트는 2006년 애직시(Azyxxi)를 인수하여 표 화된 건강정

보 검색ㆍ공유시스템과 문가시스템 개발에 주력 

□ 국내의 홈&모바일 헬스 어群 시장규모는 2012년에 최소 1.2조원에서 최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잠재수요기 )

- 지속 인 질병 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주요 고객

․1차 유헬스 만성질환군(8백만명) : 고 압, 당뇨, 천식, 심 질환

․2차 유헬스 만성질환군(4.9백만명) : 염, 고지 증, 뇌졸

- 고 압, 당뇨 등 1차 유헬스 만성질환자만을 상으로 하는 홈&모바일 

헬스 어群군 시장은 약 1.2조원, 2차 환자군을 모두 포함할 경우는 약 2

조원으로 상

․미국의 홈&모바일 헬스 어群시장도 2010년 57억달러, 2015년 336억달

러로 성장할 망

Ⅲ. 비용-편익분석

원격 환자모니터링으로 연간 1.4조원의 사회  순편익이 발생

□ 노인환자를 한 원격 환자모니터링으로 연간 2.8조원의 사회  편익이 

발생

- 국민건강보험이 지 하는 연간 노인의료비 5.6조원(2006년 기 )  1.5

조원을 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



유헬스(u-Health)의 경제  효과와 성장 략(요약)

삼성경제연구소 vi

편익(A) 비용(B) 순편익(A-B)
순편익 효과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비

국민의료비
비

28,159 13,543 14,616 7.0% 2.9%

․재택환자의 당, 압 등을 주치의가 원격 리함으로써 환자의 불필요

한 외래  입원비가 27% 감소하는 연구결과(Johnston(2000)를 이용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감분 : 1.5조원 = 5.6조원 × 0.27

-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의료기 에 직  지불하는 본인부담 은 약 4.3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  27%인 1.16조원도 감될 것으로 상

- 원격 환자모니터링을 통한 환자의 의료기  이용감소는 교통비(8,349억

원)를 감하는 효과도 동반

□ 원격 환자모니터링을 구축하기 해서는 연간 1.35조원의 사회  비용이 

발생

- 당, 압 등을 측정하는 센싱기기와 측정한 생체정보를 송하는 장비 

등에 비용이 발생

- 65세 이상 노인인구 모두가 원격 모니터링장비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 

비용을 산출

․사회  비용 : 1.35조원 = 4,073,135명(노인인구) × 332,500원(연간 장비

임 료)2)

원격 환자모니터링의 비용-편익분석(2006년)
(단 : 억원)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 결국, 원격 환자모니터링으로 사회  후생(사회 편익-사회 비용)이 연

간 1.4조원 증가하는 순편익이 발생

2) 연간 장비임 료는 미국 하니웰이 공 하고 있는 원격 환자모니터링장비(3,325,000원)1)를 기 으로, 이

를 10년간 감가상각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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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유헬스서비스  노인환자를 상으로 하는 원격 환자모니터링만

으로도 높은 사회  후생증 가 가능

․사회  순편익 1.4조원은 국민의료비 50.5조(2006년 기 )의 2.9%에 상

당하는 액

- 만약 기술향상으로 생체정보를 센싱하여 송하는 유헬스기기들의 가격

이 하락한다면, 사회  후생은 더욱 증

□ 원격 환자모니터링 활성화를 해서는 사회  편익을 리는 주체들(국민

건강보험, 노인환자 등) 모두가 비용을 분담하는 노력이 필요

- 원격 환자모니터링 련 비용을 환자가 으로 부담하면 환자의 순편

익은 마이 스가 되어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동기는 없음

․환자의 순편익(-0.30조원) = 본인부담  감분(1.16조원) - 장비임 료

(1.46조원)

Ⅳ. 정책제언  시사

유헬스는 의료산업의 효율화  선진화를 견인

□ 유헬스산업은 주요 소비자인 정부와 환자에게는 편익을, 공 자인 의료기

과 기업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산업의 발 을 진

- 국민건강보험은 재정 감, 의료기 은 수익증 , 환자는 삶의 질 증가 등 

유헬스를 통해 의료산업의 효율화가 제고

- 유헬스기기  서비스 등 다양한 유헬스 사업군은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이면서, 동시에 의료산업의 발 도 유도

․유헬스산업은 새로운 일반인용 휴 의료기기 제조와 재택진료 서비스 

등 의료산업을 확 ․발



유헬스(u-Health)의 경제  효과와 성장 략(요약)

삼성경제연구소 viii

유헬스 발전모델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리행  허용과 원격의료 련 제도정비가 필요

□ 유헬스산업 발 을 해 정부는 의료기 의 리행  허용과 원격의료의 

확  등 제반 의료제도를 정비

- 의료기 의 리추구 지 조항과 의료법인의 부 사업 제한 등으로 의료

기 이 유헬스 장비업체, 통신업체 등과 력이 힘든 상황

․ 행법상 건강 리회사 는 통신업체가 고객을 유치하여 해당 주치의

를 소개·알선하는 행 는 불법(의료서비스의 알선ㆍ 재 지 조항)

- 재 원격지의 의료인이 화상으로 환자에게 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도 불법으로 규정( 지 의료인에게 의료지식 는 기술을 지원한 경우에

만 합법으로 인정)

- 원격진료의사, 건강 리사 등 제반 유헬스 인력에 한 자격요건과 역할

에 한 규정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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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헬스 장비  통신의 장애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도 유헬스 활성화에 걸림돌

□ 정부 주도의 건강정보의 표 화도 필요

- 개인별 평생 자의무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을 해서는 병원간 

환자의 건강정보가 상호 연동이 되도록 건강정보표 화가 이루어져야 함

- 미국, 일본, EU 등은 정부 주도하에 건강정보 표준화를 진행 중

․일본은 2001년부터 의료기  정보표 화 작업을 국가단 에서 추진 

유헬스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에서 극 으로 흡수

□ 정부는 홈&모바일 헬스 어群 서비스를 노인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재

정 감의 수단으로 활용 

- 국민건강보험이 원격 환자모니터링서비스를 건강보험 여에 포함함으로

써 재정 감과 유헬스 활성화를 유도해야 함

ㆍ유헬스서비스 비용을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면, 개인이 리는 순편익(편

익-비용)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헬스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상

됨(제3장 비용-편익분석 참조)

- u-Hospital群은 정부보다는 의료기 에서, 웰니스群은 민간기업(민간보험

사 포함)에서 각각 주도력을 발휘하도록 정부는 조세감세 등 측면지원

ㆍ웰니스群은 필수 인 의료서비스의 성격보다는 부가 인 건강 리서비

스로서의 특성이 강함으로 정부의 극  역할은 시 하지 않음

□ 홈&모바일 헬스 어群 서비스를 국민 1인 주치의제도를 확립하는 기회로 

이용

- 유헬스를 통해 본인의 평생 건강 리자로서 주치의를 둠으로써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이는 등 의료이용의 효율성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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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치의는 해당 환자의 의료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하여 리함으로

써 효율 인 의료상담  조언을 제공

- 지속 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에게 주치의제도는 더욱 효과

국내 기업과 의료기 은 유헬스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

□ 유헬스 기기  솔루션업체는 센싱기술의 정확도  편리성 향상과 환자

의 생체  건강정보를 분석하는 문가시스템 개발에 주력

- 센싱기술의 정확도 제고와 함께 측정방법도 보다 다양해질 필요가 있으

며, 장차 '측정' 조차 불필요한 측정기술이 요구

․1단계로는 채 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침습 기술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침 , 변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측정하는 기술까지 발 하여야 함

- 문가시스템은 건강 리회사 는 의료기  등이 건강정보DB를 운 하

기 해서 반드시 필요한 소 트웨어

․ 송된 환자의 생체정보를 DB에 장된 기존 생체정보와 비교분석하여 

환자의 이상징후를 발견

□ 국내 기업은 유헬스 사업군별로 다양한 진출 략이 필요

- 국내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병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국

내시장에서 축 된 u-Hospital 경쟁력을 활용해 해외시장도 극 개척

- 홈&모바일 헬스 어群의 경우 국내보다는 의료비 감을 해 유헬스 

서비스를 극 도입하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시장을 극 공략

ㆍ효과 인 해외진출을 해선 지 유헬스사업자와 략  제휴를 체결

하는 것도 좋은 방안

- 국내 민간보험사는 웰니스群 서비스 등을 건강보험 상품에 포함시켜 가

입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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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진출전략 사업파트너

u-Hospital群 국내, 해외시장 동시 개척 국내 병원

홈&모바일 헬스케어群 기기수출(단기),  
기기 및 솔루션 수출(장기) 해외 솔루션사업자

웰니스群 국내시장 집중 국내 민간보험사

사업별 진출전략

□ 의료기 도 통합 u-Hospital망 구축, 유헬스사업자와 략  제휴 등에서  

주도력을 발휘해야 할 시

- 형병원을 심으로 병ㆍ의원, 요양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건강

리서비스를 하나의 u-Hospital 서비스망으로 연결하여 종합  의료서비

스 제공

ㆍ의원  의료기 도 형병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원격진료 등의 

력을 활성화하여 경 난을 타개해야 할 시

- 의료기 은 이제 의료서비스 이외 유헬스 기기  솔루션 사업에 극 

참여하여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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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헬스의 개념  배경

1. 정의  범

“언제나,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

□ 유헬스(u-Health)란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산업에 목함으로써 “언제나,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건강 리  의료서비스를 지칭

- 의료이용의 편리성과 의료공 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해 유무선 네트워

킹 등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산업에 용한 것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마크 와이 가 1993년 “유비쿼터스컴퓨 ”3)이

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유시티(u-City)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 환자의 질병을 원격으로 리하는 서비스에서부터 일반인의 건강을 유

지․향상하는 서비스까지 포

- 한, 병원 내 환자치료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해 도입된 유헬

스기기  솔루션도 유헬스의 주요 역

․의사, 간호사 등 의료제공자가 PDA를 이용하여 환자의 건강정보를 언

제 어디서나 조회하는 병원의 모바일화도 유헬스의 하나

□ 유헬스는 개인의 생체신호  건강정보의 측정  송 → 분석  피드

백의 과정으로 구성

- 당, 압 등 개인의 생체신호  건강정보를 측정(sensing)해 건강 리

회사나 의료기 이 운 하는 건강정보시스템으로 송

3)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가 사람, 사물, 환경 속으로 스며들고 서로 연결되어, 언제 어디서나 컴퓨 을 구

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함 (김재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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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보시스템(건강정보․생체정보 DB를 포함)은 송된 정보의 패턴을 

분석해 당사자 는 주치의에게 통보

․ 문 인 의료서비스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건강 리회사의 건강 리사

(Care manager)가 개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리

- 건강 리사나 주치의는 상 고객에 해 원격으로 건강 리  의료 서

비스를 제공

유헬스 흐름도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 유헬스산업은 원격진료 등 유헬스서비스를 직  제공하는 서비스부문과 

생체정보의 센싱과 송을 한 장비  솔루션부문으로 구성

- 의료기  외에도 건강 리회사, 가정간호기 4), 통신업체 등 다양한 사업

자가 유헬스서비스 제공에 참여

․유무선통신을 통해 달되는 유헬스서비스는 통신업체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

4) 가정간호기 은 문 가정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간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

로 하는 의료기 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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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 당 등 환자의 생체정보를 정확하면서 간편하게 측정하기 해 제

어계측기술을 유헬스기기 개발에 극 으로 이용

․ 를 들어 환자의 건강정보를 취득하기 해 제어계측기술을 응용하여 

재택환자의 침 , 변기 등에 측정센서를 설치

2. 유헬스의 의미

의료서비스가 시․공간 으로 확

□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이 의료기  내에서 가정, 피트니스클럽, 길

거리 등 실생활 역으로 연장(공간  확 )

- 유무선 통신기술의 발 으로 어디서나 의사와 건강상담  진료가 가능 

․가정  실버타운에서 PC, TV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

- 이동 에도 환자의 심 도  압 등을 측정하는 센싱기술의 발 으로 

의료서비스 공간이 속히 확

․환자의 이동 에도 심박, 칼로리소모량, 운동량 등을 측정해 건강 리

회사나 주치의의 건강정보 DB에 송이 가능

□ 의료서비스가 단발성 질병치료에서 평생치료 개념으로 확 (시간  확 )

- 개인의 건강정보가  생애에 걸쳐 축 됨에 따라 개인별 맞춤서비스  

방서비스가 가능

․개인의 건강정보를 평생 기록하는 EHR(Electronic Health Record)을 통

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시계열 으로 찰하는 것이 가능

․질병의 진행추이에 따라 병원 내 서비스뿐만 아니라 재택서비스 등 다

양한 원격서비스를 제공

- 특히 만성질환자의 상태를 24시간 지속 으로 원격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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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 집 인 의료서비스를 받는 성질환자5)와 달리 장기간에 

걸친 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에게는 재택진료가 더욱 경제

유헬스의 의미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다양한 의료서비스 공 자와 소비자가 유헬스산업에 참여

□ 유헬스산업에 통 인 의료기  이외에도 건강 리회사 등 다양한 사업

자가 참여

- 환자와 주치의를 연결해 주는 건강 리회사의 역할이 증

․ 문 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없는 환자에게는 건강정보 DB를 리

하는 건강 리사(Care Manager)가 직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의사 

인건비 감이 가능

5) 고 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와 비되는 개념으로 시 하고 문 인 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질환( , 맹장염 등 외과수술이 필요한 질환)을 가진 환자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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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유헬스 기기 제조업체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하드웨어 으로 제공

□ 의료서비스 소비자도 환자에 국한되지 않고, 극 인 질병 방행 를 

통해 건강증진을 추구하려는 일반고객으로까지 확

- 소득수 의 향상과 질병패턴의 변화로 소비자가 성질환자 → 만성질환

자 → 건강증진자로 차 확

- 의료기  밖에서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 으

로 소비자의 확 가 더욱 용이

3. 유헬스의 등장 배경

정부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감 필요성이 증가

□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비 부담이 지속 으로 확

-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한 의료비가 국민건강보험 지출의 26.8%6)를 차

지

․국민건강보험의 노인의료비 비 : 18.0%(2000년) → 26.8%(2006년)

- 당뇨, 고 압 등 만성질환에 한 의료비 지출이 격히 증가

․당뇨환자에 한 국민건강보험 지출액: 1,827억원(2000년) → 3,048억원

(2005년)7)

□ 지속 인 의료비 상승은 사회 체에 큰 부담

- 국민의료비8)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을 지속 으로 상회하여 주요 선진국

6)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건강보험통계연보』, 2007.

7)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건강보험통계연보』, 2006.

8) 국민의료비란 경제주체인 개인, 가계, 정부가 1년간 소비 는 생산한 의료서비스의 총량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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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료비는 자국 경제에서 큰 비 을 차지

․GDP 비 국민의료비(2004년 기 ) : 미국(15.3%), 랑스(10.5%), 캐나

다(9.9%)

-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료비를 억제하기 해 각국은 렴하면서도 치료 

효과가 큰 의료서비스를 극 도입 

․고가의 입원비를 약하기 해 환자의 조기퇴원을 유도하고, 신 환자 

가정에 원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가 차 확

주요국 국민의료비 현황(2004년)
                                                                  (단 : %, 십억달러)

  

미국 국 독일 랑스 캐나다 일본 한국

국민의료비 성장률*

(GDP 성장률)
6.8
(5.2)

7.3
(5.5)

3.6
(2.5)

5.0
(3.6)

5.8
(5.3)

2.4
(0.3)

11.3
(8.6)

GDP 비
국민의료비 비

15.3 8.3 10.9 10.5 9.9 8.0 5.6

국민의료비 규모 1,792 175 264 215 97 344 38

    주: * 10년(1994～2004년) 간 연평균 성장률. 단, 국, 독일, 일본은 1993～2003년 연평

균 성장률.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006』, 2006.

소비자: 편리한 의료서비스이용에 한 요구가 증

□ 사회․경제 인 여건 변화로 소비자의 의료비 지출과 의료기  방문이 

지속 으로 증가

- 소득의 증가와 건강에 한 심증  등으로 지난 10년간 1인당 의료소

비가 약 3배 증가

․1인당 의료소비: 33만원(1994년) → 90만원(2004년)9)

-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인 여확 로 국민들의 의료기  이용도 계속 증

가10)

9) OECD, 『OECD Health Data 20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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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 외래방문일수 : 10.8일(2000년) → 14.7일(2006년)

․1인당 연간 입원일수 : 0.88일(2000년) → 1.33일(2006년)

□ 소비자도 과거 수동 인 환자에서 극 인 소비주체로 변신 

- 소비자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최근 격하게 성장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국내에 2005년 재 852개11)

․매일 8백만 미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찾고 있으며, 그  약 

53%는 실생활에서 이들 정보를 활용12)

- 의료 고의 면  허용으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더욱 충족될 망

․2007년 4월부터 허 ㆍ과 고, 소비자의 혹 고 등 일부 지항목을 

제외한 모든 의료 고가 허용된 상태

□ 의료이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병원 내 의료서비스에 한 만족도는 낮은 

상태

- 긴 기시간과 짧은 진료시간으로 인해 병원서비스에 한 환자들의 불

만은 높음

․의료서비스에 한 국내소비자의 만족도는 선진국에 비해 반 으로 

낮음13)

- 반면 가정간호서비스에 한 높은 만족도는 재택환자를 상으로 유헬스

서비스가 확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

․국내 재택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가정간호서비스에 한 만족도는 약 

80～90 (100  기 ) 수 14)

10) 국민건강보험공단(2007)

11) 정 철 외, 『국내 e-Health 발 에 따른 정책 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12) 디지털타임스, “퓨 인터넷 & 아메리카 라이  로젝트”, 2007.2.28.

13) Institute for Industry Policy Studies, 『Competitiveness research 2005 report』 2005. 

14) Kwon. Y. et al., 『Discovery of Potential Home Health Care Diseases in Korea』, Samsung 

Healthcare Research Institut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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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자: 병원에 구축된 IT인 라의 효과극 화를 해

□ 과거 차트  필름에 기록하 던 환자의 건강정보를 디지털로 기록․ 장

- 환자의 건강정보를 자 으로 기록하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PACS(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15) 등 병원 

내 정보화가 상당 수  진

․국내 병원의 정보화 정도(2005년 기 ): EMR(21%), PACS(47%)16)

- 의사의 처방  진단이 컴퓨터로 간호사와 지원 부서에 곧바로 달되는 

자처방시스템(Order Communication System, OCS)으로 병원의 의료정

보화가 더욱 진

․국내 병원의 OCS 도입율은 76%(2005년 기 )

병원 내 의료정보화 정도

한국 미국

EMR 21% 32%

PACS 47% 36%

OCS 76% 17%

  주: 한국은 2005년 기 , 미국은 2004년 기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  정보화 실태조사 보고서』, 2005.

        Fonkych. K. et al., 『The State and Pattern of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Adoption』, RAND, 2005.

□ 의료기  내 정보화를 통해 의료비 감이 가능

- 최근 미국 병원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료기  내 정보화를 

통해 사회  비용이 연간 400억달러 감17)되는 것으로 추정

․입원환자의 조기퇴원18)과 간호사의 생산성 향상 등으로 사회가 부담하

15) X-ray, CT 등으로 촬 한 상을 필름 신 컴퓨터에 장하여 송ㆍ 독하는 시스템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  정보화 실태조사 보고서』, 2005.

17) Girosi, F. et al., 『Extrapolating Evidence of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Saving and Costs』, 

RAND, 2005

18) 조기퇴원하여 입원서비스 신 가정간호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의료비가 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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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료비용이 감

- 반면, 병원 내 EMR, PACS, OCS 등 정보화구축을 해 소요된 연간비

용은 65억달러19)로 추정되어 사회가 감하는 순편익은 연간 335억달러

․335억달러(순편익) = 400억달러( 감분) - 65억달러(구축비용)

□ 병원 내 정보화로 병원 간 는 병원과 재택환자 간 건강정보 송수신의 

기반이 조성

- 가정이나 실버타운 등에서 요양을 하는 재택환자의 건강정보를 병원과  

송수신하기 해서는 병원 내 정보화가 필수

- 병원 내 정보화로 환자의 검사  치료결과가 산화되어 병원 간 환자

이송이 더욱 용이

- 한국은 무선정보통신 인 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유헬스서비스 이용  

제공이 더욱 유리

․ 고속인터넷 가입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 이며, 이용비용이 렴

19) 미국 내 모든 병원이 EMR, PACS, OCS 등을 구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임(Girosi,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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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유헬스 동향

1. 유헬스 련사업의 유형

□ 아직까지 체계 인 유헬스 련사업 유형분류가 부재

- 도서벽지 등 의료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환자를 상으로 원격진료를 제

공하는 것을 주요 유헬스 사업으로 간주하는 소한 이 부분20)

- EMR( 자의무기록), OCS( 자처방시스템) 등 병원 내 의료정보화만을 

유헬스 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제한  시각이 존재

․병원 내 의료정보화의 주된 목 은 병원의 경 효율화

□ 유헬스 련사업은 서비스 성격과 기술의 이용자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

-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헬스 어(Healthcare)형과 웰니스

(Wellness)형으로 분류

․헬스 어형 : 통 의료분야로서 질병의 치료에 

․웰니스형 : 건강의 유지  향상(Promotion)을 해 제공되는 서비스

- 헬스 어형은 유비쿼터스 IT 기술의 이용자를 기 으로 u-Hospital群(병

원․의원용)과 홈&모바일 헬스 어群(개인용)으로 분류

- 웰니스群은 병원과 같은 형기 이 존재하지 않아 기술 이용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개인과 기  모두 동일 유형으로 간주

20) 정 철(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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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헬스 관련 사업의 유형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 유헬스 련사업은 u-Hospital群에서 홈&모바일 헬스 어群  웰니스群

으로 확장될 것으로 상

- 기 구축된 의료정보화를 바탕으로 u-Hospital群 사업이 확 되어 의료서

비스 이용의 편리성과 병원 리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망

․무선통신과 비 식 인식시스템인 RFID21)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역 

확  

- u-Hospital群의 사업확 는 만성질환자를 원격 리하는 홈&모바일 헬스

어群  일반인의 건강 유지  향상에 을 둔 웰니스群 사업을 

진

․재택환자  일반인을 상으로 원격 리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병원 내 정보화가 선행요건

2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각종 물품에 소형 칩을 부착해 사물의 정보를 무선주 수로 

송·처리하는 것으로 기존의 바코드와 달리 직  이나 스캐닝이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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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Hospital群 

유비쿼터스 병원 출 과 의료기간 간 네트워킹 확

□ 무선통신, RFID 등을 이용해 언제나 어디서나 진료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병원이 차 출

- 병원 내 IT시스템 도입으로 의료정보화가 더욱 확 되고, 모바일 병원도 

확산

․미국의 경우 병원의 의료정보화 련 시장규모는 2005년 164억달러에서 

2011년에는 347억달러로 확 (2005～2011년 연평균 증가율 13.4%)22)

․2003년 ‘Mobile Hospital’ 시스템을 도입한 삼성서울병원은 PDA폰을 통

해 국 어디서든 환자정보와 상 이미지의 조회가 가능

- RFID가 환자, 의약품, 병실 등에 부착되어 의료서비스의 오류를 막고 속

도도 개선

․인텔은 필립스와 함께 'Clinical Mobile Assistant'라는 RFID 인식기가 

내장된 병원용 모바일기기를 공

인텔/필립스의 Clinical Mobile Assistant

      

- 스마트카드를 이용해 개인별 건강정보, 약, 수납, 처방 기록을 리

22) BCC Research,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s", 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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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세브란스 고객지원 시스템

 ▷ 세브란스병원은 스마트 카드 기능을 탑재한 진료카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원내 서비스와 원외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 주차장서비스: 주차장 입구를 통과시 고객 정보를 센싱하여 주차 시간을 

     입력하고 '병원정보시스템'에 등원체크

   - 도우미 KIOSK: 진료일정, 병실위치ㆍ주차위치 등을 안내

   - 원외 서비스 : 온라인 증명서 발급 및 내원정보 조회

2005년 2006년 2011년

병 원 8.6 9.5 16.8

의원·가정간호·요양시설·호스피스 7.7 8.9 17.8

□ 형병원과 의원 간 네트워킹을 통한 원격진료도 확 될 망

- 의료정보화의 축이 형병원에서 소형 의료기 으로 이동

․ 재는 형병원이 의료정보화 시장을 주도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의

원·가정간호·요양시설·호스피스 부문의 정보화 시장이 더욱 커질 망

미국의 의료정보화 시장 현황 및 전망

(단 : 십억달러)

자료: BCC Research,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s", 2006.9.

- 형병원과 네트워킹된 의원에서 문의를 연결해 진료를 받는 '의원형 

원격진료' 서비스가 '재택형 원격진료' 서비스보다 더 빨리 성장할 것으

로 상

․값비싼 화상회의  원격진료 시스템을 집집마다 구축하는 것보다 의원

에 구축하는 것이 훨씬 경제

병원의 모바일화로 편리한 의료서비스가 출

□ 온라인  모바일로 건강상담  자처방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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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는 2007년 1월부터 GC헬스 어와 제휴를 맺고 의사와 통화하며 건강

에 해 자문을 구하는 ‘U헬스 건강상담’ 서비스 제공

․소 트웨어가 자동 으로 환자의 일정에 맞추어 병원  의사를 약해

주는 ‘지능형 약 리 에이 트’ 서비스도 등장 가능

- 휴 폰 인증을 사용해 자처방 을 유무선 통신서비스로 제공받고, 우편

으로 는 가까운 약국에서 편리한 시간에 약을 수령

□ 원격지 등 의료 소외지역에 이동형 병원이 의료서비스를 제공

- 의료기기의 소형화로 CT, MRI 등 고성능 의료기기가 이동 차량에 탑재

되어 병원 이외 지역에서도 정 진단 서비스 제공이 가능

․소노사이트(Sonosite)社는 일반 소비자를 상으로 한 휴 용( 량 3～8 

운드) 음 진단기를 개발

소노사이트社의 다양한 휴대용 초음파진단기

   

  자료 : www.sonosite.com

3. 홈&모바일 헬스 어群

 노인  만성질환자 심으로 성장

□ 환자의 압, 맥박, 당 등 생체  건강정보를 병원 외부에서 측정하고 



유헬스(u-Health)의 경제  효과와 성장 략

삼성경제연구소 15

운동ㆍ식이ㆍ투약 등 원격서비스를 제공하며 질병을 지속 으로 리

- 가정에서 측정한 생체신호를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앙의 데이터센터

로 송하며 장기간에 걸쳐 데이터를 축

- 데이터센터에서는 건강 리사들이 24시간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발생한 환자에게는 가정간호사 견  주치의 서비스 제공

□ 주요 로벌기업들도 만성질환자를 상으로 한 홈&모바일 헬스 어群 

사업에 극 으로 진출하는 추세

- 필립스는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환자를 해 TV를 이용한 

맞춤형 건강 리서비스인 'Motiva'를 출시

․필립스는 2006년 반도체사업을 매각하고, 헬스 어  라이트스타일 분

야에 집 하겠다는 략을 발표

․필립스의 의료부문 매출 비 : 6.7%(2001년) → 10.1%(2006년)23)

TV를 활용한 필립스 Motiva 서비스

   

   자료: 필립스 홈페이지(http://www.medical.philips.com/main/products/telemonitoring)

- 인텔은 2005년 ‘Digital Health' 사업부를 신설하고 홈 헬스 어 등 디지

털 헬스분야에 시범 으로 진출

23) Philips, "Annual Report 20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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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특징

필립스

 - Lifeline System社를 인수하며 홈 어 사업 확

 - 최근 Motiva라는 로드밴드 TV기반의 양방향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니웰(Honeywell)

 - FDA 의료기기 승인을 받은 원격모니터링 제품과

   지역 홈 헬스 어 기 들을 국 으로 네트워킹한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

 - 하니웰의 홈 보안서비스와 같이 제공되기도 함

바이테리온(Viterion)

 - 바이엘(Bayer)과 나소닉의 조인트벤처 기업

 - 바이엘의 의료지식과 나소닉의 기술을 결합해 

   만성질환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개발

․모트(Motes)라 불리는 소형 무선센서를 칫솔, 신발, 커피잔 등에 부착해 

노인들의 행동정보와 건강정보를 수집24)

- 하니웰(Honeywell)은 홈메드(HomMed)를 인수하여 원격 홈 헬스 어 사

업 진출

주요 서비스ㆍ기기 사업자: 원격 홈 헬스케어 분야

자료: British Columbia Institute of Technology 2006.

□ 한국에서는 모바일 부문부터 만성질환 리 서비스가 도입 

- 헬스피아, 이수유비 어 등의 회사는 당뇨환자의 당 등을 측정하여 휴

폰으로 송

․ 를 들어 당뇨환자가 당을 측정하고 휴 화로 건강정보DB에 데이

터를 송하면 분석 결과를 환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식

24) www.intel.com/research/exploratory/digital_hom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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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당뇨수치 측정 서비스
                                                       

 ▷ 환자가 휴대전화에 외장형 혈당측정기기를 연결한 뒤

    채혈침으로 얻은 혈액을 일회용 스트립에 묻혀 측정기에

    꽂으면 휴대전화 화면에 혈당치가 뜨고 이 정보가

    주치의에게 전송되어 처방 제공

  - 헬스피아는 2004년 당뇨폰을 처음 출시하였고, 2005년에는 

    일반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혈당측정기기 `글루코플러스`를 시판

  - KT는 2006년 당뇨환자와 고혈압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실시한 후, 

    2007년에 수요가 큰 혈당분야부터 상용화 시작 (http://uhealth.bizmeka.com)

  - 이수유비케어 '엠닥터'서비스는 혈당 정보를 가까운 지역주치의와 연계하여 

    핸드폰만을 통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범서비스를 진행

- 일부 형병원에서 만성질환자를 상으로 유헬스 시범사업을 진행 

․고려 학교 안암병원, 가천의과학 학교 길병원, 분당서울 병원, 카톨릭

의료원 강남성모병원 등이 유헬스 련 연구사업  시범서비스 수행

□ 응 구호 서비스  소외지역/소외환자에 한 공공의료 제공

- 사람의 움직임이 없거나 생체신호에 이상이 발생 시에 응 의료진이 

GPS와 연계하여 긴  출동

- 노인들의 치정보를 악하여 치매노인을 효과 으로 보호

․일정 구역을 벗어난 경우 자동으로 보호자  가족에게 통지

- 의료 소외지역에 이동건강 진료센터를 견하여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측

정하여 송하고, 이상수치 발생 환자에 한 보건소 방문 유도

국내 홈&모바일 헬스 어群 시장은 1.2～2조원(2012년)으로 추정

□ 국내의 주요 만성질환자는 2005년 기 으로 약 1천2백만 명으로 추산 



유헬스(u-Health)의 경제  효과와 성장 략

삼성경제연구소 18

만성질환병명 환자수(1,000명) 비고

고혈압 4,465

 1차 유헬스 만성질환군

당뇨 1,767

천식* 997

심혈관질환** 563

소계 7,793

관절염 3,527

 2차 유헬스 만성질환군
고지혈증 879

뇌졸중 494

소계 4,900

합계 12,693  체 유헬스 만성질환군

- 환자의 당, 압, 심 도 등을 지속 으로 측정해야 하는 고 압, 당뇨, 

천식, 심 질환 등을 1차 유헬스 만성질환군으로 가정

․1차 유헬스 만성질환군은 7백 7십만명

- 한편, 의사의 지속 인 상담과 찰이 필요한 염, 고지 증, 뇌졸  

등을 2차 유헬스 만성질환군으로 가정

․2차 유헬스 만성질환군은 4백 9십만명

국내 주요 만성질환자수(2005년)

주: * 천식환자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자를 포함. 

   ** 심 질환자는 심근경색과 심증환자로 구성

자료: 환자수는 보건복지부(2006), 『국민건강․ 양조사 제3기 성인이환』에 발표된 질환별 

유병율을 이용하여 재 추계

□ 한국의 홈&모바일 헬스 어群 시장규모는 2012년에 최소 1.2조원에서 최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잠재수요기 )

- 고 압 환자 6,926억원, 당뇨 2,741억원 등 만성질환자의 유헬스 시장규모

는 약 2조원으로 측(2012년 기 )

․시장규모 = 환자수 × 유헬스 비용(연간 33만원) × 유헬스 상이용률

(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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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병명 시장규모(억원) 주요 측정  서비스 항목

고혈압 6,926 혈압, 체중

당뇨 2,741 혈당, 혈압, 체중

천식* 1,545 호흡, 폐기능, 체중

심혈관질환** 874 심전도, 심박, 혈압

소계 12,086

관절염 5,470 재활 및 약물상담

고지혈증 1,363 혈액, 식이상담

뇌졸중 766 재활 및 간병인서비스

소계 7,599

합계 19,685

- 생체  건강정보를 측정하는 센싱기술의 발 으로 더욱 편리하게 유헬

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시장규모는 더욱 확 될 것으로 상됨

․잠재 시장규모는 만성질환자  약 47%만(2012년 기 )이 유헬스서비스

를 이용한다는 가정에 근거

한국의 홈&모바일 헬스케어群 시장규모(2012년)

주: 보건복지부(2006), 『국민건강․ 양조사 제3기 성인이환』에 발표된 환자수와 유헬스 

상이용률(지경용, 2006)을 이용해 추산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미국 시장도 2012년부터 높은 성장이 상됨

□ 미국에서도 만성질환자를 주된 상으로 하는 홈&모바일 헬스 어群 시

장이 성장할 망

- 미국의 홈&모바일 헬스 어群시장은 2006년 9.7억달러에서 2010년 57억

달러, 2015년 336억달러로 성장할 망

․홈&모바일 헬스 어群 서비스는 제한된 산을 받는 노인 보호시설에 

리 보  가능

25) 유헬스 상이용률은 지경용 외(2006), "u-Health 시장 망과 기 효과", 한국 자통신연구원의 설문조

사 결과를 이용. 유헬스 연간비용은 미국의 원격 환자모니터링 평균 장비임 료(www.hommed.com)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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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는 세계 인 추세이므로 홈&모바일 헬스 어

群의 세계 시장규모도 성장할 것으로 상

․세계 주요 만성질환자 규모 : 당뇨(2억 5천만명), 고 압(10억만명), 천식

(3억만명) 등26)

미국의 홈&모바일 헬스케어群 시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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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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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달 러 )

자료: Forrester Research, "Who Pays for Healthcare Unbound?", 2004.

4.  웰니스(Wellness)群 

가정  이동공간에서 일반인의 건강증진을 도모

□ 언제 어디서나 운동량을 지속 으로 측정하고 리

- 다양한 동작감지 센서를 사용하여 운동량을 측정하고, 온라인  모바일

을 사용해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맞춘 트 이닝 로그램을 제시

26) Diabetes Federation, "Diabetes Atlas Third Edition", 2006.;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he Seventh Report of the Joint National Committe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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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iPod Sport Kit
                                                       

 ▷ 나이키와 애플이 제휴해 2006년 7월 미국에서 발매한 'Nike+iPod Sport Kit'
     는 왼쪽 신발 바닥에 센서를 장착해 사용자의 주행상황을 측정하여 
     iPod nano의 디스플레이로 표시

 ▷ Nike+Experience'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주행 이력을 분석하거나 
    50명까지의 주행 이력을 보고 비교할 수 있으며, 주행에 맞는 음악을 추천

                                          
자료 : http://www.apple.com/ipod/nike/

- 코나미 스포츠 & 라이 는 피트니스클럽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야외에

서의 운동량도 통합 리하여 최 의 운동 로그램을 제안

․팔에 부착한 RFID 태그로 사용자를 인식해 개인별 운동량을 측정하고, 

측정데이터를 운동기기와 연결된 서버로 송신

․야외나 가정에서의 운동량은 만보계에 기록되고, 만보계를 가정의 PC나 

피트니스클럽의 기기에 속하면 서버에 데이터가 기록

□ 스트 스  다이어트 등도 휴 화를 통해 리

- 휴 화로 스트 스지수, 자율신경 평형도 등을 측정하여 음악치료ㆍ운

동요법ㆍ심리치료 문가의 문자상담과 스트 스를 풀 수 있는 게임ㆍ동

상 등 콘텐츠 제공

- 다이어폰을 통해 자신의 운동량과 체지방을 측정해 다이어트 교육, 식이

요법, 운동요법 등에 한 문가 상담을 실시간 제공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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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시타의 쾌면시스템

 ▷ 마쓰시타전공은 조명, 침대, 공조, AV 등 10가지 가전을 통합 제어하여
    쾌적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쾌면 시스템'을 2006년 4월에 출시
   - 침대 밑에 있는 접촉 수면센서로 수면자의 동작이나 심박신호를 
     계측/분석하여 쾌적한 수면이 가능하도록 가전기기, 공조, 조명 등을 제어
   - 꾸벅꾸벅하는 상태를 감지하면 소등하거나 AV 기기의 음량을 서서히 낮춤
   - 기상시에는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면서 새소리나 개울물 소리가 들림

․foodconsultant.co.kr 사이트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카메라폰으로 어

서 업로드하면 식습 에 한 조언과 가정에 있는 음식재료로 구성된 

개인맞춤형다이어트 식단을 제공

□ 가정에 건강 증진을 한 다양한 제품ㆍ솔루션의 보 이 확

- 물, 공기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솔루션과 홈헬스 어 시스템 등 질병을 

방하고 건강을 리하는 솔루션의 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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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용-편익분석

1. 개요

□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은 특정 사업  서비스에 해 비

용과 편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경제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론

- 희소한 자원을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해 투입 비 산출(편익)의 개념

으로 특정사업  서비스를 평가

-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  27)에서의 비용과 편익을 화폐단

로 측정하여 사회  순편익을 도출

․사회  순편익 = 사회  편익 - 사회  비용

□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성평가(Economic evaluation) 방법의 하나

- 경제성평가란 서로 다른 몇 가지 안을 비용과 효과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가장 효율 인 안을 선택하는 방법

․ 를 들면,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해 ‘의료비지원’과 ‘보건소설립’  비

용 비 효과(편익)가 더욱 큰 안을 선택

- 경제성평가는 결과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용-효과분석과 비용-편익

분석으로 별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인 ‘사망률 감소’를 결과지표로 이용하면 비용-효과

분석이 되며, ‘사망률 감소’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결과지표로 이용하면 

비용-편익분석이 됨

27) 사회  이란 모든 경제주체(개인, 기업, 정부 등)가 특정 사업의 시행으로 부담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는 것을 말함. 한편, 정부의 이란 특정사업의 시행으로 정부에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만을 산출하는 것을 이름



유헬스(u-Health)의 경제  효과와 성장 략

삼성경제연구소 24

경제성평가 개념도 및 종류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2. 편익 분석

국민건강보험지출과 환자 본인부담  감 등의 편익이 발생

□ 노인환자에 한 원격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건강보험지출이 

감되는 사회  편익이 발생

- 재택환자의 당, 압 등을 주치의  의료기 이 원격 리함으로써 환

자의 건강이 향상되어 불필요한 외래방문  입원이 감소

- 국민건강보험의 연간 노인의료비 5.6조원(2006년 기 )  1.5조원을 

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

․원격 환자모니터링을 통해 만성병 환자의 의료비를 27% 감28)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이용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감분 : 1.5조원 = 5.6조원 × 0.27

28) Johnston B. et al. (2000), "Outcomes of the Kaiser Permanente Tele-Home Health Research 

Project", Arch Fam Med, Vol 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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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환자모니터링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절감효과(2006년)

  주: 1.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2007), 

       『2006 건강보험통계연보』자료를 사용

     2. 의료비 감률은 Johnston B. et al. (2000), "Outcomes of the Kaiser  

        Permanente Tele-Home Health Research Project"의 연구결과를 활용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 환자가 의료기간을 이용할 때 직  지불하는 본인부담 이 감되는 등 

환자측면에서도 편익이 발생

-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의료기 에 지불하는 본인부담 은 약 4.3조원으로 

추정

․ 체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지 액과 환자의 본인부담  비 이 각각 

56.4%와 43.6%29)인 을 고려하여 환자의 본인부담 을 4.3조원으로 추

정

․65세 이상 노인환자 본인부담  : 4.3조원 = 5.6조원 × (43.6/56.4)

- 노인환자의 본인부담  4.3조원  27%30)인 1.16조원의 감 상

29) 김정희 외,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진료비 실태조사”, 건강보험포럼 제4권 2호, 2005. 

30) Johnston B. et al.(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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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의료기  방문교통비 감분

1,350억원 =    8,349원    (1인당 의료기 방문 왕복 교통비) 

                × 14.7회     (연간 의료기  이용회수)

                × 27%       (의료기 이용 감효과)

                × 4,073,135명 (65세 이상 노인환자수)

․원격 환자모니터링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감비율인 27%를 

환자의 본인부담 에도 동일하게 용

․환자의 본인부담  감분 : 1.16조원 = 4.3조원 × 0.27

□ 원격 환자모니터링을 통한 의료기  이용 감소는 교통비 1,350억원이 

감되는 효과도 동반

- 원격 환자모니터링으로 연간 의료기  이용 14.7회31)  약 4회가 감소

․연간 의료기 이용 감소분 : 4회 = 14.7회(연간 의료기 이용회수) × 

0.27(의료기 이용 감효과)32)

- 보건복지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의료기 을 방문할 때 왕복

교통비로 8,349원33)을 지출

□ 노인환자에 한 원격 모니터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총편익은 2조8천억원

(2006년 기 )으로 추정

- 원격 환자모니터링으로 상되는 환자의 만족도 증가, 삶의 질 향상34) 등

제반 편익을 모두 포함하지 않은 보수 인 추계로서, 이들을 포함한다면 

사회  총편익은 더욱 클 것으로 상

31) 국민건강보험공단(2007)

32) Johnston B. et al.(2000)

33)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양조사 제3기 의료이용』, 2006.

34) Celler, B. et al.,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chronic diseases",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79(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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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편익(억원) 비  (%)

국민건강보험 감분 15,120  53.7

환자본인부담  감분 11,689  41.5

교통비 감분 1,350  4.8

합계 28,159  100.0

- 사회  총편익  국민건강보험이 리는 편익이 과반수 이상(53.7%)을 

차지

원격 환자모니터링의 사회적 편익(2006년)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3. 비용 분석

원격 의료장비구입으로 1.3조원의 사회  비용이 발생

□ 원격 환자모니터링을 노인환자의 각 가정에 구축하기 해서는 제반 원

격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필요

- 당, 압 등을 측정하는 센싱기기와 측정한 생체정보를 송하는 장비 

등에 비용이 발생

- 원격 모니터링서비스를 한 장비임 료는 연간 332,500원 수

․연간 장비임 료는 미국 하니웰이 공 하고 있는 원격 환자모니터링장

비(3,325,000원)35)를 기 으로, 이를 10년간 감가상각하여 산출

․연간 장비임 료 : 332,500원 = 3,325,000원 / 10년

35) 장비가격은 미국 하니웰이 공 하고 있는 원격 환자모니터링 장비가격 $3,500을 기  환율(950원/달

러)로 환산한 가격(www.hom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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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A) 비용(B) 순편익(A-B)
순편익 효과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비

국민의료비
비

28,159 13,543 14,616 7.0% 2.9%

□ 노인환자를 한 원격 환자모니터링의 사회  비용은 1.35조원으로 추정

- 65세 이상 노인인구 모두가 원격 모니터링장비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 

비용을 산출

․사회  비용 : 1.35조원 = 4,073,135명(노인인구) × 332,500원(연간 장비

임 료)

- 원격 환자모니터링에 한 사회내 비용부담자는 노인환자,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정부 등 다양하게 존재

․환자가 직 구입하거나, 국민건강보험이 원격 모니터링서비스를 보험

여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비용부담 방법이 가능

4. 비용-편익분석

1.4조원의 사회  후생 증가

□ 원격 환자모니터링으로 사회  후생(사회  순편익)이 약 1.4조원 증가

- 사회  순편익 1.4조원은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20.9조(2006년 기 )의  

7%, 국민의료비 50.5조36)(2006년 기 )의 2.9%에 상당하는 액

- 노인환자를 상으로 하는 원격 모니터링만으로도 높은 사회  후생증

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결과

원격 환자모니터링의 비용-편익분석(2006년)

(단 : 억원)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36) 지난 20년간(1984～2004년)의 국내 국민의료비를 바탕으로 삼성경제연구소가 추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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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원격 환자모니터링 련 비용을 환자가 으로 부담하면 환자

의 순편익은 마이 스

- 원격 환자모니터링으로 인해 환자의 본인부담 이 1.1조 감되는 반면, 

장비구입 등으로 추가 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1.3조원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인센티 는 무

․환자의 순편익 = 편익 11,689억원 - 비용 13,543억원 = -1,854억원

□ 원격 환자모니터링 활성화를 해서는 사회  편익을 리는 주체들(국민

건강보험, 노인환자 등) 모두가 비용을 분담하는 노력이 필요

- 원격 환자모니터링을 건강보험 여에 포함하거나, 는 환자의 장비이용

에 건강보험이 으로 보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

□ 기술향상으로 생체정보를 센싱하여 송하는 련 장비들의 가격이 하락

한다면 원격 환자모니터링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망

- 원격 환자모니터링 기기 개발이 재 기 단계이므로 비용 측면에 상당

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기술개발과 기업간 경쟁이 활성화되면 조기에 

비용이 큰 폭으로 하락 가능

- 원격 환자모니터링을 한 연간 장비임 료(332,500원)가  수 보다 

50% 인하된다면 사회  순편익은 크게 증가

․사회  순편익 : 21,388억원 = 28,159억원(편익) - 6,771억원(비용)

- 그러나, 장비임 료가 추정치보다 2배(691,344원) 소요된다면, 원격 환자

모니터링으로 인한 사회  후생증 는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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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순편익에 대한 민감도분석37)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37)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이란 비용-편익분석에서 사용된 주요 모수( 를 들면, 장비임 료)를 

다르게 용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검정하는 방법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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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제언  시사

유헬스는 의료산업의 효율화  선진화를 견인

□ 유헬스는 주요 소비자인 보험자  정부, 그리고 환자에게 편익을 제공함

으로써 의료산업의 효율화를 유도

- 국민건강보험은 만성질환자에게 원격 환자모니터링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비를 감하는 등 재정건정성 확보가 가능

․미국의 메디 어(Medicare)38)도 의료비 지출을 이는 효율 인 서비스

라는 에서 원격 환자모니터링에 주목하는 추세

- 환자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

(Quality of Life)  만족도가 향상39)

- 결국, 유헬스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는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등 의료산업의 효율성을 도모

□ 유헬스 공 자인 의료기   기업은 유헬스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

하면서 의료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 하는 것도 견인

- 의료기 은 환자의 생체  건강정보를 분석하는 문가시스템을 통해 

많은 환자를 리함으로써 수익이 증 되는 효과

․건강정보 DB에 구축된 문가시스템이 먼  환자의 생체신호를 분석하

여 이상징후가 발견된 환자를 주치의에게 통보함으로써 많은 환자의 질

병 리가 가능해 짐

- 유헬스기기  서비스 등 다양한 유헬스 사업군은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이면서, 동시에 의료산업의 발 도 유도

38)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을 한 공공건강보험

39) Celler(2003)



유헬스(u-Health)의 경제  효과와 성장 략

삼성경제연구소 32

․유헬스산업은 새로운 일반인용 휴 의료기기 제조와 재택진료 서비스 

등 의료산업을 확 ․발

유헬스 발전모델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1. 정책제언

리행  허용과 원격의료 확  등 의료법 정비가 필요

□ 유헬스산업이 발 하기 해서는 먼  의료기 의 리행  허용 등 제

반 의료 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

- 의료기 의 리추구 지 조항40)과 의료법인의 부 사업 제한41) 등으로 

인해 의료기 과 유헬스 장비업체, 통신업체 등과의 략  제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

40) 의료법 제27조, 의료법시행령 제18조

41) 의료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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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 의 리행 를 지한 법률조항

▷ 의료법 제27조: 구든지 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  등 리를 목 으로 환자를 

                  의료기 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   

                  이를 사주하는 행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료법시행령 제18조: 의료법인  비 리법인은 의료업을 행함에 있어서

                        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 사업은 의료 련 교육과 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운  등 매우 제한 임

- 행법상 건강 리회사 는 통신업체가 고객을 유치하여 해당 주치의를 

소개·알선하는 행 는 불법42)

․이에 따라 건강 리회사가 환자와 주치의의 연결자로서 유헬스 련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원격의료의 허용범 가 제한 이며 책임소재에 한 제도 정비가 안된 

상태

- 재 원격지의 의료인이 화상으로 환자에게 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 지 의료인에게 의료지식 는 기술을 지원한 경우

에만 합법으로 인정)43)

- 특히 유헬스 장비  통신의 장애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불분명

42) 의료법 제27조

43) 의료법 제34조



유헬스(u-Health)의 경제  효과와 성장 략

삼성경제연구소 34

   원격의료 허용범 에 한 조항

▷ 의료법 제34조: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

                  한다)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의료정보의 유통과 유헬스기기에 한 제도도 정비

□ 개인의 생체  의료정보 유통에 한 제도  정비가 필요

- 건강 리회사가 개인과 인터넷을 통해주고 받는 만성질환자의 압, 당 

등을 '의료정보'로 간주할 경우 유헬스 서비스 공 자는 의료인만으로 

제한되게 됨

- 반면, '생체정보'로 간주될 경우에는 비의료인에 의한 서비스제공이 가능

한데, 재로서는 법률  해석이 불명확한 상태

□ 의료기기와 일반기기에 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고, 유헬스 서비스 제

공인력의 자격요건에 한 규정도 명확화

- 체지방 측정기능이 포함된 다이어트폰과 같이 상당수 유헬스 제품의 경

우 의료기기와 일반기기의 구분이 불분명

․다이어트폰과 당뇨폰 등이 의료기기로 분류된다면,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이용  매허가를 별도 받아야 함

- 원격진료 의사에 한 자격요건이 아직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건강 리

사의 자격요건과 역할에 한 규정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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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a Health Alliance

 ▷ IT업체 등 22개사가 2006년 6월 설립한 민간 표준화 협력기구

     - IT : 인텔, 삼성전자, 샤프, 파나소닉, 모토롤라, 필립스, 시스코 등

     - 의료장비 : 메트로닉스(Metronics), 웰치앨린(Welch-Allyn) 등

     - 보험/서비스 : 카이저, 파트너헬스케어(Partners Healthcare) 등

 ▷ 유헬스 서비스 및 기기의 상호연동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
     - 호환제품에 대한 인증(certification) 로고 부여 
     - 의료보험서비스에 대한 운영 모델 제시
     - 규제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창구 역할
     - 새로운 접속표준(connectivity standards)을 개발하는 대신, Bluetooth, USB,
       Wi-Fi, ZigBee 등 기존의 접속표준 가운데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계획 

정부주도의 건강정보의 표 화가 필요

□ 개인별 자의료기록 구축을 해서는 병원간 건강정보의 상호 연동이 

가능하도록 표 화가 필요

- 병원 심의 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에서 개인의 평생 

자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으로 발 하기 해서는 건강정보의 

표 화  상호 운용성 확보가 매우 요

․한국은 병원단 로 EMR이 추진되어 병원간 건강정보 교환이 어려움

- 미국, 일본, EU 등은 정부 주도하에 건강정보 표준화를 진행 중

․일본은 2001년부터 의료기  정보표 화 작업을 국가단 에서 추진 

․ 국은 국을 5개 클러스터로 나눠 클러스터별로 앙화된 환자DB 구축 

정부 산  의료비 감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

□ 정부는 홈&모바일 헬스 어群사업을 노인 의료비  정부 산 감의 주

요 수단으로 활용 

- 원격 환자모니터링서비스는 노인의료비 감을 한 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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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민건강보험은 유헬스서비스를 통해 노인의료비를 감하고 있는 미국 

민간의료보험44)을 벤치마킹할 필요

ㆍ2008년 7월에 본격 으로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유헬스서비스를 

극 활용해야 함

- u-Hospital群은 정부보다는 의료기 에서, 웰니스群은 민간기업(민간보험

사 포함)에서 각각 주도력을 발휘하도록 정부는 조세감세 등 측면지원

ㆍ웰니스群은 필수 인 의료서비스의 성격보다는 부가 인 건강 리서비

스로서의 특성이 강함으로 정부의 극  역할은 시 하지 않음

□ 정부는 홈&모바일 헬스 어群 사업을 통해 국민 1인 주치의제도 확립의 

기회로 이용

- 국내는 감기에도 종합병원을 방문하거나, 질병에 한 이해부족으로 해당 

질병과 련 없는 여러 병원을 방문하는 등 서비스이용의 비효율이 발생

ㆍ 국의 공공의료체계와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등은 의료비 감과 효율

인 서비스 제공을 해 주치의제도를 운

- 유헬스를 활용해 주치의(General Practicer)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의료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

ㆍ주치의는 해당 환자의 의료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하여 리함으로

써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

- 특히 지속 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에게 주치의제도는 더욱 효

과

유헬스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에서 극 으로 흡수

□ 유헬스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의 여에 포함하여 공   소비 확 를 

유도

44) Johnston B. et al.(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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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 등 홈&모바일 헬스 어群사업에 해 국민건

강보험에서 여를 함으로써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ㆍ유헬스서비스 이용비용을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면, 개인이 리는 순편

익(편익-비용)은 없기 때문에 유헬스는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상

됨45)

- 특히, 홈&모바일 헬스 어群  비용 비 편익이 큰 서비스부터 여에 

포함하여 건강보험 진료비를 감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

ㆍ다양한 유헬스서비스에 한 경제성 평가(비용 비 편익분석)를 실시해 

건강보험 여의 우선순 를 책정  

□ 다양한 형태로 공 될 수 있는 유헬스 서비스에 해 건강보험 용여부 

등을 조속히 결정하는 노력도 필요

- 유헬스 서비스를 공 자가 원활하게 제공하기 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의 사 허가 차도 행(150일 소요)보다 단축할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공되는 모든 의료서비스는 

원칙 으로 불법

- 심지어 의료기 이 신청한 신의료기술에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법

정기간(150일)내 처리한 비율도 2.7%에 불과(2004년 기 )46)한 실정

2. 시사

유헬스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

□ 자  IT기업에게 있어서 유헬스는 블루오션이 될 가능성

- 국내 자  IT기업은 차세  수종사업으로 유헬스 련 기기  솔루

션 사업에 주목해야 함

45) 제3장 비용-편익분석을 참조

46) 주지수, "국내 신의료 기술의 도입과 황", 『SMC Health Management Review』, Vol. 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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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국은 센서  센서네트워킹 등에서 선진국에 필 하는 경쟁력을 보유

ㆍ인텔, IBM47)등 로벌 기업들도 유헬스 산업에 본격 진출

- 최근 부상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의 킬러 어 리 이션으로 유헬스서비

스를 극 활용

□ 유헬스 련 기기부문에서는 센싱기술의 정확도  편리성이 경쟁력의 

원천임을 명심

- 재 개발된 센서들은 정확도가 낮고 측정 가능한 생체정보도 당, 

압, 체지방, 호흡, 체온, 심 도 등에 불과

현재 가능한 원격 홈케어용 센서

          홈서버                체 계               압계

       심 도측정기           당측정기           맥박측정기

자료: 필립스, "Home-based Telemonitoring Program Overview", 2004.

- 생체정보의 정확도가 담보되지 않으면 의료행 의 기  자료로 쓰일 수 

없으므로 정확한 측정은 유헬스가 정착하기 한 제조건

47) IBM은 보험사와 의료서비스 공 자를 상으로 원격 모니터링과 개인 건강측정 등 다양한 유헬스 솔

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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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헬스는 “집에서 진료를 본다”는 측면보다 “병원 밖에서의 상태를 정확

하게 악한다”는 이 요48)

․유헬스를 구 하기 해서는 센서에 한 기술 인 문제  배터리 교

체 등 많은 문제 을 극복할 필요

- 유헬스서비스 확 를 해서는 측정방법도 보다 다양해질 필요가 있으며, 

장차 '측정' 조차 불필요한 측정기술이 요구

․1 단계로는 채 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침습 측정기술이 필요

․향후에는 사용자가 매일 하는 침 , 변기, 욕조, 신발, 시계, 의자, 자

동차 시트, 벨트, 옷 등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측정

□ 유헬스를 통해 획득한 생체  건강정보를 분석하는 문가시스템를 개

발하는 것이 솔루션사업에서는 가장 요

- 다양한 검사정보를 종합해 의사가 진찰하기 에 환자의 이상 징후를 발

견하거나 약물 부작용의 사  감지 등이 가능

․바이오인포매틱스49), 데이터마이닝 기술을 의료분야에 용하기 한 연

구들이 진행 

- 문가시스템은 건강 리회사 는 의료기  등이 건강정보DB를 운 하

기 해서 반드시 필요한 소 트웨어

․ 송된 환자의 생체정보를 DB에 장된 기존 생체정보와 비교분석하여 

환자의 이상징후를 발견

․마이크로소 트는 2006년 애직시(Azyxxi)50)를 인수하여 표 화된 건강

정보 검색ㆍ공유시스템과 문가시스템 개발에 주력 

유헬스 사업군群별 다양한 진출 략이 필요

□ u-Hospital群에 해서는 내수와 해외진출을 동시에 고려

48) 이학종, "디지털 병원의 재와 미래", SERI Digital2 Conference, 2005.

49) 컴퓨터를 이용해 각종 생명정보를 처리하는 학문

50) 의료 문가시스템 개발을 주력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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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ospital에 한 국내병원의 니즈는 높은 편이어서, 세 란스병원, 삼

성서울병원 등 형병원을 심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 

- 국내시장에서 축 된 u-Hospital 경쟁력을 활용해 해외시장을 극 으

로 개척

ㆍ유헬스 사업자의 해외진출에 국내병원의 극 인 동참이 필요

□ 홈&모바일 헬스 어群의 경우 국내보다는 우선 으로 해외시장을 극 

공략

- 비용절감을 위해 유헬스서비스 도입에 적극적인 미국, 일본, 유럽 등이 주요

시장

ㆍ한국의 경우 건강보험사나 정부가 아직은 유헬스 서비스에 한 필요성

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실정

- 효과 인 해외진출을 해선 지 유헬스 사업자와 략  제휴를 체결

하는 것도 좋은 략

ㆍ단기 으로 한국기업은 유헬스 련 기기를 제공하고, 지 사업자는 서

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

ㆍ장기 으로는 한국기업이 기기  서비스 솔루션을 통합 제공

□ 국내 민간보험사는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웰니스

群 서비스를 극 으로 활용

- 웰니스群 서비스 등을 건강보험 상품에 포함시켜 가입자의 만족도를 높

이는 노력이 필요

- 미국 민간건강보험사가 극 으로 유헬스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에 주목

ㆍ유헬스는 민간보험사의 비용 감과 환자의 만족도제고를 동시에 달성하

는 서비스란 을 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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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진출전략 사업파트너

u-Hospital群 국내, 해외시장 동시 개척 국내 병원

홈&모바일 헬스케어群 기기수출(단기),  
기기 및 솔루션 수출(장기) 해외 솔루션사업자

웰니스群 국내시장 집중 국내민간보험사

기업의 사업별 진출전략

의료기 이 주도력을 발휘해야 할 시

□ 병원의 주도로 요양기 들을 연결하는 u-Hospital 서비스망을 구축

- 병원(환자치료), 요양기 (요양, 간병 등), 가정( 방  건강증진)에서 이

루어지는 건강 리 서비스를 하나의 u-Hospital 서비스망으로 연결

ㆍ정부는 요양병원과 가정간호기 의 활성화를 해 건강보험의 수가 조

정  설립조건 완화 등 제반 법률을 정비 

- 통합서비스망에서 질병의 진행상태에 따라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치료결과의 향상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

ㆍ전자 건강기록(Medical Health Record)을 통해 평생치료가 가능

□ 의원  의료기 들도 u-Hospital群 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

- 의원들은 형병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원격진료 등의 력을 활

성화하여 경 난을 타개해야 할 시

ㆍ 재는 경 효율화란 에서 형병원을 심으로 u-Hospital群 사업이 

보 되는 기단계

- 재 정부가 추진 인 '병원경 지원회사'51)제도를 극 활용하여 유헬

스 조기 도입을 진

51) 재정경제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 책”, 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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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병원경 지원회사는 직 인 의료행  이외에 의료장비 구매, 인력

리, 마  등 병원경  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 유헬스 기기  솔루션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사업다각화를 도모

- 의료서비스 이외에 유헬스 기기  솔루션 사업에 극 참여하여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할 필요

- 복잡한 서비스 공 체계, 환자치료방법 등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으로 인해 

유헬스 사업의 성공에는 의료인의 극 인 참여가 필수

ㆍ병원을 핵으로 하고 의료기기업체, 제약업체 등 련기업들이 상호 력

하는 클러스터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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