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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국 내 스마트 의료가 점차 보편화되면서 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2018년 중국 전체 의료기관 수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99만 7,433개를 기록했고,
의사 등 의료인 수는 1,231만 명으로 전년 대비 4.7% 늘었다. 이에 천 명당 의사
수는 2013년 2.0명에서 2018년 2.4명으로 늘었지만,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
성은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
농 간 천 명당 의사 수 격차는 2배 이상이며 공립병원과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중국에서는 주요 사회문제로 의료
난이 오랫동안 지적돼 왔고, 최근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 의료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의료 서비스 시장은 지난 5년간 매년 10% 이상 성장,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13.5% 증가한 5조 위안을 기록했다. 주민소득 증가에 따라 1인당 소비 지출
중 의료보건 관련 지출도 크게 확대됐다. 이러한 의료시장 확대 속에서 중국의 스
마트 의료시장 규모도 지속 성장해 2018년 기준 전년 대비 38.6% 증가한 약 491억
위안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그 규모가 900억 위안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의 스마트 의료는 ‘온라인 병원’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4년 국무원이 발표한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추진에 관한 의견>을 기초로
‘온라인 병원’이 설립되며 본격적인 스마트 의료의 보급이 시작됐다. 중국 최초의
온라인 병원인 ‘광동성 온라인 병원’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전자 처방전 발급과
처방약 배송, 각종 검역검사,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환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환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의료 영역에 다양한 ICT 기술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는 천 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3.3명)에 못 미쳐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올해
ICT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로 의료용 스마트 워치를 선정, 의료와 ICT 접목에 새
로운 시작을 알렸지만, 아직 활용영역이 제한적인 만큼 궁극적으로는 관련 규제개선
을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5G 첫 상용화를 이룬 네트워크 기반을 갖추
고 있고, 루닛, 뷰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 전문 스타트업들도 세계적 인정을
받고 있다. 또 원격의료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세
계적 추세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스마트 의료시장을 육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IIT, 국제무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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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Ⅰ. 중국의 의료 환경
중국의 의료기관과 의료인 수는 매년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중국 의료기관 수는 전년대비 0.3% 증가한 98만 6,649개이며,
크게 기층(基层) 위생기관과 병원으로 구성
- 기층 의료기관은 지역 헬스케어 센터, 지역 보건소, 진료소(의무실) 등 여러
행정구역에 분포되어 있는 의료 및 건강센터를 포함
- 병원의 경우 종합병원, 전문의원, 중의원(한방병원) 등으로 모두 지난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중국 의료기관 수>
(단위 : 개)

<종류별 의료기관 수>
(단위 : 개)

자료 : 중국 통계국

● 의료인 수도 꾸준히 증가해 2018년 전국 의료인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1,231만 명을 기록
- 의사(보조의사 포함)와 간호사 모두 증가세를 보임
<의료인 수>
(단위 : 만 명)

<유형별 의료인 수>
(단위 : 만 명)

자료 : 중국 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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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종합병원은 크게 3가지 등급으로 분류, 각 등급별 병원 기준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
● 국무원 위생관리위원회는 병원등급 관리방법에 의거, 각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
<중국 종합병원 등급 기준>
구분

병상 수

병과
임
상

1급

20-99
그
외

임
상

응급실, 내과, 외과, 산
부인과, 소아과, 한의
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 마취과,
회복과, 예방보건과 등

의
료 병상 당 최소 1.03명
인
간
호 병상 당 최소 0.4명
사

그
외

약제과, 검사과, 방사선
과, 수술실, 병리과, 수
혈과, 핵의학과, 물리치
료과, 소독실, 차트실,
영양부 및 관련 임상검
사실

그
외

3급

심전도기, 위세척기,
전동흡입기, 호흡
기, X선기 등 약
최소 3명
약국, 화학실, 방사선 의
(최소 1명의 주치의 이상의 20여개
사
실, 소독실 등
직책을 갖춘 의사)
의
료 병상 당 최소 0.88명
인
간
호 병상 당 최소 0.4명
사

100
-499

500
이상

기본설비

의
응급실, 내과, 외과, 산
최소 5명
료
부인과, 예방보건과 등
(병상 당 최소 0.7명)
인

응급실, 내과, 외과, 산
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
과, 마취과, 전염과, 예
방보건과 등

임
상
2급

인원

호흡기, 전동흡입
기, 자동위세척기,
심전도기, 고압멸
균설비, 심장재세
약제과, 검사과, 방사선
최소 3명의 부주임급 의사, 동기 등 약 40여개
과, 수술실, 병리과, 혈 의
각 전문병과 최소 1명의 주
액고, 물리치료과, 소독 사
치의 보유
실, 차트실 등

의
사
그
외

산소공급기, 호흡
기, 전동호흡기,
자동위세척기, 뇌
각 전문과에 부주임 이상 의 전도기, 뇌혈류초
음파기, 혈액투석
사
기 등 약 70여개
임상영양사 최소 2인, 각종
기술자(의료인 수의 1% 이
상) 보유

자료 : 중국 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 자료 정리

다만 여전히 일반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편이고, 특히 도농격차가
심각한 수준
● 2017년 기준 도시인구 천 명당 의사는 4.0명인 반면, 농촌의 경우 1.7명에
그쳐 2배 이상의 격차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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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사 수(천 명당)>
2013

2014

2015

2016

2017

천명당 의사 수

2.0

2.1

2.2

2.3

2.4

- 도시

3.4

3.5

3.7

3.9

4.0

- 농촌

1.5

1.5

1.6

1.6

1.7

자료 : 중국 통계국

● 또 공립병원, 대형병원 선호현상에 따라 병원 간 진료환경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기준 공립병원 의사 1인당 일평균 진료횟수(7.6회)는 민영 병원(5.3회)
보다 많았고, 3급병원이(7.9회) 2급(6.8회)이나 1급병원(5.7회) 보다 많음
- 병상 사용률도 공립병원과 3급병원이 90% 이상을 기록해 가장 큰 사용률을
보였으며, 민영병원이나 소형병원과의 격차가 큼
<병원별 의사 1인당 일평균 진료횟수>
2015

2016

2017

전체

7.3

7.3

7.1

공립병원

7.6

7.6

민영병원

5.5

3급 병원

<병원별 병상 사용률>
2015

2016

2017

전체

85.4

85.3

85.0

7.6

공립병원

90.4

91.0

91.3

5.5

5.3

민영병원

62.8

62.8

63.4

8.1

8.1

7.9

3급 병원

98.8

98.8

98.6

2급 병원

7.0

6.9

6.8

2급 병원

84.1

84.2

84.0

1급 병원

6.1

6.1

5.7

1급 병원

58.8

58.0

57.5

자료 : 중국 통계국

이로 인해 원격진료를 포함한 다양한 스마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규모도 커지고 있음
●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주요 사회문제인 의료난(看病难, 看病贵, 看病烦1))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마트 의료가 부상

1) 看病难: 진료의 어려움(의료 접근성), 看病贵: 비싼 진료가격, 看病烦: 진료의 번잡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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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스마트 의료시장 현황

중국의 의료시장 규모는 지난 5년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거듭, 2017년에는
전년 대비 13.5% 증가한 5조 위안을 기록
● 주민 생활수준 향상 등에 따라 개인의 의료 및 헬스케어 관련 지출도 꾸준히
증가
- 2017년 기준 의료위생 관련 개인 현금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13.5% 증가한
1조 5천억 위안에 달함
<중국 의료시장 규모>

<의료위생 개인지출 규모>

자료 : 중국 통계국

- 주민 1인당 의료보건 관련 지출도 지난 5년 간 10%가 넘는 증가세를 유지하며
지속 확대
<1인당 의료보건 지출(도시)>

자료 : 중국 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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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의료보건 지출(농촌)>

특히 스마트 의료 시장2)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491억 위안으로 추산,
2020년에는 900억 위안까지 확대될 전망
● 스마트 의료시장은 지난 5년 간 매년 30%가 넘는 성장률을 보였고, 온라인
병원수도 크게 확대돼 2019년 5월 9일 기준 전국에 158개가 영업 중
<중국 스마트 의료 시장규모>

<중국 온라인 병원 수(누적)>

자료 : 前瞻产业研究院整理, 위생건강관리위원회, 动脉网

<중국 온라인 병원 개요>
▢ 배경: “인터넷+의료”정책의 일환으로 생긴 새로운 형태의 병원으로 의료의 온라인
결합을 통해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 추진
▢ 정의: 실제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인터넷 기술을 이용, 온라인을 통해 문진, 자문,
진료, 처방 등이 모두 가능한 병원
▢ 근거: <关于推进医疗机构远程医疗服务的意见>, <互联网医院管理办法(试行)>,

<互联网诊疗管理办法(试行)>, <远程医疗服务管理规范(试行)>
▢ 주요형태
1) 의료기관(주체)+플랫폼 기업
- <의료기구 관리조례>법에 의거,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의료기관(병원 등)이 인
터넷 플랫폼을 구축, 온라인 의료 서비스 제공
2) 플랫폼 기업(주체)+의료기관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의료기구로 등록되어 있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온
라인 병원 개업
▢ 진료대상: 일부 흔한 병 및 만성병의 재진(초진 이용 불가)

2) 온라인을 활용한 문진, 진료, 처방 등을 포함한 의료시장

IIT, 국제무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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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온라인 병원 분포를 지역별로 보면 영하회족자치구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광동성, 산동성 등의 순임
<중국 온라인 병원 지역별 분포>

자료 : 动脉网

● 지역별, 서비스별로 의료 서비스 비용이 다르며, 의사 직책에 따라서도 진료
단가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중국 온라인 병원 주요 단가표>
구분
지역

원격회진
단과
회진

복수과
회진

원격문진(회당)

실시간
비실시간
원격병리회진 원격병리회진

한방회진

영하

주임
의사

부주임
의사

주치
의사

20元

15元

10元

60元

40元

30元

35元

22元

12元

주임의사:
100元/회
사천

300元/시간
부주임의사:
80元/회
주임의사:
100元/회

귀주

180元/회

140元/회

600元/회

600元/회

400元/회

500元/회

350元/회

260元/회

298元/회

189元/회

880元/회

300元/회

200元/회

320元/회

부주임의사:
80元/회
강소

200元/회

광서
호북

440元/회

1,130元/회

복건

1,200元/회

2,400元/회

내몽고

주임의사:
100元/회
부주임의사:
80元/회

320元/
시간

320元/시간

320元/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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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元

구분

원격진단

원격 모니터링(시간당)

지역

영상진단
(CR, DR)

영상진단
(CT, MRI)

심전
진단

병리
진단

영하

12元/장

CT:200元/부위
MRI:380元/부위

50元/회

50元/부위

50元/회 300元/회

호북

272元/회

238元/회 252元/회

복건

320元/회

480元/회

내몽고

100元/부위

심전
모니터링
3.9元

혈압
혈당
태아
모니터링 모니터링 모니터링
6.0元

8.8元

사천
귀주
강소
광서

6.3元

25元/회 200元/회

주 : 성급 이상 3급(갑) 병원 가격 기준
자료 : 动脉网

● 최초의 온라인 병원인 광동성 온라인 병원은 2018년 7월까지 총 1,000만
여명에게 온라인 진료와 자문 서비스를 제공
- 현재 매일 진료 환자 수는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짐

온라인 병원을 기반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의료도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의료영역의 인공지능 도입도 활발
● 인공지능 로봇인 샤오이(晓医)는 지난 2017년 중국 국가 의사자격시험에 합격,
전국 각지 병원에 설치되어 환자들에게 진료안내 업무를 수행 중
<AI로봇 샤오이(晓医)>

<AI+의료시장 규모>

자료 : 三明市第一病院, 健康点·飞利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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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기업 사례
1. 광동성 온라인 병원(广东省网络医院)

중국 정부가 최초로 의료기관-환자간 원격의료를 정식 비준한 사례로 광동성
위생건강위원회 인가에 따라 광동성 제2인민병원이 2014년에 설립한 온라인
병원
● 환자가 병원의사에게 직접 온라인 진료․처방을 받는 것이 본격적으로 가능해
졌으며, 중국 내 원격진료 모델이 ‘의료기관 간(B2B)’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환자 간(B2C)’ 범위까지 확대
<의료기관간(B2B) 원격진료 모델>

<의료기관-환자간(B2C) 원격진료 모델>

자료 : iresearch(2015) 자료 가공

● 광동성 제2인민병원은 모바일 헬스케어기업과 협력하여 광동성 온라인 병원
플랫폼(요우더이, 友德医)을 구축, 환자는 온라인으로 제2인민병원의 의사를
직접 선택해 실시간으로 원격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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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0월부터 실시간 진료, 전자 처방전 발급, 처방약 배송3), 각종 검사,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14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누적 진료환자 수는 1,000만 여명으로 처방 비율
90% 이상을 기록, 현재는 하루 평균 진료 환자 수가 4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짐

- 의료센터, 농촌보건소, 약국, 군부대, 학교 등 광동성내 약 9,000여개의
거점과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 병원 거점, PC/모바일 앱을 활용
* 웨어러블 의료설비(전자혈압 측정기, 혈당 측정기, 온라인 심전도 측정기, 수면 측정
기기 등)를 활용 가능

자료 : youdeyi.com, tech.ifeng.com

- 의사는 실시간 영상/음성통화, 전송된 사진을 기반으로 진단 및 처방
* 2018년 상반기 기준, 온라인 전문 의료진 176명, 겸직 의료진 553명

<원격진료 수단별 평균 비용>
진료수단
사

진

음성통화
영상통화

내용

비용

24시간 건강 상담

50위안~

원격진료, 한약주문, 처방약 배송

250위안~
300위안~

자료 : 요우더이 웹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2018년부터 AI 기술을 접목하여 환자의 진료 및 병력의 지속적 관리, 병원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스마트 병원’서비스 추가 도입
● AI 의사4) 진단, 안면인식 결제 등 스마트 진료 서비스를 제공
3) 대형 약국과 연계하여 약을 처방하고 환자는 약국에서 처방약을 수령하거나 희망 장소로 배송 수령 가능
4) 일반병원에서 약 90% 진단비율을 차지하는 200여가지 일반질병에 대한 진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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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캉메이 온라인 병원(康美网络医院)

2015년 3월에 광동성 위생건강위원회 인가에 따라 민영병원인 캉메이병원5)이
환자 원격의료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한 온라인 병원
● 캉메이의 의약산업,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병원 등 모회사 및 계열사의 주력
인프라를 플랫폼과 연계하여 옴니채널 형태의 원격진료를 실현

자료 : kmwlyy.com/home, zx58.cn/news, kmhealthcloud.com

캉메이 온라인 병원(PC, 모바일 접속)은 개인 환자를 대상으로 사진/영상 온라인
문진과 실시간 전화/화상통화 원격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전자처방, 헬스케어, 해외 협력 의료기관과의 원격진료 서비스도 가능
<협력 의료진 원격진료 서비스 유형 및 비용>
협력 의료진
해외 전문의
(미국/대만)
국내 전문의
중의학 전문의

소속기관

전문분야

내용

미국 스탠포드대
부속병원

통증의학,
마취의학

- 고화질 화상통화(30분) 원격
진료

대만 중의대
부속병원
베이징 광안문의원
광동성 중의원,
캉메이 중의원

이비인후과
종양과

- 환자 병력/영상 기반 제2의료
기관 원격진단

중의학

- 진료의견 보고서

비용(위안)
40,000
18,000
5,000
2,000
3,000

자료 : 캉메이 온라인 병원
5) 캉메이병원은 캉메이 의약산업(康美药业, 중국의 500대 민영기업/중국 제약산업 10대기업, 중국의 국가 중점
첨단기술기업)의 자회사로 2013년 6월에 설립허가를 취득하여 현재 광동성 푸닝(普宁)시에서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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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이 온라인 병원(浙一互联网医院)

절강대학 부속 제1병원이 IT 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병원 시스템과 연동, 3급
공립병원으로는 최초로 자체 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병원을 설립
● 병원 소속 전문 의료진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가 활발하며, 진료과 또는 진료
의사 선택6), 온라인 결제, 검진/입원 사전예약, 처방약 배송, 만성질환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
- 국내외 인터넷(모바일/PC) 접속으로 의사-환자간 1:1 원격진료가 가능하며,
필요시 여러 명의 의사들이 온라인에서 협진하는 다(多):1 원격진료도 이루어
지고 있음
* 저이 온라인병원의 전용 모바일 앱 ‘장상저이(掌上浙一)’ 또는 인터넷이 가능한 PC를
이용하여 가정 내, 외부, 해외 등 다양한 장소에서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의료진-환자 원격진료 서비스 활용경로>

자료 : 저이 온라인 병원 웹페이지, 언론보도 바탕으로 저자 정리

저이 온라인 병원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관리, 환자 본인에게
동 정보를 조회 및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환자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본인의 진료 및 검사보고서, 영상 검사 결과지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거나 의사에게 공유할 수 있음
* 환자가 저이 온라인 병원을 이용하면 진료일지/병력 등이 기록되는 환자의 전용 클라우드
계정이 자동으로 생성, 서비스 이용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6) 신장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호흡기내과, 심혈관내과, 골수이식, 혈액병과, 정형외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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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웨이이(微医) 온라인 병원

플랫폼 기업이 최초로 온라인 병원을 설립한 사례로 2015년 12월 절강성
퉁샹(桐乡) 시정부와 공동으로 우쩐(乌镇) 온라인 병원을 설립
● 2018년 5월 시리즈E(5억 달러) 투자유치를 받았으며, 시가총액 55억 달러의
온라인 의료분야에서 세계 최대 유니콘기업으로 성장7)
● 현재 ‘웨이이(微医)’8)는 중국 최대의 온라인 진료접수 플랫폼이며 3,900개의
병원, 2만 여개 약국 등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서비스9)를 제공
- 2018년 기준, 이용자수는 2,000여개 지역구의 50만 가구이며, 실명 인증
계정 사용자는 1.8억 명에 달함

자료 : bitly.kr/hYZTbN, bitly.kr/wMhnRo. bitly.kr/IjSIBE

● 또한, 우쩐(乌镇)에는 가정용/휴대용 원격의료 기기인 ‘웨이이통(微医通)’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환자가 기기를 터치하면 30초 이내에 의사와 연결
* 웨어러블 측정기기(의료용 팔찌, 혈압/혈당측정기 등)를 실시간으로 연동 가능
7) 골드만삭스, 텐센트, AIA그룹 등으로부터 받은 총 투자유치 금액이 약 10.4억 달러에 달함
8) ‘웨이이’의 전신인 ‘꽈하오왕(挂号网)’은 환자의 진료예약, 대기번호 발급 등 오프라인 병원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2015년에 명칭을 ‘웨이이’로 변경하고 온라인 병원의 기능이 도입됐으나
기존과 동일한플랫폼(www.guahaowang.com)을 확장하여 사용
9)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응급학과, 신경과, 중의과, 종양과 등 16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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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zjnews.zjol.com.cn, news. qq.com, xinwen.eastday.com

2017년 8월, 웨이이는 전자처방 플랫폼10)을 성공적으로 구축, 정부기관,
의료기관, 의사, 제약사, 보험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진료부터 처방약품유통-보험까지 서비스 외연을 확대
<원격진료-처방-약품유통-보험적용 프로세스>

자료 : pe.hexun.com(내용), pixabay.com(이미지)

5. 핑안하오이셩(平安好医生) 온라인 병원

핑안하오이셩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확대를 위해 전용 모바일앱을
2015년 처음 출시, 2018년 전 세계 AI의료 기술플랫폼 중 최초로 홍콩증권
거래소(HKEX)에 상장
● 환자에게 각 개인의 가정의사, 전자건강기록, 건강관리 플랜 제공 목적으로
설립, 약 3,100개 기관11)과 네트워크 구축
10) 전자처방을 공유하는 ‘온라인 약처방 공유 플랫폼(全国处方共享平台)’은 중국의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위생정보·건강의료빅데이터학회 주도로 설립한 것으로 웨이이가 기술적 지원과 운영을 담당
11) 3급 대형병원(1,000개), 한의원(400개), 치과(200개), 체험센터(1,300개), 의료미용기관(120개), 미국/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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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은 자체 전문가 그룹 약 1,196명, 외부의사 약 5,203명으로 구성,
온라인 문진/진료병원 변경/대기번호 발급 서비스, 처방약 1시간 내
배송12), 제2진료의견 제시 등 서비스 제공
- 2018년 12월까지 회원 수는 2.65억 명으로, 12월 당월 활동 회원 수는
5,470만 명
* 동부 연안도시 등 1,2선 도시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40세 이상 이용자수가 가장 많음

● 또한, 헬스케어 쇼핑몰, B2B 보험 상품을 운영하는 등 의료 서비스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음
- 2018년 5월부터 기업체 임직원의 건강검진, 온라인 의무실, 의료보험 서비
스를 포함한 패키지 상품을 운영 중13)

한편, AI 의료 보조기술을 바탕으로 진료분배 및 피드백 등을 통해 전문가 그룹의
문진 효율성을 증대
● AI 기술 도입 후 핑안하오이셩의 일평균 온라인 진료건수는 2018년 기준
전년대비 45% 이상 증가한 53만 건을 기록, 진료 만족도는 98%에 달함
● 핑안하오이셩은 온라인 병원 플랫폼을 통한 환자 진료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AI 분석을 통해 시스템 및 의료 서비스 확대에 활용
* [사례] 2019년 4월, 상해교통대학내 ‘1분 무인진료소’를 설치하여 100여종의 약품을
구비하고 있으며, 핑안하이셩 의료진과의 온라인 진료와 처방 서비스를 제공

자료 : miui.com, pc6.com, pahtg.com/cn/news/

대만/홍콩 등 해외 의료기관(260개) 등을 포함
12) 86개 도시에서 1시간 내 도착하는 빠른 약배송 서비스 제공
13) 핑안하오이셩, 핑안양로보험연합이 공동운영하는 ‘보험+온라인 의료’ 비즈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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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오따이푸 온라인 병원(好大夫在线)

하오따이푸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의료비 절감을 위해 설립, 중국
최대의 병원/의료진 데이터베이스를 보유, 온라인 병원 중 가장 광범위한 분야의
진료가 가능
● 2018년 12월 기준, 전국 약 9천개 병원의 58만 명의 의사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그 중 20만 명의 의사가 직접 온라인 진료 서비스14)에 참여
- 온라인 문진뿐만 아니라 원격진료*, 가정의사 및 전문가 그룹15)을 활용한
환자 맞춤형 사후 질병관리가 가능
* 사진 문진/전화 진료가 현재 가장 활발히 이용되며, 원격 화상진료 서비스까지 확대됨

- PC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전용 모바일 앱이나 위챗 공식계정
활용 가능
* 2018년 기준, 여성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의 2/3 이상을 차지하며, 전체적으로 1선 도시
이용자와 24~30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자료 : 하오따이푸 홈페이지, tech.qq.com, mini.eastday.com

또한, 하버드의대 등 해외병원과의 원격진료 서비스16)를 제공, 필요시 환자에게
전문 통역, 미국 현지 방문 서비스를 직접 주선
14)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치과, 안과, 정신과, 심장과 등을 포함한 34개 이상의 진료 분야
15) 환자의 만성질병 관리를 위한 전문의-일반의사/의원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운영
되고 있으며, 위챗, 전용앱 등을 활용하여 만성질병 후유증 방지 등을 위해 상시적으로 건강관리 정보 제공 및
환자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16) 난치암 등 난치병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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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

중국은 국무원, 위생건강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서 첨단기술 활용한 스마트 의료
확대 관련 정책들을 발표
● 원격의료의 경우 초기 농촌과 외곽지역에서 시작, 점차 해당분야를 확대해
현재는 의료인 간 진료뿐 아니라 의사-환자 간 진료까지 가능
<인터넷+의료건강 관련 주요 정책>
구분

주요정책

주요내용

2012

卫生事业发展“十二五”规划

원격의료 정보 시스템을 의약위생 정보화
사업의 주요 항목으로 설정

2013

“十二五”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

원격의료를 “정보혜민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으로 포함

2013

关于加快推进人口健康信息化建设的指导意见

의료서비스의 정보 이용 시스템 강화, 중서
양 의학 전자병력 응용 및 원격의료 추진

2014

关于推进医疗机构远程医疗服务的意见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서비스 추진 조건, 서비
스 내용, 관리 규정 등을 제시

2015

关于推进分级诊疗制度建设的指导意见

원격의료 서비스 능력제고, 정보화 수단 이용을
통한 의료자원 공유 촉진

2017

国务院办公厅关于推进医疗联合体
建设和发展的指导意见

의료자원이 부족한 외곽 빈곤지역에 원격의료
협력망 발전 추진

2018

国务院办公厅关于
促进“互联网+医疗健康”发展的意见

의료연합체의 기층에 대한 원격회진, 원격
심전도 진단, 원격영상진단 등 서비스 제공
독려

자료 : 중국 국무원

특히 2014년 <의료기구의 원격의료 추진에 관한 의견>을 통해 구체적인
원격의료에 대한 개념을 수립, 이를 기초로 중국 최초의 ‘온라인 병원’ 개소
● 광동성 온라인 병원(广东省网络医院)은 최초의 온라인 병원으로 의사 간
원격진료 뿐 아니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개시
- 광동성 제2인민병원이 진료를 담당, 플랫폼 기업인 요우더이(友德医)가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 약국이 환자에게 약품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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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에는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행동계획(2018-2020)>을 발표,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확대를 독려
● <의료서비스의 제도화>와 <혁신 서비스 확대> 부문으로 구성, 의료 서비스
제도화는 예약진료, 원격진료의 제도화를 통한 환자 편의성 제고가 주요 내용
● 혁신 서비스 확대는 ‘인터넷+의료’를 포함한 10가지 행동계획을 마련, 환자의
의료 서비스 체감 확대 추진
- 총 39개의 평가 항목 중 원격의료가 가장 큰 점수비중을 차지, 원격의료를
통한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체감도 제고에 집중
* 의료기관이 기층 의료기관이나 환자 개인에게 원격의료 제공 시 건당 1점씩, 최대 8점

● 또 각종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환자에게 원격 모니터링, 원격지도 등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허용

이어 2018년 4월 <인터넷+의료건강 발전 촉진을 위한 의견> 발표를 통해
원격의료를 포함한 스마트 의료의 거시적 발전방향을 제시
● 크게 3가지 부문의 14가지 추진방향을 설정, 각 업무별 정부 담당부처를
지정하고 부문별 추진과제를 제시
<인터넷+의료건강 발전 촉진을 위한 의견>
구분

인터넷+
의료건강
서비스 체계 완성

인터넷+
의료건강
지원체계 구축
업계 관리감독 및
안전보장 강화

주요내용
1)
2)
3)
4)
5)
6)
7)

인터넷+의료 서비스 발전
인터넷+공공위생 서비스 혁신
인터넷+가정의사 서비스 업그레이드
인터넷+약품공급 보장 서비스 완성
인터넷+의료보건 결제서비스 추진
인터넷+의학교육 및 기술보급 서비스 강화
인터넷+인공지능 응용 서비스 추진

8) 의료보건 관련 정보 상호공유 실현
9) 인터넷+의료건강 표준 체계 수립
10) 병원관리 및 환자 편의 서비스 수준 제고
11) 의료기관 기초시설 업그레이드
12) 관련 정책적 지원 적시 제공
13) 의료 서비스 품질 관리감독 강화
14) 데이터 정보 안전 강화

자료 : 중국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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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온라인 병원 증가에 따라 국무원 위생건강위원회는 2018년 9월 상기 <의견>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발표, 시범운영에 돌입
● <온라인 진료 관리방법>, <온라인 병원 관리방법>, <원격의료 서비스 관리
규범> 등 3가지 기준을 발표
<3대 관리 방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원격의료 등 온라인을 통한 진료의 개념과 기준 설정>
- 온라인 진료는 <의료기관허가증>을 취득한 의료기관이 제공해야 함

온라인 진료 관리방법
(互联网诊疗管理办法)

- 의료기관은 일부 상견병(흔한 병) 및 만성병 재진 시 환자의 병력자료에
대해 파악해야 하며, 초진 환자에게는 온라인 진료활동을 할 수 없음
- <의료기관 병력관리규정>, <전자병력기본규범>, <처방관리방법>등 관
련법을 준수해야 함
- 마취약품, 정신약품 등 특수관리 약품 처방은 할 수 없고, 아동(6세 이
하)에게 온라인 처방 시 보호자와 관련 전문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온라인 병원 설립 방법, 업무범위, 규범 등 제시>
- 성(省)급 위생건강 관련 행정부처는 온라인 의료서비스 관리감독 플랫
폼을 구축해야 하고, 각 온라인 병원과 연결을 통해 실시간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함

온라인 병원 관리방법
(互联网医院管理办法)

- 온라인 병원 설치 신청 시 해당 의료기관 영업 등기기관에 설치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1) 신청서, 2) 타당성 연구보고서, 3) 실제 의료기관 주
소, 4) 신청자와 실제 의료기관이 서명한 온라인병원 합작 협의서 등
제출 필요
- 각 절차별 준수해야 할 법률 등 제시

원격의료 서비스 관리규범
(远程医疗服务管理规范)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에 대한 기준 제시>
- 의료기관(요청측)이 직접 기타 의료기관(수청측)에 요청, 수청측은 통
신, 컴퓨터 및 온라인 기술 등 정보화 기술을 통해 요청측 환자 진료를
위해 기술지원 의료 서비스를 제공, 쌍방 협의를 통해 책임과 권리를
설정
- 원격의료 서비스 기본조건으로 위생건강 관련 행정부문의 비준, 인원,
설비, 시설 등을 요구
- 원격의료서비스 프로세스 및 관련 요구사항, 관리기준 등 제시

자료 : 의료건강위원회

최근에는 병원에 대한 스마트 서비스 평가 시스템을 도입, 각 병원들의 의료 서비스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음
● 4S(Smart Service Scoring System) 평가기준을 통해 병원의 스마트화 등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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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S 평가 개요>
▢ 목표: 스마트 진료 서비스 현황을 평가, 향후 정보기술 활용을 통해 환자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 수준 제고
▢ 대상: 정보시스템을 통해 스마트 의료를 제공하는 2급 이상 병원
▢ 등급구분
등급
0급
1급
2급
3급
4급
5급

스마트화 수준
환자 대상 정보기술 응용 서비스가 없거나 적음
정보기술 수단을 통해 응급진료 혹은 입원환자에게 부분 서비스 제공
병원 내 스마트 의료 서비스 초보 단계 구축
병원 내-외부 연결 스마트 서비스 초보 단계 구축
병원 스마트 서비스 구축
병원 기반의 스마트 의료, 건강 서비스 구축

▢ 평가항목: 환자 진료 전, 진료 중, 진료 후 각 단계별 서비스 내용에 따라 총 5개
부문 17개 평가 항목 마련
▢ 평가방법: 17개 평가 항목 분류에 맞춰 각 병원의 스마트 서비스 정보 시스템의 기능,
응용범위에 대해 평가 진행
분류
1

2

3

4

5

진료 전
서비스

진료 중
서비스

진료 후
서비스

전 과정
서비스
기초 및
안전

업무내용

응용평가

1

진료예약

전체 예약에서 전자시스템 예약이 차지하는 비율

2

응급대응

응급대응 시스템, 기술수단 구비 및 응용 여부

3

이송서비스

4

정보전달

5

표식 및 안내

병원 내 안내 시스템 구축

6

환자편리
보장 서비스

환자 편리보장 시스템 구축 및 응용 여부

7

환자 피드백

전체 피드백 조사 중 전자 조사 비중

8

환자관리

9

약품조제 및 배송

10

가정서비스

11

기층의사 지도

12

비용지불

전체 이송 수에서 정보시스템 응용을 통한 이송 비중
정보기술 응용을 통해 정보 전달 서비스 제공

전체 환자기록 중 전자기록 비중
약품 조제 및 배송 시스템 구축 및 배송 여부
전체 계약환자 중 전자기록을 가진 계약환자 비중
정보시스템 활용 기층 의사 지도 활동 개진
전자지불 시스템 구축 및 기능 활용 여부

13 스마트 진료안내

스마트 진료 안내 시스템 기능 구비 및 활용 여부

14

건강교육

건강교육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여부

15

원격의료

원격의료 기능 구축 및 활용 여부

16

안전관리

전체 관리 시스템 중 신분인증 활용 비중

17

서비스 감독

서비스 관리감독 체계 구축 및 감독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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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리나라의 원격의료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일부 의료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만 시행 중
● 의료계 등은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과 이에 따른 동네의원 도산우려, 의료
영리화 논란 등을 이유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반대
- 반면 찬성측은 부족한 의사 수로 인한 의료 접근성 개선, 환자의 의료서비스
다양성과 선택지 확대, 만성 질환자 상시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
* 인구 천명 당 의사 수(2016): OECD 평균(3.3명), 영국(2.8명), 미국(2.6명), 일본(2.4명),
한국(2.3)명

● 주요 시범사업으로는 도서·벽지 의사-의료인 협진, 농어촌 응급협진, 격오지
군부대 의사-환자, 원양어선 의사-환자 간 진료 등이 있음
<우리나라 원격의료 관련 입법추진 주요경과>
시기

내 용

2006.07

ㅇ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논의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검토
*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 보고서

2010.04

ㅇ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추진(18대 국회)
- 도서지역 등에 한정*하여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 추진
* 응급환자, 재진 중 도서․벽지지역, 교정시설, 장애인․노인, 가정간호환자
- 국무회의 의결(’10.4.6) 후 국회제출, 상임위 미상정으로 자동폐기

2014.04

ㅇ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재추진(19대 국회)
-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
료법 개정 추진
- ’14.4월 국회 제출, 상임위 미상정으로 자동폐기
* 의료계 등은 환자 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동네의원 도산 우려, 의료영리화 논란 등
으로 반대

2016.06

ㅇ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재제출(20대 국회)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요약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내 ‘심전도 워치’가 의료기기로 승인받으며 우리나라의
스마트 의료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 휴이노社는 고려대 안암병원과 함께 손목 시계형 심전도 장치인 ‘메모워치’
활용한 심장질환자 지속 모니터링 서비스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특례로 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해 조건부
실증특례17)를 부여
17)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정 이후에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최대 2,000명 이내의 환자 대상, 의사가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 혹은 1, 2차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까지 허용(2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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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이노社는 지난 3월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승인을 허가받아, 곧 손목 시계형
심전도 측정기인 ‘메모 워치(MEMO Watch)’ 출시 예정
- 다만 아직은 활용영역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음
*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이나 전원(轉院) 안내만 가능, 의사의 진단과 처방은 불가

<휴이노社의 Memo Watch>

자료 : 휴이노

한편 AI를 활용한 의료기기 스타트업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등
우리나라는 향후 스마트 의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 AI기반 의료영상 진단기업인 루닛은 세계 AI 100대 기업으로 선정, 뷰노의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유럽 CE인증 획득
<주요 첨단 의료기기의 식약처 허가사례>
업체명

품목명(등급)

허가일

사용목적

1

(주)뷰노

의료영상분석장
치소프트웨어(2)

’18.5.16

환자의 좌측 손 X-ray 영상에 대한 골연령을
분석, 의료인이 환자 골연령 판단 지원

2

(주)제이엘케
이인스펙션

의료영상진단보
조소프트웨어(3)

’18.8.14

환자의 뇌 MR(Magnetic Resonance) 영상과
심방세동유무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뇌경
색(허혈성 뇌졸중)의 유형을 자동으로 분석,
의료진의 뇌경색 유형 분류 진단 지원

3

㈜루닛

의료영상검출보
조소프트웨어(2)

’18.8.14

흉부 단순촬영(X-ray) 영상에서 폐 결절로
의심되는 이상부위를 검출, 의료인의 진단을
지원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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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중국의 스마트 의료시장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서비스와
제품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업계 투자,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의 증가 등
스마트 의료 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음
● 최근에는 5G+AI+4K18)를 이용해 60km 밖의 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원격
진료에 성공, 의료와 첨단기술 접목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지속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도 일찍이 원격의료 도입을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 관련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1997년부터 원격의료에 대한 보험 적용을 시작, 일본의 경우 2015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전면 도입했고 최근에는 원격수술까지 허용

한편 우리나라는 스마트 의료에 필요한 업계의 기술수준과 선진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향후 스마트 의료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 원격의료 등 스마트 의료의 핵심인 5G 초고속저지연 네트워크 보유
● 루닛, 뷰노 등 첨단 의료 스타트업들의 기술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국내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은 스마트 의료 분야에 대규모 투자19)를 계획

따라서 우리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세계적 변화추세에 발맞춰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스마트 의료시장을 육성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임
● 정부와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한 원격의료 허용 검토 필요
● 이를 통해 온라인을 통한 스마트 의료기기, 헬스케어 제품, 의료 서비스,
솔루션 등 신산업신시장 개척방안 모색 가능
18) 5G 통신기술과 AI기반 원격 초음파 설비(로봇 팔), 4K 화질 사용
19) 의료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사업에 4조원, 맞춤형 진료 및 정밀 진료에 필요한 의료 진단기기의 개발 및 생산에 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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