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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인스티튜트(AWS Institute)

AWS 인스티튜트는 공공 부문 경영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를 위한 사고 리더십 및 경영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https://aws.amazon.com/institute/).

액세스 헬스 인터내셔널(ACCESS Health International)

액세스 헬스 인터내셔널은 의료 혁신을 개선하고 모든 
사람에게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자문 회사이자 서비스 구현 
파트너입니다. 액세스 헬스는 공공 및 민간 부문 관계자에게 
전문 컨설팅 서비스와 자원 재배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액세스 헬스는 기업가, 정책 입안자, 기업, 투자자 사이의 
고유한 파트너십을 통해 의료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의료 
산업과 노후 복지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https://access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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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는 종종 디지털 의료 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요소로 
일컬어져 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세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정부와 사회는 대대적인 공조와 시의적절한 
대응을 통해 공공 의료와 경제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클라우드, 
특히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는 고도로 확장 가능한 데이터 
스토리지와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면서 팬데믹에 대응하고 국가 
의료 체계의 복원력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접촉자 추적부터 확진자 관리에 이르기까지, 보건 당국과 공공 
및 민간 의료 체계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확장성을 갖춘, 즉 
코로나19 확진 건수에 따라 확장하고 축소할 수 있는 IT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 의료 서비스를 통해 외곽의 낙후 
지역뿐 아니라 대도시에도 주요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정부는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코로나19 확진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통해 지역,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데이터를 수집, 모니터링, 교환하고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정책을 결정합니다. 게다가 백신 개발, 생산, 유통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인프라가 없었다면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 2 3

그러나 코로나19는 아태지역의 공공 의료의 여러 당면 과제 
중 하나일 뿐입니다. 고령화 심화, 의료비 상승, 만성 질환의 
비용 부담 증가, 의료 인력 부족은 국가 의료 체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 지역에서 디지털 의료는 의료 체계의 

주요 수단으로 널리 인식되어 왔습니다. 대다수 정부는 국가적 
디지털 의료 전략을 내세워 의료 체계 실무자가 디지털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지침과 방법을 상세하게 다룬 디지털 의료 전략은 많지 
않습니다.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 클라우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액세스 헬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공공 의료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는 요인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당면 과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AWS 
인스티튜트와 공동으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등 12개 아태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도입 범위와 패턴을 조사했습니다. 각 국가의 디지털 
의료 환경, 즉 디지털 의료 정책, 시스템, 솔루션을 파악했으며,  
특히 의료 체계에서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12개 국가의 정책 입안자, 의료 부문 최고 정보 책임자(CIO) 또는 
최고 의료 정보 책임자(CMIO), 디지털 의료 전문가 40명과의 
면담을 통해  공공 의료 분야의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1.	 요약

먼저 공공 의료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는 요인을 식별하여 검토했습니다. 아시아 클라우드 컴퓨팅 협의체(Asian Cloud Computing 
Association, ACCA)는 국가의 클라우드 준비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주요 요인으로 인프라, 보안, 규제, 거버넌스를 꼽습니다. 본 
연구에 따르면 공공 의료에서 클라우드의 사용을 촉진하는 네 가지 추가 요인으로는 디지털 의료에 대한 국가 정책 및 명령, 의료 데이터 
관련 사이버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의료 체계의 본질 및 성숙도, 디지털 의료 체계의 성숙도가 있습니다. 

ICT(정보 통신 기술) 도입이 GDP(국가총생산)와 관련이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소득을 기준으로 12개 국가를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추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 고소득: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대한민국, 일본
• 중상소득: 말레이시아, 태국
• 중하소득: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및 방글라데시

방법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공 의료 부문 클라우드 도입 장애 요인 극복 4

준비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준으로 12개 국가를 추가 분석한 결과 클라우드 준비 상태와 도입이 국가의 소득 계층과 크게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소득 그룹 내에서 의료 부문의 클라우드 준비 상태와 도입률은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대한민국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중상소득 그룹의 경우 태국이 말레이시아보다 도입 범위가 더 넓었습니다. 그러나 정책 측면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보다 
진보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공공 부문에 대해 클라우드 퍼스트(Cloud First)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중하소득 그룹에서는 
인도와 베트남이 다른 국가보다 도입률이 높았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전체적인 의료 체계, 의료 조직, 개별 환자 등 세 가지 차원에서 공공 의료 체계에 이롭습니다. 의료 체계에 유익한 
방향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잠재력을 충분히 이끌어내고, 클라우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의료 산업에서 더 많은 혁신을 촉진하려면 
국가의 정책 입안자와 의료 체계 실무자는 다음의 네 가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

의료 부문에 대한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은 정부 보건 당국이 클라우드 기반 기술 솔루션을 다른 IT 솔루션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입니다.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통해 의료 조직은 인프라 비용을 최적화하고 확장성을 갖춘 IT 
리소스를 활용하면서 연결형 의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보안을 강화하며, IT 사용량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정책 수단, 즉 상호 운용성, 규제, 조달과 같은 주요 촉진 요인을 중심으로 정책 수단을 마련하여  활용하면 디지털화에 대한 
조직의 반감을 해소하고 클라우드를 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R1. 의료 부문에 대해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고 중앙의 디지털 보건 당국이 정책을 주도하게 합니다. 

R2.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클라우드의 잠재력을 충분히 이끌어냄으로써 의료를 디지털화합니다. 

R2.1. 의료 혁신을 지원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과 규제를 수립하여 의료 성과를 개선합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정책, 규제는 디지털 의료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명확한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즉 원칙 기반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국제 공인 표준에 따라 위험 대비 거버넌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R2.2. 환자 중심의 연결형 의료 체계에 적합한 데이터 상호 운용성 및 데이터 교환 공개 표준을 확립합니다. 표준을 
확립하고 상호 운용성을 의무화하면 의료 데이터를 최대한으로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R2.3. 디지털 의료 혁신 생태계의 씨앗이 되는 정책을 고안합니다. 많은 정부, 특히 그룹 2와 그룹 3 국가의 정부는 벤처 
캐피털 기반이 아닌 전통적인 자금 조달 모델을 통해 스타트업의 재정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의료 체계가 성숙 단계에 
도달하려면 정부가 강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책과 인센티브를 통해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친화적인 조달 
정책, 우수한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 등이 필요합니다.

R2.4. 조달을 간소화하고 표준화하여 클라우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CSP)에 대한 서비스 
표준을 최소한으로 설정하여 조달 지침을 만들면 조직은 확신을 가지고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클라우드 데이터 거버넌스, 공급업체 과잉 의존에 따른 위험, 비즈니스 연속성을 둘러싼 우려를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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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부문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 요인

응답자들은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 또는 이해 결여로 인해 정책 
입안자와 의료 조직 경영진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의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는데, 클라우드의 이점과 보안 기능에 대한 이해에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개인 데이터 보호 및 
의료 규제가 없는 것도 이러한 인식을 부추겼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오해: 

응답자들은 이미 예산이 빠듯한 공공 의료 조직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계획, 구현, IT 직원 및 임상의 훈련 등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들어가는 비용을 꼽았습니다. 

예산 제약: 

12개 국가 중 3개 국가의 응답자들은 클라우드 기술 인력의 
부족을 클라우드 도입의 3대 장애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클라우드 기술과 의료 부문에 이를 적용할 방법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기술 인력의 부족:

모든 국가의 응답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용도, 이점의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의료 체계 전반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도입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했습니다.

클라우드 이점에 대한 낮은 인식: 

데이터 거버넌스 규제가 복잡하고 모호할 뿐 아니라 의료 
데이터에 대한 규제 적용과 관련하여 IT 직원 교육이 
전무하거나 거의 없다는 점이 클라우드 도입의 장애 요인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거버넌스 규제의 모호성: 

응답자, 특히 그룹 3 국가의 응답자들은 인터넷 대역폭 부족, 
저품질 하드웨어, 지방 지역의 모바일 연결 미비 등 취약한 ICT 
인프라 기반이 클라우드 도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인프라 부족: 

응답자들은 디지털화를 주도할 명령 또는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고려하는 의료 시설의 장애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점에 대한 이해 부족, 수익 손실에 대한 
두려움, 임상 워크플로우 변경에 대한 반대와 같은 요인을 
언급했습니다.

구조적 변화에 대한 반감: 

모든 중하소득 국가는 기반 ICT 인프라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물리적 ICT 인프라뿐 아니라 인적 자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정책과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식 격차를 줄이고 인간 중심의 디지털 의료 애플리케이션을 설계 및 구축하려면 교육 프로그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혁신 센터나 이와 유사한  관선 역량 강화 기구에 권한을 부여하여 민간 부문과 파트너십을 맺고 국제 모범 사례에 따라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를 주도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전략은 주요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망설이게 하는 일곱 가지 주요 장애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공공의료의 혁신 가속화에 기여합니다. 다음은 촉진 요인 분석과 공공 의료 부문의 의사 결정권자 및 전문가와 진행한 심층 면담을 통해 
찾아낸 일곱 가지 장애 요인입니다.

R3. ICT 생태계 기반을 평가하고, ICT 생태계 기반 조성에 투자하여 클라우드 도입을 이끌어 냅니다. 

R4. 클라우드 도입의 주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역량 강화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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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 경제, 사회, 정치 등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의료 부문에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장애 요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크게 보면 이들 장애 요인은 공공 부문 주도 의료 서비스에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 정보,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정 리소스, 정책이 없다는 데에서 근본적으로 기인합니다. 클라우드가 새로운 기술이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그 응용 
방식이 빠르게 발전하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진 위험이 빠르게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부재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기관과 규제 기구는 혁신을 지속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 및 전 세계의 클라우드 도입 사례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면담을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여 일련의 권장 사항을 제시합니다. 
이들 권장 사항을 채택하면 명확성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이 의료 서비스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적정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은 클라우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여 국민 보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고려할 수 있는 일련의 옵션을 
제공합니다.

2.	권장 사항

R1: 의료 부문에 대해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고 중앙의 디지털 보건 당국에서 
정책을 주도하게 합니다.

R2: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클라우드의 잠재력을 충분히 이끌어 내어 의료를 디지털화합니다. 

R2.1: 의료 혁신을 지원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과 규제를 개발하여 의료 성과를 개선합니다.

R2.2: 환자 중심의 연결형 의료 체계에 적합한 데이터 상호 운용성 및 데이터 교환 공개 표준을 
확립합니다.

R2.3: 디지털 의료 혁신 생태계의 씨앗이 되는 정책을 고안합니다.

R2.4: 조달을 간소화하고 표준화하여 클라우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합니다.

R3: ICT 생태계 기반을 평가하고, ICT 생태계 기반 조성에 투자하여 클라우드 도입을 이끌어 냅니다.

R4: 클라우드 도입의 주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역량 강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의료 정책 입안자를 위한 권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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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의료 부문에 대해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고 중앙의 
디지털 보건 당국에서 정책을 주도하게 합니다.

무엇을 의료 부문에 대한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은 정부 보건 당국이 새 IT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IT 프로젝트를 갱신할 때 
다른 IT 솔루션보다 클라우드 기반 기술 솔루션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입니다.

왜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도입하면 중앙 및 지방 보건 부처와 의료 조직이 일반적으로 온프레미스 솔루션보다 높은 
보안 수준에서 IT 인프라 비용을 절감하고 확장 가능한 IT 리소스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포용력, 효율성, 경제성을 갖춘 공공 의료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연결형 의료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도입은 공공 의료 발전의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확장성이 분석, AI, 기계 학습 솔루션 등 전 
부문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혁신적인 데이터 중심 솔루션에 보다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 스타트업의 
규모 확장을 지원하려면 클라우드가 필수적입니다.

어떻게 • 범정부적인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시행하여 클라우드에 전념합니다.

• 의료 부문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데 있어 신규 또는 기존 디지털 보건 당국이 국가적 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 다수의 이해관계자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마이그레이션과 구현에 대한 로드맵 개발과 관련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 예산 및 조달 프로세스를 공식화합니다.
• 의료 인력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시행하면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일정을 수립합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는 ‘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을 아키텍처 
원칙의 일환으로 공표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디지털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이전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

뉴질랜드의 최고 디지털 책임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 및 구현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여 ICT를 
촉진하고 특히 정부의 클라우드 도입을 장려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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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클라우드의 잠재력을 충분히 이끌어 내어 의료를 
디지털화합니다.

무엇을 명령, 금융 및 비금융 지원, 인센티브, 공동 위험 모델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도입하여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반감을 해소합니다.

왜 인도, 태국 등의 국가에서는 시행 가능한 명령의 부재로 인해 의료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니셔티브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디지털 의료 이니셔티브의 주도권이 불분명하고 명확한 명령 체계가 없어 단편적이고 고립된 
상태로 이니셔티브가 시행되었습니다. 올바른 정책 수단, 즉 상호 운용성, 규제, 조달과 같은 주요 촉진 요인을 
중심으로 정책 수단을 만들어 활용하면 디지털화에 대한 조직의 반감을 해소하고 클라우드를 더 빠르고 더 
광범위하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음 메커니즘을 국가의 디지털 의료 전략 및 정책 안에 구축하면 클라우드 도입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전 공공 의료 체계에서 의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행하도록 명령으로 지정합니다. 명령을 시행하려면 예산 
및 기술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상환 제도, 추가 예산 배정 등의 금융 인센티브와 상환 주기 단축 등의 비금융 인센티브를 통해 클라우드 도입을 
개선합니다. 

• 공동 위험 모델을 채택하면 위험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부담하여 디지털 솔루션 도입에서 비롯되는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프로그램 참여 배제, 서비스 요금 삭감과 같은 역인센티브의 사용을 고려합니다.

전자 의료 기록(EHR)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급자에게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미국은 경제적 
및 임상적 건전성을 위한 의료 정보기술에 관한 법률(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 HITECH)을 제정하여 의료 정보 기술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을 시행하면서 2008년 3.2%였던 EHR의 도입률이 2015년 14.2%까지 상승했습니다. 2017
년에는 개원의 86%가 EHR을 채택했고 비연방 급성기 병원의 96%가 공인 의료 IT를 구현했습니다.6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엔헬프(NHelp)라는 IT 시스템을 요양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최초 3년간은 무료로, 이후에는 보조금 적용 요금으로 엔헬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엔헬프를 
구독하는 요양원도 엔헬프의 의료 클라우드인 H-Cloud에서 호스팅될 예정입니다. 엔헬프에서 
재무, 근무 일정 편성 프로그램 등 요양원이 필요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제공하므로 요양원은 자체 
시스템을 구매하고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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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1: 의료 혁신을 지원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과 규제를 개발하여 의료 성과를 
개선합니다.

무엇을 데이터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정책, 규제는 디지털 의료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명확한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국제 공인 표준에 따라 위험 대비 거버넌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왜 의료 데이터의 민감도를 고려하면 데이터의 무결성, 가용성,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데이터를 보호하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의료 데이터의 양이 증가할수록 의료 데이터 침해와 남용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인도와 베트남을 
포함한 일부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는 아직 데이터 보호 규제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데이터 공유와 사용을 
막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도 사람, 의료 조직, 정부 간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합니다. 

어떻게 • 디지털 보건 당국은 규제 기구,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데이터 보안,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호, 데이터 현지화 
정책 관련 규제를 만들고, 개정하고, 규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 CSP를 모니터링하고 인증할 중앙 기관을 설립합니다. 미국의 미국 연방 위험 및 승인 관리 프로그램(FedRAMP)
가 여기에 해당하며 모니터링 도구 선정, SLA 위반, 감사 유형 및 빈도, 인증 절차를 비롯해 감사와 규정 준수에 
필요한 메커니즘과 정책을 개발합니다. 

• 규제는 관련 데이터 집합의 위험 프로필에 부합해야 하며 국제 표준 및 모범 사례를 따라야 합니다.

• 의료 데이터를 수집, 사용, 보관하는 조직에게 보고와 투명성을 요구하는 내용을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에게는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과 제어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해야 합니다.

• 관할권이 아닌 책임 기반의 규제를 만들고 시행합니다. 즉, 어떤 국가의 의료 데이터를 보관하고 이전할 책임이 
있는 기업은 데이터 소재 위치에 관계없이 해당 국가의 데이터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6년에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세계 최초의 다단계 클라우드 보안 표준인 MTCS(Multi-Tier 
Cloud Security) 싱가포르 표준을 의료 부문에 적용하는 연구를 완료했습니다. 민간 의료 부문에도 
의료 데이터 집합에 따라 보안 단계를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MTCS 1단계(기본)는 일반 공개 정보(예: 임상 표준 및 용어 시스템)를 호스팅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3단계(가장 엄격)는 임상 관리 지원 시스템(예: 청구 및 입원 데이터)을 
호스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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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2: 환자 중심의 연결형 의료 체계에 적합한 데이터 상호 운용성 및 데이터 교환 
공개 표준을 확립합니다.

무엇을 완벽하게 상호 운용되는 시스템을 사용하면 조직, 지역, 국가 간 의료 정보를 교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 
표준이 있으면 사용자가 자신의 요구를 충족하는 솔루션을 도입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공급업체를 
변경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왜 의료 재정 지원, 역학 및 질병 관리, 리소스 최적화 및 전자 거버넌스 지원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달성하려면 
의료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본 보고서의 대상이 된 대다수 국가에서 응답자들은 의료 솔루션이 단편적인 상태로 
구현된 것을 목격했다고 답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인도, 인도네시아처럼 면적이 넓은 국가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단편화 현상은 의료 체계 전반에서 의료 데이터를 수집, 공유, 분석하는 데 걸림돌이 되며 디지털 의료 솔루션의 
이점을 크게 제한합니다. 

상호 운용성 표준을 확립하고 구현하면 표준화된 의료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교환하고, 
디지털 의료 체계의 잠재력을 완전하게 실현하고, 국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의료 성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책 입안자는 처음부터 상호 운용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의료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합니다. 

• EHR 및 의료 정보 교환(HIE) 서비스의 데이터 상호 운용성 및 데이터 표준화와 관련하여 공통의 공개 표준을 
확립하고 순차적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설계합니다.

• 보험자, 의료 공급자, 의료 조직의 상호 운용성을 의무화합니다. 표준을 준수하고 EHR을 도입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 국가 및 지역 클라우드 혁신 센터 또는 동급의 역량 강화 기구를 통해 도구, 표준 및 규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처럼 국제적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는 데이터 이전 
협정에 참여하고 해당 국가의 프라이버시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2020년에 미국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2021년 7월 1일부로 CMS의 규제를 
받는 많은 보험자와 의료 공급자 간에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표준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AI 및 빅 데이터
• 명확한 데이터 구조와 의미 체계를 갖춘 

알고리즘 제공
• 분석 결과의 타당성 보장
• 디지털 기술에 대한 신뢰 구축

의료 커뮤니케이션
• 손쉬운 정보 검색 지원
•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인한 의료 과실 방지
• 문서 작업 감소
• 환자의 자율권 보장

국제 협력
• 여러 조직의 데이터 취합(예: 희귀 질병, 정밀의료)
• 글로벌 공중 보건 문제 해결(예: 감염 통제, 전염병 

확산)
• 최신 기술에 대한 글로벌 접근성 제공

연구
• 실제 데이터 사용 개선(예: 대규모 관찰 연구의 

경우)
• 새로운 연구 가설 수립(데이터 마이닝 및 AI 활용)
• 분석 스크립트의 원격 개발 지원

상호 운용성으로 디지털 의료를 개선하는 방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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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3: 디지털 의료 혁신 생태계의 씨앗이 되는 정책을 고안합니다.

무엇을 디지털 의료 혁신을 증진하려면 정부의 공중 보건 과제 해결을 도울 정책과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왜 많은 아시아 태평양 정부가 거대한 공중 보건 과제에 짓눌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의료 기술과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경제성, 포용성을 향상함으로써 의료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혁신 생태계는 오늘날의 디지털 경제를 지원할 만큼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정부는 여전히 스타트업 재정 지원 시 담보를 요구하는 기존의 재정 지원 모델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충족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게다가 조달 프로세스가 구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적이 확실한 
회사에 크게 편향되어 있다 보니 공공 부문 의료 공급자와 일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이 들어갈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안전을 위해 디지털 의료 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혁신을 억제합니다. 정부는 
스타트업에 적합하도록 정책을 변경하고 재정 지원 구조를 재편성하여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육성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디지털 의료 체계가 확장되고 성숙 단계에 도달한 상태라면 이 단계에서 포괄적인 규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보통 온라인 플랫폼과 인프라 비용에 자금의 대다수를 소진하는데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수년간 이 
상황이 지속됩니다. 정부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클라우드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의료 스타트업의 확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구조를 벤처 캐피털 모델로 재편성합니다.
• 금융 및 비금융 인센티브를 통해 디지털 의료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고안합니다. 금융 및 비금융 

인센티브로는 투자자 연결, 자본 투입, 자금 지원, 전담 창업 프로그램(예: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조세 지원, 특히 영국과 캐나다에서 제공 중인 환급형 R&D 세액 공제와 중소기업 양여금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특정 크기 및 규모의 턴키 공급업체가 아닌 소규모 업체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보다 포용력 있는 조달 정책을 
개발합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R&D 센터, 교육 기관, 창업 기관을 비롯해 민간 부문과 함께 스타트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 유전체학, 정밀의료 등 신흥 의료 영역과 AI, 기계 학습 등 최첨단 전문 영역의 인재 풀을 영입, 유지, 구축합니다.
• 클라우드 파일럿 사이트를 설정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테스트하고 규모를 조정합니다.
• 공공 기관과 민간 업체가 ‘공공 데이터’ 관행을 따르고 공공 기관과 민간 업체 간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장려하여 

데이터 중심 혁신을 유도합니다. 

싱가포르 정부기술청(GovTech)은 소규모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조달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다른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조달 주기 후반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조달 기간의 유연성을 증대했습니다. 9

2017년에 액세스 헬스 디지털은 인도의 국립 보건 당국(National Health Authority, NHA)과 
협력하여 사회적 기업 액셀러레이터(Social Entrepreneurship Accelerator, SEA)를 출범했습니다. 
SEA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공공 디지털 의료 표준을 구현하는 인도 의료 기술 스타트업과 
공급업체를 지원합니다. AWS 액티베이트(AWS Activate) 제공 기관으로서 SEA는 AWS와 협력하여 
의료 기술 스타트업에 AWS 크레딧, 기술 지원, 멘토십, 시장 접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트업 
비즈니스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10

호주 정부가 설립한 의학 연구 미래 기금(Medical Research Future Fund)에서는 디지털 의료 
액셀러레이터인 앤드헬스(ANDHealth)에 19만 8천 달러 를 투입했습니다. 이는 호주 정부가 디지털 
의료에 투자한 금액 중 최대 규모입니다. 초기 파일럿 프로그램에 선정된 10개 기업은 70만 달러 를 
모금하여 4년간 일자리 300개를 창출하고 44건의 임상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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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4: 조달을 간소화하고 표준화하여 클라우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합니다.

무엇을 디지털 보건 당국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조달을 간소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정책을 확립하고 지침을 발표해야 
합니다. 

왜 예산 문제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은 클라우드 도입을 방해하는 장벽입니다. CSP에 대한 서비스 표준을 
최소한으로 설정하여 조달 지침을 만들면 조직은 확신을 가지고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클라우드 데이터 거버넌스, 공급업체 과잉 의존에 따른 위험, 비즈니스 연속성을 둘러싼 우려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 국제 공인 보안 및 프라이버시 표준에 따라 관련 데이터 집합,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IaaS, PaaS 또는 SaaS), 
클라우드 배포 모델(퍼블릭, 프라이빗, 커뮤니티, 하이브리드)의 위험 현황에 관한 조달 지침을 발표합니다.

• 조달 지침에 명시된 대로 표준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공인 CSP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또는 조직이 자체 평가나 
독립적인 서드파티(third-party) 평가 기관을 통해, 발표된 조달 지침에 따라 적격 클라우드 서비스를 식별하게 
합니다.

• 중앙 또는 부문 차원에서 단일 기업으로 구매하고 계약을 표준화하여 ‘조달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 클라우드에서의 데이터 거버넌스, 서비스 및 데이터 가용성, 위험 관리, 구제 조치, 출구 관리(Exit Management)
를 포함하여 서비스 수준 계약(SLA)을 상세하게 정의합니다.

• 하이브리드나 멀티클라우드 모델, 클라우드 이동성, 기술 중립적 아키텍처를 적절히 포함하도록 요구 사항을 
수정하여 공급업체 과잉 의존 및 종속 위험을 완화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CSP와의 상용 계약을 체결하여 정부 조직이 단일 가격과 표준 이용 약관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조성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정부 조직이 
클라우드 카탈로그에 액세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12

호주 사이버 보안 센터(Australian Cyber Security Centre)와 디지털 혁신청(Digital 
Transformation Agency)은 정부 기관에서 CSP와 CSP 서비스를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13 IRAP(Infosec Registered Assessors Program) 이니셔티브의 보안 
평가를 통과했다면 ICT 시스템이 호주 정부의 사이버 보안 표준을 충족한다는 의미입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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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 기반 ICT 생태계를 평가하고,  ICT 생태계 기반 조성에 투자하여 클라우드 도입을 
이끌어 냅니다.

무엇을 중앙 정부는 다음의 두 영역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 계획을 세워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강력한 ICT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1. 국제 및 국내 광대역 연결, 최신 디지털 기술, 광대역 품질, 전력 안정성 등 필요한 물리적 리소스 

2. 국가의 ICT 전략 및 비전을 실현할 지속 가능한 인재 풀

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원격 의료 상담, 원격 진단 및 모니터링, 안전한 의료 데이터 보관, 교환, 전송과 같이 
필수적 국가 서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경제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ICT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러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클라우드를 비롯한 디지털 의료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일본,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의 면담 대상자들은 IT 기술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기술 격차가 현지 인력 
사이에서 크게 나타난다고 답했습니다. ICT 기반에 대한 투자는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기술을 성장시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통해 정부는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는 한편 IT 인프라에 지출되는 
세금은 줄이고 IT에 확장형 종량제 방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 기존 ICT 전략에서 ICT 인프라와 기술 역량에 존재하는 격차를 평가하고 투자 계획을 세웁니다.

• 다국적 기구, 개발은행을 포함해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를 통해 필요한 자금과 투자를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을 보장합니다.

• ICT 기술 강화를 위한 국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술 격차를 줄이려면 단기 집중 재훈련 및 역량 강화 과정을 
시행하면서 초, 중, 고등 교육에서 IT 기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면적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 국가 차원의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도입하여 클라우드 도입을 가속화합니다.

뉴질랜드의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 뉴질랜드 정부는 공공 부문 조직이 클라우드를 균형 잡힌 방식으로 
신속하게 도입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에 
따라 조직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기존의 IT 시스템보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하여 도입
• 위험 평가 후 사례별로 도입 결정
• 호스팅 위치가 역내든 역외든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기밀 등급이 대외비(RESTRICTED) 이하인 

데이터만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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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 클라우드 도입의 주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역량 강화 문제를 
해결합니다.

무엇을 기술 지원과 함께 교육을 제공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지식과 구현 사이의 격차를 좁힙니다.

왜 디지털 기술에 대한 병원 경영진과 행정부의 반감은 클라우드 도입의 최대 장애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되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의료 애플리케이션의 설계가 열악할 뿐 아니라 클라우드 기술의 작동 방식과 그 이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지식 격차가 있고, 의료 부문에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데 있어 기술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 반감을 
불러왔습니다.

어떻게 보건 부처, 디지털 의료 지도자, 지역 및 다자 보건 기구, 기부자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역량 강화 전략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혁신 센터나 동급의 관선 역량 강화 기구는 다음을 통해 격차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 훈련 및 인식:

• 대규모 교육 및 훈련에는 온라인 대중 공개 수업(MOOC) 기반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 전문가가 클라우드 도입을 배울 수 있는 모듈 기반 커리큘럼과, 사이버 보안 위험 및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교육 과정을 개발합니다.
•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규정을 정책 지침에 따라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의료 조직을 지도합니다.
• 의료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등급에 맞춰 클라우드의 사용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 세트와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의료 IT 인력을 교육합니다.
• 범정부적으로 의사 결정권자는 클라우드 사용을 비롯해 기술 사용과 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모범 사례, 성공 사례, 실패를 통한 교훈을 정책 입안자뿐 아니라 국내외 의료 생태계 전반에 전파해야 합니다.
• ADKAR, ADOPTS와 같은 변화 관리 모델을 구현하여 클라우드 및 디지털 기술 도입에 대한 반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디지털 의료 애플리케이션:

•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접근 방식을 도입할 때 모범 사례를 
따르도록 조직을 지도합니다. 모범 사례는 클라우드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 인구의 대다수가 이용하는 중소형 병원의 경우 비교적 교육량이 적은 PaaS 및 SaaS 기반의 디지털 의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 중립성도 구현해야 할 중요 원칙 중 하나입니다. 기술 중립성을 갖추면 새 
공급업체로 옮길 때 교육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유엔개발계획(UNDP)의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설계 원칙과 같은 모범 사례에 따라 디지털 의료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해야 하며, 이때 이해관계자와 최종 사용자가 다 같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 사용자의 우려를 
불식하고 디지털화에 대한 태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디지털 보건 네트워크 연맹(African Alliance of Digital Health Networks)의 디지털 
헬스 리더십 프로그램(Digital Health Leadership Program)은 동료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 
교육, 멘토십을 제공하여 디지털 의료 리더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 의료 
이니셔티브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자신감을 고취하고 이니셔티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17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 청사진(Malaysian Digital Economy Blueprint)는 ‘디지털 트랜스포머’를 
개발하여 기술 전문가와 전문 ICT 인재로 구성된 고숙련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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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의료 체계의 성숙도와 상황

대한민국은 산지가 많은 반도 국가입니다. 남해안과 서해안에는 
약 3,600개의 섬이 있습니다. 인구는 4,900만 명이고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비율이 높으며 출생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 보건복지부(MHW)가 대다수의 공중 보건 정책과 
프로그램을 주도합니다. 

의료 재정 지원: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NHI)이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약 97%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나머지 3%는 의료 급여 제도, 즉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 부조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9

클라우드로 해결 가능한 의료계 당면 과제:

인구 고령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고령 인구 내 만성 
질환이 두드러지면서 의료 종사자와 의료 리소스를 비롯한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20

접근성과 적용 범위의 결여: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고질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구의 20%가 시골에 거주하는데 대부분의 민간 
의료 시설, 의사의 92%, 병상의 90%는 도심에 몰려 있습니다. 21

높은 본인 부담금: 대한민국의 경우 의료 서비스 지출에서 본인 
부담금(OOP)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재정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2

민간 의료 부문의 우세:  민간 부문이 우세를 보이는 의료 체계에서 
진료 의뢰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환자들은 3차 병원을 
선호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병상 공급이 과잉 상태에 
있습니다. 23

점수: UHC 서비스 보장 지수
(2017년) 86/10024

순위:: 의료 관련 SDG 진전 
상황(2015년) 6/18825

점수: 의료 접근성 및 품질 
지수(2015년) 90/10026 

UN 전자 정부 준비 상태 
지수(2020년) 2/19327

클라우드 준비 상태 지수 72.7/10028

UN ITU ICT 발전 지수 2/19329

의료 서비스 및 품질 점수

ICT	및 전자 거버넌스 성숙도	
등급

클라우드와 데이터 보안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
공공 의료에서의 클라우드 
사용을 지시하는 명령/정책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한 법률 
제정 
의료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법률 제정
클라우드: 의료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보안/프라이버시 법률 
제정

한 눈에 보는 대한민국 주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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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대한민국

7.4.1 대한민국 의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상황 및 성숙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발전한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은 1977년이라는 이른 시기에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고 1989
년에 보편적 보건을 달성했습니다 . 그 결과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었고 국가 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용도로 주기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유헬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환자의 건강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로 유비쿼터스 헬스라고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원격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유헬스 
이니셔티브를 주도했습니다. 31

AI+X(검진 작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과 의료 기관이 보유한 의료 영상 
데이터를 사용하여 의료 지원 및 검진 지원에 AI를 융합함으로써 
진단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의료 AI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32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개발 지원 사업: 

ICT를 의료에 활용하여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3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EMR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의료 데이터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EMR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4

주목할 만한 디지털 의료 이니셔티브 

다음은 대한민국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디지털 의료 혁신입니다.

전자 의무 기록 이용 법제화 

2003 년

정부, 의료 정보 교환(HIE) 
3개년 시범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 

2007 년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P-HIS) 출범, EMR
을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FEEDER-NET 프로젝트 출범

2017-2018 년

2001 년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의 
제2차 10개년 정보 전략 계획

2004 년

공통 정보 아키텍처 개발을 
목표로 EHR 핵심공통기술 
연구개발사업단(CiEHR) 
설립 

2015 년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내 클라우드 
도입의 발판 마련

2019-2020 년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 
발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디지털 의료 뉴딜 
확정

아래 그림은 의료 부문의 주요 전환점을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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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공공 의료의 클라우드 도입: 정책, 주목할 만한 이니셔티브 및 규제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 의료와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직간접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퍼블릭 빅 데이터 댐 프로젝트와 
의료 AI, 개인 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반 이니셔티브 관련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그 결과 공공 부문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차세대 의료 기술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 부문, 정부, 산학계가 협업하여 의료 서비스, 의료 지원 서비스, 보험 서비스 등의 다양한 병원 정보 시스템(HIS)을 클라우드에 
구축했습니다. 덕분에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의 간호 인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간호사의 초과 근무를 30% 줄이고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였습니다. 35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정책

지난 10년간 클라우드 컴퓨팅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분에서 어떤 미래지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한 대한민국 정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발전시키기 
위해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제정했습니다. 클라우드컴퓨팅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산업별 조치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36

2021년 대한민국 정부는 기존의 ‘클라우드 우선’을 ‘민간(퍼블릭) 클라우드 우선’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비스형 인프라(IaaS)
뿐만 아니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서비스형 플랫폼(PaaS)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도 촉진하고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센터도 개별 산업으로 분류하여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7

민간 CSP 이용 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정부, 지자체, 공공 기관 평가 시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실적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기관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38

의료 부문의 클라우드: 성숙도와 주목할 만한 이니셔티브

2016년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면서 의료 부문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의료 기관 내에 전자 의무 기록을 저장해야 한다는 조항을 수정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외부 업체 또는 의료 기관 
외의 장소에서 전자 의무 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39

서비스 공급자의 90%가 EMR을 사용하는데도 클라우드 도입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정부 주도하에 서비스 공급자 간 의료 
서비스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되면서 참여 공급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40

클라우드 기반 EMR: 2017년에 보건복지부는 병원들이 클라우드에서 EMR과 EHR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클라우드 기반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초기에는 고려대학교의료원처럼 몇몇 선정된 병원에서만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른 병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네이버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41

프라이빗 클라우드 도입: 서울대학교병원은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여 환자 데이터를 저장, 활용하고 있으며, 퍼블릭 클라우드는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같은 대학 병원과 여타 대형 병원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상급 병원은 자체 병원 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상당 부분 디지털화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클라우드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지만, 의료 부문에 대한 
규제 때문에 클라우드 도입이 더딘 상태입니다. 42

연구 및 데이터 분석: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은 연구와 데이터 분석 목적으로 별도의 네트워크에서 별도의 계정을 통해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연기된 서비스). 43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공 의료 부문 클라우드 도입 장애 요인 극복 19

성공 사례: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P-HIS)

2017년에 시작된 P-HIS는 주요 혁신 중 하나로, P-HIS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최근에는 클라우드를 
도입했습니다. P-HIS는 다양한 IaaS 환경과 SaaS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고 개발되었습니다. HIS 서비스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의료 현장에서 정밀의료를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AI 솔루션, 빅 데이터 솔루션, 블록체인 솔루션 등의 최신 
제품을 P-HIS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닥터 앤서

공중 보건 부문에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AI 기반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인 닥터앤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민간 부문, 업계, 정부가 협력했습니다. 그 결과 클라우드 기반의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서비스 기간을 약 
70% 단축했고, 진료, 의료 지원, 보험 업무, 분석 테스트, 모바일 EMR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HIS 기능을 개발함으로써 병원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했습니다. 44

관련 규제

대한민국에는 개인 정보와 의료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 법이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개인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규제

개인정보보호법(PIPA)은 클라우드 내 개인 정보의 수집, 사용, 제공, 위임, 폐기 및 저장에 적용됩니다. 그런 이유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한 
데이터의 처리는 PIPA의 적용을 받습니다. PIPA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데이터 주체를 보호하는 엄격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46

2020년 1월 9일에 대한민국 국회는 데이터 보호 및 거버넌스 규제 프레임워크를 간소화하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인공 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등 최신 기술에 기반을 둔 신흥 경제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7

(i) 2011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PIPA’)은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제합니다.

(ii) 1999년에 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의 데이터 보호에 

적용됩니다.

(iii) 1995년에 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은 신용 정보 보호를 규제합니다.

이들 개정안은 주로 다음을 목표로 합니다.

•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의 중복과 감독 기구의 다원화로 인해 발생하던 규제 활동의 부담과 규제 대상의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 본래의 수집 목적과 관련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보다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가명 데이터’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의료 데이터:  의료 정보는 PIPA 23조에 따라 민감 정보로 분류되며, 다른 일반 개인 정보와 달리 데이터 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감 정보는 일반 개인 정보보다 법적 보호의 강도가 더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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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기록:  의무 기록의 경우 의료법(MSA)은 의무 기록의 기록, 이용, 서드 파티 제공, 전자 의무 기록 등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규제합니다. PIPA 및 MSA의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면 행정 처분과 심지어 금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자 의무 기록은 대한민국 
외부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기타 관련 법률 제정: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급자가 사용자 데이터를 서드파티에 제공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서드파티에 제공하거나 합의된 목적 외에 사용자 데이터를 사용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사용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알려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용자 데이터를 해외에 보관 중인 경우 사용자는 데이터 보관 국가와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 사실의 공개를 요구하고, 이후 공개에 
대해 발표될 수 있는 권고 조치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7

데이터 보안에 대한 규제

다음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데이터 보안 규제입니다.

•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대한민국의 공공 부문용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국가정보원의 보안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립한 CSAP를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 EMR에 클라우드를 사용하려는 조직은 CSAP 인증 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현재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8곳(KT,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가비아, NHN, 스마일서브, 삼성 SDS, 더존, 카카오)만 
IaaS 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받았습니다. CSAP 인증을 받은 외산 CSP는 없습니다.  48

•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클라우드 컴퓨팅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구속력은 없지만 규정 준수가 권장됩니다.  49

클라우드의 의료 데이터와 관련된 규제

앞서 언급한 대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의료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PIPA의 적용을 받습니다. 클라우드의 의료 데이터를 보호하는 
다른 정책으로는 2002년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으로 EMR을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또는 의료 기관이 전자 의무 기록을 생성하도록 허용하며, EMR의 준비, 저장, 전자 전송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4.3 클라우드 도입의 장애 요인과 과제

다음은 기존의 보조 연구와 면담을 바탕으로 식별한 장애 요인과 제약 조건입니다.

1. 금융 인센티브 및 지원의 부재: 

응답자들은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공급자 보상 또는 비용 절감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병원과 상급 
기관은 투자 여력이 있지만 개인 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리엔지니어링을 제공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리엔지니어링보다 더 큰 문제는 개인 병원과 소규모 의료 조직이 클라우드로 이전할 동기를 
얻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의 보상 없이 이를 감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EMR을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지만 의료 부문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해야 할 
동기는 크지 않습니다.”
— 정책 입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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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보안 문제: 

데이터 보안은 많은 공급자가 우려하는 주된 문제입니다. 환자의 데이터는 대부분 병원 안에 저장됩니다. 즉 환자 정보를 한 곳에 통합하는 
별도의 센터가 없습니다.

3. 레거시 시스템: 

많은 대형 병원은 온프레미스 시설 내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두거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했습니다. 방대한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하는 일은 확실히 자리를 잡은 조직이라도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4.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국민의 우려: 

국민들은 의료 기관이 자신의 민감한 정보에 액세스하고 이 정보를 권력의 원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합니다.

5. 클라우드 기술 인력의 부족: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일상적으로 실행하는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 수요를 
충족할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력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6. 디지털 문해력의 격차: 

많은 병원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새로운 기술이 환자의 생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습니다.

7. 데이터 프라이버시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 

대한민국의 정책 입안자는 일련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정책 개정을 고려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민감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지나칠 정도로 경계합니다.

“Experts have strongly pointed out that institutional improvements must be made at a higher level so that 
“전문가들은 상급 기관 차원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개인 데이터 활용 사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 양동재, 대한민국의 디지털 의료 전문가

 “클라우드 도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은 준비되어 있지만 인식과 정책은 그렇지 않으므로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책 입안자

“의료 부문에서 클라우드 전환은 느리게 제한된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며, 모두 정부가 공인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자를 통할 것입니다.” 
— 정책 입안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공 의료 부문 클라우드 도입 장애 요인 극복 22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의 사용을 활성화하려면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과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규제를 검토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데이터 보안에 대한 대중의 저항뿐 아니라 현실적 이유로 근시일 
내에 이를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양동재, 대한민국의 디지털 의료 전문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HIRA)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고려했지만 환자의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조직이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기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했습니다.” 
— 지선, 대한민국 HIRA 팀장 

7.4.4 권장 사항

전반적으로 기존 정책의 정책 방향과 한계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예산과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해결해야 합니다. 4단원의 R2
를 참조하세요.

1. 디지털화 작업에 소규모 의료 조직을 포함해야 합니다. 

상급 기관의 경우 디지털화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개인 병원과 소규모 의료 시설도 디지털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클라우드 도입의 이점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인식 개선 프로그램과 이해관계자 간 대화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R2.3과 R4를 참조하세요.

2. 의료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위한 절충안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응답자들은 엄격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이 혁신에 방해가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한 혁신도 
포함됩니다. 규제 기관, 연구 기관 및 의료 조직은 엄격한 규제를 통과시키기 전에 공통의 최소치를 찾아 혁신 생태계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R2.3과 R4를 참조하세요.
[See Recommendation 2.3 and Recommendat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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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헬스와 AWS 인스티튜트는 해당 보고서를 위해 아태 지역의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귀중한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신 40명 이상의 정책 
입안자, 공중 보건 리더, 디지털 의료 전문가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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