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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시대 국내외 원격의료 동향과
의료서비스산업의 균형 성장을 위한 정책 제언

The Recent Trends in Telemedicine in the era of COVID-19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Balanced growth of Healthcare Service 

Indust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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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20년 2월 COVID-19의 1차 대유행 이후 국내외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대

부분의 국가에서는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월 이후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만성질환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적용 가능한

진료과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새로운 진료모형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원격의료 참여를 매개로 한 의료공급자 간 차별화 효과를 낳을 수 있고 이는 대형병원 쏠림의 왜곡된 의료서비스산

업구조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차 진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 관리 주치의제도의 정

착을 통해 원격의료의 확대와 지역의료기반의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상급종합병원 및 외국인환자유치기관에 대

해서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대상 원격의료 제공 능력을 지원하는 이원적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주요어 : COVID-19, 원격의료, 신호효과, 비대면진료

Abstract Since COVID-19’s 1st pandemic came in February 2020, the demand for telemedicine grew greatly that 
in most countries the deregulation for telemedicine policy have been implemented in more countries. Also in 
Korea, with the name of ‘Non-face-to-face Treatment’ telemedicine began to be approved. Telemedicine having 
strength in chronic disease management has been effective in more and more specialties along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ICT that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healthcare service and 
creation of new treatment model. On the contrary it may also exacerbate the distortion in the hospital healthcare 
service industry in Korea, which is the excessive tipping toward large hospitals. So the dual promotion policy 
approach in which the settlement of family doctors system extensively utilizing telemedicine for chronic disease 
management and the support for tertiary hospitals and hospitals focusing on treating foreign patients to provide 
quality service using telemedicine technology are pursued simultaneously are recommended. 

Key words :   COVID-19, Telemedicine, Signalling Effect, Non-face-to-fac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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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20년 1월 말 COVID-19가 발생한 이후 세계는 경

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대부분의 활동에 있어 대면 접

촉을 기반으로 한 방식에서 비대면 접촉을 기반으로 하

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경우 생산과정

에서 로봇을 통한 자동화가 가속화되고, 유통 및 소비

분야에서도 방문 및 현장 소비 대신 온라인쇼핑 및 배

달주문이 증가하고 있다. 문화 활동 역시 영화, 연극,

연주공연의 직접 관람 대신 TV, PC, 테블릿, 스마트폰

등의 하드웨어를 통해 구현되는 영화, 공연 등의 영상

및 음원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활동 역시 대면 모임 대신 실시간 화상 모임으로,

교육 역시 대면 강의 대신 비대면 강의로 급속히 대체

되고 있다.

사실이는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

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과 이를 활용한 경제, 사

회, 문화 활동에서의 새로운 활동방식으로의 변화가,

COVID-19의 발생으로 순편익이 증가된 비대면 활동

관련 신기술의 도입 확대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으로 볼 수 있다. 보건의료분야 역시 COVID-19 발생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

을 활용해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의료 소비자 간 지역,

시간 등의 제약 요인을 극복하며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

능하게 해 온 원격의료(telemedicine) 분야가 크게 확대

되고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추진되어 왔던 각국의 원격의

료 도입 추세가 COVID-19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의료서비스 시

장에서도 원격의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공급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한다. 특히 최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원격의료가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원격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료공급자와 소극적

인 의료공급자 간 차별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의료서비스의 질에 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

에서 이러한 원격의료 관련 차별화가 가지는 효과를 게

임이론(Game Theory)의 신호게임(Signalling game) 모형

[3]을 통해 보인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COVID-19

이후 확대되고 있는 원격의료서비스 시장에 국내 의료

공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Ⅱ. 원격의료의 개념

2020년 2월 COVID-19의 1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보

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및 처방 내용의 원격

의료를 허용하였다[4], 한편, 이때 기존의 원격의료 대

신 ‘비대면 진료’(non-face-to-face treatment)라는 용어

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추진해 온 원격의료 정

책과는 다른, 적용 기간 및 대상에 있어 한시적이고 제

한적인 내용의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

로 보인다[5]. 이에 따라 최근 정부의 여러 정책자료 및

정부출연기관의 연구 역시 이러한 용어를 주로 활용하

고 있다[2][6]. 그러나 최근 활용하기 시작한 ‘비대면 진

료’ 역시 본질상 그동안 논의되어 온 ‘원격의료’의 일부

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및 국내 관련 법 상에

서 이미 활용되어 온 ‘원격의료’를 주로 활용하고 또한

필요 시 혼용하고자 한다.

1. 국내 의료법 상 개념

국내 의료법 34조는 1항에서 “의료인(의료업에 종사

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

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2항에

서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항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법 제34조 2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의료실 2.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

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설비”라고 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34조 1항의 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허용된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의료인(원격지 의사)과 의료인

(현지 의사) 간에만 허용되며, 원격의료의 편익이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의료인과 환자 간에는 허용되지 않는

다. 다만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단계, 2단계 시범사

업이 시행되어 군부대, 교정시설, 원양선박, 도서벽지

등에 소재한 일부 환자들에 대해 원격의료가 예외적으

로 시행되었고, 2019년부터 새로운 시범사업이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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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또한 Ⅳ장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COVID-19 이후에는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6][7].

2. WHO 등 해외에서 통용되는 일반적 개념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telemedicine

(원격의료)에 대해 “떨어진 장소에서 모든 의료분야 전

문가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질병 또는 부상의

예방, 진단, 치료,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 그

리고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유용한 정

보와 의료서비스를 교환하고 공급하는 행위”로 정의하

고 있다[8]. 이러한 포괄적 정의는 기존의 보건의료서비

스 시스템이 건강성과 달성에 효과적이지 못한 가운데

많은 비효율을 가지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

의료의 생산, 전달, 이용 전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게 된 것이 원격의료 성장 배경인 점

을 고려하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9] [10]. 다만 이

에 따라 telemedicine(원격의료)은 공중보건 등 비임상

적 서비스를 포함하는 telehealth(원격보건)와 건강증진

등을 위한 운동 및 건강 관련 일반 활동에 정보통신기

술을 활용하는 e-health(E 헬스), m-health(모바일 헬

스)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왔는데 [6], [11], [12]. 본 연

구에서는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행위는 포함하지 않는

협의의 telemedicine를 원격의료로 보고자 한다<그림

1>[13][14]. 이는 원격의료 관련 논의가 임상 의료서비

스중심인 “비대면진료” 관련 논의로 대체되고 있는 최

근 국내 상황과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림 1. 광범위한 E헬스 생태계와 원격의료
Figure 1. Telemedicine and the broader eHealth ecosystem

Ⅲ. 해외 주요국가의 원격의료 도입현황

해외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원격의료 관련 법령을

명시적으로 제정해 합법화하였고 오스트리아, 스페인,

스웨덴 등 일부 관련 법령이 미비한 국가들의 경우 관

련 법령이 없어도 상위 포괄적인 법령 하에서 허용되고

있다<표 1>[13].

표 1. 주요국의 원격의료 관련 정책 및 재정 환경
Table 1. The Policy and financi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use of telemedicine in major countries

이에 따라 원격의료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진료과목

및 의료서비스는 심장학(cardiology), 신경학 및 정신건

강(Neurology & Mental Health), 내분비학

(Endocrinology), 호흡기 내과(Respiratory Medicine),

재활의학(Rehabilitation), 피부과(Dermatology), 산과

(Obstetrics), 일반 내과(General Medicine), 노인 의학

(Geriatric Medicine), 종양학(Oncology), 소화기내과

(Gastroenterology), 소아과(Paediatrics), 비만학(Bariatric

Medicine), 1차 진료(Primary care), 류마티스학

(Rhematology) 등이 있으며 진료과목 별 원격의료로

국가 원격의료
합법화 여부 재원 조달

아르헨티나 ○ 공공

호주 ○ 공공

오스트리아 ∆ 공공

벨기에 ○ 공공

캐나다 ○ 공공

덴마크 ○ 공공

핀란드 ○ 공공

프랑스 ○ -

독일 ○ -

아일랜드 ○ 공공

이탈리아 ○ -

일본 ○ 공공

네덜란드 ○ 공공

뉴질랜드 ○ 공공 및 민간

노르웨이 ○ 공공

스페인 ∆ 공공

스웨덴 ∆ 공공

영국 ○ 공공

미국 ○ 공공 및 민간

기타

E-헬스

애플리케이

션

활성화 원격보건

Tele

health

활성화 모바일

헬스

mhealth

하위 하위

원격교육

Distance

Learning

원격의료

Tele

medicine

원격돌봄

Telecare

하위 하위

원격

모니터링

Tele

monitoring

원격수술

Tele

surgery

쌍방향

원격의료

Inter

active

Tel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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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는 여러 의료서비스에 대한 유효성(effectiveness)

및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에 대한 연구도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13].

특히, 최근에는 원격진단(tele-diagnosis)과정에서 방

대한 데이터와 이를 활용한 컴퓨터 알고리듬에 의한 인

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원격 모니터링(tele-

monitoring) 과정에서 환자의 생체 정보는 물론, 환자의

위치, 가속 및 회전 행동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처리

해 환자의 상태 및 질병 가능성을 분류해 제공함으로써

환자 본인 및 의료공급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새로

운 모형의 원격의료도 나타나고 있다[15]. 또한 최근 우

울증 치료 등에 로봇이 활용되는 등 치료과정에의 로봇

활용도 증가하고 있는데 [16], 최근 사용이 크게 증가하

고 있는 다빈치 로봇수술의 경우 정밀성과 가시성에 있

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 인간 외과의사의 수술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인공지능이 더해져

일부 수술과정의 경우 인공지능다빈치로봇에 의해 독

립적으로 수행되고 있고[17], 이러한 인공지능로봇수술

능력의 향상은 <그림 1>의 원격의료 중 하부 범주중

하나인 원격수술(tele-surgery)의 활용범위 역시 확대시

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COVD-19 확산에 따라 대면진

료가 불가능하거나 기피되는 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기

존의 대면진료 대신 원격의료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COVD-19 1차 대유행 시기인 2020년 3월~4월 상황에

대한 의사커뮤너티 플랫폼 Sermo의 설문조사결과에 따

르면, 미국에서는 조사 대상의 81%가 대면진료 환자의

감소를 경험하였고, 영국, 독일 등 기타 조사대상 8개국

의 경우 조사 대상의 48%가 환자 수 감소를 경험하였

다. 반면 확진자 발생 수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에는 전

체 환자 중 원격의료를 통해 진료를 받은 환자가 전체

의 94%에 이를 정도로 원격의료의 활용이 증가하였다

[2]. 또한 미국 공공의료보험인 Medicare, Medicaid,

CHIP(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등의 관리

기관인 CMS(Cetner for Medicare and Medicaid)는 기

존의 원격의료에 80가지의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원격

의료를 확대하였고, 이에 미국의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1차 대유행시기에 원격의료를 통한 진료가 과거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였다[1].

Ⅳ. 최근 국내 원격의료 허용 및 이에

따른 의료공급자 참여 현상 분석

1. COVID-19 이후 국내 비대면진료 현황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말 국내 COVID-19 환자

가 급증해 진료현장에서의 감염 및 의료인 감염에 따른

의료공백 가능성이 우려되자 한시적이라는 단서 하에,

전국 모든 병원에서 전화 상담·진료와 이메일을 통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표 2>

의 내용과 같이 2020년 2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약 80만

여건에 이르는 상담 및 처방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는

데 [7] 이는 의료인 및 환자의 감염 가능성 감소는 물

론, 환자의 교통 및 대기 관련 기회비용의 감소 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12]. 보건복지부 역시 이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수가를 산정하는 등 일차의

료기관 중심의 원격의료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진다[18].

표 2. 의료기관 종별 실시간 비대면 전화 상담·및 처방 건수와
종별 구성비(2020. 2. 24. ~ 9. 20.)
Table 2. The number of real-time teleconsultations and
teleprescriptions by the different types of hospitals and its
composition ratio(2020. 2. 24~ 9.20).

구분 초진 재진 총계 비율
(%)

상급종합병원 2,744 96,821 99,565 12.5

종합병원 5,331 161,596 166,927 20.9

병원 3,886 57,616 61,502 7.7

요양병원 229 11,583 11,812 1.5

의원 47,213 386,866 434,079 54.5

한방병원 7 185 192 0.02

한의원 5,946 16,342 22,288 2.8

치과병원 18 98 116 0.01

치과의원 94 220 314 0.04

총계 65,468
(8.2%)

731,327
(91.8%) 796,795 100

또한 원격의료 관련한 또 하나의 주무 부서인 산업

통상자원부 역시 지난 6월 국내 의료법 적용 범위가 국

내로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 하에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의 규제완화 형태를 통해 2년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허용한 바 있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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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인하대

병원 등이 재외국민 대상 원격의료에 우선 참여할 것으

로 보인다[19].

2. 비대면 진료 참여를 통한 의료공급자 차별화

COVID-19 이후 비대면진료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

단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원격

의료를 법제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

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통신산업의 신성장분야로

서 원격의료를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재

외국민대상의 원격의료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원격의료, 비대면진료서비스 제공 여부에 대해 의료공

급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는 결과적으로

원격의료를 매개로 의료공급자 간 차별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를 공급자,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 하에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급자가 정보가 없는 소비자에

게 신호(Signalling)가 되는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선택

하지 않은 경우보다 수익이 증가하는 경우 그러한 신호

를 적극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보인 Spence(1973)의

모형[3]을 응용해 원격의료가 허용되는 상황에서의 원

격의료 참여 선택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단순한 의료서비스시장을 가정해 의료서비스공급자

에게 두 가지 유형, 즉 낮은 생산성의 공급자와 높은

생산성의 공급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는 높은 생

산성 유형을, 은 낮은 생산성 유형을 의미하는데, 이

때 의료서비스공급자들은 자신의 생산성 유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의료서비스 소비자

들은 그렇지 못하다. 즉, 의료서비스공급자들은 자신의

 유형인지,  유형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반

면,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은 의료서비스 이용 시 자신들

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이

∈    , 즉 두 유형 중 하나라는
것만 알고 있다. 이때 각 생산성 유형의 의료공급자들

은 기존의 의료서비스 공급으로부터 일정 수익을 얻는

가운데 ( 원격의료 참여,   원격의료 미

참여), 원격의료(telemedicine) 제공을 위한 물적, 시간

적 투자를 할지 여부에 대해 선택함으로써 수익이 변화

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다음과 같이 순수익, 즉 이윤

의 극대화를 지향한다고 가정한다.

∀   ∈arg   
즉, 의료공급자 는 원격의료 참여 여부에 따라 수익

 
과 비용  

이 달라진다. 이때 높은 생산

성유형의 의료서비스공급자에게 원격의료 참여 시 순

수익이 원격의료 미참여 시보다 높고, 즉


 

 ≥ 
 

의

조건이 충족될 것이다. 반면, 낮은 생산성의 의료서

비스공급자의 경우


 

 ≥ 
 

의 조

건이 충족된다면 원격의료 관련 투자 대비 수익의 증가

가 크지 않아 원격의료 미참여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 충족 시 두 유형의 의료서비스공급자는 원

격의료 참여 관련해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 현

재 상급종합병원 등 일부 의료공급자를 중심으로 원격

의료에 우선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위 조건이 충족되

는, 즉 Spence(1973) 모형의 분리균형(Separating

Equilibrium)의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3].

이는 원격의료 관련 투자 및 이를 통한 수익 창출

문제 관련해 높은 생산성의 의료서비스공급자와 낮은

생산성의 의료서비스공급자 간 순수익 창출 능력의 차

이로 비롯된 바, 원격의료 허용의 상황이 의료서비스공

급자 간 원격의료 참여 선택에 있어서의 차이를 유발하

고, 이는 이를 통해 원격의료 참여를 선택하는 의료서

비스공급자와 미참여를 선택하는 공급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 생산성 간 차이를 보여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서비스공급자 품질 관련 정보의 비대치성이

라는 의료서비스의 특성과 의료서비스 가격 규제 하에

의료서비스공급자 간 경쟁이 의료서비스 품질을 중심

으로 한 차별화 경쟁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원

격의료 참여는 고가의료장비 구입과 유사하게 정보가

부족한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

한 대리변수(proxy)로 인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Ⅴ. 정책적 시사점

원격의료 참여를 통한 의료공급자들의 차별화 효과

발생은, 원격의료 허용이 미래 글로벌 원격의료서비스

시장의 확대에 따른 관련 정보통신업체의 성장 및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의료소비자에게 의료공급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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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달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편익이 발생되는 등 원

격의료 허용의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격의료 제공을 매개로 한 의료공급자 간 차별화가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높은 생산성으로 제공하는 의료서

비스 공급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소비자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다만, Ⅳ장 2절에서 보인 바와 같이 원격의료 확대가

의료공급자 간 차별화 효과를 낳아 결과적으로 대한의

사협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우려와 같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강화할 수도 있다[20]. 따라서 국내 지역사

회 의료서비스 공급의 기반이 되는 일차 의료기관과 지

역 소재 병원, 종합병원 등의 안정적 발전과 의료소비

자 편익 및 관련 산업성장 효과가 큰 원격의료 성장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정책 접근이 필

요하다.

1.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 관리 주치

의 제도 강화

원격의료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일차진료 환자

에게 적용해 환자의 생체 및 기타 생활 관련 정보를 실

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주치의를 선정하고, 이 주치의

가 등록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는 물론, 교육 및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가 지원 등이 필

요하다[21]. 이를 통해 원격의료가 일차의료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재가 될 수 있도록 원격의료와 일차의료서

비스 간 관계를 형성되도록 지원한다.

이때 일차의료공급자에게 원격의료시설 및 장비 구

입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일차의료공급기관

의 원격의료 관련 투자비용을 낮춤으로써, 상기 모형에

서 세제 지원을 통한 비용 감소 및 이에 따른 순수익

증가 효과에 의한 원격의료선택의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차의료공급자에게 특화된 지원의 제

공될 경우 일차의료공급자 간 생산성 상승 경쟁을 유발

하고 그 결과 보다 우수한 생산성의 일차의료공급자가

낮은 생산성의 일차의료공급자와 차별화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차의료서비스공급자 간 긍정

적 측면의 식별(signalling)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

2. 상급종합병원 및 외국인환자 유치 특성화 의료기

관을 중심으로 한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 원격의료

지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

격의료기업과 병원간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샌드

박스 허용제도의 확대와 함께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

평가제도(KAHF, Korean Accreditation Program for

Hospitals serving foreign patients)를 통해 인증을 받

은 의료기관 등에게 원격의료 관련 투자 시 금융 및 세

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우수

한 방역체계로 전 세계에 각인된 한국 의료(Korea

Medicine) 이미지를 활용해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에 대

한 홍보 및 소개를 하고 이를 각 병원 웹사이트에 연결

하는 포털을 구축해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 제공 능력

을 확충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국내 의료 인프라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고 의료서비스 수

준이 높아 전반적인 잠재경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22]. 이러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각국에서 원격

의료가 확대되고, 또한 대면진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

려운 상황에서 재외국민을 포함해 외국인을 그 대상이

확대될 경우 상기 모형에서 원격의료 관련 투자 시 수

익이 증대되어 순수익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원격의료

관련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 전 세계 의료서비스시장에

서 국내 상급종합병원 및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이 보

다 우수한 품질 및 높은 의료서비스생산성을 신호

(signalling)하는 의료공급자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2020년 2월 COVID-19의 1차 대유행 이후 원격의료

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대부분의 국가

에서는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2월 이후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교통 및 진료대기시간 감소라는 편익은

물론,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교육 등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적용 가능한 진료과목이 점차 확대되어, 인공지능

의 응용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새로운 진료모

형의 창출까지 기대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COVID-19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 및 법적 책임 등의

이슈에도 불구하고 진료의 유효성과 비용효과성, 원격

의료 관련 정보통신산업의 성장 효과 등에 따라 원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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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는 원격의

료 참여를 계기로 한 의료공급자 간 차별화 효과를 낳

을 수 있고 이는 대형병원 중심의 왜곡된 의료서비스산

업구조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차진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 관리

주치의제도의 정착을 통해 원격의료의 확대와 지역의

료기반의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상급종합병원 및

외국인환자유치기관에 대해서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대

상 원격의료 제공 능력을 지원하는 이원적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0년 10월 30일 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루 50만

명이 넘는 COVID-19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2차 대유

행이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원격의료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적절한 정부 지원정

책의 성공적 시행으로 국내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의

원격의료의 안정적 정착과 상급종합병원 및 해외환자

유치기관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대상 원격의료도 확충

되어 COVID-19 가 종료된 이후 대면진료와 원격의료

가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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