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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원격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의료체계가 비슷
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원격의료에 관한 추진과정, 현황 및 과제 등을 분석 하였다. 더불어 향후 국내 원격의
료의 도입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과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함에 있다. 일본은 의료계에서 원격의료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함에도 원격의료 정착화까지 신중한 태도로 제도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의 진료수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한 법적인 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격의료의 주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며, 의사와 환자의 법적 책임과 한계에 대한 지침 및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원격의료, 개인정보보호, 비대면 진료, 포스트 코로나, 일본 

Abstract  In the post-corona era, telemedicine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is is the case in which 
it is written, in terms of this study, and in rela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s and the 
Korean government. In addition, the aim is to prepare effective measures and seek policy suggestions 
for expanding the introduction of domestic telemedicine in the future. Although Japan has insisted on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elemedicine in the medical community, it has institutionalized it with a 
cautious attitude until the establishment of telemedicine.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lacks clear 
provisions on medical fees for telemedicine and legal measures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Therefore, a clear legal interpretation of the telemedicine subject is needed, and a 
strategic approach is prioritized, including guidelines and measures for the legal respon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physicians an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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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우리나라는 2002년 의료법에 원격의료에 관한 조항1)

이 신설되어 의료인과 원격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가 
가능해 졌다. 이어 2014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도
서벽지 · 특수지에 1차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으며[1], 
2016년에는 참여기관 및 환자를 점차 확대하여 진행하
고 있다[2]. 

원격의료란 상호작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의료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활
동 수단을 말한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원격진료와 원격모
니터링을 포함하지만, 협의의 개념으로는 모니터링을 제
외한 진찰, 치료, 처방을 하는 원격진료만을 뜻한다[3].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역사회의 집단감염은 줄어들고 있지 않
은 상황이다. 국내 확진자가 급속하게 발생하였던 2월 
24일 정부는 코로나-19의 병원감염을 예방하고자 응급
환자 외에는 의료기관의 방문을 최소화하기위해 전화상
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4]. 이에 대한의사
협회(이하 의협)는 이와 관련하여 사전 논의도 없었을뿐
더러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대상자를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에 한
정하고,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는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2020년 2월 24일부터 약 
50일가량 시행된 전화상담 및 처방건수는 약 10만4000
건이었으며, 참여기관은 3072개로 의원급이 약 80%를 
차지하였다[5]. 의협에서 원격의료를 우려하는 이유로 오
진에 따른 법적인 책임소재, 원격의료 효과 검증의 미흡, 
개인정보의 유출, 대형병원의 쏠림현상 및 이에 따른 일
차 의료기관 도산 등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의 강화로 의료사각지대 및 만성
질환에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용이해지고, 의료체계의 효
율성과 합리성 향상 등을 이유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다[6]. 나아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ICT기술의 발달에 
따라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는 있지만, 우리나
라는 아직 체계적인 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견해
가 많다[7]. 

1) 2002년 신설된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의료업에 종사
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
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
(이하 '원격의료'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섬이 많은 지리적인 특성과 오랜 인
구고령화로 인한 고령자 의료비 증가로 예방적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예방적 관리의 필수적 요소는 의사 
및 간호사인데 일본의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부족한 현실
이며, 섬이 많은 지리적 특성으로 의료인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 등 오래전부터 원격의료의 필요성 대한 논
의가 이루어져왔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의사들이 환
자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얻
고자 의료인 간 원격의료(D TO D)를 요구하는 등 이런 
다양한 배경으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어갔
다.[8]. 

이에 2017년 원격의료에 관한 법에서2) 책임기관, 대
상과 제공자 자격기준 및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
게 되었다. 또한 2019년 사회보장심의회에서 원격의료
는 향후 의료 제공 체제를 고려한 ICT 활용 등 새로운 
기술의 활용은 매우 유용하며, 구체적으로 환자 · 국민에
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원격
의료의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9]. 

반면, 우리나라의 원격의료에 대한 법 규정은 단순하
며 포괄적으로 되어있다. 원격의료는 국민의 건강 및 생
명에 직결되는 만큼 세밀하고 신중한 규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원격의료의 필요성
은 점차 커져갈 것으로 예측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대안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격의료가 선행되고 있는 일본의 
원격의료 서비스 추진과정, 현황 및 과제 등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원격의료의 도입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
안마련과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함에 있다. 또한 4차 산업
과 5G도입 등 원격의료의 활용도가 높아진 것을 고려하
여 원격의료의 이점을 최대한 부각하고 관련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일본의 원격의료 경위와 현황

2.1 원격의료 개요 및 도입과정
일본에서 원격의료라 함은 「온라인 진료」 와 「원격 건

강 상담」을 포함하여 인터넷 환경과 영상 통화 및 채팅을 
통해 원격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2017年に「オンラインによる診療は直ちに医師法20条の違反
にはならない」とし、オンラインによる診療を解禁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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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원격의료는 1997년 후생성 건강정책국장의 
통지문(우리나라고시에 해당)시달 후 시행되어 20년 이
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원래 원격의료는 의사법 제20
조 2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행해지지 않았으나 1997년의 
후생성 통지문에 의해 ①도서산간지역 등 대면 진료가 
곤란한 경우, ② 재택환자인 경우는 병세가 안정되어 있
고, 요양환경의 향상이 인정되는 경우(재택 산소요법 환
자나 재택 당뇨병 환자 등), 환자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지장이 없는 경우라는 
내용으로 원격의료가 사실상 허용되었다. 이는 초진 및 
급성기 질환에 대해서는 직접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
되, 재진에 대해서는 대면 진료와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원격의료가 인정된 것을 의미한다[10]. 

2008년에는 총무성 · 후생노동성 공동개최 간담회에
서 생활 습관병 등을 원격의료 대상으로 하여 진료 수가
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0년 후인, 
2018년도에 진료수가 개정을 통해 원격의료비용이 신설
되었다[11]. 원격의료비용은 특정 질환 요양 관리료, 지
역 포괄 진료료 등을 산정하고 있는 초진 이외의 환자가 
대상이었다. 긴급상황에서 환자가 요구하여 전화 등으로 
재진을 한 경우에는 원격의료 비용 진료수가 산정을 할 
수가 없었다.

1997년의 통지문에서 제시된 ①과 ② 예시에 더하여, 
2015년에는 ①과 ② 이외의 경우도 온라인 진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후생성 의정국장의 통지문이 내려져 원격
의료의 해석이 확대되었다[12]. 2020년 2월 「신형 코로
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의 기본방침」에 의거해 만성질
환 정기검진 환자에 대해 원격의료를 하고 전화 등으로 
재진료를 산정하여 처방 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당뇨병 등 생활 습관병 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 · 관리나, 혈압 · 혈당 등의 원격 모니터링을 활용한 
조기의 중증화 예방 등 대면 진료와 원격 진료를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효과적·효율적인 의료 제공에 이바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2020년 이후 차기 진료 수가 개정에서 반
영하도록 하고 있다[11].

일본의 원격의료(온라인 진료)의 규칙에 해당하는 「온
라인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에서 원격진료에 
의해 의사가 시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책임은 원격의료 
가이드라인에서 의사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였고, 원칙
적으로 해당 의사가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사의 지
시와 주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그 책임을 환자 가족
이 지도록 의사의 면책사항을 두고 있다[13]. 다만 의사
가 원격진료로 취득한 정보로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판단했을 때, 「적절한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속히 원격진료를 중단하고 대면진료
로 전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격의료의 종류로 Fig 1을 살펴보면 원격의료는 거
리가 먼 의료기관 간, 의료기관 · 환자 간의 인터넷 등 정
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의료를 실시하는 행위이지만 크
게 ① 의료인 간(D to D)의 원격 「진단」과, ② 의료인–환
자(D to P)간의 원격 「진료」로 분류된다. 의료인 간(D 
to D)의 원격 「진단」은 원격 방사선 진단, 원격 병리 진
단, 초음파 파동 영상 진단 내시경 동영상 진단 등이 있
으며, 의료인–환자(D to P)간의 원격 「진료」는 직접 대
면진료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환자 정보를 얻을 수 있
는 경우 원격의료를 하는 것이 의사법 제 20조에 저촉되
는 것이 아니다 라는 기본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원격진단은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
며 지방후생국에 신고한 의료기관 간에 원격 화상 진단
을 실시한 경우에는, 송신자측의 보험 의료 기관에서 촬
영료, 진단료 및 화상 진단 관리 가산을 산정할 수 있으
며, 원격진료는 진료수가, 전화, 화상 등을 통한 재진환자
에 관해서는 의사의 지시가 필요하다. 

또한, 의사가 정보통신기기를 통하여 직접 환자를 진
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간호사 등의 의료종사자에
게 원격으로 지원 · 지도하는 D to N（Doctor to 
Nurse）모델도 포함된다. 

Table 1을 보면, 의료종사자 간의 원격의료의 대표적
인 모델인 D to D 간은 벽지진료소의 의사가 핵심 병원
의 전문의에게 진료 상담을 하거나 외과의사가 대학병원
의 병리의사에게 검체 데이터를 보내 병리진단을 의뢰, 
원격 방사선 진단, 초음파 파동 영상 진단, 내시경 동영상 
진단 등이 있다.

의료종사자와 환자간의 원격의료의 대표적인 모델로 
의사와 환자간의 D to P(Doctor to Patient)간은 화상
전화를 통해 의사가 재택환자를 진료하거나 원격지의 환
자에 대해 직접 의사가 전송하여 영상 및 바이탈 데이터
를 통해서 진료나 건강 유지 · 향상을 위한 조언을 실시
하는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후생노동성 건강정책국장 
통지문에 의해 직접적인 대면진료를 대체할 환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원격진료를 하는 것은 의사법 제20조
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방침이 명시되어있
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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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of
telemedicine Contents

Patients
undergoing   

home
 oxygen
 therapy

For patients undergoing home oxygen therapy, 
observe electrocardiogram, blood pressure,
 pulse rate, respiratory rate, etc.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evices such as

 videophones, and provide
 continuous advice and guidance
 regarding home oxygen therapy.

 Patients
 with

 intractable
 diseases
 at home

For patients with intractable
 diseases at home, observe

 electrocardiogram, blood pressure,
 pulse rate, respiratory rate, etc.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such as

 videophone, and provide
 continuous advice and guidance

 necessary for medical treatment of 
intractable diseases

 Home
 diabetic
 patients

For home-based diabetic patients,
 observe blood glucose levels, etc.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evices such as

Table 2. Physician-Patient's telemedicine target and 
content

 Sourc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Fig 1. Telemedicine parties

Table 1. Types of telemedicine among healthcare 
professionals

Diagnosis support 
(imaging diagnosis)

Telepathological diagnosis, 
remote image diagnosis, etc.

Medical support

Remote emergency 
medical support (stroke, 

cardiovascular, 
disaster, etc.) Remote consultation, 

specialized medical support 
(dermatology, ophthalmology, ICU, 

perinatal care, etc.)

Guidance / education / 
communication

Distance conference, distance 
education, etc.

Sourc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2.2 원격의료 현황
현재 일본에서 원격의료가 가능한 작업으로는 원격병

리진단, 원격화상진단, 원격상담, 재택의료이다. 원격병
리진단은 수술 및 진단을 원격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환
자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현미경으로 확인하고 있는 
영상을 전문의에게 보내면 영상을 받은 전문의가 확인하
고 수술하는 부분들을 지시하여 현지의 담당 의사가 수
술을 진행한다. 원격화상진단은 환자를 진찰한 현지의사
가 질병의 진단 등에 사용한 X선 사진이나 MR 이미지를 
원격으로 전문의에게 보내 질병이나 증상 등의 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원격상담은 환자가 먼 곳에 있는 
의사에 화상 전화 등으로 영상과 음성을 통해 증상에 대
해 상담하는 방법으로 환자는 집에 있으면서 지역 병원
의 담당의와 원격지의 주치의가 각각 통신하는 것을 말
한다[14]. 마지막으로 재택의료는 환자가 거주하는 곳에 
측정기능이 있는 단말기를 설치하고 단말기를 사용하여 
검사한 수치를 먼 곳에 있는 의사에게 전송하고 의사 측
은 수치를 바탕으로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14,15]. 온라인 진료 실시 현황을 보면(후생
노동성 '의료시설 조사') 2017년 시점에 원격 화상진단은 
병원 (1,348개소), 일반 진료소 (1,463개소), 원격 병리 
진단은 병원 (210개소), 일반 진료소 (411개소), 원격 재
택 의료는 병원 (21개소), 일반 진료소 (449개소)가 실시

하였고, 9월의 환자 수는 각각 719명, 14,251명이었으
며, 원격의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병원이 0.2%, 진료소는 
0.4%에 불과했다[14]. 

일본은 원격의료에 대해서 초진 및 급성기 질환에 대
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대면 진료에 의해야 하며 
원격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이라고 명시하였다. 또
한, 원격의료를 통한 책임은 당연히 진료를 실시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지며, 원격진료를 함에 있어서 의사 또
는 치과의사가 환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상응해야하는 
지침과 주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
으면 이에 대한 책임은 환자가 져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12].

한편,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후
생노동성은 초진에서도 의사가 의학적으로 진료가 가능
하다는 판단 하에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 조치
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의료기관이 적은 
지역 등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차 의료권 내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의 판단으로 초진에서도 원격의료
를 할 수 있다. 원칙으로는 지리적으로 「대략 30분 이내
에 통원 또는 방문이 가능한 환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일본의 원격의료 대상자를 구분한 Table 2를 살펴보
면 재택 산소 요법 환자, 재택 난치병 환자, 재택 당뇨병 
환자, 재택 천식 환자, 재택 고혈압 환자, 재택 아토피 성 
피부염 환자, 욕창 있는 재택 요양 환자, 재택 뇌혈관 장
애 요양 환자, 재택 암 환자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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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deophones, and provide
 continuous advice and guidance
 necessary for the treatment of

 diabetes.

 Home
 asthma
 patients

For home-based asthma patients,
 observe respiratory function, etc.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evices such as

 videophones, and provide
 continuous advice and guidance
 necessary for asthma treatment.

Home
hypertensive 

patients

For patients with hypertension at
 home, observe blood pressure,

 pulse, etc.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evices such as

 videophones, and provide
 continuous advice and guidance
 necessary for the treatment of

 hypertension.

 Patients
 with atopic
 dermatitis
 at home

For patients with atopic dermatitis at
 home, observe atopic dermatitis,

 etc.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evices such as

 videophones, and provide
 continuous advice and guidance
 necessary for the treatment of

 atopic dermatitis

Home care 
patients with 

pressure ulcers

Observe pressure ulcers, etc.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such as
 videophones for home care

 patients, and provide continuous
 advice and guidance necessary for

 pressure ulcer treatment.

Patients
with home  
cerebrovasc  

ular
accident

For patients undergoing treatment
 for cerebrovascular accidents at
 home, observe motor function,

 blood pressure, pulse, etc.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evices such as videophones, and
 provide continuous advice and

 guidance necessary for the
 treatment of cerebrovascular

 accidents.

 Home
 cancer

 patients

For home cancer patients, observe
 blood pressure, pulse rate,

 respiratory rate, etc.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evices such as videophones, and
 provide continuous advice and
 guidance necessary for cancer

 treatment.

Sourc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Table 3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원격의료 현황을 의료
인 자격, 원격의료사고의 책임,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것이다. 일본의 원격의료인 자격으로 
의사 외에도 치과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등 특정범
위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의료인 
자격으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원격의료가 허용되
는 인정 범위가 좁았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는 개인
정보보호법과 의료법 제 19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
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존재함으로서 법체계가 마련이 되었다. 원격의료사고의 

책임에 관해서 한국과 일본 모두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
을 지도록 하지만, 일본은 환자나 가족에게 필요한 지시
나 주의를 주었음에도 지키지 않을 경우는 환자 및 그 가
족 등에게 책임을 지도록 의사의 면책사항을 두고 있다
[13,15].

Korea Japan

Telemedicine
qualification

Limited to
 doctors,
 dentists,
 oriental
 doctors

(Medical Law 
Article 34,
 Clause 1)

In addition to
 doctors, it
 enables

 telemedicine
 to a specific
 extent such 
as dentists,

 nurses,medical
 articles, 

pharmacists,etc.

Responsibility for
telemedicine 

accidents

Unless there
 is clear

 evidence to
 admit the
 negligence

 of a remote
 physician for

 medical 
practice, the

 patient's
 responsibility
 lies with the

 local
 physician

The telemedicine
guidelines divide
the responsibility
of doctors and

the responsibility of 
medical

institutions.
Telemedicine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doctor, but

if the patient and his / 
her family

are given the
necessary

instructions and
cautions but do

not follow them the 
doctor who is
responsible for
the patient and
his / her family
is exempt from

liability. 
Putting matters

 privacy
 protec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Medical La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ource: Legislation,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Table 3. Current status of telemedicine in Korea and 
Japan

3. 원격의료의 과제 및 전망

일본은 향후 고령화 및 다양한 근무형태 등으로 병원
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격의
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8년 
원격의료 진료수가 개정으로 인해 원격의료 영상진단 및 
원격병리진단의 수요가 높아졌고, 코로나-19의 영향으
로 초진환자에 대해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져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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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장규모가 약 200억엔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환자와의 비대면 진료로 우려되
는 의료의 질 저하에 대응하여 빠른 통신 속도 및 미세 
영상기술의 개발 등으로 의료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16].  

반면, 일각에서는 원격의료의 점진적인 보급으로 새로
운 의료분야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향후의 과제 및 문
제점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 법제도에
서는 이미 치료 중이던 약만을 지속적으로 처방하는 경
우에만 한정하고 있어, 향후 규제완화로 인한 대안이 필
요하다. 또한 재진료와 처방전 비용만 산정할 수 있는 원
격진료에 대해 정부는 진료수가의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
는 상황이다. 나아가 원격진료의 보급을 위한 통신장비 
등의 정보 인프라 정비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진료는 
스마트 폰 · PC · 태블릿 PC가 필수적이며, 도서산간지
역의 소외지역에는 고속 인터넷 회선 서비스 지연으로 
인해 시급한 통신환경정비가 필요하다[17].

원격의료의 점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과제로 의사-
환자와의 신뢰 확보를 들 수 있다. 온라인 진료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편리한 방법이긴 
하지만 화면을 통한 진료 한계를 부인할 수 없다.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관점에서도 환자 - 의사 사이의 
신뢰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18]. 

일본은 향후 원격의료를 통해 진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올바른 보급을 위한 사례연구 및 모니터링 및 화
상전화 등의 활용에 대한 절적한 의료수가 적용, 진료정
보의 관리부재로 인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전관리에 관
한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여 원격의료에 관련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정보시스템과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 운
용, 이용, 보수 및 폐기에 관련된 인력 또는 조직을 대상
으로 한 개인 인적사항의 보안대책을 취하고 있다
[19-21].

4. 제언 및 결론

우리나라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및 ICT의 기술의 발전 
등을 통해 원격의료를 새로운 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보
고 원격의료의 규제 완화개선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으로 인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원격의료 확대 움직임이 있는 일본의 원격의료 

추진 정책 및 동향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원
격의료의 본격적인 움직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의료환경이 변화하면
서, 각국의 원격의료 활용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22]. 

특히, 일본은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
화, 의사수의 부족 및 지역편차,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증가, 의료기술과 통신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해 
원격의료의 요구가 증가되었다[23]. 이와 함께 2018년부
터 원격의료의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었지만, 초진 진료는 
인정되지 않고, 고혈압 및 당뇨병 등의 극히 일부만 대상
으로 인정이 되는 등 많은 규제들이 「신종코로나 바이러
스 감염 확대 시 전화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 등 
한시특례취급 정보」특례로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원격
의료를 받을 수 있게 한시적으로 허용범위를 넓혀 나갔
다[24]. 이와 더불어 후생노동성은 원격의료의 핵심인 전
자 처방전 발행, 데이터 기반사업의 정비 등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구축과 2021년부터 검진정보 등에 관
한 환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서비
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의료기관은 업무의 특
성상 병력·치료·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므로 
환자 개인 정보 유출을 우려해 환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및 지침을 총무성, 후생노동성, 경제산
업성의 부처에서 지원보안기준을 마련하고 있다[19-21]. 
반면, 장기간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논의를 정부와 의료
계가 진행해 왔지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武藤真祐(2017)는 원격의료를 통한 효율
적 · 효과적인 의료촉진을 위해서는 진료수가 개정이 필
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25], 森久保 雅道(2018)은 원활
한 원격의료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 - 환자간의 신뢰유지, 
의료의 질 확인 및 환자 안전의 확보, 정확한 정보의 제
공, 환자의 요구 기반 제공 등이 이루어 져야함을 언급하
였다[18]. 毛利 光伸(2019)는 원격의료로 인한 오진의 가
능성과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와 정작 원격의료가 필요한 
도서산간지역의 고속 인터넷 회선 정비 등의 통신 환경
의 인프라 확충이 늦어지는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원격의료 과정에서 환자 개
인의 정보노출을 우려하여 강력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야 함을 언급하였다[14]. 

반면, 우리나라는 2002년 의료인-의료인간의 원격의
료가 허용된 이래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 도입을 추
진해 왔으나, 의료공급자의 의사의 강력한 반대로 진통을 



원격의료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 및 시사점: 일본을 중심으로 315

겪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
황에 반해 의협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일각
에서는 원격의료는 시대적인 흐름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
대에서의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 전달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격의료는 의료의 질 향상, 비용 효과성, 의료
접근성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는 점을 들며 도입에 찬성
을 하고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가 제도적 도입 이전에 의
료취약지의 고혈압 · 당뇨병 재진 환자에 한정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을 점차 확대하여 의료취약
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원격
의료 도입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원격의료의 쟁점에 관한 의견을 살펴보면, 
송순영(2014)연구는 원격의료는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 
의료수가의 문제, 의료사고의 가능성 및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문제를 제시하였고[26], 김주경(2016)은 오진 가능
성과 의료분쟁의 발생, 개인정보의 보완 등에 관한 문제
점을 언급하였다[27]. 김진숙 · 오수현(2018)은 원격의료
의 제공의 명확한 기준 및 규정이 필요하며, 원격의료 지
역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문제를 언급하였다[7]. 또한 최
대집(2018)의사협회장은 의료연구 중심으로 나아가야할 
대형병원이 외래 원격의료에 치중하는 등 수도권 및 대
형병원 쏠림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며,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를 위한 원격의료의 성급한 추진보다 일차
의료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일차 진료 의사의 파견 및 연
계 등의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
였다[28].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원격의료를 허
용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였다.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
이하여 본격적인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원격의
료의 주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며, 원격
의료를 통한 사고발생시 책임 소재에 관한 명확한 법적
인 조치가 요구된다. 원격의료를 누가, 언제, 무엇을, 어
떻게 라는 허용범위와 방식의 정의를 세부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의료전달체계를 모든 의사가 
할지, 1차 혹은 지역별인지, 아니면 원격의료자격을 별도
로 둘 것인지 등을 기준을 정해야 명확한 법적인 책임소
재도 정비될 것이다.   

또한, 의료정보 및 시스템에 관한 전문가의 양성 및 교
육이 확대되어야 하며, 원격의료의 진료수가에 대한 명확
한 규정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정
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의료의 도입만을 주장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원격의료는 네트워크를 통해 진료가 이루어지고 그 과
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 또한 크므로 의료법 
시행규칙 가이드라인을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의료체계 및 의료환경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
도 있지만 원격의료를 그대로 벤치마킹하기에는 도입배
경부터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의료계에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주장함에도 원격의료 정착화까지 
신중한 태도로 제도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의료계의 반발
속에 안전성 및 효과성에 대한 근거미흡과 진료과실에 
따른 책임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은 상황에 원격의료의 활
성화는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료인단체, 의료기관협회, 시민단체 등 각기 다른 
이해 당사자들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점진적 원격의료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서 안정성 확보 및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
며, 원격의료의 시행으로 인한 우려 및 기대사항 등을 바
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향후 의사-환자간의 원격의
료 정책 수립이전에 정비되어야할 규정에 대한 기초자료
로 제공으로 안전하고 신중한 정책 마련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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