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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현재, 디지털 보건의료 기술의 잠재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
다. 디지털 보건의료 기술은 의료의 질, 환자 만족도, 보건의료시스템의 효율화 등에 기여
하며, 주요 기술로는 인공지능 기술, 3D 프린팅, 사물인터넷과 모바일 헬스, 웨어러블 기
기 등이 있다. 2020년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관계부처합동, 2020)을 발표하고 디지털 헬스
를 위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의료기술 개발,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제
도화, 스마트 병원 등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주요국 디지털 보건의료 기술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장 허가, 급여 항목 및 결정
과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디지털 보건의료 기술의 탄력적 급여결정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의료기술, 스마트 병원, 비대면 의료를 중심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의 현황에 대한 문헌고찰 및 관련 자료와 웹사이트 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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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디지털 보건의료 기술의 현황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는 질병을 진단
또는 예측하는 데 인공지능 등을 포함한 고도화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이다.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증진을 위해 시장 허가 및 급여권 진입을 위한 제
도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점차 의료
사고, 중환자실 안전, 응급의료, 의료접근성 확보, 인력 대체 등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
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의 진단 및 예측에 대한 미국,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외의 사용 분야는 스마트병원 주제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보건의료 기술
미국 FDA는 인공지능 보건의료 기술에 대해 허가를 신속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절차를
마련하였는데, 디지털 보건의료 소프트웨어 사전승인제(Digital Health Software precertification
program)를 개발회사 대상1)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이 제도로 AI 의료기기 출시 전에 허가

과정을 면제받거나 간소화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FDA 허가에서 유사기술이 없는 경
우 class III으로 심사가 까다로웠으나, De Novo Classification Process의 도입으로 class
I 또는 II로 심사를 완화하였다(임상시험 대신 출시 이후, 실제현장근거(real world evidence, RWE)를
제시하도록 실용화과정 간소화됨). 이렇게 허가된 AI 의료기기는 16건이며, 주로 영상의학과,

심장학과 및 안과학 분야의 뇌졸중, 유방암, 심혈관질환, 뇌졸중, 뇌혈류, 간암 및 폐암, 손
목골절, 당뇨병성 망막증 진단 기술이었다. 이 중 CMS(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는 2020년 10월 뇌졸중 진단기술(ContaCT)에 대해 신기술 추가지불보상(New
Technology Add on Payment, NTAP)2) 방식으로 급여를 결정하였다(1,040달러). 추가지불보상

요건은 3가지이며 첫째, 신규성(Newness) 기준으로 FDA 허가 또는 시장 출시 승인으로부터
2~3년 이내의 최신기술이어야 하며, 기존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비용(cost) 기준은 해당 신기술의 비용이 메디케어 질병군의 포괄수가보다 높아야 한다. 셋째,
실질적 임상개선3)이 있어야 한다. 추가지불보상 대상은 3년 후 급여 여부를 재평가한다
(CMS, 2020; Hassan, 2020).
1) 2017년 기준 9개 회사: Samsung, apple, Fitbit, Johnson & Johnson, Pear Therapeutics, Phosphorus, Roche,
Tidepool, Verily

2) 실질적 임상개선(Substantial clinical improvement)된 신의료기술의 환자접근성 향상 제도(수가에 추가로 지불)
- 실제로

Viz.ai회사는 ContaCT에 대한 결과로 ① 퇴원시 개선된 랭킨점수(mRS) ② 5일째 NIH 뇌졸중 점수 향상 ③ 90일째
향상된 mRS를 제시하여 실질적 임상개선 근거를 제시하여 추가지불보상 항목에 선정
3) 임상적 유해사건(사망률, 부작용)의 감소, 진단 및 치료방법 감소, 입원/외래 방문 감소, 재원기간 단축, 삶의질 향상, 복약
순응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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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FDA 소프트 웨어 규제 접근 모델
자료: FDA. Developing a Software Precertification Program: A Working Model(2019)

유럽의 경우, CE marking 인허가 AI 의료기기는 17건(2018년)이며, 영상의학과, 안과
및 심장학과 분야의 뇌출혈, 경추이미지, 유방암, 치매 및 정신질환, 당뇨병성 망막증, 심
전도, 폐결절 등의 진단 및 예측 기술이었다. 영국의 NICE(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는 난이도와 등급에 따라 디지털 기술에 대한 근거표준의 지침(Evidence
Standards Framework for Digital Health Technologies)을 제시하고 있다(NICE, 2019). 디지털

기술4)도 치료효과 향상 및 경제성 입증 등 기존기술과 유사한 기준의 평가가 필요함을 명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2020년 AI·빅데이터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22건(12개
업체)을 허가하였다.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서는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한 AI기반 영상분야의 급여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2020년 급여결정 신
청 7건 중에서 5건5)이 기존기술로 결정되었다(심사평가원, 2020). 또한, 뇌졸중(메모워치) 웨
어러블 의료기기는 2020년 식약처 승인을 받고 기존 급여로 결정(5월)되었다.

4) 디지털 기술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단독 혹은 의료장비나 진단검사와
결합 사용
5) 기존급여 인정 5항목은 2018년 뇌경색 진단, 골연령 판정, CT 인공지능 재구성, 2019년 골연령 판독, 2020년 안저영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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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국 디지털 보건의료기술 현황: 인공지능 의료기술
기술 및 내용

한국

- 22항목(2020)

허가 기술
(FDA 등)
급여항목
(건강보험 등재)

주: 자료는 본문참조

- 5항목: 뇌경색, 골연렁, 안저,
CT-AI(기존수가)
- 웨어러블 (메모워치: 심전도)

미국

- 16항목(2018):

사전승인제(9개
회사): 영상의학과, 심장학과 및
안과학 분야의 뇌졸중, 유방암,
심혈관질환, 뇌혈류, 간암 및 폐암,
손목골절, 당뇨병성 망막증 진단
- 1항목 추가보상 및 조건부급여
- 2020 뇌졸중(ContaCT)

영국

- 17항목(2018): 영상의학과,
안과 및 심장학과 분야의
뇌출혈, 경추이미지, 유방암,
치매 및 정신질환, 당뇨병성
망막증, 심전도, 폐결절 등

2) 디지털 치료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의료기술인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디지털 치료제는 질병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해 근거기반의 치료적 중재
(evidence-based therapeutic intervention)를 제공하는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이다
(DTA, 2018). 이는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야하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게임,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챗봇(chat bot), 인공지능 등 기술이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의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표 2) 주요국 디지털 보건의료기술 현황: 디지털 치료제
기술 및 내용
허가 기술
(FDA 등)

한국

미국

- 3항목(개발 중)
- 9항목(2020)
호흡기, 근감소 앱 - 약물중독,

불면증,
- 뇌손상 시각장애
공황장애, 소아
(VR)
ADHS치료, 암,
당뇨 등

급여항목

주: 자료는 본문참조

-

- 아직 급여사례
확인 안됨
(일부 민간보험
조건부도입)

영국

- 5항목: 임상 현장
내 평가
(evaluation in
practice)
- 우울증, 신체변형
장애, 과민성대장
증후군 치료 앱

독일

일본

- 10항목(2021)
- 2항목(2020)
- 이명, 불안, 불면, - 과잉행동장애

관절염, 비만, 공황 (ADHD) 게임형태,
장애 등의 인지행
니코틴 중독 치료
동치료 앱
- 1항목(2020)
- 니코틴 중독 치료

글로벌 디지털 치료제 시장은 아직 초기 임상시험단계이며, 미국이 최초 디지털 치료제
를 개발하여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주로 제약사가 개발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개발하고 있
으며 2020년 FDA 허가 항목은 9건6)이고, 심혈관, 호흡기질환, 신경정신과 질환 치료제 등
에 대한 항목이었다(FDA, 2020). 현재까지 공보험에 의한 급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6) 2017년 약물중독(reSET), 2018년 마약류중독(reSET-O) 앱, 2020년 불면증(Somryst) 앱, 2018년 외상후 스트레스
및 공황장애(Freespira) 앱 및 호흡측정장치, 2020년 소아 ADHD치료(EndeaverRx) 앱, 2017년 2형당뇨(Insulia),
2012~2017년 조현병(Abilify Mycite) 앱, 2019년 암(Oleena), 2010~2020년 당뇨(BlueStar)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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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독일 Digital health applications 조건부 등재 과정
자료: BfArM. The fast track for digital health applications.

독일은 2019년 11월 디지털의료법(Digitale-Versorgung-Gesetz, DVG)을 제정하여 치료
목적의 10개 항목7) 애플리케이션(MTRC, 2020)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하였다(FIDMD,
2020; Gerke 2020). 업체는 신속도입 절차에 따라 식약처(BfArM)8)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데이터보호, 긍정적 효과 등에 따라 조건부 등재여부를 결정한다. 첫해는 업체
의 정가를 적용하며, 이후 1년 이내에 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치료개선의 의학적 혜
택, 절차적 및 구조적 개선)를 제출하도록 하여 3개월 이내에 정식 등재여부를 결정한다. 정식

등재된 경우, 중앙연방건강보험기금협회는 업체와 급여가격을 협상한다. 한편, 급여기준은
BfArM 등록, 보험자의 승인, 의사 등의 처방이 있어야 하며, 치료과정에 사용되고, 위험도
가 낮은 의료기기(EU MDR I등급 또는 IIa 등급)이어야한다.
영국은 2019년 국가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 NHS) 장기계획을 발표하
여 디지털치료제 확산을 지원하고 있었다. NICE9)는 2018~2019년 5개10)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 근거생성을 지원하는 임상현장 내 평가를 권고하고 추후 임상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고
7) 2020년 기준 이명관리를 위한 인지행동(Kalmeda app),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Velibra app), 불면증 치료(Somnio
app), 관절염(Vivira app), 비만치료 및 체중감소(Zanadio app).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Invirto app) 등

8) 독일 BfArM는 식약처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이 글에서 식약처로 명명(The Federal Institute for Drugs and Medical
Devices: Bundesinstitut für Arzneimittel und Medizinprodukte)
9) NICE는 정신질환 치료 프로그램 IAPT(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y)에 디지털 치료제 도입을 발표

10) 우울증치료 인지행동치료 제품(Deprexis, SilverCloud) 및 앱(Minddistrict), 신체변형장애 치료 제품(BBD-NET),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 앱(Gegul8) 등(BfAr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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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본은 2개11) 제품이 허가되었으며, 이 중 최초로 급여가 이루어진 항목은 니코틴 중
독 치료제(CureApp SC) 및 일산화탄소(CO) 검사이며, 이 항목들은 기존수가(니코틴 의존증 관
리료)로 급여인정되었고, 환자교육 및 치료 앱 점수가 가산되었다(MHLW, 2020). 이러한 급

여결정 근거로는 임상시험결과에서 금연치료효과를 제시하였다. 중국은 아직 허가된 디지
털치료제는 없으나, 기업(QTC Care)에서 비만과 암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Koh, 2019).
(표 3) 주요국 디지털 보건의료기술 급여 기준 및 제도
기술 및 내용
급여기준

급여제도

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 심평원 AI 영상
가이드라인
- 기존기술보다
가치효과 및
경제성 이득 제시

- CMS 추가지불
보상기준
- 신규성, 비용차이,
임상개선

- NICE 가이드라인
- 치료효과 향상 및
경제성 입증

- 디지털의료법
(DVG)제정(2019)
- 치료영향(의료적,
절차 및 구조적
개선)

- 안전성, 유효성 등
기존 평가기준
적용

- AI: 기존 수가 및
추가보상

- AI: 추가보상
(NTAP)추가보상
3년후 평가

- App: 임상현장 내
평가(evaluation
in practice)

- App: 등재 후 1년
내 치료영향자료
평가

- App: 기존기술로
보상하고 앱비용
추가보상

주: 자료는 본문참조

나. 디지털 보건의료 인프라구축 : 스마트 병원의 현황12)
스마트 병원은 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임상진료 및 의료의 질 향상, 환자 경험
증진, 운영의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5G, IoT를 활용한 스마트 병원 구축,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AI 진단기술 등이 포함된다. 스마트 병원은 정부주도의 디지털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투자하는 형태와 의료기관과 기업의 업무 협약을 통해 모범 디지털 모델을 구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로 5개13)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주도의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었으며, 2016년 존스홉킨스 병원과 GE 헬스
케어가 협력하여 의료 커맨드 센터(Clinical Command Center)14)를 개소하였다. 3가지 분야의
솔루션으로 구성되는데 첫째, 병원 운영 관리시스템으로 환자 분류, 병상가동률 등 실시간
파악, 인력 등 문제 상황을 관리한다. 둘째, 웨어러블 의료기기, 환자 생체정보 및 진료정
11) 제약사(Shionogi) 게임형태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디지털치료제(EndeavorRx)(2020. 6월 FDA 허가),
니코틴 중독 치료 응용 프로그램(CureApp SC)
12) 최윤정, 한승진, 최연미, 엄혜은, 김지혜. 스마트병원관련 현황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자료를 요약함.
13) 2020년 처음으로 5개 기관 분당서울대, 계명대 동산, 용인세브란스, 서울성모, 일산병원 선정
14) 2019년 약 7개 커맨드센터(GE 헬스케어)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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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위험요인을 알람한다. 셋째, AI 기술 등으로 환자에게 진단, 검
정책현안

사, 처방, 약제 등 치료 프로토콜과 발생 가능한 질병을 예측한다. 실제, 응급실 환자 입원
실 배정 소요시간은 약 30% 감소하였고 수술실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는 70% 감소되었다.
영국은 2020년 디지털 성숙도평가15) 결과에 따라 글로벌 디지털 모범병원(Global Digital
Exemplar)을 지원하였다(NHS, 2020). 모범사례로 무어필즈 안과병원은 기업들과의 협약을

통해 첫째, 병원 환경 및 전력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위치 추적시스템(Real Time Location
System, RTLS)을 구축하여 원내 자원 및 환자의 진료 대기시간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

한다. 또한 AI 기술로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하여 진단 및 예측한다.
일본의 도쿄 기타하라병원은 IT 대기업 NEC와 협력하여 스마트 병원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간호사의 음성입력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자동분류 과정을 거친 후 저장하며 간
호사 1인당, 하루 1시간 소요되는 기록 업무를 58% 감소시키며, 대면 인수인계 업무시간
(30분)도 효율화되었다. 둘째, AI 기술로 입원환자 불안 행동 사전감지를 위해 전자의무기

록 및 생체징후 정보를 분석 및 예측하는 기술도 도입하였다.

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 활성화
최근 코로나19로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급여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원격
의료(telemedicine)는 원격진료, 수술, 모니터링을 포함하며, 의사가 ICT기술을 이용하여 환
자에게 원격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다. 미국 맥킨지(McKinsey & Co.)에 따르면, 전체 환자 중
원격의료 서비스 활용률이 코로나19 전후 11%에서 46%로 증가했으며, 의사 및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이용 또한, 50~175배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코로나19로 CMS는 80개
이상 원격의료서비스에 보험적용을 확대하였다(McKinsey, 2020; Shachar, 2020). 영국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한해 약 3.4억 건의 주치의 진료 중 원격진료는 1% 정도이었으나 코로나19
로 인해 매주 2배씩 증가하고 있었으며, NHS에서는 모바일 NHS 앱(Wicklund, 2019)을 개
발하여 표준화 원격의료를 지원하고 있었다. 중국은 2014년 원격의료 개념을 수립하고 디
지털 기반의 온라인 병원16)을 개소하여 약 200개가 운영되고 있었다.

15) 준비성(Readiness), 역량(Capabilities), 인프라(Infrastructure)

16) 최초 온라인 병원은 광동성 제2인민병원과 심천 요우더이 과학기술 유한회사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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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원격의료 확대 내용
국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한국

주: 자료는 본문참조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 확대 내용

- CMS는 80개 항목 이상에서 원격의료 보험적용 확대
- 메디케어: 지역 제한을 한시적 제한 완화
- 민간의료: 주별 동일 수가보상 확대(대면 및 원격 진료 수가 동일, 원격의료동등법(parity law))
· 타주 의사면허 해당 주에서 허용, 지정플랫폼에서 이외 사용허용
2019년 표준화 원격진료 NHS 앱: 1차 의료 예약, 진료, 처방

2018년 급여화: 의사-환자 간 협의 진료, 초진(코로나 이후 확대 적용) 등

2014년 온라인병원 200개 개설: 의사 간, 의사-환자 간 음상, 영상, 사진, 등 초진 대면 원칙
2020년 한시적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전화상담 및 처방
- 의원급 진찰료외 전화상담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 추가 적용

2. 디지털 보건의료 기술의 급여결정 과정
가. 급여결정기전 마련 및 방향
주요국에서는 디지털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 법, 제도를 규정하고 시장 허가에서 급여
과정까지 연계된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디지털 의료기술의 특성상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근거생성 조건에 따라 급여권에 진입하여 사후 평가하는 방식으
로 급여제도를 운영하였다. 디지털 의료기술의 급여결정 방향에 대해 급여결정 이전의 제
도적 연계 측면과 급여결정 과정을 구분하여 요약하고자 한다.
1) 허가 및 급여 등 일련의 과정이 연계되는 효율적 제도적 환경
급속히 발전하며 다양한 특성을 갖는 디지털 보건의료 기술의 특성상, 기존의 허가 및
급여 과정까지 절차를 통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디지털 기술과 같은 첨단기술은 특수성,
개별성, 개인의 선택이라는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나, 전통적 건강보험의 가치인 보편성,
형평성, 안정성과는 배치되는 개념이다(이중규, 2019).
주요국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의 분류, 신속·간소화된 허가,
조건부 급여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디지털 의료기술에 대한 다각적인
재정적·제도적 지원17)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년 한국판 뉴딜 정책은 그 중심에 있다
하겠다(관계부처 합동, 2020).
17) 이에 2018년부터 정부는 혁신·첨단의료기기 시장진입 지원 및 신속허가 가이드라인(식약처)을 개발하고, 2019년 혁신
의료기술평가 트랙이 도입(신의료기술평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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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디지털 의료기술의 주요한 정책적 특성으로는 첫째,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정책현안

기술 분야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평가, 급여 등의 과정을 명시화 하
고 있었다. 미국은 유망 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된 기술을 지원하였으며, 독일은 위험도가
낮은 의료기술(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을 만들었다. 둘째, 선진입의 통로를 마
련하고 지속적인 사후평가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사전승인체계로 기존의 허가 자료
보다 완화된 자료 즉, 임상근거 자료보다는 선진입 후 실제현장근거를 생성하도록 하여 사
후 평가를 하였다. 영국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 현장근거를 생성
하여 사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독일 또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신속도입절차를
마련하고 초기 조건부 등재 시에는 긍정적 효과 정도의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나, 이후 1년
간 치료효과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등재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셋째, 최종 평가기준으로 효과성과 경제성 등의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
시하도록 하고 있었다. 기술별로 차이가 있으나 미국은 실질적 임상적 결과 등을 평가하였고,
영국은 효과성 및 경제성 평가를 하였으며, 독일은 치료에 미치는 영향으로 의료적 혜택,
절차 및 구조적 개선 등의 효과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렇듯 임상시험수준의 근거보
다는 실제 현장자료를 사후 평가하는 조건부 급여를 운영하고 있었다. 산업계 측면에서도
급여결정에 제시될 수 있는 실증적 임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구
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2) 디지털 의료 기술에 따른 급여결정
디지털 의료기술에 대한 보상방식은 수가로 보전하는 방식과 기관평가 형태의 가산방
식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가) 의료결과 성과 도출이 가능한 수가보상 가능 기술: AI 기술 및 디지털 치료제 등

의료에 관련된 진단 및 예측, 치료부분은 주로 기존수가 및 추가로 보상하는 형태로 지
불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국에서도 수가항목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수가에 추가로 보상하
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AI 기술의 효과성을 입증한 경우 기존수가에 추가로 보상하였고,
독일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정식 등재 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업체와 협상에 의해 가격
을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도 기존 수가에 효과성 근거에 따라 추가 보상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심사평가원은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AI 영상분야, 3D
프린팅)을 제시하였으며, 현재까지는 AI 기술 5건이 기존기술로 인정되었고, 추가로 치료

효과성이 입증되어 추가 보상되는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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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디지털 의료기술에 대해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효과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근
거생성을 전제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하여 사후 평가하는 순환구조의 평가체계가 필요할 것
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기술특성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의료기관의 정책가산 및 재정적 지원 고려: 스마트 병원 등

의료기관 인프라 운영 효율화는 현재의 급여결정 기준(안전성, 유효성, 급여적정성 등)으로
판단하기에는 거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 우리나라와 영국의
경우 정부주도로, 미국과 일본은 민간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프라 측면(인
력, 운영시스템, 모니터링 등)의 성과는 임상적 결과보다는 운영효율화 등과 연계된 지표이므

로, 이에 대한 개별 급여보상보다는 기관평가 등으로 정책가산을 해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
겠다. 실제 포괄수가제도에서 효율화 항목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우 정책가산이 되고
있으며, 현재 의료의 질 적정성 평가, 의료질 평가 지원금, 병원지정 평가, 간호관리료 차
등제도 등의 제도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고려된다. 또한, 일본은 2020년 야간간호 수가
가산 평가항목에 AI, ICT, IoT 등의 활용여부18)를 포함하고, 인력부족을 대처하기 위해 디
지털기술의 적용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MHLW, 2020).

3. 나가며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보건의료기술의 수요는 한 단계 전진하고 있다. 주요국에서는
국가별로 다양한 법, 규제,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 또한,
디지털 의료기술의 구체적인 효과 및 이득에 대한 결과가 명시적으로 제시되기 어려운 상
황에서 조건부 급여 등 근거마련을 기반으로 제한적인 급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디지털 의료기술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보험급여기준과는 다른 디지털 기
술의 특성을 반영한 트랙의 기준 및 급여결정과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주요국
의 디지털 기술 현황 및 급여 상황을 검토하였으며, 빠르게 진보하는 디지털 보건의료 기술
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18) 간호기록의 음성입력, AI 위험평가, 웨어러블 생체신호 자동입력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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