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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금융 거래
10,000,000,000,000,000원 돌파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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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Technology 
is a major driver of innovation and 

i theconomic growth

Drives Productivity Growth

More productive workers

Better Decision-making

4

Better Decision-making

Enables Goods and Services to be allocated more efficiently

Enables Higher Quality Products and Services

Drives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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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경제전반의 낮은 IT 활용도

Wide diffusion of ICT usage and attendant g
benefits are not yet apparent. Overall uptake and 
effective use of IT by business seems to still lag.

By Catherine L. Man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in 
“Korea: meeting Challenges of the new Economy”

“한국은 정보기술(IT) 제품 생산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
지만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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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 조겐슨 하버드대 석좌 교수

“우리나라는 경제전반의 IT 활용도가 낮아 IT 생산측면
에서의 기술혁신 성과를 생산성 향상 등의 실질적인 경
제적 성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 200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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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T 생산액 (단위 : 조원)

출처: 2006 정보통신 산업통계 연보 (www.iti.or.kr)

2006년 GDP의 10.9%, 경제성장 기여율 40%, 수출의 34.8%

60조

80조

IT기기 : 통신서비스 : SW 비율
46:31:24 (OECD 평균) 
73:19:   8 ( 우리나라 ) 

자료 : OECD Outlook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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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OECD data compiled by IBM Korea repor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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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용서비스의 노동생산성 기여율

100 0
  (%)

자료: OECD(2003) “주력성장산업으로서 IT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한국은행 2007.3.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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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06년, OECD)

미국의 44%, 프랑스의 52%, 일본의 55%, 영국의 66% 수준

제조업 대비 58%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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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선진화 계획 2009. 5

고부가가치 - 고용창출 -고부가가치 -

고성장 분야

•디자인

•물류

고용창출 -

서비스수지 개선

•콘텐츠

•방송통신

•의료

•컨설팅

• IT서비스

•교육

•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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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Social Overhead Capital (SOC)

자료 :  “SOC투자의 신조류, 스마트 SOC” , 삼성경제연구소, 2009.3.18

센서 내장으로 디지탈화

데이터를 유무선 연결

실시간 분석-예측

최적 대응

기존 SOC투자에 IT 투자 추가

전체 SOC 효용 크게 증가
5~10% 추가 투자로 10~30% 효율성 및 생산

성 개선 가능

12

최적 대응

스마트 트래픽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에듀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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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강국의 의료정보화

13

요양기관 정보화 실태 2005.12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5.12)를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한국개발연구원, 2008년 11월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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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Health Record (EHR*)

Individual patient's 

본 발표에서는 EHR, EMR, PHR 등의 구분없이
“진료기록 및 건강정보”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함

*

p
medical record in 
digital format
Contains complete 
history

Full listing of illness
Laboratory tests
Treatments
Drug administered
Allergies

자료 :  공공의료 정보화 전략 계획(안)  보건복지부 2007.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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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공공의료 정보화 전략 계획(안)  보건복지부 2007.6

17

자료 :  공공의료 정보화 전략 계획(안)  보건복지부 2007.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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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of Health IT

Cost : Reduced Medical CostsCost : Reduced Medical Costs
Quality : Improved Medical Care
Accessibility : Increased Patient Access to 
personal health information
Integration : Enables Integration of 
fragmented health data of a patientfragmented health data of a patient

Share data with new doctor

New Services : 신규 서비스 시장 형성

19

Automation

Solutions – A Complete Clinical Information System 
GE Korea 자료

ᄒ개ᅮ

Data Mining ConnectivityEnhanced
Care

Advanced
Decision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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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공공의료 정보화 전략 계획(안)  보건복지부 2007.6

21

Obstacles to Health IT

Asymmetry of Cost and Benefit of EHRAsymmetry of Cost and Benefit of EHR
Cost is high
Benefit goes to Insurers and patients
Work Load to Physician
Cost to hospital

Absence of standard and consensus of bse ce o sta da d a d co se sus o
interoperability
Concern about security and privacy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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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IT 도입의 걸림돌 : COST

EHR 운영 경비와 혜택의 비대칭

* 자료 : Daniel Castro, Improving Health Care, ITIF, Oct. 2007

운영 경비와 혜택의 비대칭
적지 않은 경비*

초기투자 : 장비, SW 구매/개발, 설치, 훈련
의사 1인당 $33,000

운영경비 : 의사 1인당 월 $1,500

의사들이 EHR 적용에 어려움*
10 to 15% productivity loss for 5 months
Benefit after 2.5 years
IT기술 및 전략적 투자 능력 부재 – 초기 투자 실패 경험

개업의에 부담이 특히 크다
적은 단위의 의료기관은 연합하는 것이 유리23

Health IT 도입의 걸림돌 :  Interoperability Standards

Medical data is complex and needsMedical data is complex and needs 
precision

EMR은 비정형 데이터
표준화가 어려운 진료행위의 특성

Application layer 정보교류 규약의 필요성
표준용어, 자료구조, 서식표준, 자료전송, 영상 및 신표준용어, 자료구조, 서식표준, 자료전송, 영상 및 신
호처리, 트랜잭션 처리 등의 표준
Work on any OS and HW

진료 행위의 표준화가 가능한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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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IT 도입의 걸림돌 : Privacy and Security

개인 정보보호 및 보안 문제로 EHR을 거부하개인 정보보호 및 보안 문제로 EHR을 거부하
는 정서

대량 유출의 위험때문에

“EHR은 종이 서류보다 안전하다”
높은 보안 수준은 많은 투자와 관심을 요구

25

국가의료정보망

국가의료정보망은 병원, 의료
인, 진료소, 실험실, 약국, 제약
회사, 보험회사, 고용주 등과
국민 개개인을 유연하게 연결
하는 컴퓨터 망으로서 이 망을
통해서 전 국민의 의료자료가
유통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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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료정보망 Design Issues

Funding
초기 투자의 총규모, 개발사업 기간
누가 투자하여야 하는가? 정부 투자 비율, 

행위별 수가제에서 Health IT의 투자 유인책은 ?

Governance
추진 체계

정부 - 산하기관, 의료보험공단, 병원, …
정보시스템 개발의 주체는 ?  
정보시스템의 지속적 운영 및 유지보수, 감시 책임은 누가?

의료 관계인, 언론, 국회와 소통하여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수
참여 기관간의 의무와 권한 명시, 철저한 계획이 필요

Interoperability를 위하여
시장 및 경쟁 체제의 도입이 필수

지속가능한 체제를 위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공개 여부 ?

제3자가 SW개발하여 DB와 연동하여 서비스 가능한가?27

국가의료정보망 Design Issues (2)

EHR Scopep
의료기관 중심 진료기록시스템 vs 환자중심 Health 데이터 ?

진료기록 이외에 요구되는 건강정보들의 유기적 결합

의학지식베이스와 연동

군 의료원, 경찰병원 등의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시범 적용 ?
특정 진료분야, 단순기능의 시범 적용 후 확산 ?

예) 2008년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rug Utilization Review (DUR) 
의약품 처방 검사: 의약품 처방 검사
• 부팅시 DB down
• 약사의 처방 조제시 실시간으로 사용금지 및 중복 점검

• 심사평가원 서버와 자료 교류
• 동일기관내 의약품 사전 점검 동일기관내 타 진료과목 간

다른 요양기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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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료정보망 Design Issues (3)

Interoperability and Standards
표준 제정의 수준은 ?

현 의료비 전자청구시스템, 의약품 처방조제시스템에서 사용
되는 자료교환 표준 수준으로
• 표준의 단계 : 1)용어표준, 2)정보모델 표준, 3)자료교환

표준, 4)데이터요소 표준, 5)문서 템플릿과 문서구조 표준, 
6) 정보처리 표준, 7) 의미론적 표준 및 온톨로지 수준의
표준

요소 기반 기술의 표준화
공개 표준과 기술중립의 원칙 준수공개 표준과 기술중립의 원칙 준수

정보시스템의 구축 배포는 금물

Privacy and Security
각 주체가 지켜야 할 보안 규정은 ?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추가 보안 요구에 따른 추가 경비 부과 가능한가?
29

국가의료정보망 : Network Topology

Three Models of network topologyThree Models of network topology
분산형 Distributed system
중앙 집중형Centralized system
혼합형 Hybrid system (databank)

30

Distributed Centralize w/ Hub Hybrid w/ data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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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Systems

병원, 진료소, 실험실, 보험사 등 한 공급자가 한 환자의 일부 건강

국가의료정보망

정보만 보유
각 소스에 접근하여 한 환자의 통합 (가상) 건강자료를 형성
모든 공급간 정보교류 능력이 있어야

환자 식별자 및 접근 권한 확인,  비공개, 안전성 보장

타 공급자 제공 자료의 보존기간에 관한 합의 요망

기존의 시스템들을 Bottom up으로 통합하여 구성
기술적 난제

다수의 이종 데이타베이스로부터 자료 검색
다수의 interface SW 필요

신속한 처리

미국 Santa Barbara RHIO의 실패 사례
사용자의 요구사항보다는 최신 기술의 공급에 주력
지역 단위 조직으로 무경쟁 체제

31

중앙 집중형

모든 데이터는 중앙의 Database에 보관

국가의료정보망

기술적으로 평이
익명의 데이터, 통계 생성 용이

선택권 없이 한 시스템의 사용을 강요
데이터에 관한 환자의 권한이 없거나 적음

정부 보험에서 모든 경비 지급할 때 가능
영국의 예

그러나 무경쟁으로 개발 기간 지연, 개발 경비 초과
4.6조원 예산 40조 요구, 3년 10년 요구
“세계 최대의 재앙”

다수의 미 RHIO 경우 재원 확충에 실패
선두 병원에서 상대적 경쟁력 상실을 이유로 공용 시스템에의 투
자 및 협조 거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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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Health Record DataBanks)

다수의 Databank가 개인 의료정보 관리 사업에서 경쟁하는 환경

국가의료정보망

개인은 선택한 DataBank에 사용료 지불하고 스스로 관리
진료기록을 기록하도록 병원에 요청, 혹은 자신이 건강정보 추가

개인이 자신의 자료 접근 통제
지정 병원 등에 자료 접근 허용
고객이 스스로 자료 접근을 감시하고 추적 가능

진료기록을 제공하는 의료인에게 DataBank에서 인센티브 지급
DataBank 사업자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경쟁사업자는 양질의 서비 제공하기 위하여 경쟁
건강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신종 산업 생성

Specialized Healthcare Web Portal – 건강 상태, 병에 관한 자세한 설명
Naver 지식iN “의사에게 질문하기”

Second Opinion 자문, 건강 증진 SW, etc

33

Health Solutions Ecosystem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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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Health DataBank : Microsoft HealthVault

36

Health DataBank : 
Google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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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의료정보망 모델 제안

Hybrid 의료정보망을 근간으로 하되Hybrid 의료정보망을 근간으로 하되
Databank의 역할을 대형 병원들이 담당
Hybrid 모델에서의 Databank와 병원이 진료
정보를 각각 유지 관리하여야 할 사회적 부담
경감 가능
대형 병원과 중소 병원의 연계 유도 효과대형 병원과 중소 병원의 연계 유도 효과

HMO로 발전 기대 – 진료보다 예방 및 건강증진에

병원과 인터넷 포탈업체의 공동사업으로
포탈업체의 대용량 자료 관리 기술 활용

37

바람직한 Health IT 정책 방향(1)

정보화 시대에 적합하도록 법규 대대적 정비정보화 시대에 적합하도록 법규 대대적 정비
환자 비밀 유지와 의료기록을 활용의 균형

예) 환자가 요구시 EHR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예) 의료정보시스템에서의 보안 요구사항의 구체화
예) 병원이 자료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Data Center 출현, Software as a Service (SaaS), 
Cloud Computing등 환경 변화를 수용해야Cloud Computing등 환경 변화를 수용해야

의료법 제21조2(전자의무기록) 2의료인은 ..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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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Health IT 정책 방향 (2)

Health IT 투자 확대
양질의양질의 의료서비스를의료서비스를 위하여위하여
의료의료 산업산업 육성차원에서육성차원에서

의료서비스산업의의료서비스산업의 GDPGDP비율비율(06(06년년))

•• 한국한국 3.2%, 3.2%, 일본일본 5.1%, 5.1%, 영국영국
5.5%, 5.5%, 미국미국 6.3%6.3%

GDPGDP대비대비 의료비의료비 지출지출
한국한국 7%, 7%, 독일독일 10%, 10%, 카나다카나다 10%, 10%, 미미
국국 16%16%국국

정부는정부는 인프라인프라 구축에구축에 투자투자
전체의료비전체의료비 중중 본인부담률본인부담률** (05(05년년))

우리나라우리나라 42%, 42%, 네덜란드네덜란드 8%, 8%, 독일독일
10%, 10%, 미국미국 14%14%

시장시장 중심중심 경쟁촉진경쟁촉진 정책이어야정책이어야
39

Healthcare Spending per Capita
자료: 
“Why Americans pay more for Health Care”
McKinsey Quarterly, December 2008

*자료: 

바람직한 Health IT 정책 방향(3)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종합계획 수립해야국가보건의료정보화 종합계획 수립해야
“Health IT is a sleeping Giant”

단편적 노력은 실패를 부를 뿐 (미국,영국의 사례)

사업 추진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정부가 의지를 갖도록

각 분야 전문가 총 동원해야
의료인, 정보기술자, 경제학자, 보험인, 정책관료,  …의 인, 정 기술자, 경제학자, 험인, 정책관 ,
책임지는 강력한(?) 위원회 구성

정보 체계(Architecture)를 먼저 설계하고 토론해야
기술 발전을 수용하도록 유연한 구조가 되도록

개발 추진 체계도 제안해야
출연 기관 설립의 필요성 검토해야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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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구축관리체계 구축보건의료정보보건의료정보 서비스서비스인프라 구축인프라 구축

소비자 평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종합계획에 따른 정보화 기반 마련 사업 추진 중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종합계획 수립국가보건의료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정보교류체계

표준 개발

정보 체계

(아키텍처)

법, 제도 및
정책 수립

조직화 및
자원관리

소비자 평
생전자

건강기록

의학지식
DB 연계

원격
의료

정책 의학
연구

의료기관의료기관 정보화정보화

4141

개인정보 보호

핵심공통기술

인센티브 및
투자관리

임상의사결정지원

처방전달 시스템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진단검사

공공 기관

임상의사결정지원

처방전달 시스템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진단검사

민간 기관

표준
기능
제공

자료 :  국가 보건의료 정보화 계획, 보건복지가족부 2008.10

결 론

Health IT를 국가적 아젠다로를 국가적 아젠다로
Health IT는 Smart Social Overhead Capital
Health IT 구축은 의료 시스템을 Upgrade하는 작업

서비스의 질 향상, 국민 건강 증진

의료서비스 산업 세계화, 육성의 계기
Health IT System을 통하여 SW산업도 육성 가능

신 산업을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신 산업을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국가의료정보망 체제를
전문가 구룹에서 국가 Health IT에 대한 Vision 
제시,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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