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의무기록과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보관리학과

박 준 호



전자의무기록과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고찰

지도 채 영 문 교수

이 논 문을 보 건학 석 사학 위 논 문으 로 제출 함

2000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보관리학과

박 준 호



박준 호의 보 건학 석 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0년 12월 일



감사의 글

지난 2년반 동안의 학업과 논문을 마무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

끌어 주시고 항상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항상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

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세심한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채영문 교

수님과 논문의 틀을 잘 다듬어 주신 김성태 교수님, 항상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인영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를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호승희, 장윤희 선생님과 연구실

의 동훈, 지원, 혜숙 선생님을 비롯한 보건정보관리학과 선후배님들, 동

기 김선주, 송미라, 전경회 선생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에서의 바쁜 일상 중에도 저의 논문 쓰는 일에 관심을 가져준 간

호대학 졸업 동기 미숙, 영진, 은희, 선희, 재경, 순옥, 지은, 은영, 효은

이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교사일도 제대로 못했는데 저의 논문을 위해서 기도

해 주신 김준희 전도사님에게도 감사드리고, 영문초록 작성을 도와주신

변찬 선생님께도 변찮는 감사의 뜻을 보냅니다.

항상 따듯한 마음과 관심으로 돌봐주시며 뒷바라지 해주신 아버지,

어머니와 많은 염려와 걱정해준 동생 지영이와 가족, 군대가 있는 동생

정호에게도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0년 12월

박 준 호 올림

i



차 례

국문요약 vii

Ⅰ .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방법 4

Ⅱ . 전자의무기록·원격의료 도입이 갖는 의미 7

1.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 7

2. 보건의료분야 정보화의 효과 9

가. 전자의무기록 도입이 주는 효과 9

나. 원격의료 도입이 주는 효과 11

3. 정보화의 문제점 13

Ⅲ . 전자의무기록의 기술적 특성 및 도입현황 14

1. 전자의무기록의 정의 14

2. 전자의무기록의 유형 15

가. EPR 15

나. EMR 15

다. CPR 16

라. EHR 16

3. 전자의무기록의 기술적 특성 16

가. 전자서명의 인증기술 16

나. 전자의무기록의 보안기술 18

4. 전자의무기록의 도입현황 20

ii



가. 국내 상황 20

나. 외국 상황 22

다. 향후 발전 전망 25

Ⅳ . 전자의무기록의 법적 이슈와 개선방안 26

1. 전자의무기록의 위험·제약요인 26

가. 전자의무기록의 위험요인 26

나. 전자의무기록의 제약요인 28

2. 외국의 입법동향 29

가. 미국 각 주정부의 입법동향 29

나. 미국 연방정부의 입법동향 32

다. 프랑스의 입법동향 35

라. 영국의 입법동향 37

마. 독일의 입법동향 37

바. 스웨덴의 입법동향 38

사. 일본의 입법동향 38

아. 소결 39

3. 전자의무기록과 관련된 현행법령의 검토 40

가. 전자의무기록의 저장 및 법적효력 인정 40

나. 전자의무기록의 사생활보호 및 시스템보안 42

다. 전자의무기록의 열람과 전송 45

4.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법적인 개선방안 47

가. 전자의무기록의 저장 및 법적효력 인정 47

나. 전자의무기록의 사생활보호 및 시스템보안 47

다. 전자의무기록의 열람과 전송 48

5. 전자의무기록의 제도적 개선 방안 48

가. 의료용어 등의 의료정보의 표준화 48

나. 전자의무기록의 기술 표준화 49

iii



Ⅴ . 원격의료의 기술적 특성 및 도입현황 51

1. 원격의료의 정의 51

2. 원격의료의 유형 51

가. 원격자문과 원격진단 53

나. 재택진료 54

다. 원격교육 55

라. 인터넷 의료상담과 사이버병원 55

3. 원격의료의 기술적 특성 56

가. 원격의료 시스템의 정의와 구성요소 56

나. 데이터 단말장치 57

다. 서버 58

라. 초고속 정보통신망 58

마. 원격 PACS 기술 60

4. 원격의료의 도입현황 62

가. 국내 상황 62

나. 외국 상황 64

다. 향후 발전 전망 68

Ⅵ . 원격의료의 법적 이슈와 개선방안 69

1. 원격의료의 위험·제약요인 69

가. 원격의료의 위험요인 69

나. 원격의료의 제약요인 72

2. 외국의 입법동향 74

가. 인터넷 웹사이트 규약 74

나. 미국의 입법동향 74

다. 유럽의 입법동향 75

라. 일본의 입법동향 76

마. 말레이시아의 입법동향 78

바. 소결 82

iv



3. 원격의료와 관련된 현행법령의 검토 83

가.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83

나. 원격의료의 자격인증 86

다. 원격의료의 책임소재 86

4.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인 개선방안 87

가.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설정 87

나. 원격의료의 자격인증 88

다. 원격의료의 책임소재 88

5. 원격의료의 제도적 개선방안 89

가. 환자와 의료인의 인식변화 유도 89

나. 원격의료장비 보급비용 발생문제 해결 90

다. 원격의료를 위한 표준화 90

라. 원격의료의 의료수가 적용 92

Ⅶ . 결 론 93

부 록 - (가칭)보건의료정보화 촉진법(안) 95

참 고 문 헌 98

ABST RACT 102

v



표 차 례

표 1. 국내 의료기관의 의무기록관리시스템 도입현황 21

표 2. 유럽 9개국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현황 24

표 3. 전자의무기록의 수준 5단계의 향후 발전전망 25

표 4. 기존 연구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유형 분류 52

표 5.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과 요구사항 56

표 6. 원격의료 데이터의 전송 형태 59

표 7. 원격의료용 영상 종류에 따른 데이터의 양 61

표 8. 말레이시아 MSC 7대 우선과제 79

그 림 차 례

그림 1. 연구방법의 모형도 5

그림 2.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 8

그림 3. 전자의무기록의 위험·제약요인과 법적·제도적 대비 29

그림 4. 전자의무기록의 전송흐름도 46

그림 5. 원격의료의 위험·제약요인과 법적·제도적 대비 73

v i



국 문 요 약

전세계적으로 전자의무기록·원격의료의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전자서명, 보안기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원격의

료시스템 등의 신기술들을 적용할 경우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이익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정보화됨에 따라 보건의료분야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현재의

법·제도·문화가 새로운 전자의무기록·원격의료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만나게 되었다. 전자의무기록, 인터넷 의료상담, 원격의료 등은

현행법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고, 이의 도입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시스템

해킹, 의료분쟁, 불법의료, 의료과실 발생 등의 위험요인이나 표준화 미비, 환

자나 의료인의 거부감, 장비보급비용 발생, 의료수가 인정과 같은 제약요인 등

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동일한 위험·제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의무기

록·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러한 위험·제약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외국에서 어떤 입법·제도화 과정을 거쳤

는지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의무기록은 EPR, EMR, CPR, EHR 등의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인증

기술, 보안기술과 같은 기술적 특성이 있다. 전자의무기록의 도입은 우리 나라

의 경우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아직 CPR 수준의 단계에 이르고 있지는

않지만, 몇몇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하여 CPR 개발 작업이 수행되고 있어

CPR의 본격적인 활용이 곧 가능해질 전망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1960년대

말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전자의무기록의 도입이 시작하였으며, 유럽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동양을 분석해본 결과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의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환자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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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들어있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보호수단을 갖추도록 법률로서 규

정하여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현행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국내 현행법은 전자의무기록의 저장을 법으로

인정하고,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

전자매체에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의 사

생활보호와 시스템의 보안유지에 대한 법규정을 둘 것과, 전자의무기록의 열

람과 전송을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제도적으로는 의료용어 등의 의료정보와

전자의무기록의 기술 표준화를 위해 CPRI와 같은 표준화 기구가 조직할 것과

국가적 차원에서 전자의무기록의 전송 및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표준을 제정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원격의료는 원격자문과 원격진단, 원격모니터링을 포함한 재택진료, 원격교

육, 인터넷을 통한 의료상담을 포함하는 사이버병원 등의 유형이 있으며, 원격

의료 시스템은 데이터 단말장치, 서버, 초고속 정보통신망, PACS 기술 등의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원격의료는 국내의 경우 1988년 처음으로 원격영

상 진단이 도입된 후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진행되었고, 외국의 경우 미국은

60년대부터, 캐나다는 70년대부터, 말레이시아는 97년부터 원격의료 사업을 수

행 중에 있다.

원격의료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동향을 보면 미국에서는 원격자문과 원격진

단 유형의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원격의료면허를 부여하여 원격의료를

시행의 자격 등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통신매체에 의한 상담

에서 의사가 진단을 내리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의사간의

원격자문과 재진인 경우의 환자대 의사간의 원격진료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원격의료와 관련된 현행법령을 검토한 결과 인터넷 의료상담의 진료제한,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설정, 면허 부여를 통한 자격 인증, 현지 의사에 대한 원

격의료의 책임소재 등에 대해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제도적으로는 환자와 의

료인의 인식변화 유도하고, 원격의료장비 보급비용 발생문제 해결하며, 원격의

료를 위한 표준화와 의료수가를 적용할 것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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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과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고찰

Ⅰ . 서 론

1. 연 구 의 배 경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세계적으로 정보화의 물결이 급속히 확

산되면서 정보화의 수준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급변하는

정보환경 속에서 국가나 기업 또는 개인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가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의 신속, 정확한 처리가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의무기록의 이용은 의료분야 전자상거래 및 의료정보 교환을 통한 원격의

료의 핵심수단으로서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촉진에 원동력이 되며 나아가 국가

적으로도 정보사회 실현에 공헌할 것으로 보인다(이용효 등, 1998).

외국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

고, 원격의료에 관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자서명법이

1999년 7월 1일 발효되어 전자서명 또한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인정되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의

사가 처방전에 서명할 수 있는 방법에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포함되

었고, 수기처방전 발급과 동시에 환자가 원할 경우 전자서명이 된 처방전을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송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의료법에는 진료기록부 등의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면

적 전자서명의 인정은 하지 않고 있어, 처방전 외의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

자서명의 법적인 효력 등에 관한 법적 명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처방전 외의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송달에 관한 법령이 미비하여 디지털 형태

의 의료기록부 열람 및 전송 등의 법적효력이 문제시되고 있다(전광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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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자의무기록의 활용은 환자와 의료기관, 그리고 보건복지행정의 생

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을 높일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도

모에 비해,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법·제도에서 전자문서의 활성화를 위한 제

반요소들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전자의무기록의 이용과 의료전자상거래, 원

격의료상담, 원격의료 확산에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의무기록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실행하게 되는 원격의료는 의사

가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전국 각지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는 것 등을 포함

하는 개념으로, 미국은 1960년대부터, 캐나다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말레이시아에서는 1997년부터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 사업의 7대

과제 중에 하나로서 원격의료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원격의료는 우리 나라

에서도 농어촌 오지에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복지 확대차원에서 적

극 권장해야 할 제도일 뿐만 아니라, 특히 앞으로 가정 주치의 제도가 확산되

면 원격의료는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경향신문, 1999. 4. 16).

앞으로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어 국경 없는 진료행위가 이뤄질 전망이

어서, 원격의료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비를 하지 않으면 막대한 외화를 외국

병원에 넘기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에는 원격의료가 의료보험수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원격의료를 공식 의료활동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도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우리 나라에서 아직까지 법·제도에서 전자의무기록·원격의료의

도입이 활성화되고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

가 디지털 정보화 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지금의 보건의료분야가 과거에 경험

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현재의 법·제도·문화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보건의료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 인터넷 의료상담, 원격진료 등은 현행법에 어긋

나는 부분들이 있고, 이의 도입 후에는 또한 사생활의 침해나 의료과실 발생

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문제점의 분석을 통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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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실하게 필요로 되고 있다.

물론 기존에도 법적 개선안을 내놓은 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국

내 선행연구로는 의료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채영문,

1996),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의 법적 장애요인 분석 (이용효 등, 1998), 보건의

료정보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정 연구 (전기홍 등, 1999), 전자의무기록의

법제화 (전광준, 1999) 등이 있으며, 외국의 연구에는 t elemedicine and the

law (Klein et al., 1995), legal aspect s of computer - based patient records

and record sy stem s (Waller , 1997) 등이 있다.

중요한 몇 가지 연구만 살펴보자면, 1996년에 이루어진 의료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은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초고속정보통신 활용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법령을 구체적인 법조문으로 요약하고 있다. 그리고 초

고속정보통신망이 보건의료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사생활보호, 의료진의 책임

한계 등에 대하여 다루면서 법령정비를 위한 틀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안된 법

조문이 5개조에 불과하다.

1999년의 보건의료정보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정 연구 는 정부 각 부처

간에 보건복지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정보의

관리, 보건복지정보통신산업 육성기반 조성, 보건복지정보센터, 보건복지정보

화촉진 기금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보건복지정보촉진법 의 안을 제

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보건복지정보센터를 활용하여 국가의 측면에

서 보건복지정보를 어떻게 산출하여 공유할 수 있을 지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전자의무기록이나 원격의료와 같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국내 관련 의료법에서 전자문서

의 이용 또는 정보기술의 활용을 저해하는 서면 대면 위주의 법규정 및 제도

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하고, 선진 각

국의 전자의무기록·원격의료 관련 법규에서의 전자문서 또는 정보기술의 수

용가능성을 검토 분석하여, 전자의무기록·원격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도의 체계적인 정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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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구 의 목 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전자의무기록·원격의료의 도입과 시행에 관련된

현행 법률의 문제점들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

여, 국내외 전자의무기록·원격의료의 입법 동향과 전망 분석 결과에 따라서

관련 국내외 법률을 고찰함으로써 전자의무기록·원격의료의 법적 장애요인들

을 개선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정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

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의무기록·원격의료 관련된 국내 현행 법률의 문제점과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법적 이슈들을 도출한다.

둘째, 국내외의 전자의무기록·원격의료에 관련된 법률과 입법동향을 조사

하고 이의 시사점을 분석한다.

셋째, 전자의무기록·원격의료의 법적 장애요인들을 개선할 수 있는 법·

제도의 정비방향을 제시한다.

3. 연 구 의 방 법

전세계적으로 전자의무기록·원격의료의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그 이유는 관련 신기술들의 성장 발전과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원

격의료를 통해 효율성 및 편익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자리잡고 있

기 때문이다. 즉 기술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서명, 보안기술, 전자의무기

록 시스템, 원격의료시스템 등의 신기술들을 적용할 경우 이전보다 훨씬 다양

한 이익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

저 전자의무기록·원격의료의 시행 현황과, 어떠한 유익과 장점이 있기 때문

에 그 활용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음 그림의 A (정보

통신기술)와 B(전자의무기록·원격의료)의 관계는 전자의무기록·원격의료가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해 가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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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러한 편익 증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의무기록·원격의료가

단계적으로 발전하여 이러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만큼 편리함과 유익을 효과적

으로 발휘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위험·제약요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

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들 위험·제약요인을 해소하여 기대되고 있는 전자의무

기록·원격의료의 유용한 잠재력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안

을 도출하였다. 그림에서는 C(위험요인)와 D(제약요인)가 전자의무기록·원격

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서 E (법)와 F (제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연구방법의 모형도

이 그림은 1980년도 말 유럽공동체가 의료정보화의 촉진을 위해 구성한

AIM (Advanced Informatics in Medicine) 위원회에서, 보건의료정보의 사생활

보호와 보안에 대한 법과 제도를 다루기 위하여 시작한 SEISMED (Secure

Environment for Information Systems in MEDicine) 프로그램이 1995년에 제

시한 지침서(Barber at al., 1995)를 일부 참조하여 위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대로 위험·제약요인의 종류에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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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제도적 개선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위험요인은 전자의무기록이

나 원격의료를 도입하면서 혹은 시행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위험요인으로 말미암아 전자의무기록·원격의료를 도

입으로 발생 가능한 위협으로 인해 도입이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 제약요인

이란 위험요인과 달리 전자의무기록·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전부터 도입을 어

렵게 만드는 원인들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위험·제약요인을 뛰어넘을 방안을 찾기 위해 외국

에서의 해결 사례를 찾을 필요가 있었다. 외국의 경우도 동일한 위험·제약요

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의무기록·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러한 도입이 있기까지 어떤 입법·제도화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았다. 왜냐

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동일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우리 나라

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법·제도를 개선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

련 문헌들을 고찰함과 동시에 미국의 연방법전과 주요 각주의 의료관련법,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말레이시아의 의료 관련법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

로, 분석된 외국의 법·제도와 비교하여 국내법의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도출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안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

외의 모든 법과 국내법은 모두 인터넷 검색과 국내외의 관련문헌 등을 통해

자료수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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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전 자의 무기 록· 원격 의료 도 입이 갖는 의 미

1. 보 건 의료 분 야의 정 보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세계 네트워킹의 실현과 초고속 인터넷망의 도

입이 활성화되면서 한국이 보유한 국가도메인 수는 2000년 11월 한국인터넷정

보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51만여 개로 독일, 영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1997년 첫 선을 보인 사이버 주식거래는 1999년 초 4.7%에서 최근 65%

로 급성장하여 한국은 미국(35%)을 거의 2배 가까이 앞서며 사이버 거래 최

강국으로 등극할 만큼 눈부신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조선일보, 2000. 12. 21).

2000년 12월 11일자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타임은 아시아판에서 커버스토

리로 한국이 지구상에서 인터넷과 무선통신 등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라고 소개하였다. 이 기사에 따

르면 한국의 인터넷 접속 비율은 전체 인구(4,700만명)의 34% 수준으로 같은

아시아권인 대만(18%) 홍콩(17%) 일본(14%) 중국(0.7%)을 크게 앞지르고 있

다. 또 정보화의 다른 지표인 초고속통신망 가입자 수에서도 한국은 이미 일

본을 제치고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한국의 초고속통신망 가입자는 최근 5개

월 만에 2배로 늘어나 현재 300만명을 넘고 있으며, 일본은 인구 1억2,700만명

중 45만명, 미국은 인구 2억7,300만명 중 600만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국내 인터넷의 빠른 발전은 의료분야에도 대단한 영향을 주고 있

다. 1999년 10월 정보통신연구원 자료에서 747개였던 국내의 의료관련 사이트

의 수는 2000년 9월 8,000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어(한겨레21, 2000. 9. 27),

거의 1년 사이에 10배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는 의료정보제공은 물론 한 단계 발전한 의료상담에서부터 인터넷을 통한 사

이버 병원까지 가능해졌다. 의료용구나 건강보조식품 등의 전자거래, 의료기관

에서의 전자의무기록 도입 등으로 의료환경은 쉴새없이 변화되고 가고 있다.

앞으로 수년 내에 보건의료분야에서 오프라인으로 하던 많은 부분들이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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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환되어 일반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로 파고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명세, 2000).

그림 2.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

특히 정확한 보건의료 관련정보의 효과적 전달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급

격하게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분야 내의 다른 분야에서도 정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보의 생산,

가공, 유통에 관여하는 많은 이해 집단들이 생겨나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 분

야에서 정보화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를 예측하여야 하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나타나게 될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게 되었다(채영문 등,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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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 건 의료 분 야 정 보 화의 효 과

가 . 전자의무기록 도입이 주는 효과

정보기술의 전반적인 진일보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전자의무기록의 활용을

향한 급속한 이동을 불러일으켜 보건산업의 구조 변화를 예고하게 하고 있다.

더욱 광범위해진 산업전반에서의 컴퓨터 사용은 전자의무기록의 실행을 지원

해 줄 인프라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더욱 빨라진 정보기술의 개발 진행과 이

로 인한 영향력은 전자의무기록이 서면의무기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장점들을 지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자의무기록의 전세계적인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의무기록의 전산화가 경제성이 있다는 사실

또한 국내외에서 입증되어 있다(강성홍 등, 1997, Davis , 1997, Detmer , 1998).

기존의 수기의무기록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특히 의무기록

을 보관할 공간, 의무기록을 찾는데 많은 시간의 소요, 의무기록의 이동에 따

르는 비용, 보험청구를 위한 의사 처방의 재입력 등의 문제 등이 있다(남상숭,

1999). 이에 반해 전자의무기록의 도입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자료의 질의 향상되며, 의사결정 및 의료의 질보장에도 도움이 되며, 연구수준

을 향상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부유경, 1997).

미국국립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CST B (Computer Science and T elecommunications Board)는 전자의무기록 도

입의 이점으로 먼저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여 인증된 사용자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의료인 등의 사용자들에게 여러 다양한 장소에서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며, 다른 사용자들과 정보를 더욱 쉽게 공유

하게 해준다. 동시에 다수의 사용자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

자의무기록이 의료인 등의 사용자들 사이의 정보공유를 증가시켜 주기 때문

에, 전자의무기록은 환자에 대한 과다한 질문과 진단검사를 줄일 수 있고, 의

료의 전달에 있어서도 관련 의료정보의 활용성을 향상시켜 준다. 전자의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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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은 또한 보안성을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

면, 사용자에 따라 허용된 부분까지만 의무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방사선 기사는 모든 환자의 방사선 결과에만 접

근할 수 있는 반면에, 의사는 환자들의 모든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게다가, 전자의무기록은 접근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감시기록을 남기

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어떤 환자들의 정

보를 열람하였는지 기록이 남게 된다.

의무기록에 대한 접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기록의 관리를 보다 조직

적으로 할 수 있으며, 수기 기록보다 읽기 편하다는 것은, 많은 기관에서 전자

의무기록으로 전환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전자적

으로 저장된 자료는, 접근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종이 형태의 문서에서는 할

수 없던 다른 작업들을 수행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전자문서에

저장된 자료는 특정한 임상적 필요에 맞추어진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정리되

어 보여질 수 있다. 전자적인 의료정보는 컴퓨터 등에 작업도구에 의하여 활

용될 수 있고, 이를 이용하면 치료의 기준이 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환자의 치

료에 대한 처방, 주의사항, 권고사항을 생성해 주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기능들은 실시간 질 보장(realtime quality assurance), 의사결

정 지원 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 ), 크리티킹 엔진(critiquing engine),

이벤트 모니터(event monitor ) 등으로 다양하게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다양한 환자들에게 전달되는 치료의 양과 질 사이의 불균형들을 감소시키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전자적인 기록은 또한 임상 연구를 향상시키

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오늘날,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 못하고 있는

서류 문서로 저장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검사나

치료 정보들이 사장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 저장 시스템의 탐색 및 각종 활

용의 기능들은, 자동화된 컴퓨터 분석도구와 결합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자

료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CST B,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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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원격의료 도입이 주는 효과

오늘날 원격의료가 새롭게 부각되는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원격의료

를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제공자

와 수요자들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매우 빠

르게 발전하고 있는 진단과 치료기술을 이러한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게 제공하는 접근성의 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원격의료가 떠오

르고 있다.

원격의료의 도입 배경 역시 통신과 네트워킹 기술의 고도화를 기반으로 하

여 원격영상기술, 원격자료전송 기술 등의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원격의료가 환자, 의사 및 의료기관, 그리고 사회전체에 미치게

될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들이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관련 사

업들의 추진이 전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원격의료의 도입을 활성화의 원

동력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도입의 긍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원격의료가 확대되면 벽지에 거주

하는 지역주민은 원격에 있는 대학병원 전문의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치에 관계없이 다른 병원이나, 의료진과 상담을 하더라도 진료를

위한 검사의 불필요한 중복도 피할 수 있다. 환자는 의사와 각종 의료기기가

있는 병원 등에 가지 않더라도, 단지 의사가 치료를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

도록 적절한 시간 내에 필요한 정보가 전송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재택진료를 통해 환자의 가정에서 전문의가 직접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

로 진료를 할 수 있다. 즉 가장 적절한 수준의 진료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원격자문을 하게되면 현지의사 외에 원격지 의사로부터 추가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오진의 위험도 줄어드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재택진료를 이용하면 거리, 시간, 재정적인 제한을 감소하여 환

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박광석 등, 1999, Charles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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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의사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이다. 지역병원이나 벽지의 의사

와 원격지 대학병원 의사가 환자정보를 교환하며 화상을 통한 협의진료가 가

능해 진다. 격리된 의사들이 필요할 때마다 동료들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적인 위치에 관계없이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가장 적절한 의료진에 의해

올바른 처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 데이터의 공유와 손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의학적 연구, 관련된 시스템의 개발, 환자의 정확한 진료 등에 필요한 최신의

의료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며, 편리하게 얻어 지게 된다. 따라서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현지 의사의 진료수준도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앞으로 원격진료가 확대되면 병원에 근무하지 않고 개인사무실에서 원격

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사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높은 수준의 의료진을 갖

고있는 대학병원은 통신망을 이용하여 여러 지역병원이나 의원들과 본격적으

로 원격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환자들과도 통신망을 이용한 의료상담 등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다. 또한 의료기기업체나 제약회사와도 통신망으

로 기기나 약품의 주문 및 결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의료보험자와도 통신망

으로 의료보험 청구나 심사자료 송부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원격화상회의

는 진단, 치료 그리고 입원시간의 단축과 더불어 후송과 자문을 위한 방문비

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조한익, 1997, 고희정 등, 1999, Charles , 2000).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은 원격의료를 통하여 환자에 대한 의료정보를 정확하

게 얻을 수 있으며, 바로 환자의 진료기록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어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응급환자가 소

규모 병원에서 진단 후에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이송되는 경우, 환

자가 후송되는 동안에 환자에 대한 임상 검사 결과, X선 촬영 사진 등의 각종

의료정보를 종합병원으로 전송하면, 종합병원에서는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환

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수술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어

환자가 도착하는 즉시 바로 수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인구가 적어 전문화된 의료서

비스가 미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도 대도시 인구밀집지역과 똑같은 수준의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원격지, 낙도의 의료진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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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보에 접근을 쉽게 해주며, 고립감을 해소해 줌으로 해서, 낙도와 원

격지에서의 의료서비스 지원자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주민들

이 이주를 고려할 때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가장 관심을

갖기 마련이기 때문에, 원격의료의 발달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

다. 정보독점이 파괴되고, 국내외 거래가 없어지는 시장파괴, 중소기업이나 개

인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제공 등의 영향 또한 예상된다. 국민의료비

절감이나 지역간의 의료자원 불균형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다(박광

석 등, 1999).

3. 정 보 화의 문 제점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들은 법에 의해 규정되며 이러한 현상들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법의 개입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와 관련된 모든 현상들도 법에

의해 규정되어야만 우리 사회 내에서 정규적인 제도의 틀 내에서 원활한 발전

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보건의료 관련 법규들을 가지고는 이

러한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와 그에 따

라 나타나는 새로운 환경들을 규정하기가 힘든 상태이다. 따라서 보건의료분

야의 정보화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 내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들을 도출

하여 이러한 현상들을 규정하고 그러한 현상들이 모여서 조성하는 환경 하에

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의 사회적 합의의 틀이 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

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된다고 하겠다(채영문 등,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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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전자 의무 기록 의 기술 적 특성 및 도입 현황

1. 전 자 의무 기 록의 정 의

의무기록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로서, 진료의 개시부터

완결까지 진료 때마다 의사가 그 진료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재하여야 할

서류를 말한다. 의무기록지는 환자에게 일관성이 있는 치료를 실시하게 하는

자료가 되며, 환자의 치료에 관여하는 의료진 상호간의 수단이 되고 있다. 환

자의 질병과 치료 및 경과에 대한 기록의 보존 방법이 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의료진 및 환자를 보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의학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임상자료로서도 활용되며, 병원통계를 제공하여 병원

행정과 국가보건행정의 기본자료로서도 제공될 수 있다(이인영, 2000).

의무기록의 전산화는 1991년 종이의무기록에 대한 관리와 질의 어려움이

많은 결과 미국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의 요청으로 의학회

가 computer - based patient records : an essential technology of health care라

는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1992

년 전자의무기록협의회 CPRI(Computer - based Patient Records Institute)가

결성됨에 따라 급속히 발전하였다.

미국 의학협회에서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의료

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어 임상결정을 도와주기 위한 병원정보시스템이나 처

방전달 시스템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환자기록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Zolot , 1999).

전자의무기록의 활용이 활발해 짐에 따라서 미국의 많은 주에서도 전자의

무기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에는 의료인은 의무기

록을 전자적인 형태로 생성하여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의무기록에 대해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병력이나 치료와 관련된 개인적인 정보를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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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1).

네바다 주법에는 의무기록이란 수기나, 전자적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건의

료 제공자나 보건의료 제공자가 고용한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생성한 것으로,

환자의 병력, 검사, 진단이나 치료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보고서, 노

트, 처방, 사진, 엑스레이나 다른 기록된 자료나 정보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

는 의무기록을 정의하면서 의무기록의 개념에 전자의무기록을 포괄하여 정의

한 것이다2) .

2. 전 자 의무 기 록의 유 형

가 . EPR(Electronic Patient Record)

EPR은 EMR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실제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

든 진료정보를 텍스트 형태로 입력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텍스트 형태

로 입력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로 입력하고, 이의 실현이 용이하지 않는 것은

스캐닝을 통하여 입력한 다음 이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활용하는 시스템이

다.

나 . EM R(Electronic M edical Record)

병원내의 의무기록전산화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CPR보다

는 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의무기록 전산화가 추구하는

방향은 CPR이나 이의 실현이 상당한 시간과 경비가 필요하므로 먼저 병원 내

의 전산화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 North Carolina Code. Medicine and Allied Occupations.§90- 412.
2) Nevada Code. Professions , Occupations and Businesses. NRS 629.021, NRS 63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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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CPR(Com puter-based Patient Record)

궁극적으로 의무기록 전산화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전국 어디서나, 나아가

서 국가간에 모든 환자의 진료정보를 공유, 이용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사용자

들에게 환자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의무기록의 사용을 가능하다. 환자의 진

료에 대한 결정까지도 도울 수 있는 의학지식과 연관된 전산화된 의무기록으

로서 의무기록 전산화에 관련된 개념 중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다. 모든 진료

정보의 입력을 텍스틀 형태로 입력하지만 기존의 종이 챠트를 스캐닝하여 컴

퓨터에 입력하여 진료에 활용하는 것은 제외된다. CPR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간에 사용되는 용어와 각종서식 및 코드가 표준화되어야 하므로 실

제적으로 단시일 내에 실현은 상당한 시간과 경비를 필요로 하게 된다.

라 . EH R(Electronic H ealth Record)

CPR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로서 병원간, 국가간의 정보 공유가 환자의 의

료적인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건강에 대한 모든 문제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자신의 건강기록을 자신이 관리해야 한다는 개념이 포함하며, 현재

일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광카드 등이 EHR의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김소

영, 1997).

3. 전 자 의무 기 록의 기 술적 특 성

가 . 전자서명의 인증기술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는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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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신원과 당해 전자문서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전자적 형태의 서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전자서명은 전자적인 메시지를 외관상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변형시키거

나 원래대로 되돌리는 응용수학의 한 분야인 암호화에 의하여 작성되고 확인

된다. 대부분의 전자서명 기술에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키가 사용된다. 하

나는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한 키 즉 데이터를 암호 형태로 바꾸는 키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서명을 확인하거나 원본의 메시지를 반환하기 위한 키이다.

전자서명을 위한 이 두 가지의 키들은, 서명자에게만 알려주고 전자서명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개인키라고 하고, 보통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전자서명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공개키라고 한다. 서명된 문서의 수

신자는 전자서명이 서명한 사람의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하는 공개키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이 한 쌍의 키들이 수학적으로 관계되어 있을지라도,

한 쪽의 키에서 다른 쪽 키를 얻어내는 것은 컴퓨터 계산상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서명자의 공개키를 알고 있어 서명자의 서명을 확인하기 위

하여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서명자의 개인키를 알아낼 수는 없으며,

공개키를 가지고 전자서명을 위조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전자서명의 사용이 두 가지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서명자에 의해

서 수행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서명의 수신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전

자서명의 생성은 서명된 메시지와 주어진 개인키로부터 그리고 이 둘로부터만

얻어지는 코드를 계산하는 과정이다. 전자서명의 확인은 원본 메시지와 공개

키를 대조하여 전자서명을 검사하는 방법 의해서, 그 전자서명이, 대조된 공개

키와 한 쌍인 개인키를 사용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인증하기 위해 생성된 것

임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서명을 기입하기 위해서, 서명자는 서명할 부분을 확인하고, 서명자의 소프

트웨어는 해당 메시지에 대한 코드를 계산하여 임시결과(hash result )를 만든

다음에, 서명자의 개인키를 참조하여 임시결과를 전자서명으로 변환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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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암호화라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서명은 그것을 생성하

기 위하여 사용된 메시지와 개인키에 대해 단 하나만 존재하게 된다.

전자서명의 확인은 전자서명을 생성하는데 사용된 것과 동일한 컴퓨터 계

산에 의해서 원본 메시지로부터 새로운 임시결과를 계산함으로써 수행되어진

다. 이 과정을 암호해독이라고 한다. 그런 다음에 공개키를 사용하여, 확인 소

프트웨어는 전자서명이 쌍을 이루는 개인키를 사용해 생성된 것인지와, 새로

이 계산된 임시작업 결과가 전자서명으로부터 얻어진 코드와 일치하는지를 조

사하게 된다. 일치하면 서명이 확인된다. 이 확인의 과정은 전자서명이 서명자

의 개인키를 사용하여 생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왜냐하면, 단지 서명자

의 공개키만이 서명자의 개인키로 생성한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고, 컴퓨터 계산상의 일치는 메시지가 서명된 이후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주기 때문이다(CPRI, 1997).

나 . 전자의무기록의 보안기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는 기술

요구조건에는 대부분의 정보시스템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안기술을 포함하게 된

다. 정보보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인 기준사항들을 살펴

볼 수 있다(염용권 등, 1999).

1) 사 용자 에 대 한 개 인인 증 (Indiv idual Authentication)

보건의료기관 내의 모든 개인은 자사의 정보시스템에 로그온 하기 위한 고

유의 ID나 로그온 ID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온라인 상에서 개인

사용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하고 개인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접근제

어를 구현할 수 있게 해준다. 의료분야에 사용되는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은 일

정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자동 로그오프 되도록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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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 근 제 어 (Access Controls)

사용자가 적법한 요구를 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이들의 접근을 허용하

는 절차를 접근제어라고 한다. 접근제어는 개인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기초해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업무의 카테고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의사나 간호사같은 직함은 심장병 전문의나 응급실 간호사와 같은 직함에

비해 덜 구체적인 제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개의 조직들을 나

름대로 업무에 대하여 분류를 해 놓게 되며, 의료진으로 하여금 치료를 받은

모든 환자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담당 환자기록에만 접근

을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게 된다.

3) 감 시추 적 (Audit Trails)

의료기관마다 임상정보에 대한 모든 접근 기록을 유지하는 검색 및 사용

가능한 형태의 감시추적 시스템을 유지하게 된다. 접근기록에는 접근 날짜와

시간, 사용한 정보나 기록의 내용과 사용자 ID 등이 포함된다. 보건의료서비스

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의료인들 스스로 자신의 보건의료기록에 대한 접근을

감시할 수 있는 자가감시 추적 기능을 조성해 줄 수도 있다. 자가감시는 의무

기록에 대한 많은 양의 불법 접근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절차를 수행할 수는

없을 지라도,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의료인들에 대한 주의 의무를 환기시키

고 조직 내에서의 사생활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모든 의료기관은 개개 환자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조치와 무작위 추출

과 같은 보다 형식적인 방법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 감시 기록을 검토하는 절

차를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감시 추적은 실제의 시스템 파괴행위를 탐지하

는 것보다는 사용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막는데 그

목표를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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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 리적 보안 과 재 해 복 구 (D isaster Recovery)

의료기관은 컴퓨터 시스템,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및 의무기록에 대한 부당

한 물리적 접근을 제한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물리적 보안을 보증하는 프로그램 기술을 이용해, 자연재해나 컴

퓨터 결함과 같은 긴급 상황 시에 의무기록에 대한 접근의 보장과 기본 시스

템 기능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재해복구는 임상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백업을 실시를 통하여 일차 데이터

가 파괴되거나 내용이 실효성을 상실했을 경우 복구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데, 현재 많은 의료기관에서 긴급상황에 대비해 일간, 주간 및 월

간 백업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5) 원 격접 근지 점 (Remote Access Points)의 보 호

의료기관은 인터넷이나 전화망과 같은 통신을 통한 외부 접근을 시도하는

침입자로부터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된 기관은 높은 보안수준을 제공하는 방화벽(firewall)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허용된 사용자에 한해서 외부로부터의 시스템 접근을 허용하

는 것으로, 원격지에서 시스템에 접근을 시도하는 사용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

안인증 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다.

4. 전 자 의무 기 록의 도 입현 황

가 . 국내 상황

국내에서는 1990년대 들어 의원급에 전자챠트가 도입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수백 곳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종합병원급으로서는 1994년 S병원이 개원 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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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국내 최초로 처방전달시스템(order communication system )을 활용하여 네

트웍 환경에서의 입원 환자용 전자의무기록을 구축하였다. 이어서 1995년에는

신설된 I병원이 외래 환자용 전자 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 두 병원은

모두 EMR 초기 단계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현한 것이지만

통합된 의무기록은 아니었다. 1998년 개원한 J병원에서는 외래기록과 입원기

록의 많은 부분이 전산에 입력되고 일부 수기된 기록은 스캐닝 후 날짜별로

보관하여 통합된 전자의무기록으로서 진료시에 활용하였다. 또한 조회시 방사

선필름까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의무기록과 필름을 전산에서 검색할

수 있고, 종이챠트를 만들지 않고 전자의무기록을 전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병원이었다. 그러나 전자의무기록의 자기매체 저장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아서 여전히 종이로 출력하여 보관하거나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의 필름형태로 보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강성홍 등, 1999).

표 1. 국내 의료기관의 의무기록관리시스템 도입현황

년도 도 입 병원 수 도 입률

1973 1 ( 0 .8 %) 1/ 230 ( 0 .4 %)

1973 ∼1989 16 (13 .3 %) 17/ 230 ( 7 .4 %)

1990 7 ( 5 .8 %) 24/ 230 (10 .4 %)

1992 16 (13 .3 %) 40/ 230 (17 .4 %)

1994 37 (30 .5 %) 77/ 230 (33 .5 %)

1996 29 (24 .0 %) 106/ 230 (46 .1 %)

1998 15 (12 .4 %) 12 1/ 230 (52 .6 %)

합계 ( 100 %)

김창엽 등의 연구에 의하면 1998년 전국 230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무기록

관리시스템(medical record management sy stem )의 도입여부를 조사해 본 결

과 1998년에 52.6%인 121개 병원에서 의무기록관리에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였

다고 응답하였다(김창엽 등, 1999).

또한 김진응의 연구에 따르면 1999년에 병원정보시스템을 사용중인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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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19개 병원과 수도권지역 11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0개 병원 중

병원정보시스템에 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병원은 24개로

80%를 차지하고 있었다(김진응, 1999).

그러나 이러한 의무기록시스템은 진정한 의미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CPR 수준의 단계에 이르고 있지는 않다. 즉 국내의 전자의무기록

의 개발 단계는 EPR나 EMR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의무기록을 단순 스캔하여

DB에 보관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국내 조사연구에서 이를 입

증하는데, 1999년 7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서울대에서 400병상 이상 급 의료

기관 75개를 조사한 의료기관 정보화 현황에서도, 조사 당시 전자의무기록시

스템(CPR)을 도입하여 사용 중이라고 답한 의료기관은 없었으나, 2∼3년 내에

도입을 고려중인 의료기관은 전체의 58%인 21개나 되었다(김명기, 1999).

또한 CPR의 도입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술 표준화를 위해서 국내에서도

1997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전자기록 체계 표준화

를 위한 기반연구가 수행되었으며, 2000년 초부터 진료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

하여 보건진흥원을 중심으로 서울대병원, 현대중앙병원, 삼성의료원 등 대형병

원들을 연계하여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몇몇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하여

CPR 개발 작업도 수행하되고 있으므로, CPR의 본격적인 활용이 곧 가능해질

전망이다(보건복지백서, 2000).

나 . 외국 상황

외국의 경우를 보면, 1960년대 말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전자의무기록에 대

한 시도가 진행되어 오면서 의무기록전산화에 대한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

으나 1991년에야 비로소 GAO(General Accounting Office)보고서에서 의무기

록 전산화의 효과성이 입증되었고, 이어서 미국의학협회에서 CPR수준의 전자

의무기록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안하게 되었다(CST B,

1997). 이러한 개념 정립의 모체가 되는 가장 초기의 획기적인 CPR시스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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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COST AR(Computer Stored Ambulatory Record), RMRS (Regenstrief

Medical System ), T MR(T he Medical Record) 등이 있다(강성홍 등, 1999).

COST AR는 1968년에 미국 메샤츄세츠 종합병원의 전산과학 실험실에서

만들어져 이듬해부터 하버드 지역보건 계획 사업에 사용되었다. 이는 본래 운

영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가 곧바로 외래진료 목적으로 재설계한 외

래의무기록 전산화 시스템으로서 1978년에는 COST AR5라는 이름으로 제품화

되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되었다. COST AR에서 입력

된 환자 정보는 온라인 자료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이의무기록

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외래 챠트 전산화 발전에 커다

란 이정표가 되었으며, 현재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유럽지역의

수백 곳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RMRS는 인디애나 대학 의료원에서 개발되어 1974년부터 위셔드 메모리얼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1988년의 조사에 의하면 25만명의 의무기록을 보유

하고 있으며 2500만 건의 화자 기록이 코드화되어 검색 가능한 상태라고 한

다. 이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모든 환자 의무기록을 검색하여 각 환자에 알

맞은 처치 안내문을 제공하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T MR은 1975년에 듀크대학병원에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가 현

재는 입원환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으로서 원래

설계목적은 종이의무기록을 없애는데 있었다. 따라서 예약관리, 청구기능 외에

환자진료정보를 저장하고 조회하는데 중점을 두어 X- ray와 같은 이미지 외에

종이에 기재했던 모든 정보를 T MR에 저장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9년 당시 조사에서 T MR은 미국 내 25개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UCSF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에서 1985년 개발

하여 1988년 당시 6만 건의 레코드 수를 기록했던 ST OR(Summary T ime

Oriented Record), 1983년 보스턴 베쓰 이스라엘 병원에서 시작된

OMR(Online Medical Record) 등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였다. 1995년 당시 미국 병원의 56퍼센트가 당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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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에 투자하였고, 그 결과로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시장규모는 1995년

1억 달러에서부터 매년 70퍼센트씩 성장하여 2000년에는 15억 달러 규모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CST B, 1997).

유럽의 경우 1999년 deloitt e & touche healthcare centre of excellience

belgium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연구 참가국인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네델란드, 룩셈브르크 9개국의 69개 병원 중 80%인 55개의

유럽지역 병원들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information society , 2000).

표 2. 유럽 9개국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현황

덴 마 크 프 랑 스 독 일
이 탈

리 아
스 페 인 영 국 베 네 룩

스 3 국 합 계 (개발중)

응 답 의 료 기 관 수 10 11 8 11 10 7 12 6 9

C PR func t io ns

Me d ic a l Re c o rd Re g is t ry

Re c o rd Re g is try (레코드 등록)
10 11 6 4 10 5 8 54 (3 )

Arc hvin g (파일저장) 10 9 4 3 10 1 4 4 1 (2 )

C lin ic a l Pa t ie nt Re c o rd

임상자료등록(Re g is tra to n o f c lin ic a l d a t a )
10 9 3 3 6 3 8 4 2 (15)

처방기입(Ord e r e ntry- Re fe rra l) 10 3 3 2 5 0 8 3 1 (7 )

결과 및 프로토콜 획득

(Ca p tu re o f re s u lts & p o rto c o ls )
7 6 1 2 5 1 9 3 1 (7 )

전자처방(Ele c tro n ic p o e s c rip t io n ) 10 5 2 1 4 0 7 2 9 (2 2)

결정·퇴원 및 의뢰

(Co n c lu s io n s , d is c h a rg e & re fe rra l)
10 8 3 1 5 1 7 3 5 (8 )

ED I Inte rc ha ng e inte rfa c e 10 6 2 0 3 3 6 3 0 (3 )

유럽지역 병원들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레코드 등록, 파일저장, 임상자

료의 등록, 처방기입, 결과 및 프로토콜의 획득, 전자처방, 결정·퇴원 및 의

뢰, EDI 인터페이스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각 기능의 사용수준은 레

코드 등록 기능 78%, 파일저장 기능 59%, 임상자료의 등록 기능 61%, 처방기

입 기능 45%, 결과 및 프로토콜의 획득 기능 45%, 전자처방 기능 42%, 결

정·퇴원 및 의뢰 기능 51%, EDI 인터페이스 기능이 43%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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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향후 발전 전망

전자의무기록은 종이기록에서 전산화된 형태로 정보를 변환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전자의무기록은 환자력, 가족력, 위험인자, 신체검진 결과, 바이탈

사인, 검사결과, 알러지, 면역, 건강문제, 치료절차와 계획, 그리고 치료에 대한

반응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급자의 사정과 계획, 사전 지시, 치료에 대

한 환자의 동의와 이해에 대한 정보, 그리고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비 지급자

가 사용하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 대한 승낙을 포함하고 있다.

표 3. 전자의무기록의 수준 5단계의 향후 발전전망

기 간 향 후 전 망

1997년 레벨 1 : Automate d medica l re c o rds

1997년 레벨 2 : Compute riz e d med ica l re c o rd sys te m

1997년- 1998 년 레벨 3 : Electronic me dica l re c o rds

2000년- 2005년 레벨 4 : Electronic o r c ompute r- ba s ed patie nt
re co rd sys te ms

2005년 이후 레벨 5 : The e le ctro nic hea lth rec ord

앞으로는 전자의무기록의 구성내용이 종이기록의 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것

이고 온라인 정지화상(예, 엑스레이), 비디오(예, 원격의료 화면)을 포함할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Waegemann CP의 1997년 전망에 의하면 2005년까지

CPR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그 이후에는 EHR의 보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향후 CPR에서 EHR 체계로 발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평소에 집에서 체크해 둔 개인의 일일 섭취량, 운동량, 맥박, 혈압, 심전도 등

의 건강정보와 병원간의 전자의무기록이나 국가간에 공유된 건강정보를 통합

하여 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건강정보 대한 접근성이 확장되어 언제 어디서

나 이용 가능한 시스템이 개발되는 등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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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전자 의무 기록 의 법적 이슈 와 개선 방안

1. 전 자 의무 기 록의 위 험· 제 약요 인

국내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EMR 수준에서 CPR의 단계의 진입하는

데에는 이를 저해하는 몇 가지 위험·제약요인들이 있다. 연구방법에서 설명

한 대로 위험요인이란 전자의무기록을 시행하면서나 시행 후에 발생할 수 있

는 위험들을 의미하고, 제약요인이란 도입 전에 제거하지 않으면 전자의무기

록의 시행을 곤란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말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 전자의무기록의 위험요인

1) 전 자의 무기 록 인 정을 둘러 싼 분 쟁 발 생

현재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는 장부나 기록물을 전자적인

형태로 기록·처리·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전자문서가 법에서

의미하는 문서와 서면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제

기될 수 있으나, 이미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등에서 전자문서의 법적

인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일반적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에 대해

서는 논란의 소지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문서의 효력을 보건의료

분야에 확대하여 인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행 의료법이 걸려 있어 전자거

래기본법 등과도 서로 맞지 않고 어긋나는 면들이 있다.

전자의무기록의 도입에 있어서, 의무기록에 대해 종이문서와 수기서명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을 신

설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의료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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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자의무기록을 저장했다하더라도 전자의무기록이 법적인 의료문서로 인정

되지 않을 뿐더러 컴퓨터 출력본 또한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

에 전자의무기록이 아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의료소송이 발생한다면 당사자들에게는 입장에 따라 전자의무기록

의 효력을 인정받으려 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의제기 등을 통한 법정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2) 사 생활 침해 와 시 스템 해킹 발생

전자의무기록을 시행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역기능적 부작용 즉 위험요

인으로 또한 전자의무기록의 환자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침해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정보의 사생활보호란 개인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가

유출, 공개, 사용되는 수단을 통제하기 위한 개인의 권리를 말한다. 전자의무

기록은 환자력, 가족력, 각종 검사결과, 치료절차와 계획 및 치료에 대한 내용

등의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유출, 당하거나 불법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 전자

의무기록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의 의료정보 유출 제한의 문제와 함께, 전자의

무기록에 대한 허용 가능한 저장매체와 저장 및 저장기간에 대한, 그리고 불

법 접근, 컴퓨터 바이러스, 시스템 장애, 내구성 장애 등에 의한 시스템의 오

류를 방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전자의무기록의 실행에 앞서 환자기록의

사생활 보호는 필수적이며, 환자의 진료 내용은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환자에 대한 의료정보들이 컴퓨터를 통해 처리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

는 개인정보에의 무단접근, 개인정보의 누설, 개인정보의 변형과 같은 해킹으

로 인해 우려되고 있는 측면들이다. 또한 컴퓨터 해킹의 증가에 대응한 보안

기술의 발전 속도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즉 환자의 병력 및 의무기

록에 포함되어 있는 사적인 정보들이 전자 매체를 통해 잘못 취급되거나 보안

이 뚫릴 경우 사생활의 침해, 정보의 오용, 의무기록의 비밀보장 측면에서 새

로운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Vogenberg , 1997, Hodge, 1999,

Veronesi, 1999, 박흥식,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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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 자의 무기 록의 소유 권 다 툼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열람이 일반 서면의무기록과 같은 수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면 전자의무기록의 소유권을 놓고 의료인과 환자가 대치할 가능성이 있

다. 또한 타 의료기관으로 전송 요구가 있을 때, 전자의무기록은 수기기록처럼

환자 편으로 가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타 의료기관으로 정보통신망을 이

용한 전자의무기록의 전송을 놓고 의료기관간 혹은 의료기관과 환자간에 분쟁

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전송될 수 있는 전자의무기록의 내용으로 환자들의

경우 검사기록, 방사선필름, 음성정보, 동화상정보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이들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는 의료기관 측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송여부를 두고 누가 소유권 행사의 우

위를 확보할 것 인지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을 것이다(Waller , 1997).

나 . 전자의무기록의 제약요인

전자의무기록이 CPR로 진입하는 데에는 의학용어의 통일의 문제 등의 의

료정보의 표준화가 미비한 것과, 전자의무기록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 사용

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의 부재와 이로 인한 통일된 기준에 의한 기술개발

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 등이 CPR 도입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CPR은 다양한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표준이 없이는 기술개발도 어

렵게 된다. CPR은 단순 텍스트 데이터뿐만 아니라 방사선 필름 같은 영상자

료, 심전도 같은 그래픽 자료 등도 포함하여야 하므로 다양한 기술이 응용되

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을 많은 의료기관에서 똑같이 활용할 수 있으

려면 모든 의료기관에서 통용될 수 있는 통일된 표준이 있을 때에만 가능해진

다. 이 때문에 기술적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전자의무기록의

시행을 방해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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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자의무기록의 위험·제약요인과 법적·제도적 대비

위 험요 인

→

→

법적 개선

전자의무기록 인정을 둘러싼 분쟁

사생활침해와 시스템 해킹 발생

전자의무기록의 소유권 다툼

전자의무기록의 저장 및 효력 인정

사생활보호 및 시스템 보안 장치 마련

전자의무기록의 열람·전송의 인정

의료정보의 표준 및 통일화 미약

표준에 의한 기술개발 미비

의료용어 등 의료정보의 표준화

전자의무기록의 기술표준화 작업 추진

제 약요 인 제도 적 개선

지금까지 정리해본 전자의무기록 도입 과정에서의 위험·제약요인들을 극

복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앞으로 본 연구에서는 위의 그림에서

와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안에 대해서 다룰 것이며, 이를 위해서 먼저 이러

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였던 선진 외국들의 입법동향이 어떻게 진행되

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2. 외 국 의 입 법 동향

가 . 미국 각 주정부의 입법동향

1) 캘 리포 니아 주

캘리포니아주 의료 안전법 제123149조는 전자의무기록 출력물의 법적증거

채택 인정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3) . (d)항에서 전산화된 기록본의 출력물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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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사본을 제공하기 위한 증거법 제255조에 정의된 대로 면허 인가국에

의해 원본으로 간주되고, 증거법 제1550, 1551조를 따라 증거로서 채택하기 위

해 행정적 혹은 법정 절차에서 원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

캘리포니아주 증거법 제255조에서는 원본은 수기 자체를 의미하거나 그것

을 실행하거나 발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같은 효과를 갖게된 모든 복사물을 의

미한다. 컴퓨터나 유사장치에 자료가 저장되는 경우라면, 판독가능하고 자료가

정확하게 보여지는 어떤 출력물이든지 원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격의료를 위한 전자의무기록의 전송에 대한 규정도 찾아볼 수 있는데 캘

리포니아주 의료 안전법 제123149.5조 (a)항에서는 주의회의 입법취지는 업무

및 전문직법 2290.5조 (a)항에 정의된 대로 원격의료에 의하여 보건의료 전달

하는 동안 전송된 모든 의료 정보는 허가된 보건의료 제공자에 의해서 유지되

는 환자 의무기록의 일부가 된다고 하고 있다5 ). 캘리포니아주의 업무 및 전문

직법 제2290.5조 (a)항 (1)에서는 원격의료는 보건의료 전달, 진단, 상담, 치료,

의료자료의 전송, 그리고 대화형 오디오, 비디오, 또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6 ).

캘리포니아주 의료 안전법 제123149조 (g )항에는 전자적 기록저장 시스템

을 이용할 것을 선택하고 있는 어떤 보건의료 제공자이든지 전자적으로 저장

된 환자 건강 기록에 대한 기밀유지와 불법접근에 대한, 전자서명키에 의한

인증과 시스템 유지를 위한 보호수단을 갖추는 정책과 절차를 개발해 실행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 )항에서는 환자기록을 저장하기 위해 어떠한 전자

기록저장을 사용하던지 적어도 하드디스크 저장 기록의 범위까지 기록의 안정

성과 무결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으며, (i)항에서는 어떤 건

강 진료 서비스 제공자이든지 환자 기록을 전자적으로 저장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3)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Sec. 123149.
4) California Evidence Code Sec. 255, 1550- 1551.
5)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Sec. 123149.5.
6) 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 s Code. Sec. 2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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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디애 나주

인디애나주 민사법 및 절차 제43절 1장 1조에는 전자의무기록을 수기기록

과 동등한 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제1조 (b )에 의해 전자적인 자료처리시스

템에 의해 작성되거나 기록된 병원 의무기록은 원본 수기기록이다. 수기나 출

력된 형태의 검색된 정보의 출력물이나 기타 형태들은 증거로서 인정하기 위

하여 모든 법정이나 행정기관에서 원본기록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 .

3) 네 바다 주

네바다주의 경우 의료행위를 정의하면서 전자적 전송 또는 광통신에 의한

전송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네바다주 전문직, 직업 및 업무법 NRS

630.020 (1)(2)(3)항에 따르면 의료행위를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에 의해서, 육

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인간의 질병, 질환, 상해, 허약, 기형이나 기타 상태에

대한 진단, 치료, 교정, 예방이나 처방을 하는 것과 어떠한 특정 상태의 진단

이나 예방을 위해서 의학의 원리나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러

면서, 이 두 가지의 어떠한 행위를 전자적으로나 전화상으로 또는 광통신에

의해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하

는 것을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8 ).

4) 오 레곤 주

오레곤주 행정규칙 333- 505- 0050 제13항은 전자적 형태의 의무기록도 사법

적 혹은 행정적 절차를 위한 이유가 아니면 해당기관에서 제거되어서는 안되

며 환자의 기밀유지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9) .

7) Indiana Code. Civil Law and Procedure. IC 34- 43- 1.
8) Nevada Code. Professions , Occupations and Businesses. NRS 630.020.
9) Oregon Administrative Rules 333- 50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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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는 모든 의무기록은 마지막 퇴원일로부터 적어도 10년간 보존되어야

하고, 원본 의무기록은 서면, 마이크로 필름, 전자적 또는 기타 매체로 저장되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0항은 등록된 기록 관리자(registered record

administrator )나 공인된 기록 기사(accredited record technician )와 같이 면허

를 받은 의무기록 종사자가 의무기록부서의 장이 아닐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면허를 받은 의무기록 고문에 의한 상담을 받게끔 하고 있다. 의

무기록 고문의 방문은 의무기록 시스템을 점검하기에 충분한 기간과 빈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환자 기록의 질을 확인하게 하고 있다.

5) 유 타주

유타주 행정규칙 R432- 100- 33에서는 컴퓨터 키(전자서명)을 통한 전자의무

기록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제3조에 모든 의무기록의 작성은 읽을 수 있고,

완전하고, 인증되어야 하며 의료서비스를 처방하거나, 의료서비스를 제공 또는

평가하거나, 작성하는 것에 대한 책임자에 의해서 기록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a)항에 인증은 수기 서명, 컴퓨터 키, 혹은 입력하는 사람의 이름과 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국과 의료진에 의해 승인된 기타 방법을 포함하고 있

다10 ) .제2조에서는 의무기록 부서는 안전한 저장, 제한된 접근, 신속한 검색, 그

리고 의무기록을 검사할 장비와 기구를 갖추도록 하고 있고, 챠팅을 위해 컴

퓨터 단말기가 사용된다면, 병원은 접근 및 인식 코드, 보안, 정보 보유를 관

리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 미국 연방정부의 입법동향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미국 연방정부법으로는 먼저 정보의 자유법을 들 수

있다11) . 이 법은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일체의 정보에 대한 공적 접근에 관한

10) Utah Administrative Rules R432- 100- 33. Medical Records .

- 32 -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연방정부 산하기관 보유 기

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고 개인의 사생

활에 대한 침해가 명백한 의무기록의 공개의 금지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법은 보건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골격이 되는 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기존의 보호정책을 위한 일차 수단으로는 1974년 제정된 사생활보호

법이 적용되고 있다12) . 사생활보호법은 연방정부가 수집한 개인 정보에 대해

서 정보 해당자에게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부여하기 위해 입안되었다. 즉, 개

인 정보에 대한 연방정부의 부당한 공개를 금지하고, 산하기관의 정보 공개나

사용목적이 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합치하지 않을 경우, 기록체계 내의 개인

정보를 특정인 혹은 특정기관에 당사자의 서면 선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을 금

지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정부기

록체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쓰이는 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개인은 정보에 대한 접근, 정보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복사

및 정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정정할 권리가 있다. 정보는 수집된 목적을 벗

어나는 어떠한 이유로도 사용할 수 없다. 일체의 정보는 그 정보와 관련 있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특정인이나 특정기관에 공개되어져서는 안된다. 단, 법에

명시된 예외조항의 경우에 한해서 그 예외를 인정한다. 이 법을 어긴 산하기

관은 그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에 회부된다(염용권 등, 1998).

미국 연방 의회는 1988년 컴퓨터의 사생활보호법을 통과시켜 연방정부가

보유한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컴퓨터를 통해서 새로운 개인정보시스템을

창출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13) . 그러나 의료정보, 소비자정보 등의 민간부문

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제한 없이 접근 및 유통되어 왔으며 미국 의학협회에

서는 1994년 연방 의회에 개인의 의료자료에 대한 사생활보호와 비밀을 보장

하는 입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1997년에는 소비자 인터넷 사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가입자에 대한 온라인 정보를 제3자에게

11) Freedom of Information Act of 1966.
12) Privacy Act of 1974.
13) Computer matching and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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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경우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면의 승낙의무를 부과하고 있다14) .

1999∼2000년 회기의 제106차 미국 연방 의회에서 comprehensive federal

health information legislation의 발의가 있었지만 폐기되었으며, 보건부는 의

료정보보호를 위한 법안에 마련하여 그 의견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였고 그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범위, 안전대책, 소비자통제, 책임의 5가지 주된 원칙

을 제시하고 있다. 범위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정보는 의료증진의 목적을 위

해서만 공개되어야 하면서 약간의 예외를 두었고, 안전대책으로 의료정보는

환자의 동의 없이는 유포되어서는 안되며 그 정보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비밀

을 유지하게 하며, 소비자통제를 위해 개인은 자기의 의료정보에 접근해 변경

가능하며 이용이나 공개목적으로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내세웠다.

책임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의료정보를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법적인 제재를

받고 민법에 의거한 책임을 물도록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

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보호권이 공공의 건강, 의학적 연구, 의료사기 방

지, 일반적 법집행 등의 국가적인 우선순위에 의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

칙을 제시하고 있다(Hodge et al., 1999).

미국 연방 의회에서는 2000년 6월 30일 국내외 상거래에서의 전자서명법이

제정되어 전자서명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15) . 이 법에서 전자기록이란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생성되거나, 보내지거나, 통신되거나, 받

거나, 저장되는 계약서나 기타 기록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전자기록

을 전송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미국에서 이 법안이 2000년 10월 1일 발효되면서 디지털과 전자

서명이 일반 생활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는 시대가 드디어 열리게 되었

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분야에도 전자서명의 역할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4) Consumer Internet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7.
15)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of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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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프랑스의 입법동향

1) 전 문인 에 대 한 보 안규 정

프랑스의 형법 조항에는 당국이 전문의, 약사 혹은 영구적이거나 일시적

수단으로 비밀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보안을 깨뜨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

나 100,000프랑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16) .

2) 컴 퓨터 , 파 일 , 자유 에 대 한 법

프랑스에서는 개인 자료의 보호에 대한 원칙을 입법화하고 있는데 자료 처

리, 자료 파일 그리고 개인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1978년 1월 6일에 개인 정

보를 보호하고 환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17) . 여기에는 컴퓨터

파일의 생성, 사용 그리고 보호에 관한 일반적 수단 방법이 포함되어 있고 이

법은 1994년 7월에 개정되었다. 이 법은 기존의 의료 윤리 헌장의 조항과 전

문가 보안의 기구들에 대한 기존의 형법 조항, 1981년 1월 3일의 유럽 의회의

권고 사항과 1995년 10월 24일 유럽 국회 및 의회의 지시 사항을 종합하고 있

다(박흥식 등, 1999).

이 법의 제1장 1조에는 모든 자료의 처리는 시민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

어야 한다. 이는 국제적인 협력의 맥락 하에서 발전되어야 한다. 이는 인간의

주체성이나, 인간의 권리, 사적 비밀, 개인 또는 대중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에 관련된 개인 정보가 수록된 모든 컴퓨

터 파일에 대해서 주인의 동의 없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물론

개인은 자신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들은 기록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고,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수정을 요구할 수도

16) Code pe 'nal. Paris : Dalloz(11, rue Soufflot , Paris 75005), 1995- 1996.
17) Loi No 78- 17 du 6 janvier 1978 relatives a ' I ' Informatique, fichier s et liberte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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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의료 자료에 있어서 이러한 권리는 환자가 진료받은 의사에게도 마찬가

지로 적용된다.

3) 개 인 정 보가 포함 된 파 일의 신고

프랑스에서는 의료적이건 비의료적이건 개인 자료를 포함한 어떠한 파일도

컴퓨터와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인 CNIL (Commission Nationale de I '

Informatiqust des liberte ' s )에 신고되어야 한다. 개인 정보란 명료하게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개인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또는 개인적인 삶 흑은 도시의 공중 건강에 관한 정보로 직접적이나 간접적으

로 사람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이다. 또한 어떠한 컴퓨터 파일도 CNIL에 의한 권한과 Conseil d ' Etat의 협

약에 없는 인종, 종교, 정치적 혹은 철학적인 신념, 소속 조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의학계에서는 종교나 인종에 대한 정보의 제한이, 수혈에

대해 종교적 반대하는 경우와 같이 의료 행위에 방해가 된다거나, 혹은 인종

이 질환 이환율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역학 연구를 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사항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고 한다. CNIL은 컴퓨터 파일의

생성을 거부하거나 이들 파일에 대한 부분 또는 전반적인 삭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모든 목적, 정보 저장, 처리 절차의 변경을 CNIL에 보고하여야 한다.

잘못되거나 완전치 못한 신고와 같은 모든 신고의 잘못은 법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신고를 하는 사람은 파일의 정확한 용도, 자료의 보관 기관, 자료의 생성

기관, 접근관리의 제어 기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 원칙, 정보를 보호하기 위

해 사용하는 수단 방법, 관리할 정보의 형태와 사용자,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 또는 연결의 의도 등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박흥식 등,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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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영국의 입법동향

영국에서도 의료활동을 통해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크

다고 보고, 1998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

다.18) 이 법을 통하여 영국은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취득, 유지, 사용, 공개하

는 등의 활동을 포함한 새로운 처리 규범 수립하고 있다. 이 법 제2조에서는

민감한 개인 자료 에 정의하면서 (e)항에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를 포함시

키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2000년 5월 25일 전자통신법이 제정되어 수기 서

명이 들어있는 서류를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만으로 거래가 성립되는 전자서명

제도가 시작되었다19) .

마 . 독일의 입법동향

1990년 12월 20일 제정되어 1994년 9월 14일 개정된 독일 연방 개인자료보

호법20)의 제5조 비밀유지 규정에는 자료 처리와 관련하여 고용된 자는 인가없

이 개인 자료를 처리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적인 기관에서 근

무하는 경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이 서약서는 활동이 만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00년 8월 16일, 일본, 미국, 영국에 이어 전자서명에 법적 효

력을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하였다. 이 법안은 컴퓨터에 의한 전자서명을 오프

라인 양식인 펜과 종이에 의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법안

이며, 독일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2001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21) .

18) Data Protection Act 1998.
19) 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2000.
20) Bundes daten schutz gesetz (BGBl.I 1990 S .2954).
21) Verordnung zur digitalen Signatur (Signaturverordnung - Si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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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스웨덴의 입법동향

1998년 4월 29일 공포된 스웨덴 개인 정보 보호법22)은 제1조에서 입법취지

에 대해 이 법이 개인 정보 처리로 인하여 개인의 무결성(integrity )이 훼손되

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 제18조에서는 보건

및 병원 진료에 있어서 민감한 개인 정보는 다음 사항과 같이 필요한 경우에

만 보건 및 병원 진료의 목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예방 진료,

진단, 건강 관리 및 처방, 병원 진료 서비스 등에서만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보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며 비밀 보장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는 비밀 보장 의무가 따르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밀 보장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 분야에

서의 활동을 통하여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령한 자에게도 비밀 보장 의무를

적용을 하고 있다.

사 . 일본의 입법동향

일본에서 진료 등록과 관련된 법규들에는 일반적인 기록 및 보관에 대한

제반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의료 기관 관리의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최근

의료 정보의 전산 체계가 확산됨에 따라 OA기기의 보급과 함께 관심사로 등

장한 진료 기록, 보험 진료 기록, 처방전 및 조제 기록의 기록 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건강보험법 제9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9조 11항, 의사법 제24조, 치과의사법 제23조, 약제사법 제28조 등에도 포함

되어 있다(박흥식 등 1999).

1998년 12월 25일 후생성 통지에서는 팩시밀리에 의해 환자와 약국간의 의

무기록의 일종인 처방전의 전달을 허용하고 있다23) . 또한 일본에서도 2000년

22) Personal Data Act (1998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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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에 전자서명법이 공포되었다.24)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환자의 사생활 보장 및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된 법규로는 형법 제134조,

후생 보호법 제27조, 결핵 예방법 제62조, 나병 예방법 제26조 및 성병 예방법

제29조 등이 있다. 그러나 환자 개인의 비밀보다 우선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는 정보의 유출이 허용된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범죄의 통

보 및 재판상의 증언 등에 대해서는 허용이 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환

자의 비밀 유출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인격 손상으로 여겨

민사상의 손해 배상을 명하기도 한다.

아 . 소결

외국의 법령들을 수집하여 분석해본 결과 미국의 각 주법에서는 자료가 모

아진 모든 주에서 전자의무기록의 법적인 효력과 법정에서나 행정기관 등에서

원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법에는 개인

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특정기관 등에 당사

자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서명법이

발효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전문인에 대해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있었으며 환

자는 자신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기록에 접근할 권리와 반대하거나 수정할

권리를 갖도록 하고 있다. 최근 영국, 독일, 일본에서도 전자서명법이 제정되

었으며, 일본에 경우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 보호하고 있었으나

범죄의 통보 및 재판상의 증언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3) 팩시밀리를 이용한 처방전 수납 체제와 환자의 집에서의 약제의 수수에 관하여(후생성

의약안전국 의약심의 제90호).
24) 정식명칭은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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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 자 의무 기 록과 관 련된 현 행 법령 의 검토

가 . 전자의무기록의 저장 및 법적효력 인정

1) 현 행법 령

의료법 제21조에서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

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마이크

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는 전자문서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면서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

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제1

항은 전자서명의 효력에 대해 전자거래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

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다른 법률에 그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있으며, 제2

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작성자가 서명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한다. 제7조에서는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규정한다. 전자문서는 재판 기타의 법적 절차에서 전자적 형

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사무관리규정 제3조에서 전자문서, 전자이미지서명, 전자서명에 대해 정의

하고 있다. 전자문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전자이미지

서명을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표시한 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자서명에 대해서 전자문서의 작성기관

및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25)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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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키26)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라고 구체적으

로 정의하고 있다. 제8조는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에 대한 규정하면서 문서

결재 방법에 전자이미지서명 또는 전자서명에 의한 결재를 포함하고 있고, 전

자문서의 경우 수신자의 컴퓨터 화일에 기록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서명법 제2조에서 전자문서, 전자서명, 인증에 대한 정의에 대한 규정

을 두고 있다. 제1호에 전자문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

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라고 정의하였고, 제2호

에서 전자서명을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

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호에 인증을 전

자서명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확인·증명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의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정에 따르

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때에 요양급여비용심

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요양급여의 구성요

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약국의 경우에 한하여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을

당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서류

들을 디스켓·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에 의하여 저

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자료를 같은 기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통보에 관한 규정인 제14조 제1항에서 요양기

관은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

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는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등을,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 등을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 또는 전

25)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와 암호화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방식.
26)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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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요양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현 행법 의 문 제점

전자거래기본법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로 전자문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의료법에서는

종이문서와 수기 서명을 전제로 의무기록의 기록과 서명을 규정하고 있어서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의료문서를 컴퓨터에 전자문서 형태로 기록 및 저장하

는데 한계가 있다. 더구나 의료법시행규칙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마이크로

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에만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있어 컴퓨터

하드디스크(hard disk ) 등의 자기매체나 시디롬(CD- ROM ) 같은 전자매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는 요양급여비

용심사청구서 등과 약국의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 등의 일부 기록에 대해

서는 디스켓·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에 의하여 저

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의무기록에까지 확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전자문서가 재판 기타

의 법적 절차에서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관련법에서는 수면과 수기서명 위주의 법규정

으로 되어 있어 전자의무기록의 출력물을 기존 서면의무기록과 같은 원본으로

효력을 갖는 문서로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들어 있지 않다.

나 . 전자의무기록의 사생활보호 및 시스템보안

1) 전 자의 무기 록의 사생 활보 호

형법 제317조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

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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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이하

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있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조산사 등의 의료인이 업무처리 중

지득한 남의 비밀을 누설하면 비밀누설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때, 비밀이라 함

은 제한된 범위내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는 사실로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음으로써 비밀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하며 비밀보장의 의사, 비밀

을 보장할 필요성, 알려지지 않은 사항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또한, 누

설이라 함은 그 비밀을 모르는 제3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구두이건 서

면이건, 또 제 3자가 1인이건 다수이건 불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승낙

이 있는 경우, 법령상 비밀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전염병 예방법 제4조,

형사 소송법 제112조, 제149조 등), 법익 균형의 원칙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

우에 한해서는 비밀 누설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의료법 제19조 4에는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

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20조 4에서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

을 열람시키거나 그 기록의 내용 탐지에 응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 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 임상 소견서 및 치료 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

를 요구할 때 또는 환자가 검사 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의 차본 교부를 요구

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전 자의 무기 록의 시스 템보 안

1995년 정보통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통신 기반의 고도화를 위한 규정인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정보통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는데, 이 법에는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

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 예로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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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여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에는 개인 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 정보가 분실, 도

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

록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정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에는 국가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개인 정보를

전산입력, 편집, 검색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

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수집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 법은 개

인 정보의 보호를 위칸 독자적인 법규라는 측면에서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 정

보의 보호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법이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있는 제한점은 있으나,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한

시발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개인 정보라 함은 생

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 등록번호 등

의 사항에 의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 이외에 그 정보만으

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개인 정보 파일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 그 개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 정보의 집합물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 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인 정보에 대해서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 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인권의 보호를 그 원칙으로 제시하고, 개인 정보

가 수록된 파일을 비롯한 개인 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 정보 취급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부칙에서는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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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 행법 령의 문제 점

우리 나라의 경우 현행법는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에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

는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환자에 관한 기록에 포

함된 개인정보에 대한 기밀보호 및 시스템 보안유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

다. 또한 의료인 이외의 전자의무기록을 비롯한 의료정보를 유지·관리하는

자가 전자의무기록을 통하여 알게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이에 대한 벌

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전자적 기록저장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누설과 불법접근, 시

스템 보안유지를 위한 보호수단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도 없으며, 보안장치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행정적 지원과 관련된 규정도 정비되어 있지 않다.

다 . 전자의무기록의 열람과 전송

1) 현 행법 령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에는 보건의료에 관한 알권리에 대해서, 모든 국민

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민

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

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

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

병 기타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 제20조 제1항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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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

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서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의 내용확인을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

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

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

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림 4. 전자의무기록의 전송흐름도

의료기관

(원격지)
(초진병원)

의료기관

(현재지)
(이송병원)

전자의무기록전송

: 음성, 동화상,

방사선필름 포함

전자의무

기록

열람전송

:
환자기록

전자의무

기록 전송

(처방전)

환자 또는 가족

요구시

약국 (인터넷

약국 포함)

전자의무기록

전송

(처방전)

2) 법 적 문 제점

의료법 제20조에서는 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에 대해 제한되어 있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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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펴본 대로 전자거래법 등의 현행법령(전자서명법, 사무관리규정 포함)에

서는 전자문서에 대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되는 정보라는 개념

이 들어 있음에도, 의료법에 전자문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규정들이 의료문서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현행 법령은 외국의 법령처럼 원격의료를 정의하지 않고 있어서 원격의료

를 위한 의료정보의 전송이나 전송된 자료의 의무기록 인정에 대한 규정이 없

다. 또한 앞으로 원격진료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방사선 자료나 음성,

동화상 자료 등의 전자의무기록의 전송이 요구될 수 있으나 이러한 기술의 발

전 속도에 비해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4. 전 자 의무 기 록에 대 한 법적 인 개선 방 안

가 . 전자의무기록의 저장 및 법적효력 인정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

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록할 때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컴퓨터 등 전

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전자매체에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자문서들

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포함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컴퓨

터 등에 보관된 전자문서나 출력물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

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재판 기타의 법적 절차에서 증거능

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법적효력과 증거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 전자의무기록의 사생활보호 및 시스템보안

전자의무기록의 사생활보호와 보안을 위하여 전자의무기록 저장시스템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분실·도난·

누출·변조 또는 훼손 당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및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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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직무상 알게된 전자의무기록의 개인정보를 타

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여 부당한 방법으

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보존방법과 보관시설에 대해서 규정하여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실에는 컴퓨

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보관된 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및 보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의무기록 저장시스템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

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공인된 의무기록사에 의해 전자의

무기록 저장시스템을 점검 받아야 하며 의무 기록의 질에 대한 무결성을 확인

받도록 할 것과,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형식 및 전자의무기록 저장시스템의 안

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다 . 전자의무기록의 열람과 전송

의료인이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

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 환자의 검사기록(음성정보, 동화상정보를 포함)

및 방사선필름 등이 저장된 전자의무기록의 열람이나 송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환자의 동의하에 컴퓨터통신 등을 통한 전송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할 것을 제

안한다.

5. 전 자 의무 기 록의 제 도적 개 선 방안

가 . 의료용어 등의 의료정보의 표준화

의료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되려면 정보를 제공하는 쪽과 받는 쪽 사이에

약속이 필요하고 이들 약속이 표준화이며, 어느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사이에

도 서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표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각

병원에서 표준화된 의료정보가 구축된 후 의료기관과 의료기관간에 환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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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표준화된 의료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표준화의 대상으로 가정 꼽을 수 있는 의무기록지는 실제적으로 병

원내의 극히 일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어, 의무기록의 표

준화는 의료정보의 표준화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를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송할 때 이전의 의료기관의 환자의 정

보가 이송되는 병원으로 일정한 규격에 의해 전송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이

송된 의료기관은 시간적으로나 비용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진료를 할 수 있으

며, 향후 국가의료전산망이 구축되었을 때에 개인의료비의 절감, 진료의 효율

성 제고, 의료보험재정의 경제적 운용 및 외국의 병원간의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인 표준화의 대상은 의무기록의 양식과 용어, 그리고 이들을

전산화하기 위해 필요한 코드의 표준화 및 의료기관간의 통신양식에 대한 규

정 등이며, 의료기관내의 업무표준화, 의료기관간의 정보교환에 필요한 표준

화, 병원에 대한 표준화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병원내의 업무는 의무기

록지의 내용을 주로 하여 의사업무, 간호업무, 진료지원업무, 원무업무로 구분

할 수 있다. 표준화는 의료행위를 나타내는 용어의 표준화부터 진료기록의 형

식 및 서식, 이들 정보를 통신하는 방법, 이에 필요한 기자재 등의 표준화 등

을 모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나 . 전자의무기록의 기술 표준화

전자의무기록의 전송에 관한 표준화는 1975년 미국 전기통신소에 근무하고

있던 Simborg가 전자우편의 개념을 확장하여 재원환자의 전산의무기록(CPR)

일체의 전송표준화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제안은 이제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일률적으로 행해지던 단순자료(electronic medical record)의 전달방법

에서 진일보하여 의료기관과 의료기관간의 전송을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화망

즉, 전국의 의료정보체제를 통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안으로 수용되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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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응급환자가 집중치료, 전문병동 또는 타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초기 의무

기록이 대부분 중복, 지연, 누락되어 정상적인 치료나 수술 등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했다. 그러나 전산자료의 안전성은 전달체제만 안정되면

결정적인 자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실상황에서의 적용은 지극히

긍정적이었다. 더욱 전산접속기술의 발달로 인해 검사장비 자료를 직접 입력

또는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의무기록 전송표준안은 실용 측면의 편리성, 운용

성 및 호환성으로 인해 상당한 지지를 받게 되었다.

전송표준안은 이제 의무기록 뿐만 아니라 단순 파일, 원무·보험자료, 약제

정보, 방사선과, 간호업무의 전송표준안까지도 총괄하게 되었다. 전산정보망의

획기적인 발전과 의료정보의 표준안은 병원정보시스템의 투자대비효과를 극대

화하여 주었다. 그 이후 1987년이래 국제표준기구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의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 )의 통신표준안

제7계층을 사용할 목적으로 현재 HL7 Version 2.2를 제안 보급 중에 있다.

HL7은 다기종컴퓨터에 분산된 의료정보의 대용량 정보처리라는 병원전산화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미국에서 의료정보 표준화에 가장 활발한 역할

을 하고 있다(이인영, 2000).

이 밖에 미국립표준연구소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전자의무기록협회 CPRI(Computer - based Patient Record Institute), 보건의료

기구인증합동위원회 JCAHO(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 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 등의 표준화 기구들은 전자의무기록 등의 산업전반

에 걸친 표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자의무기록협회 CPRI는 전

자의무기록의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공공 및 민간단체들이 조직한 기관이며

우리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기구가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전자의무기록의 전송뿐 아니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자체의 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을 사

용함으로써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투자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김소영,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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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원 격의 료의 기 술적 특 성 및 도 입현 황

1. 원 격 의료 의 정의

일반적으로 원격의료를 하나의 기술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원격

의료는 의료, 과학분야의 하나의 기술이라기 보다는 응용분야라고 할 수 있다

(박광석 등, 1999). 원격의료를 정의하자면 멀티미디어 즉 음성, 동화상, 데이

터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진단, 자문, 치료, 의료정보의 전달, 교육 등의 의료

서비스를 행하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예로 전화기의 경우 의사와 전화통화를

통해 간단한 문진을 할 수 있다. 역사적 측면에서 원격의료는 최근 발생한 새

로운 것은 아니며 전화기와 무전기, 팩시밀리를 이용한 원격진료와 상담의 형

태는 이미 30여년 전부터 가능했다. 현대적 의미의 화상회의를 통한 원격의료

의 형태는 1959년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시 정신병원과 112마일 떨어진 주

립정신병원을 마이크로웨이브로 연결한 것, 동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동축선

에 의해 원격방사선판독을 시도한 것을 효시로 꼽을 수 있다(유태우, 1997).

1990년대 정보화의 물결을 타고 원격의료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외국

에는 원격의료에 대한 입법이 활발하여 법령에서 원격의료의 정의를 찾을 수

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의 경우 원격의료는 전자정보와 통신기술을 이용

하여 서로 떨어져 있는 참여자 사이에서 의료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의

미한다고 하였고, 말레이시아의 원격의료법안에서는 원격의료라 함은 음성, 영

상,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의료의 시행을 의미한다고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원 격 의료 의 유형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은 원격의료의 범위를 설정하고 유형을 나누기 위하

여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사용된 기준들은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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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중심으로 하였거나, 의학의 전문과별, 원격의료를 받는 서비스 대상별,

또는 임상적인 활용과 비임상적인 활용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었다.

표 4. 기존 연구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유형 분류

의료 인 중심 별

(조 한 익 )
의 학 전문과 별

(유 태우 , 박광 석 등 )
서 비스 대상 별

(고희 정 등 )
임상 활용 유 무

(미의 학협회 )

원격진단 원격방사선 농촌의료 환자치료

원격치료 원격병리 노인인구 의료인보수교육

원격회의 원격피부과 대학병원과 지방병원의
연계 환자교육

원격자문 원격정신과 군진의료 임상연구

재택진료 원격응급의학 교도소의료 공중보건

사이버병원 원격수술 응급 및 외상환자관리 보건의료행정

가정의료

공중보건

의학연구

먼저 의료인을 중심으로 한 원격의료의 유형은 원격진단, 원격치료, 원격회

의, 원격자문, 재택진료로 나누고 있으며 여기에다 일반인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로 사이버병원을 원격의료의 유형으로 포함시켰다(조한익,

1997). 원격자문은 원격화상회의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원격진단은

원격병리, 원격방사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의학 전문과에 따른 원격의료의 유형은 진료과에 따른 것으로 원격방사선,

원격병리, 원격피부과, 원격정신과, 원격응급의학, 원격수술 등으로 유형을 나

누었다(유태우, 1997, 박광석 등, 1999).

서비스 대상에 따른 원격의료의 유형은 농촌의료, 노인인구, 대학병원과 지

방병원의 연계, 군진의료, 교도소의료, 응급 및 외상환자관리, 가정의료, 공중

보건, 의학연구로 나누고 있다(고희정 등, 1999).

미국의학협회에서는 원격의료의 유형분류를, 임상적인 활용에 포함되는 환

자치료와 비임상적인 활용에 포함되는 의료인보수교육, 환자교육, 임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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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보건의료행정에서 원격의료 등으로 그 유형을 나누고 있다(institute

of medicine, 1996).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는 원격의료 유형들 중에서 원격의료

의 핵심적 유형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재분류하였다. 즉 원격의료의 유형은

의사대 의사간에 이루어지는 원격자문과 원격진단, 의사대 환자간에 이루어지

는 원격모니터링을 포함한 재택진료, 의료인이나 환자의 재교육을 위한 원격

교육, 환자가 의사에게 인터넷을 통해 직접 상담하는 형태의 사이버병원 등의

4가지 종류로 구분하였다.

가 . 원격자문과 원격진단

의사대 의사간의 자문은 대형병원내의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s Sy stem )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원외로 확대한 것의 형태로서

(차은종, 1995), 원격병리를 이용하여 병리진단의 자문을 구하거나, 원격화상회

의를 통하여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방향을 논의하는 형태이다. 원격 화상회의

는 음성과 동영상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동시에 대화할 수 있는 도구이

다. 원격의료에 있어서 화상회의를 통해 어떤 일을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화상회의를 통해 회의만 수행할 지 아니면 진단에도 이용할 지를 결정

하고 알맞은 기능의 화상회의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원격방사선은 의사나 병원간에 방사선 이미지 영상을 전달하는 형태로 실

시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원격의료의 적용 분야가 되고 있다. 원격방사선이

란 원격 PACS를 통해 타 의료원에서 촬영한 환자데이터를 의료수준이 월등

히 앞선 의료원에 전송하여 그곳의 앞선 의료진에게 진단하게 하는 방식이다.

원격 영상진단이 가능하려면 우선 원격 PACS가 필수적이며 앞선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원과의 연결이 필수적이고 의료원간의 의료수가가 우선 제

정되어 있어야 한다. 원격 영상진단에는 진단방사선분야가 가장 앞서 있고 피

부과와 내시경 영상을 통한 내과, 외과 등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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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정 등, 1999).

이 밖에도 원격의료의 적용은 의학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실시되고 있

으며, 현재에도 원격피부과, 원격종양과, 원격수술, 원격심장과, 원격정신과, 원

격병리, 원격응급의학 등의 분야에서 실용화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희정 등,

1999, 박광석 등, 1999). 국내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원

격치매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응급 및 외상환자관리에서 원격진료

는 즉각적인 진료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 기존의 무선전화

기, 무선통신에 더하여 최근에는 무선전화를 이용한 화상 및 데이터전송, 응급

환자관리를 위한 치료지침제공 등이 도입되고 있다. 특히 심장질환자에게 이

동형 원격모니터링을 휴대하게 하여 심장에 통증을 느끼거나 생체신호가 변화

하는 응급상황시 곧장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하고 있다(고희정 등, 1999).

나 . 재택진료

원격의료의 한 유형으로 재택진료를 꼽을 수 있으며, 재택진료는 원격환자

감시의 개념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불시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질환의 소지는 있으나 구체적 증상이 어려운 환자 등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

체신호를 공중통신망을 통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차은종,

1995). 원격진료시스템을 활용하여 환자가 집안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것이다. 진료 내용을 주로 1차 진료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으나 특수 기능

을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를 환자 집안에 설치할 수 있으면 특수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진료가 가능하다. 재택진료 앞으로 더욱 발전할 분야로 보인다. 의료

기관에서 진단과 수술 등 치료를 받은 다음에 계속적인 치료에 재택진료시스

템을 활용하는 분야가 일차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될 것이다. 특히 진료의 상

담부분은 재택진료로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치의

제도에 재택진료시스템을 활용토록 하면 주치의 제도를 쉽게 정착시킬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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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원격교육

원격의료에 있어서의 원격교육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먼

저 의료인들에 대한 원격교육의 경우인데, 지역의료인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가들이 원격 의료시스템을 통해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예

로 들 수 있다(박광석 등, 1999). 다른 경우로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를 들 수

있다. 즉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on - line help service

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institute of medicine, 1996). 원격교육은 양방향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일대다 접속의 통신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원격교육

을 통해 의료수준의 불균형의 해소 및 지역 의료시설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

게 된다.

라 . 인터넷 의료상담과 사이버병원

인터넷의 급성장과 더불어서 각 병원들은 증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환자들의 전자메일을 통한 상담에도 응답해 주는 가상의 병원이 나타나고 있

다. 다시 말하면 의료기관의 의사를 직접 연결하여 의료상담을 받는 사이버병

원의 활용이 진행되고 있다(조한익, 1997, 김영보 등, 1998). 현재 대부분의 사

이버병원에는 가장 기본적인 상담만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정 의학적인 정보들

을 싣거나 고혈압, 당뇨, 신장병 등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

다(박광석 등, 1999).

사이버병원의 인터넷을 통한 접속 활용의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메일 또는 웹상의 일정한 문진 양식을 통하여 환자에게 간단한 질

병의 처방전을 무료로 주는 형태의 사이버병원이 등장하기도 하였으나 현행법

위반 여부를 놓고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 의료상담 서비스를 통한 사이버병원 활성화의 잠재성은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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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 격 의료 의 기술 적 특 성

가 . 원격의료 시스템의 정의와 구성요소

원격의료 서비스에서 전달되는 정보의 종류로는 음성·기침·심음·호흡음

등의 오디오 정보, 각종 의무기록과 검사기록 등의 문서 정보, 환자의 모습·

방사선 사진·내시경소견·현미경 소견·피부병변 등의 이미지 정보, 이러한

이미지의 연속된 움직임을 담은 영상 정보, 생체신호·오디오·영상·문자 등

이 종합적으로 포함되는 멀티미디어 정보 등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이 원격의

료 시스템을 통하여 전달됨으로써 원격의료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원격의료

시스템은 환자 및 정보가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의료정보 및

전문적 조언을 전자적으로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다. 즉 통신과 컴퓨터를 이용

하여 일정한 인구 집단에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적되고 대개

지역화된 의료서비스 네트워크를 의미한다(Bashshur , 1997).

표 5.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과 요구사항

기 본 기술 응 용기 술

이
용
기
술

환자 의료정보를 수집용 진료장비 이용 기술

의사, 전문가의 자료해석용 컴퓨터장비 이용기술

자료기록용 컴퓨터 H/W 및 S/W 이용 기술

자료전송용 통신시스템, 통신망 및 위성이용기술

임상기술

의료교육

정보관리

의료행정서비스

요
구
사
항

화상회의, 대규모 파일전송, 컴퓨터에 의한 실시간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고속 네트워킹

의학 및 교육 응용을 위한 네트워크화된 수퍼컴퓨터 자원

네트워크에 의한 공동협력 및 교육을 위한 시스템

인증, 프라이버시, 자금이체 등을 지원하는 프로토콜 및 기술

병원, 대학, 정부연구소의 정보시스템간상호 연동

긴급구조대가 사용하는 무선 멀티미디어 통신 가능 휴대용 장비

음성명령과 전자펜 등의 사용하기 쉬운 멀티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네트워크라인을 통한 전자적 의료행위를 허가하는 규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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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원격지의 의료종사자와 환자, 의료인과 의

료인,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사이에 여러 가지의 기술들이 요구되어진다. 앞의

표와 같이 환자 의료정보를 수집용 진료장비 이용 기술 , 의사, 전문가의 자

료해석용 컴퓨터장비 이용기술 , 자료기록용 컴퓨터 H/ W 및 S/ W 이용 기술 ,

자료전송용 통신시스템, 통신망 및 위성이용기술 등이 이용될 수 있다. 원격

의료의 이용기술에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입출력을 담당하게 되는 데이터 단말

장치, 단말장치에 보내온 자료를 다시 전송하거나 보관해주는 서버, 자료의 전

송에 이용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원격 PACS 기술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나 . 데이터 단말장치

데이터의 단말장치는 주 전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

을 위하여 접속하여 사용하는 입출력장치를 말하는 것인데, 요즈음과 같이 중

앙집중 시스템 대신에 분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신망에 접속되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컴퓨터를 이러한 장치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PC의 발달로 PC를 데이터 단말장치로 이용 가능하게 되었으며, 더욱 지능적

인 단말장치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간단한 데이터의 처리나, 연산 등 중앙

의 대형 컴퓨터나, 서버의 지원이 없이도 처리 가능한 모든 종류의 데이터는

단말 PC에서 처리가 가능하게되어 중앙컴퓨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의 컴퓨터는 소형의 서버로 대치하거나, 집중적인 계산 업무에

전담하여 사용하고 있다. 데이터 단말장치가 PC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이외에도 중앙의 서버와 데이터를 주

고받을 수 있도록 송·수신을 담당하는 통신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PC

경우에는 접속되는 통신회선의 종류에 따라서, 초고속 모뎀 또는 네트워크 카

드 등 적합한 접속보드를 사용하여 전송로와 접속하여 사용한다(박광석 등,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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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서버

단말장치에서 보내온 데이터를 처리하여 다시 전송하거나, 보관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를 서버 또는 중앙처리 장치라고 한다. 통신망 기술의 발달

로 종전의 호스트라고 불리는 중앙집중 처리장치에서 요구되었던 기능보다는

서버의 부담은 많이 줄어들었다. 부가적으로 통신기능을 갖는 시스템이 서버

또는 중앙처리 시스템으로 적합하다. 이 서버는 일반적으로 대용량의 주 메모

리를 갖고 있어, 각각의 단말기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동작시켜 결

과를 도출하여 내고 있으며, 대규모의 데이터 베이스 등을 구축하여 각각의

단말 장치에서 입력되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요구하는 각 단말

장치에 제공하고 있다. 이 서버는 또한 대규모의 하드디스크 등의 보조 기억

장치를 가지고 있어 주요 프로그램과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며, 자

기 테이프를 장치를 이용하여 기록된 데이터를 백업하여 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서버 장치의 경우에도 단말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통신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며, 서버의 종류와 통신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나, 때

로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제어장치를 포함하기도 한다(박광석 등

1999).

라 . 초고속 정보통신망

원격의료는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실시된다. 현대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의료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쌍방향 원격의료가

가능해 진다. 현재 원격의료의 주를 이루는 것으로 원격의료의 핵심은 원격지

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다. 데이터의 전송을 위하여서는 정보의 제공자 역

할을 하는 서버 또는 중앙장치와, 이것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찰하

려는 데이터 단말기에 해당하는 장치 및 이들 간을 연결하여 주는 정보통신망

이 필요하다.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데이터의 단말장치를 통하여서 입력

- 58 -



되고, 데이터의 전송회선을 통하여서 전송되어 서버 또는 센터 장치로 보내지

게 된다.

가장 널리 퍼져있는 통신매체는 역시 전화선이다. 전화선은 POT S (Plain

Old T elephone Service) 또는 PST N (Public Switched T elephone Netw ork)의

용어로 불려진다. 전화선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전송속도는 56Kbps이다.

ADSL(A 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이나 케이블 이전에 각광 받았던

ISDN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 ork )의 경우 선의 수에 따라서 최대

전송속도는 64K에서 384K에 이른다.

표 6. 원격의료 데이터의 전송 형태

PS TN IS DN
Le a s e d

Line s
Ca b le ATM ADS L

최대전송속도

(Ca pac ity)
56Kbps

64 K -

384Kbps

56K -

155Mbps
40Mbps 154Mbps

6.1Mbps
(up)

640 Mbps
(down)

전송형식 아날로그 디지털 디지털 아날로그 디지털 디지털

해상도 나쁨 좋음 좋음 우수 우수 우수

Fra me rate 5- 10 fps 15- 25 fps 15- 30 fps 30 fps 30 fps 30 fps

비 용 저가 저가 고가 고가 중가 중가

전용선은 일반적인 것은 56K에서 256K이고 더 빠른 것은 T 1이 1.544

Mbps , T 3 또는 DC3은 45Mbps, OC3는 155Mbps이다. 은행간 온라인 서비스

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는 AT M (Asynchronous T ransfer Mode)의 경우

154Mbps의 최대전송속도를 보인다. 최근 초고속 인터넷이란 이름으로 활발히

보급되고 있는 ADSL은 업로드시에 6.1Mbps, 다운로드시에 640Mbps까지의

속도를 보인다.

2000년 8월말 ADSL보다도 5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진 차세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인 VDSL(Very high - bit - rate Digital Subscriber Line)이 한국

통신에 의해 시범 서비스되었으며, 이미 가설되어 있는 전력선을 이용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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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설치비용이 훨씬 싸면서도 속도는 ADSL 수준 이상으로 낼 수 있는

PLC(Pow er Line Communication )도 개발되고 있다.

보다 먼 거리의 전세계를 대상으로 원격의료가 넓어질 경우 인공위성, 광

섬유케이블,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을 이용한 데이터의 전송방법 또한 앞으로

원격의료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송수단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희정 등, 1999). 원격의료의 또 다른 전달매체로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인터넷을 들 수 있다. 인터넷은 신뢰성, 안정성, 및 최

대전송속도의 제한 등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어 앞으로 많은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마 . 원격 PA CS 기술

일반적인 이미지 전송의 기술적 단계는 디지털화, 디지털 필름 이미지 제

작, 압축, 전송, 그리고 재생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에는 신기술이 도입되

면서 필름없는 사진이 가능해지고, 고가장비인 필름 디지타이져의 사용없이

촬영된 방사선화상을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s System )

나 서버에 직접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소되었다. 이러한

눈부신 디지털화기술과 통신망의 발전으로 방사선사진 그대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과 전송이 가능해지고, 필요시 즉시 스크린상의 호출이 가능해 짐으로써,

일차의료에서 활발한 활용이 기대되는 분야이다(고희정 등, 1999).

PACS는 DICOM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 in Medicine) 규격

에 따라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고 있으며 10Mbps와 100M0ps급의 이

더넷(ethernet )을 통해 의료영상 획득기기들, 진단방사선과, 각 임상의사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PACS는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의료

영상을 저장하거나 요청에 따라 검색하여 전송해주는 일을 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환자데이터가 단기 및 장기 저장의 두 가지로 관리되고

있는데 단기 저장은 하드디스크 등에 의해 저장되고 장기 저장은 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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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Audio T ape) 등과 같은 테이프 매체를 통해 영구 보존된다. PACS

서버는 DICOM 규격을 준수하여 설계되며 의료영상획득장치와 데이터베이스

및 판독실, 외래 등을 이더넷으로 연결하여 의료영상의 저장과 요청, 제공 등

의 기능을 수행하며 최적의 조건으로 의료영상을 관리하여 준다.

각 영상획득장치는 제작사들이 지원하는 DICOM 표준의 저장 프로그램에

의해 별도의 인터페이스 장치 없이 직접 PACS서버에 의료영상을 전송 및 저

장할 수 있다. 판독실이나 외래의사 및 진단방사선과 의사들은 GUI(Graphic

User Interface)로 개발된 이미지 뷰어(image viewer )를 이용하여 자신의 연구

실 또는 회의실에서 저장된 의료영상 데이터를 전송 받아 판독하고 즉시 저장

할 수 있다. 이미지 뷰어에는 기본적인 영상처리기능을 제공하여 판독 또는

열람 중에 전송 받은 영상을 원하는 기능으로 처리하여 볼 수 있게 되어 판독

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허가된

사용자만이 사용자 ID와 passw ord를 입력해야만 열람이 할 수 있게 설계된다

(유태우, 1997).

PACS 기술을 이용하여 전송되는 원격의료용 영상의 종류에는 CT , MRI,

초음파 등이 있으며, 각각의 크기, 1회 검사시 평균 영상의 개수 및 요구되는

저장용량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7. 원격의료용 영상 종류에 따른 데이터 양

구 분 크기(p ixe l)
Dyna mic

Ra nge (bit)
1회검사시

평균영상개수

요구되는

저장용량(Mbyte )

CT 5 12 x 5 12 12 30 15.0

MRI 256 x 256 12 50 6 .5

DSA 1000 x 1000 8 15 15.0

Ultras ound 5 12 x 5 12 6 36 9 .0

Compute d radiog ra py 2000 x 2000 10 4 32.0

Digit ized Film 4000 x 4000 10 4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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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 격 의료 의 도입 현 황

가 . 국내 상황

1) 원 격의 료 시 범사 업

국내의 원격의료는 원격영상 진단이 1988년 한국통신의 지원으로 서울대학

교병원과 연천보건소 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바가 있다. 그후 1994년 경북

울진 의료원과 경북의대병원 전남 부례 보건의료원과 전남의대 병원간에 T 1

급 케이블을 연결하여 환자대 의사간, 의사대 의사간에 대화를 나누며 진료할

수 있는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 중에 있다. 이 밖에도 인천에 위치

한 길병원은 1995년 6월 백령도의 길병원과의 사이에서 원격진단을 시도하였

다. 또한 인천 길병원은 미국 하와이대 원격진료팀과 미국 피츠버그대 신경외

과 교수를 초빙 원격진료 강연과 원격영상강의 시연회를 개최한데 이어 수술

장면을 중계하기도 하였다.

보건소 이동진료시스템이란 보건소에서 시행중인 방문간호 사업을 대상으

로 가정방문 간호사가 노트북과 공중 전화선을 이용하여 보건소 의사와 화상

전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료하는 시스템으로서, 현재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와 과천시 보건소의 의사가 과천시보건소에서 선정한 중증이 심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이다. 이 시스템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진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벽지에 위치한 진료소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임신중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재택산전관리 시스

템을 도입하여 임산부들이 직접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서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원하는 시간에 기다리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공간 및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원격치매진료시스템의 경우,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

부 주관 정보통신부 후원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치매클리닉과 한국전산원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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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다. 이 시

스템은 우리 나라의 본격적인 원격의료시스템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인구고령화로 급증하고 있는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치료관리대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다. 치매환자는 자신의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하여 가족 및 간병인의 지속적인 간호와 동반 내원이 필요하여 원격진료를 통

해 치매노인의 효율적인 장기 지속진료, 이송수요의 감소, 의료 및 복지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한국형 치매관리체계인 가정

중심의 치료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노인복지의 현안인 치매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개발되었다.

이외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교육용 원격의료교육시스템, ISDN을 이용

한 원격강의시스템, 원격화상회의 및 진단시스템, 원격방사선 진단시스템, 재

택 원격방사선 진단시스템, 원격임상병리결과 조회시스템 등이 개발되고 있다

(박광석 등, 1999).

현재 서울대병원 등 일부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원격진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1999년 7월부터 한국통신분당 사옥

의무실을 연결해 시범적으로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아직은 가정의학과

진료만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사용자도 한정되어 있다(매일경제신문.

2000. 3. 24).

2) 인 터넷 의료 상담 과 사 이버 병원

인터넷 원격의료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하다. 병원에 직접 가는 대신 자신

의 건강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전송, 전문의로부터 검진을 받는 형식의 서비스

도 등장하였다. 그 동안 인터넷을 통한 의학관련서비스는 대부분 병원정보 제

공이나 단순한 의료상담 수준에 머물러 왔으나 실질적인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는 온라인 건강검진서비스가 현실화됨에 따라 국내 의료계에 적지 않

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의 아파요닷컴(ww w .apayo.com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메일 또는 웹상의 일정한 문진 양식을 통하여 환자에게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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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질병의 처방전을 무료로 주는 사이버병원을 운영하다가 현행법위반으로 기

소되기도 하였다.

의료기관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직접 운영하면서 다양한 보건의료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담당의사들이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주는 사이버 병원이 활짝 열리면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이버 의

료서비스 시대가 눈앞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김영보 등, 1998).

이 밖에도 국내에서는 가정용 의료정보측정기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혈압,

심전도, 혈중 산소농도를 측정, 인터넷상으로 소비자의 건강상태를 검진해주는

원격의료서비스, 태아의 건강상태를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태아감

시서비스, 한의학계에서는 원격지에서 환자를 진맥할 수 있는 인터넷기반 디

지털 맥진기술을 개발 등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 . 외국 상황

1) 미 국

미항공우주국 NASA (National Aeronautic and Space Administration )에서

는 40년 전부터 원격의료에 대해 노력해 왔는데, 우주선과 지구와의 통신으로

우주인들의 진료를 시도해 왔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동캐롤라이나 대학 의학부

는 1992년 100마일이나 떨어진 롤리(raleigh)지역의 주 교도소에 원격의료자문

을 제공하였다. 의사는 원격의료링크를 통해 환자와 대화하고는 진단과 필요

시 처방을 하였다. 디지털 청진기, 그래픽 카메라 그리고 소형 피부감지 카메

라가 사용되었으며, 현재 이 모델은 주내 6개 지방병원과 리전(lejeune)지역

캠프의 해군병원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조지아주의 원격의료 프로그램은 모든 거주자에게 교육과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채택한 1992년 조지아 원격교육과 원격의료법안27 )의 통과로 시작되었다.

27) Georgia Distance Loaming and T elemedicine Act of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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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개 지역을 연결하는 60개 사이트로 이루어져 있다. 7개 사이트는 교화시설

이며, 4개의 이동원격의료 VAN (Value- Added Netw ork) 서비스를 포함하여 3

개의 상설 원격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 망은 거주자에게 특별한 조치를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격의료시스템 사용 이전에는

보통 의료조치를 받는데 약 30일에서 90일 소요되었던 것이 지금은 7일에서

21일 정도 걸린다. 텍사스주는 지방 소병원에 원격의료자문과 지속적인 의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주단위 원격의료를 이용하고 있다. 성안토니오의 텍사

스대학 보건과학센터(university of texas health science center )는 서텍사스

원격교육과 원격보건의 기반 구조망을 운영하고 있다. 텍사스 보건기술과학센

터와 텍사스대 의대는 104개 주교도소의 13만명의 수감자에게 진료를 제공하

고 있다.

1993년 미국 의회는 신기술을 보건개혁전략에 통합하는 문제에 관해 입법

부에 자문하고자 원격의료 상하원 운영위원회을 설립하였다. 미국 의회는

1994년 이후 하와이, 워싱턴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군 의료시설의 의학

정보 관리를 개선하고자 총 5천8백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1995년 부통령은 보건을 효율적으로 촉진할 연방정책개발에 힘쓰도록 미국

보건부에 지시하였다. 보건부는 그 일환으로 원격의료공동작업반 JWGT (Joint

Working Group on T elemedicine)을 조직하였고, 미국 국방부는 원격의료 데

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된 JWGT 의 작업에 자금을 제공하였다. 1996년 원격

의료 상하원운영위원회는 원격의료에 관한 정부 및 민간조직의 재정, 의료과

실, 임상표준 등에 대한 논의를 지원하였고, 1997년 상무부와 보건부는 JWGT

의 환자안전에 관한 활동보고서를 의회와 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민간부문의 원격의료를 살펴보면, 메이요 클리닉의 원격의료는 플로리다주

잭슨질, 애리조나주 스콧대일,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의 3개의 대상 지역에서 의

사, 연구자, 교육자 그리고 행정가의 상호간의 통신을 위한 위성비디오 시스템

의 설치로부터 시작하였다. 1995년 원격의료시스템은 3개 지역간 700개 이상

의 심장수술자문을 위해 사용되었다. 위성통신과 지상서비스의 연계를 위해

NASA와 미국방 연구기관의 프로젝트로부터 지방과 원거리네트워크용 이전모

- 65 -



드기술이용에 관한 지식을 제공받고 있다. 올리나 헬스시스템(allina health

system )은 1995년부터 8개 지방병원과의 협력 하에 각 병원응급실을 연결하

는 원격의료망을 운영하였다. 1996년에는 약 130개의 의료자문과 450개의 응

급서비스를 조언하였다. 올리나 원격의료망은 주 단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2) EU

1994년부터 시작되었던 유럽의 원격의료 프로젝트인 RET AIN (Radiological

Examination T ransfer on AT M Integrated Network)는 1997년 마무리되었다.

RET AIN 프로젝트는 다국적 유럽국가의 10Mbps급 AT M을 통하여 디지털

방사선 영상과 동영상, 텍스트 정보를 동시에 보내기 위하여 1차 진료기관에

서 3차 전문진료기관의 분야별 의료전문의의 진단, 판독을 받기 위한 원격전

문가 시스템의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의 rennes와 스페인의 barcellona와 독일의 oldenberg가 연결되었으

며, 특징으로는 디지털 의료영상 장비와 상업적으로 유용한 장치를 사용하였

다는 것, JPEG, MPEG표준안을 사용하여 화상회의에 의한 원거리 전문가 시

스템을 구현하였다는 것 등이다. RET AIN은 또한 DICOM 3.0 표준안을 유럽

과 미국의 표준안으로 채택하였다.

유럽의 또 다른 프로젝트로서 EU 지원 아래 2000년대 초 실용화를 목표로

텔레메드(telemed)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유럽의 텔레메드 프로젝트는

유럽연합(EU) 각국의 의료정보 전송과 원격의료서비스 환자의 질병진단을 위

한 원격영상회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독일과 노르웨이는 이미 상

용화했다. 통신망은 국가간의 설치량에 따라 2Mbps급 광대역 종합통신망과

협대역 종합정보 통신망을 복합 설치하였으며, 범국가적으로 국가간 통신로를

설치하여 연결하였다.

텔레메드의 실제 시연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디지털 영상장치

CT (Computerized tomography ), US (Ultra Sonography ), MRI(Mag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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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nance Imaging )를 연결하여 방사선 영상과 의무기록을 의원전문의에게

메일박스로 전송하면, 전문의는 연관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진단, 판독하고

이를 다시 메일박스를 통해 의뢰인에게 전송한다. 다음 동작은 응급상황시 메

일박스를 통해 전문의에게 응급의뢰 하면 즉시 진단하여 메일박스로 전송한

다. 마지막으로 의문이 되는 전문 의료지식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면 메일박스

를 통해 답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보다 정확한 암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대

를 열고 있다. 세계암협회가 독일 베를린의 샤리테 종합병원에 온라인 암검진

센터를 설립하여 최근 본격적인 진료활동을 시작하였다. 온라인 암검진센터는

디지털 현미경으로 촬영한 암세포 조직사진과 병력기록을 이메일을 통해 전세

계 전문가들에게 보내 종합적인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메일을 통해 암

환자의 세포조직과 병력을 관찰한 전문가들은 3일 이내에 자신의 의견을 센터

로 보내게 된다. 샤리테 병원의 병리학자들은 자신의 소견과 함께 전세계 전

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암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연합뉴스, 2000. 7. 5)

3) 일 본

정보슈퍼하이웨이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화 추진 연대본부를 설치 병원

과 가정을 비디오로 연결하는 재택진료시스템과 진료소와 전문병원을 연결해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 자기공명영상장치(MRI)등 의료영상을 원거리에서

진단하는 원격 방사선 진단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차세대 인터넷 사업으로 정부주도와 산업계 주도 사업으로 각각 추

진되고 있으며, 정부주도의 사업이 우정성 산하의 통신총합연구소인 CRL

(Communications Research Lab )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통신총합연구

소의 주요 추진 분야에는 인증사업, 테라비트급 라우터, IPv6 기반의 망 운영

기술 등의 기술개발과 함께 원격교육, 원격의료 등의 통신기반 확충 등이 포

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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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향후 발전 전망

원격의료 시대가 도래에 대하여 원격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서기

2010년이면 원격의료라는 용어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이유는 그

때가 되면 원격의료가 대부분의 의료를 제공하는 일상적인 진료방식이 될 것

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유태우, 1999).

의료는 과학이자 또한 환자에게 의술을 베푸는 서비스이다. 모든 서비스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제공되는 것이 현대의

추세이다. 예로, 은행서비스는 현금출납기 등을 통해 우리 이웃에 24시간 서비

스를 제공한지 오래이고, 곧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홈뱅킹서비스도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에 있어서도 환자의 주 연령층이 컴퓨터 세대로 접어들고,

이들 대부분이 병원이나 진료소에 가서 받았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내 집

에서 내가 편리한 시간에 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를 희망한다면 의사는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즉 원격의료는 조만간 도래할 시대적 요구인 것이다.

과거 원격의료가 군진이나 교도소처럼 특정 집단에서 발전되었다면, 앞으

로는 점차 일차의료 중심의 원격가정 또는 재택진료의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

로 예측된다(고희정 등, 1999). 여기에는 전자왕진과 자동진료장치, 또는 진료

키오스크(kiosk ) 등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의사는 진료실에서 바로 환자 집

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왕진을 가게되며, 가정용 진단기구를 통한 진단과 간단

한 처방을 내리고, 주의사항 지시 등을 실제 진료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진료장치는 은행 현금출납기를 연상하면 되는데, 화면에 계좌상황 대

신 의사가 나타나 문진을 시행하고, 다음 처리사항을 지시하며 진료할 수 있

게 될 것이다. 진료 키오스크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의 진료

형태로서, 길거리나 지하철역에 흔히 보이는 매점 모습의 방에 들어가면, 자동

문진, 전자진단기구에 의한 진찰, 그리고 최첨단 스캐너에 의한 무혈검사 등이

시행되고, 진단과 처치 및 의사와의 상담 등이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유태우,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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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원 격의 료의 법 적 이 슈와 개 선방 안

1. 원 격 의료 의 위험 · 제약 요 인

가 . 원격의료의 위험요인

1) 불 법의 료의 발생

원격의료의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중에 불법의료 발생의 문제

가 있으며, 이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병원의 측면과 원격진단, 재택진료 등

의 원격의료의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의료상담과 사이버병

원에서의 불법의료의 측면을 먼저 살펴보겠다.

초기에 기존 대학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시작되었던 의료상담 사이트들

이, 현재는 의료시설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상의 사이버병원의 형태로 발전하

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 의료상담은 인터넷에 의하여 내담자가 전문 의료인

인 상담자에게 건강이나 치료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인터

넷을 통한 의료상담에서 제공되는 의료정보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추상적 의료상담정보와 구체적 의료상담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이인

영, 2000). 추상적 의료상담정보의 제공은 형식적 의료상담 으로, 구체적 의료

상담정보의 제공은 실질적 의료상담 이란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신현호,

2000).

그렇다면 인터넷 의료상담에서의 핵심 이슈는 의료상담 사이트를 통한 상

담이나 의사와 환자간의 이메일에 의한 교신이 의료행위를 구성하는지 혹은

진료계약을 성립하는지 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터넷으로 환자가

의사에게 질문하고 이에 의사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형식적 의료상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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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질병치료를 위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료계약을 성

립하지 않지만, 실질적 의료상담인 경우에는 환자측에서 진단치료에 관한 구

체적인 청약과 이를 위임하여 진료하겠다는 의료인의 승낙이 존재하므로 진료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이인영, 2000). 다시 말해서 인터넷

의료상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단순 의료정보의 제공을 넘어

선 의료상담인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의료상담, 사이버진료 등을 허용여부

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불법의료로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존 의

료기관이 사이버병원을 개설하여 인터넷으로 실질적 의료상담에 의한 진료를

할 경우 이를 인정할 것인지, 의료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의료상담만 전문적으

로 하려고 하는 순수 사이버병원을 허용할 것인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의 원격의료의 불법의료 발생의 문제를 살펴보면, 원격진단,

재택진료 등의 원격의료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허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따라 원격의료의 불법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원격의료를 시행함에

있어서 의사대 의사간의 원격의료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의사와 간호사까지만

허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의료보조인력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정해져

야 할 것이다. 또한 원격의료를 초진의 경우까지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재진

의 경우만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도 중요하며, 외국과의 원격의료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도 법에서 정하지 못한다면 불법의료 발생으로 인

한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2) 무 자격 진료 행위 의 발 생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인증서나 면허발급을 통한 자격인증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국가 내에서도 주마다 의사면허

가 다른 미국의 경우 원격의료를 하는 의사는 자신의 거주지와 원격진료 대상

환자의 거주지 양쪽에서 의사면허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격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무려 38개의 주 면허를 소지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고희정

등, 1999). 국경을 인접하여 있으면서 하나의 공동체인 EU의 경우,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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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럽연합 협정에 의해서 비준된 이동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국경을 넘는 진

료가 허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원격의료 행위는 회원국간에 증가되고 있으며,

원격자문같은 원격의료의 발달은 더 이상의 환자들이 움직일 필요도 없이 국

가간 진료를 행하게 하고 있다(Palm, 2000). 이로 인해 유럽 국가간의 원격의

료에서 자격인증 문제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자격자의 원격의료 행

위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

국내에서도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인증 제도없이 원격의료의 계

속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경우 무자격 진료행위로 인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환자와 외국의 의사들과의 원격의료가 이루어 질 경우, 유럽을

비롯한 국가간의 진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사와 기타 의료인들에 의한 무자격

진료행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격의료가 국제적 확산

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며(Department of Foreign

Affair s and International T rade Canada, 1998), 향후 원격의료가 더욱 활성화

되면, 의사의 국제면허 제도까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내법

의 대비도 필요로 된다.

3) 의 료분 쟁의 발생

원격의료의 도입에 있어서 의료과실 발생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있을 경우

에 대비하여 원격의료 시행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원격의료

시행시의 책임소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각종 원격의료 서비스가 성행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병원의 진료행위라든지, 원격자문과 원격진단, 재택

진료 등에서 과실이 발생할 경우에 심각한 의료분쟁들이 끊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사대 의사간의 원격자문이나 원격진료 시행시에 현지의사와

원격지 의사 중에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원격진료 시행

시의 책임, 의사와 환자간의 인터넷 의료상담시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의료분쟁 발생이라는 위험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미리 준비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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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원격의료의 제약요인

1) 환 자· 의료 인의 부적 응

먼저 환자의 원격의료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신감을 들 수 있다. 원격의료

가 아직은 보편적인 진료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

격의료의 급진적인 도입은 환자들에게 혼란과 두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소

비자의 수용 없는 원격의료의 시행은 원격의료의 궤도진입 실패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의료인에 있어서도 환자가 기다리는 진료실과 종이 챠트, 그

리고 줄쳐진 책에 익숙한 의사들에게는 단어조차 생소한 원격진료가 선뜻 반

갑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도 50세를 전후로 하여 원격의료를 수용하는 의

사들의 태도에 있어서 명백한 세대차이가 존재함을 보고하였다. 50세 이상의

의사세대에서는 기계공포(techno- terror )를 호소하였고, 이들 대부분이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컴퓨터 사용 환경에도 익숙하지 않았다고 한다(고희정

등, 1999). 이러한 기계문명에 대한 공포 외에도 실제로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

자의 직접 대면하는 만남이 줄어들고, 컴퓨터를 통한 화상진료가 이를 대신하

기 때문에 의사- 환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미국에서도 원격의료가

도입된 30여년 후인 1980년대까지도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에 대해 냉담하였

고, 원격진료 관련 연구는 대학병원이나 원격진료장비회사만이 주축이 되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진행되었다고 한다.

2) 원 격의 료장 비 보 급비 용의 발생

원격의료 도입의 경제성은 이미 전세계적 시범사업과 연구들을 통해서 알

려져 있으므로(이해종 등, 1996, Charles, 2000), 선행과제인 원격의료 실시의

투자비용, 운영비용, 통신료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원격의료 시행을

통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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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 술적 표준 의 부 재

원격의료의 표준화의 문제는 데이터의 개념규정, 코딩 또는 내용, 진단화상

(스피드, 해상도 및 화상크기)의 전송과 관련된다. 화상과 관련 정보의 포맷과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표준은 원격의료 디지털화상과 통신(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 )이다. 표준을 처음 개발한 곳은 미국 방사선대학(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과 국립전자공업협회(national electrical manufaturers

association )이다. 이러한 표준화가 원격의료분야에서는 아직 미비하다.

4) 원 격의 료의 의료 수가 적용 문제

원격의료의 원격자문, 원격진료, 인터넷 의료상담, 원격진단(원격방사선, 원

격병리) 등의 각 분야에 대하여, 원격의료 시행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격의

료에 대한 의료수가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한 재정문

제의 해결은 원격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숙제가 되고 있다.

그림 5. 원격의료의 위험·제약요인과 법적·제도적 대비

위 험 요 인

→

→

법적 개 선

불법의료의 발생

무자격 진료행위의 발생

의료분쟁의 발생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설정

원격의료의 자격인증

원격의료의 책임소재 마련

원격의료 표준화 미약

환자, 의료인의 거부감

장비보급 비용 발생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수가

환자와 의료인의 인식변화유도

원격의료장비 보급비용 발생 해결

원격의료를 위한 표준화

원격의료의 의료수가 적용

제 약요 인 제 도 적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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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 국 의 입 법 동향

가 . 인터넷 웹사이트 규약

인터넷 사이트들을 위한 규약인 HON code에서는 인터넷 의료상담에 대한

원칙을 두고 있다28 ) . 제1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의학적인 상담은 반드시

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비전문가의

조언임을 명시해야 하도록 하였다. 제2조에서는 웹사이트의 정보는 환자(사이

트 방문자)와 그들의 실제 진료를 맡고 있는 의사들간의 실제 진료행위를 대

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

여, 실질적 인터넷 상담보다는 형식적 인터넷 상담에 비중을 싣고 있다.

나 . 미국의 입법동향

1) 미 국의 학협 회

미국의학협회에서는 인터넷 의료상담에 대하여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한

협회의 현 의견을 밝히고 있다29) . 통신매체에 의한 의료상담은 일반국민들에

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견지에서, 비록 통신매체에 의한 의

료상담이 극히 제한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나, 적절히 이용된다면 기

존의 의료서비스를 보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

놓고 있다. 또한 통신매체에 의한 상담에서 의사는 진단을 내려서는 안 되며,

상담에 응하는 의사는 상담자로부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28) Health On the Net Foundation code. 1996. 7.
29) E- 5.025 Physician Advisory or Referral Services by T ele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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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웨 스트 버지 니아 주의 입법 동향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하여 두 가지의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웨스트버지니아 주 내에 있는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를, 웨스

트버지니아 주에 있는 의사나 대리인이, 전자적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 다른

곳에 있는 의사에게 전송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첫째로 원격자문의 형

태를 통해 그곳의 의사로부터 진단이나 치료에 관한 진료소견을 받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고, 둘째로는 다른 곳의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는 경우의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30 ) .

3) 몬 태나 주의 입법 동향

몬태나 주에서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원격의료의 자격에 대한 법안이 시

행되고 있다. 몬태나주 의료심사위원회에서 발급된 원격의료 인증서 취득자

이외에는 원격의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 법에 따르면 의료 행위를 허가하

는 의사의 면허 종류로서 기존에 있던 의사면허(physician ' s certificate), 제한

적 면허(restricted certificate), 임시면허(temporary certificate)에 새로이 원격

의료면허(telemedicine certificate)가 추가되었다31) . 이 원격의료면허가 없이는

원격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 . 유럽의 입법동향

1) 유 럽의 사 상 임위 원회

유럽의사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f european doctors )에서 채택한

30) West Virginia Code. Sec. 30- 3- 13.
31) Montana Code. Sec. 37- 3-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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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대한 윤리 가이드라인에서는 의사가 이전에 환자를 진찰한 적이

있거나 현재의 문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통신매체에

의한 원격자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32) .

2) 영 국의 입법 동향

영국의 general medical council에서는 1998년 11월 온라인 또는 전화에 의

한 상담이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입장을 표시하였다33) .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상담이나 처방은 의사가 환자를 이전에 진찰한 적이 없는 경우, 어떠한

검사결과도 알 수가 없는 경우, 적절한 추적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 시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의사는 그 서

비스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도움이 된다고 판

단되면 지역의사협회나 의료법률 협회에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3) 독 일의 입법 동향

독일에서는 의사는 편지 왕래만을 통해서는 의료상담을 포함한 어떠한 의

학적 치료도 환자에게 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통신매체나 컴퓨터 네트워

크를 통하여 의료상담이나 의학적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34) .

라 . 일본의 입법동향

일본에서는 정보통신기기의 개발 및 보급에 힘입어 의료기관과 의사 상호

간을 중심으로 환자의 병리 화상 등을 전문의에게 전송하고, 진료상의 지원을

32) Ethical Guidelines in T elemedicine(CP 97/ 033). 1997. 4.
33) Providing advice and medical services on - line or by telephone. 1998. 11.
34) B.II. §7, Par . 3; German Model Regulations for the Professio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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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시스템이 이미 일부에서 실용화되면서 1997년 당시 후생성은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한 진료에 대한 통지를 내린바 있다35 ) .

1997년 12월 24일 각도도부현 지사앞으로 내려진 통지에서 향후 예상되는

원격의료의 형태 중에서 의료기관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상호간으로 행해지는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와 대면해 진료를 하는 것이

므로, 의사는 스스로 진찰하지 않고 치료하거나, 진단서나 처방전 교부하거나,

또는 스스로 출산에 입회하지 않고 출생증명서 혹은 사산증서를 교부하거나,

스스로 검안하지 않고 검안서를 교부하여서는 안된다 고 밝히고 있는 의사법

제20조 및 치과 의사는 스스로 진찰하지 않고 치료를 하거나, 진단서나 처방

전을 교부해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치과 의사법 제20조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의사대 의사간의 원격의료 형태가 아닌 환자의 가정과 직접 연결하여 행해

지는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일본 의사법 제20조 등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진료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해 행해지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원격의료는 어디까지나 직접의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의사법 제20조 등에 있어서의 진찰이라고 하는 것은, 문

진·시진·촉진·청진·기타 수단의 여하를 묻지 않고 있다. 일본 후생성에서

는 현대 의학의 기준으로 할 때, 질병에 대해 일단의 진단을 내리기 얻을 정

도의 것이면 진찰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원격의료

가 직접 대면진료에 의한 경우와 동등하지 않다고 해도 대면진료를 대체할 정

도로 환자 심신의 상황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얻어지는 경우에는, 원격의료를

하는 것은 일본 의사법에 저촉되지 않고 있다. 　 　

일본 후생성에서 밝히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초진 및 급성기의 질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의 대면 진료에 의해 진

료하도록 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바로 전까지 상당 기간에 걸쳐 진료를 계속

해 온 만성기질환의 환자 등, 병상이 안정되어 있는 환자에 대해 하도록 하고

35)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에 대해서(후생성 고시 제1075호). 199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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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원격의료의 시행은 환자측의 요청에 의해 시작하고, 환자측의 이점을 감

안해 시행해야 하며, 직접의 대면 진료와 적절히 편성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

다. 원격의료 시작시 환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

를 얻은 다음 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기기의 사용 방법, 특성 등에

대해서는 정중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원격의료의 책임소재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대면 진료와 마찬가지로 진료

실시의 책임은 진료를 실시한 의사 또는 치과 의사가 지도록 하고 있다. 원격

의료를 시행하면서 의사 또는 치과 의사가 환자 또는 그 가족 등에 대해 상응

하는 지시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와 주의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책임은 그 가족이 지도록 하고 있

으며, 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재진 시에 전화나 텔레비젼 화상을 이용하는 원격의료에 대하

여 진료수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본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대로36 ) 후생성

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요양비용의 금액 산정방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다37) .

일본 후생성은 이를 2000년 3월 17일 개정하여 전화，텔레비전 화상 등을 통

과시킨 재진에 있어서 팩시밀리 또는 전자 메일 등에 의한 것은 포함하지 않

는다는 규정을 신설하었다.

마 . 말레이시아의 입법동향

1) M SC 사업 과 관 련된 입법 활동

말레이시아의 원격의료와 관련된 입법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1994

년 발표되어 1996 후반 본격화된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 전략에 대

한 고찰이 필요하다. MSC 전략은 말레이시아 수도 콸라룸푸르와 신국제공항

36) 일본 건강보험법. 제43조의9 제2항.
37)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에 필요한 비용 산정법(후생성 고시 제54호). 1994. 3.

- 78 -



을 멀티미디어 정보 고속도로로 연결하고 이 사이에 두개의 신도시를 만든다

는 계획으로서, 2020년 선진국 진입이란 비전을 내건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

리가 국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거대사업이다. MSC의 목표는 공업중진국에

서 일거에 정보란 미래산업을 움켜쥔 첨단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콸라룸푸르 시내와 교외에 건설된 신국제 공항을 연결하는 남북 약 50

㎞, 동서 약 15㎞를 멀티미디어 회랑(corridor )으로 건설되고 있다.

표 8. 말레이시아 MSC 7대 우선과제

구분 항목

멀티미디어 개발

전자정부

다목적 스마트카드

스마트 스쿨

원격의료

멀티미디어 환경

연구개발집단

범세계 제조망 (Worldwide Ma nufa cturing We b)

국경없는 마케팅 센터

말레이시아 MSC의 7대 우선과제 중에 원격의료를 포함하고 있어 말레이

시아는 이를 통하여 원격의료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보건의료

의 제공에 있어서 정보, 원격통신, 그리고 멀티미디어 기술의 사용 즉 원격의

료는 환자치료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말레

이시아는 원격의료를 통합하여 국가의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활용하기 위한 시

도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말레이시아의 원격의료에 대한 목표는 원격의료를 통하여 전통적인 전달체

계를 뛰어넘어 모든 말레이시아인에게 더욱 원활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

스에 대한 접근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현재의 멀티미디어와 정

보기술의 장점을 원격의료의 분야에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적인 해법을 개발함

으로써 말레이시아인들에게 더 높아진 보건의료서비스를 누리게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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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를 원격의료의 서비스, 제품, 교육을 위한

세계적인 중심지로의 개발을 이끌어서, 말레이시아인들에게 획기적인 원격의

료서비스 제공하겠다는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Malaysia, 1997).

이러한 원격의료의 비젼을 이루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

와 전세계에서 유치한 기업들에게 시행될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 이

응용프로그램들은 MSC 내부 및 외부의 여러 사이트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관련정책으로서 말레이시아의 MSC 전략에 참여한 기업들의

성공을 보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보기술 및 멀티미디어 환경 조성에 대한 종

합적이면서 현실적인 법률구조를 제공하기 위해 사이버법의 틀을 마련하고 있

다.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서 1997년부터 전자서명법안, 저작권법개

정안, 멀티미디어법안, 컴퓨터범죄법안, 원격의료법안과 같은 입법활동을 시행

하여 왔다.

먼저 전자서명법안이 1998년 10월 1일 시행되었으며38), 이는 전자서명의

사용을 통해서 온라인 거래의 보안을 유지하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전자거래

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은 인증기관의 허가, 전

자서명의 인정을 위한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에 대한 허가와 감시를

위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관을 임명하고 있다. 저작권법개정안은 1987년의

저작권법을 수정한 법안으로 1999년 4월 1일 시행되었다39) . 이 법안은 인터넷

을 통하여 저작물을 불법전송하는 것을 저작권법 침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년 동일 통신 및 멀티미디어법안이 시행되어40 ), 원격통신, 방송, 그리고 컴퓨

터 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법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 컴퓨터범죄법안은

2000년 6월 1일 시행되었으며4 1), 이 법은 컴퓨터의 오용에 의한 범죄를 차단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은 컴퓨터에 대한 불법접근, 다른 범죄를 일으

키려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접근과 컴퓨터의 저장내용을 수정하는 행위 등에

38) T he Digital Signature Act 1997.
39) T he Copyright (Amendment ) Act 1997.
40) T he Communication s and Multimedia Act 1998.
41) T he Computer Crimes Ac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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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다루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원격의료의 관련 입법의 핵심이 되는 원격의료법안은 의료인

이 오디오, 비디오, 그리고 자료전송을 통하여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틀

을 제공하기 위한 입법이다42) . 1997년 제안되어 아직까지 시행되지는 않고 있

으나 곧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말 레이 시아 원격 의료 법안

말레이시아 원격의료법안 제2조에 따르면 원격의료라 함은 음성·영상·데

이터통신을 이용한 의료의 시행을 의미한다고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다. 원격

의료의 시술자격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원격의료법안 제3조에서는 말레이시아

의료심의회에서 발행한 원격의료 시술인증서를 취득한 의사로 한정하고 있다.

원격의료 시술인증서의 발급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를 행하려는 의사가 말레이

시아 의료심의회에 발급신청을 하면, 말레이시아 의료심의회는 3년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외부의 해외에서 원격의료를 행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말레

이시아 의료심의회에서 발행한 원격의료 시술인증서를 취득한 외국인 의사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이 경우, 말레이시아의 원격의료 시술인증서를 갖춘 외

국인 의사가 원격의료를 시행할 때에는 원격의료 시술인증서를 취득한 말레이

시아의 내국인 의사를 통해서만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아닌 의료인의 경우에는 즉 간호사, 조산사, 의료보조원이 원격의료

의 시술을 행할 때는, 우선 말레이시아 보건청장이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야 하며,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시술되는 경우만을 허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원격의료법안에서는 원격의료의 시술을 환자에게 행하기 전에

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의사는 환자의 서면동의를 받기 위하여

42) T he T elemedicine Ac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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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한다. 환자는 장차 간호 또는 치료받

을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음이 없이 언제든지 자신의 동의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는 점, 원격의료의 결과·이익·잠재적 위험, 원격의료의 상호과정에서

취득 또는 공개된 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보호가 적용된다는

점, 원격의료 상호과정에서 초래되거나 그 동안에 교환 또는 이용된 환자 또

는 환자에 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모든 영상 또는 정보는 환자의 동의없

이 어떠한 연구자나 기타의 자에게도 유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이다.

말레이시아 원격의료 법안 제6조에서는 원격의료를 행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시설물, 컴퓨터, 장치(apparatus ), 기구, 장비, 도구(instrument ), 재

료(material), 물품(article), 물건(substance)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에 대하여

보건부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 . 소결

원격의료에 대한 외국의 입법동향을 보면 인터넷 사이트의 규약인 HON

code는 사이트를 방문한 환자에 대한 의료상담은 반드시 자격있는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미국의학협회에서는 통신매체에 의한 상담

에서 의사가 진단을 내리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원격자문과 원격진단 유형의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몬태나주의 경우 원

격의료면허를 부여하여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의사를 관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유럽의사 상임위원회는 통신매체에 의한 자문은 환자에 대한 충분한 사

전지식을 가진 경우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영국도 같은 입장이나 독일은 이

를 금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허용되는 원격의료의 유형으로 의사간의 원격

자문 형태와 환자대 의사간의 재택진료 형태를 인정하고 있으나 재택진료의

경우 반드시 재진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MSC 사업

전략에 따라 원격의료를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있고, 원격의료를 통한 보건의

료서비스 확대를 꾀하기 위해 원격의료법안이 마련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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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 격 의료 와 관련 된 현 행법 령 의 검 토

가 .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1) 인 터넷 의료 상담 과 사 이버 병원 의 허 용범 위

인터넷 의료상담의 진료성립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터넷상의 의료

정보 제공에 의한 의료상담에 대해 다루고 있는 현행법령은 없다. 그러나 인

터넷 의료상담의 진료성립여부와 관련된 현행법령으로는 대법원판례와 의료법

제3조, 제18조, 제30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대법원 판례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

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라고 정의하였다43) . 의료

법 제3조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고 하였고, 그 종

별에 대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

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고 있다. 의료법 제18조에서는 의료업에 종사

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

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접진료의 원칙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의료법 제30조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하여 의료

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도

록 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보건

43) 대법원 선고 98도2481 판결. 199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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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경우,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행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

관내에서만 의료업을 행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인터넷 의료정

보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상담을 규정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는 문

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인터넷 의료상담에 대하여 의료법 제30조에서 의료기

관의 개설에 대하여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지 아니하고 사이버 처방전만 발급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동사항을 적발 시는 행정처분하고 있다.

현행법령은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경우만 의료행

위로 인정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진료적 성격의 의료상담(실

질적 인터넷 의료상담), 사이버병원, 사이버처방 등에 대하여 다루지 않고 있

어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이어 등장하고 있는 이러한

사이버 의료에 대하여 규제한다든지 일부 허용한다든지 하는 조항을 담고 있

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로 인해 향후 예상되는 원격의료 등의 본격적인

도입에 대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는 행위들에 대해 의료행위의 범위를 보다 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기 타 원 격의 료의 허용 범위

원격의료의 범위에 관하여는 현행법에서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 수술 등의 행위 를 의미하고 있다. 여기서 진

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

으로 그 진단방법에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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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써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진료행위가 의료업으로 행하여지려면

의료법 제 30조 1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서는 의

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내에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일반적으로 현행 의료법 제 18조 제 1항에 위배된다고 해석된

다. 의료법 제18조 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

다 고 밝히고 있어 이는 직접 대면 진료를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1987년 보건복지부의 전신인 보건사회부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법 제18

조 규정에 의하면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가 자신이 진찰 검안한 것이 아니면

검안서·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아니하고 방사선 사진과 환자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절치된 치

아만의 판단으로 진단서를 교부하였다면 자신이 환자를 직접 진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법 제 18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고 하였다.

외국의사와 국내환자 사이의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는 외국인 면

허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외국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의한 원격진료

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우리 나라와 유사한 법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후생성의

통지를 통해, 진찰의 개념이 직접 대면이 아니더라도 현대 과학기술로 같은

효과를 낼 경우 이를 적법한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현행 의

료법은 복지부 유권해석 등에서 직접대면 진료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

석되고 있어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현행의료법이 원격의료를 수용할 수 없어,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원격의료 관련 사업들의 진행과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원격의료의 효율성, 시장성이 인정되어 각국이 앞다투어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임을 인식한다면, 원격의료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격의료의 허용 범위, 초진시 원격의료 허용 여부, 외국 의사의 원격

의료 허용 여부 등의 원격의료 허용범위와 같은 주요한 사안에서부터 법률적

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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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원격의료의 자격인증

국내 현행법령으로는 원격의료를 의료행위의 개념을 포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에 대한 규정은 담고

있지 않다. 다만 의료법 제25조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인

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

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

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

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 원격의료의 책임소재

자격인증 부분과 마찬가지로 현행법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

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령신설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료인의 책

임소재와 관련해서는 민법상의 계약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 책

임(민법 제750조) 규정이 있지만, 원격의료의 책임소재 주체에 대해서는 현행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86 -



4. 원 격 의료 에 대한 법 적 인 개 선 방안

가 .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설정

1) 인 터넷 의료 상담 과 사 이버 병원 의 허 용범 위 설 정

인터넷에 의한 의료상담은 원격의료의 범위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개념으

로서, 단순한 의료정보만을 제공하는 형식적 의료상담과, 사이버진료를 포함하

는 실질적 의료상담으로 나누어진다. 외국의 입법 사례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의료상담에 있어서 실제적인 진료행위는 대체

로 규제하는 추세에 있으며, 허용하더라도 진료하려는 환자에 대해서 상태파

악을 하여 충분한 진료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의료상담과 사이버병원에서의 진료 허용의 기준으로 우선 인터넷 의료

상담에서는 단순한 의료정보만 제공하는 형식적 의료상담만 법적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단 환자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재진

인 경우에 한하여, 실체를 가진 기존 병원이 설립한 사이버병원인 경우라면

실질적인 의료상담을 할 수 있도록 예외로 할 것을 제안한다.

2) 기 타 원 격의 료의 허용 범위 설정

현행 의료법이 직접 대면을 전제로 한 것이며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현행 법령의 개선 없이 해석상의 방법만으로는 문

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 따라서 원격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마

련할 것을 제안하다.

원격의료의 시행을 위해 먼저 원격 진단서 교부를 가능하게 하여야 하며,

원격지에서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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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 범위에 있어서는 직접 대면 진료후의 동일 의사에 의한 재진인

경우로 원격진료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원격의

료를 인정할 것과, 또한 현지에 현지의사가 있거나 방문간호사업에 의한 방문

간호사가 있는 경우로 원격진료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원격의료를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외국의사와 국내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조류를 따라

서 점진적 개방을 추구해야 할 것이므로, 외국 의사가 국내 원격의료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허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우선은 국내에서의 원격의료의 진행

상황이 더 중요한 변수이므로 국내 의사들의 원격의료 면허 취득을 통한 원격

의료 시행의 면면을 검토한 후에 점진적인 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

다. 그러므로 일단은 외국 의료인에 의한 원격의료는 불허할 것을 제안한다.

나 . 원격의료의 자격인증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두어 원격의료 시

행의 안전성과 질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면허 등을 도

입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심의회를 구성하고 원격의료 면

허를 받은 자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자에게 면허 혹은 인증서

를 발급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원격의료의 면허는 원격의료를 행하는 의사

와 간호사에게 발급하되, 원격진료나 원격자문 등을 행하는 의사에 대한 원격

의료 인증과, 방문간호사업을 행하는 간호사의 원격의료 활동에 대한 간호사

에 대한 원격의료 자격인증으로 나누어 면허 발급을 할 것을 제안한다.

다 . 원격의료의 책임소재

외국의 입법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원격의료에서 의료사고 발생시의 책임

은 의료를 시행한 의료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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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따라서 원격자문의 경우 자문을 받아 진료를 시행한 현지의사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단, 실체를 가진 기존병원에서 설립한 사이

버병원의 인터넷 의료상담 및 재택진료 시행을 통한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실

시의 책임은 진료를 실시한 원격지 의사에게 둘 것을 제안한다.

또한 원격의료의 시행전에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의사는 환자 및 그 가족에

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환자는 장차 간호 또는 치료받을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음이 없이 언제든지 자

신의 동의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는 점, 원격의료의 결과, 이익, 잠재적

위험, 현행 원격의료 과정에서 취득 또는 공개된 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

하여 비밀보호 적용된다는 점, 원격의료 과정에서 초래되거나 그 동안에 교환

또는 이용된, 모든 영상 또는 정보는 환자의 동의없이 어떠한 연구자나 기타

의 자에게도 유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이다.

5. 원 격 의료 의 제도 적 개 선방 안

가 . 환자와 의료인의 인식변화 유도

전통적인 방식과 원격의료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진료결과 측정하고, 그 결

과의 안전도와 성과를 측정하여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충격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바른 정보를 환자들에게 홍보

함으로써 환자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유도해야할 것이다.

원격의료망의 이용을 증가시키는 길은 의사의 수용성을 촉진하는 것에 있

다고 할 수 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의사가 원격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

으려고 하는 것은 환자와의 스케줄조정의 어려움, 정확한 진단불가능, 원격의

료기술의 무지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저항감에서 나온다고 한다. 따라서 성공적

인 운영을 위해서는 원격의료기술이 의사의 욕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한정된

경험과 컴퓨터 기술을 지닌 의사를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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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인을 수용할 수 있는 원격의료의 과학기술 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대화자의 눈높이를 맞춘 카메라가 등

장시키고, 실물크기의 선명한 화상과 깨끗한 음질의 대화가 점차 가능해 하고

있으며, 이로 의료인을 배려한 기술이 발전할 수록 의료인의 원격의료에 대한

공포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진료 측면에서도 다양한 의료장비의 개발로 심전

도나 방사선 영상뿐만 아니라 혈액, 소변 검사 심지어 원격 촉지 장갑까지 개

발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나 . 원격의료장비 보급비용 발생문제 해결

전자의무기록과 원격의료를 실행하기 위한 의료 장비들이 고가이면 보급에

어려우므로, 고성능의 의료 장비들을 소형화하고 모듈화하여 저렴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격진료는 시스템 구축비와 높은 통신

비용 문제의 대처 방안 가운데 하나는 시스템의 다목적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다. 보건 교육, 보건 행정, 그리고 기타 의료 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하여

기반 비용을 여러 용도에 분산시킬 수 있다(고희정 등, 1999).

다 . 원격의료를 위한 표준화

최근의 국제개방화 정책과 표준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등

G7선진국들은 정보통신 사업의 주도적 위치 확보를 위해 표준화를 전략적 분

야로 설정하고 막대한 인력과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이는 급속한 기술에 발

맞추어 표준화와 제품 개발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자국의 개발방식과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하게 하여 정보통신 산업의 주도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국제 표준화 기구와 지역 표준화 기구간의 협조 체계의 구축이 급

속히 강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관련 표준화 대상의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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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및 복잡화에 대응하여 제한된 표준화 관련 자원을 중복됨이 없이 배분함

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표준화를 이룩하기 위함이다. 이미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와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간

에 JT C(Joint T elecommunications Committee)을 통한 협력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최근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표준화 기구 지원을 통해

국제 표준화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박광석 등, 1999).

외국의 의료정보 표준화의 예를 보면 전송(transmission )의 표준화로서

health level seven (HL7)이 의료정보 표준화의 가장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기종 컴퓨터에 분산된 의료정보의 대용량 정보처리라는 병원전산화의 본질

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미국에서는 의료정보 표준화를 HL7에 개발하고 있

다. DICOM 3.0은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로 이루어져있는 의료영상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히 전송하기 위해 구미 선진국에서는 의료 영상 데이

터용 프로토콜의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기 제작회사

에서는 이들 표준을 채택하고 있어 세계 표준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표준 제정 작업의 신속화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

으며, 원격의료를 포함하여 보건의료망을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표

준화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정부가 의료관리연구원에 보건복지망 표준원을 설

치하였다(박광석 등, 1999). 보건복지망 표준원의 표준화 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여, 표준화를 전략적 분야로 설정하고 연구 인력과 자본에 투자를 기울여야

한다. 표준화 대상은 용어, 코드 등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진

료 방식, 서식, 행정시스템 등 각 의료기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 그

중 용어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므로 표준화는 의료행위를 나타내는 용어의 표

준화부터 진료기록의 형식 및 서식, 이들 정보를 통신하는 방법, 이에 필요한

기자재 등의 표준화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할 것이다. 광의의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정보 표준화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행위 및 양

식을 규정하는 것이나 이는 너무 광대한 작업이고 의무기록 양식과 용어, 그

리고 이들을 전산화하기 위해 필요한 코드의 표준화 및 의료기관간의 통신 양

식에 대한 규정 등을 일차적으로 표준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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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원격의료의 의료수가 적용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원격방사선판독, 병리판독 및 심전도판독은 현

재 의료수가로 책정되어 보험상환을 받고 있으며, 전문의 자문, 전자왕진, 문

진, 및 정신과 면담 등이 조만간 등재될 가능성이 있다(고희정 등, 1999). 일본

에서 전화 또는 텔레비젼 화상 등을 통한 재진에서 기존진료료 즉, 재진료를

인정한 것은, 불필요한 재진 방문을 줄여가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규

제개혁위원회, 2000), 텔레비젼 화상을 통한 원격의료의 진료수가를 인정한 것

이다. 원격진료수가 문제는 국내 원격진료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 나라의 의료

지불방식에 따라 연구되고 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원격방사선 판독이 국내에서 활성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원격병리와 함께

보험에서 지불을 시작한 유일한 원격의료라는 점이 있다(고희정, 1999). 우리

나라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울진 보건의료원과 경북대학교 병원간의 원격의

료에서는 계약을 맺어 원경방사선의 경우 현행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하고 있

고, 원격자문의 경우 건당 5,000원씩을 환자로부터 징수하여 경북대학교 병원

에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이인영, 2000).

그러나 혼란이 없도록 의료보험수가의 적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격의료의 진료수가는 비용- 편익개념에 근거한 보다 적정한

진료수가 산정은 원격의료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이인영, 2000).

또한 원격의료에 의한 서비스는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고 동일한 서비스라도

소요되는 재료의 종류, 질 및 양에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상대가치 척도에 의

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채영문, 1996). 원격의료의 진료원가 및

수가 보상범위는 현재의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범위, 추가적 보

상범위내의 원격증분원가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격진료의 수

가는 현행 보험수가 항목의 행위료에 인건비 등의 추가원가요소 분의 가산료

를 합한 행위료(기술료)와, 통신료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염용권 등,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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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결 론

경제성과 효율성이 입증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도입 및 활용이 확산되고 있

는 전자의무기록과 원격의료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의 위

험·제약요인으로 인한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 이에 대한 연구들이 기존에

있었으나 이전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외국의 입법례를 다루지 않고 있는데, 이

것은 외국에서도 극히 최근에서야 전자의무기록·원격의료에 대하여 도입을

추진하는 입법활동이 활발해 졌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전자의무기

록·원격의료의 법적·제도적 정비를 위한 모형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보건복지분야 정보화의 특수성을

감안한 연구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보건복지정보의 전반적 내용을 다룰 수

있는 법령정비의 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다

룰 수 없었던 최근 개정된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북미, 유럽, 아시

아 등에서의 최근에 이루어진 법개정의 동향을 분석 및 파악하였다. 또한 현

행 국내법과 분석된 외국법령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법적 개선안을 도출하

였으며, 제안된 개선안의 시행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과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의 제도적 개선방향까지 다루었다.

본 연구의 결과 전자의무기록의 도입 과정에는 전자의무기록 인정을 둘러

싼 분쟁의 발생, 사생활침해와 시스템해킹, 전자의무기록의 소유권 다툼 등의

위험요인과, 의료정보 표준 및 통일화나 표준에 의한 기술 개발의 미비 등의

제약요인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의 저장 및

효력을 인정하고, 사생활보호 및 시스템 보안장치를 마련하며, 전자의무기록의

열람 및 전송을 인정하기 위한 법령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도 표

준화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격의료의 도입과정에는 불법의료, 무자격 진료행위, 의료분쟁의 발생이라

는 위험요인과, 원격의료를 위한 표준화 미비, 환자와 의료인 등의 부적응,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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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급 비용의 발생, 원격의료에 대한 진료수가 등의 제약요인이 따르고 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이에 대한 극복 방법으로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설정, 원격의

료를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의 인증, 원격의료 시행시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법

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병원의 진료행위에는 엄격

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도적인 면에서는 원격의료의 표준화

및 원격의료의 진료수가를 인정하여 원격의료의 시행을 촉진하고 있다.

국내의 현행 관련법령 하에서는 앞에서 나열한 위험·제약요인들을 극복하

고 전자의무기록·원격의료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외의 입법동향 등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 각

이슈별로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법적인 개선안들을 묶

어서 하나의 법안으로 정리한 (가칭)의료정보화 촉진법(안) 을 제안한다. 자세

한 법조문은 본 연구의 부록에 첨부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된 법령을 간략히 정리하면 제1장 전자의무기록, 제2장 원격의료로 구

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의 법적효력을 인정하고 보존방법과

보관시설에 대해 규정하면서 전자의무기록의 열람 및 전송의 허용에 대한 내

용을 다루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였던 전자의무기록의

사생활보호와 보안에 대한 규정도 들어있다. 제2장에서는 인터넷 의료상담에

대해 정의하고 사이버병원의 허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자격 면허제도에 대한 규정과 의료과실 발생시의 책임문제와 원격의료

시행전 환자의 동의사항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다.

이러한 법이 시행되기까지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기술의 표준화,

시행의 주체인 환자와 의료인들의 신기술에 적응과 긍정적 인식, 장비보급의

문제 해결, 보험수가의 인정 등의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들

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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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가칭 )보 건의 료정 보화 촉 진법 (안 )

제1장 전자의무기록

제1조 (법적효력) ① 의료인은 의무기록을 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전자매체에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의무기록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③ 컴퓨터 등에 보관된 전자문서나 출력물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며, 재판 기타의 법적 절차에서 증

거능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2조 (보존방법과 보관시설) 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을 전자문서로 보존

하는 경우에는 위조, 변조 및 훼손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

다.

② 의료기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공인된 의무기록사에 의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점검받아야 하며 의무 기록의 무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의무기록실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의무기록을 보존기간대로 안전하게

관리 및 보관할 수 있는 전자문서 저장시스템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제3조 (열람 및 전송) ① 의료인은 동일 환자의 치료목적상 다른 의료기관

에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의무기록, 임상소견서, 치료경위서, 음성이나 동화상

정보를 포함한 검사기록, 방사선필름의 컴퓨터 통신을 통한 열람이나 전송을

요구받은 때에는 환자의 동의하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이 전자적으로 기록된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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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자의무기록의 사생활보호와 보안) ① 의료인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시키거나 그 기록의 내용탐지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자적 기록저장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에 저장

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누설과 불법접근, 시스템 보안유지를 위한 보호수단

을 갖추어야 한다.

제2장 원격의료

제5조 (인터넷 의료상담과 사이버병원) ① 인터넷 의료상담이란 인터넷에

통하여 내담자가 전문의 혹은 전문간호사 등의 전문의료인인 상담자에게 건강

이나 치료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② 인터넷을 통한 의료상담은 실질적인 진료를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단순

한 의료정보의 제공 이외에는 할 수 없다. 단, 다음 제3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병원은 실체를 가진 기존 병원에서 설립한 경우

에,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실질적인 의료상담을 인정한다.

제6조 (원격 진단서 발급) ① 원격지에서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

사 또는 한의사는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① 원격의료는 직접 대면 진료후의 동일 의

사에 의한 재진인 경우로 원격진료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 원격의료를 인정한다.

② 제7조 제1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있는 현지에 현지의사가 있

거나 방문간호사업에 의한 방문간호사가 있는 경우로 원격진료의 실시가 필요

하다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원격의료를 허용한다.

③ 추후 개정이 있을 때까지 외국 의료인에 의한 원격의료는 허용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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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원격의료 면허) ① 원격의료의 안전성, 질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

부는 원격의료 심의회를 구성하고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면허

를 발급해야 한다.

② 원격의료의 면허는 원격진료나 원격자문 등을 행하는 의사에 대한 원

격의료를 인증하는 면허와, 방문간호사업을 행하는 간호사의 원격의료 활동에

대한 간호사에 대한 원격의료를 인증하는 면허로 나눈다.

제9조 (원격의료의 책임소재) ① 현지 의사가 원격지 의사에게 원격자문을

받아서 진료를 시행한 후에 의료과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환자에게

진료를 행한 현지의사에게 책임이 있다.

② 기존 병원에서 설립한 가상병원에서 인터넷 의료상담을 받은 후에 의

료과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료를 실시한 원격지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

③ 재택진료를 통하여 원격지 의사가 환자의 원격진료 실시한 후에 의료

과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료를 실시한 원격지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

제10조 (원격의료 시행전 환자의 동의) ①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는 의사

는 원격의료를 행하기 전에 환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호를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환자는 장차 간호 또는 치료받을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음이 없이 언

제든지 자신의 동의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는 점

2. 원격의료의 결과, 이익, 잠재적 위험

3. 현행 원격의료 과정에서 취득 또는 공개된 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보호 적용된다는 점

4. 원격의료 과정에서 초래되거나 그 동안에 교환 또는 이용된, 모든 영

상 또는 정보는 환자의 동의없이 어떠한 연구자나 기타의 자에게도 유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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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son why the introduction of computer-based medical record &

telemedicine is getting w orldwide is that it can bring about better benefits

and effectiveness when applying the cutting edge of electronic signature,

security system, CPR system, telem edicine system and so on .

As the internet technology progressed and the inform ation-oriented

society developed, how ever, the field of health care unprecedentedly faced

a new situation, which made it very difficu lt for the current m edical law

to accept the computer-based medical record & telem edicine. Moreover,

some parts of the system are not congruent with the current law and the

introduction of these system m ay have such risk factors as invasions of

privacy, system hacking, medical conflicts, unauthorized medical practice,

and medical malpractice, along w ith such constraints as non-existence of

standardization, distrust betw een medical staff and p atients, extra cost of

supplying equipment and recognition of medical insurance reimbur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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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hose obstacles, medically advanced countries already introduced

the system . This study took into consideration the w ays of overcoming

these difficulties through the legitimate breakthrou gh .

The computer-based medical record has the pattern of EPR, EMR, CPR,

EHR as w ell as authentication and security system . The 1970' s saw the

introduction of the computer-based m edical record in Korea. We haven't

yet achieved the CPR level but the leading hospitals are in the process of

getting there soon. Medically advanced countries like Am erica already

introduced the system in late 1960' s and m ost countries in Europe are

u sing the system to their purp oses.

According to the analyses of legislative proceedings concerning the

system of America, Europ e, Jap an and so forth, I have found that they

validate the computer-based medical record by law and the privacy is

protected by law, that is, to get health care provider to implement policies

and procedures to inclu de safegu ards for preventing the p atients' p ersonal

information from getting out.

After taking stock of the current law, I have that found it is necessary

to validate the storage of the computer-based m edical record by law and

allow it to be stored in an electronic m edium .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m ake law 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p atients' electronic

record and the security system along with reference and transmission of

the electronic m edical record . I also w ant to su ggest that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like CPRI should be formed to standardize and institu tionalize

m edical information like medical terms and electronic medical record . One

of the practical step s m ay be to make a national long-term plan to

institu tionalize the transmission of the electronic m edical record and the

standardization of the system .

Telem edicine consists of tele-consultation & tele-diagnosis, tele-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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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are inclu ding tele-monitoring, tele-education and cyber-hospital with

m edical consultation throu gh internet. Telem edicine system has

technological qu alities of data terminal, server, inform ation super highw ay,

PACS and what not. The Exhibition projects of variou s kinds for

telemedicine has been conducted after the introduction of

video-conferencing & tele-diagnosis teleconferencing for the first tim e in

1988. When it comes to medically advanced foreign countries, Am erica

started implementing telemidicine projects in the 1960' s, Canada in the

1970's, Malaysia in 1997.

As for the legislative trends in foreign countries concerning telemedicine,

Am erica approves of telemedicine in the form of tele-consultation &

tele-diagnosis and screens out the qu alifications to issue licences for

telemedicine. Doctors in Am erica and Europe are advised not to diagnose

the patients throu gh telecommunication advisory services. Tele-consultation

am ong doctors and telemedicine betw een the doctor and the second-tim e

p atients are being approved of in Jap an.

According to the examination on the current law s concerning

telemedicine, it is u ltim ately necessary to legislate regarding setting the

restrictions of internet m edical diagnosis, permissible scope of telemedicine,

approval of qu alifications throu gh license and clarifying w here the

responsibility of the telemedicine lies and the like. I also su ggest that the

governm ent should make institu tional devices to promote better

understanding both the m edical staff and the patients, solve the financial

problems of supplying telem edicine equipm ents, together w ith the

standardization and the m edical insurance reimbursement for telemedicine.

Key Words : EMR, CPR, Privacy, Telemedicine, Cyber hospital, Medical Law,

Electronic Signature Law, Telemedicine Law, Governmen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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