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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4 차산업혁명시대와 의료 환경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세계가 지배하고 있는 2090년 서울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이 본격화된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4차 산업혁명이 본
격화한 2090년께 전 세계는 인공지능(AI) 권력이 계급을 나누는 이른바 '초
양극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

0.002%

플랫폼 소유주(IT공룡기업)0.001%
플랫폼 스타(정치인,예체능 스타)
인공지능 로봇
프레카리아트(일반시민) 99.997%

▷ 프레카리아트(Precariat) : 이탈리아어 '불안정하다(Precario)'와 노동자를 뜻하는 영어 '프롤레타리아트
(Proletariat)'의 합성어로 영국의 경제학자 가이 스탠딩이 처음으로 주창. 인간의 노동이 대부분 AI로 대체된 미래
사회에서 임시 계약직·프리랜서 형태의 단순 노동에 종사하면서 저임금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계층.
서울공대 연구팀 `미래도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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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특징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인 동시에 큰 차별성이 존재함
• 3차 산업혁명의 주춧돌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4차 산업혁명의 필요조건이나 4차
산업혁명은 더 나아가 융합과 연결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과 제조업, 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뤄지는 연결과 융합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에 비해 획기적 기술진보 속도(Velocity), 모든 국가와 산
업분야에 미치는 영향력(Scope), 생산·관리·구조 측면의 모든 시스템 변화 (System
Impact)에 있어 차별성을 가짐
- 속도(Velocity): 4차 산업혁명은 신기술이 그보다 더 새롭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기술을
만들어냄으로써 선형적 속도가 아닌 기하급수적 속도로 전개됨
- 범위와 깊이(Breadth and depth):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과
학기술을 융합해 개인, 경제, 기업, 사회를 유례없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유도
- 시스템 충격(Systems Impact): 4차 산업혁명은 국가 간, 기업 간, 산업 간, 그리고 사회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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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환경의 변화
기술환경 변화 - 4차 산업혁명 대두
ㅇ 타 산업의 기술이 의료기기 산업에 활용되면서 신개념 의료기기의 개발이 활성화되
고 있음
- 수술로봇(로봇공학), 체외진단키트(제약), 진료정보 교류시스템(IT) 등
• 로봇수술 건수 변화 : (’05) 17건 → (’14) 8,840건(심평원)

ㅇ (인공지능) 축적된 데이터와 자기학습을 통해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Watson 과 같
은 의료용 인공지능이 활용
ㅇ (3D 프린터) 개인맞춤형 인공장기를 3D 프린터를 통해 프린트할 수 있고, 치과용 임
플란트, 개인용관절, 보청기 등은 이미 기술이 개발됨
ㅇ (나노기술) 소형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혈관 내 치료, 최소침습 수술 등을 가능하게 하
는 마이크로의료로봇 개발 가능
ㅇ (VR, AR) 재활을 돕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및 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환자 검진, 수술
현장 활용 가능
ㅇ (wearable 기기) 일상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벨트형 웰니스기기, 스마트밴드 등 개인
건강관리 디바이스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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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디지털 헬스케어 트랜드

디지털 헬스케어 트랜드

자료 :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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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트랜드

자료 :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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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트랜드

자료 :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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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트랜드

자료 :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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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트랜드

자료 :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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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트랜드

자료 : 산업부

13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 현주소

자료 : 4차산업혁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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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 현주소

자료 : 4차산업혁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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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동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AI, Big Data, Internet of Things, Robotics이며, 해당 기술에 기인하여 초지능화 및 초연결화
가 구현되며, 패러다임의 핵심 변화 동인 역할을 수행함
변화 핵심 동인
Deloitte 핵심 기술 Framework

Virtual
Internet of
Things
2

¹ New
Materials

3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Hyper Connect
모든 사물이 Network로
연결되어 Data 수집, 지
시 등 기기 간 소통 환경
구현

4
Robotics

현재 인류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다. 기존의 일하는 방식
이나 소비 행태뿐 아니라 생활방식 전반에 걸친 혁명적 변화가 가속
화되는 시대에 들어서 있는 것이다
- 클라우스 슈밥,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ource: 클라우스 슈밥,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eloitte University, Be an Industry 4.0 Revolu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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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Analytics

1

Hyper Intelligent
Device에서 축적되는
Data를 기반으로 효율화,
자동화를 위한 분석 수
행

© 2017.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Consulting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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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유 헬스 케어와 스마트 헬스 케어 동향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유 헬스케어 의료기기란 ?
- Ubiquitous Healthcare를 의미하며, Tele-Healthcare로 통칭.
- Ubiquitous+Healthcare(보건의료)+Health(건강)를 합친단어로 유비쿼터스 IT 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있는 보건의료 서비스(예방, 진
단, 치료, 사후관리)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의미
-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환자, 장애인, 고령인 등의 건강 상태체 크 및 건강관리 등
원격진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혈당, 혈압, 심전도, 심박수 등의 생체신
호를 주로 측정.
 유 헬스케어 의료기기는 수집된 환자정보를 의료기관의 서버로 전송하고 의료인의
건강평가·관리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원격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단순
히 블루투스 또는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측정값을 PC로 전송 및 저장 관리하는 기기
는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음.
※ (유헬스를 뛰어 넘는) 스마트헬스케어
- 모바일 제품 출현 및 ICT 기술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의료기기를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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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시스템

이승관, u-Healthcare 연구개발 현황 및 전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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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등장
□ 의료기관의 치료가 중심인 전통적 의료서비스는 IT․B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용
자와 예방․관리 목적의 4P* 주도형 헬스케어 서비스로 진화
* 4P : Personalized(개인화), Predictive(예측), Preventive(예방), Participatory(참여)

ㅇ 최근 스마트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용자(환자, 건강인 등) 개인별 맞춤형
으로 지능화된 헬스케어인 스마트 헬스케어가 등장
헬스케어 서비스 발전 방향
구분

Tele-헬스

e-헬스

u-헬스

smart-헬스

시기

1990년 중반

2000년

2006년

2010년 이후

서비스 내용

원내 치료

치료 및
정보제공

치료
/예방 관리

치료/예방
/복지/안전

병원, ICT 기업

병원, ICT 기업, 보험사, 서비스기업등

주 Player

병원

병원

주 이용자

의료인

의료인, 환자

주요 시스템

병원운영
(HIS, PACS)

의무기록(EMR)
웹사이트

의료인, 환자,
일반인
건강기록(EHR)
모니터링

의료인, 환자, 일반인
개인건강기록 기반 맞춤형 서비스

*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화투자증권, KT경제경영연구소 자료 재가공
* smart-health + 모바일 기기(m-health)를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분석하기도 하나, 여기서 smart-health는 m-health를 포괄하여 실제 디지털
헬스케어와 범위가 유사
20

12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등장
ㅇ 스마트 헬스케어는 개인 건강기기, 개인 건강 어플리케이션, 개인건강정보
플랫폼 및 이를 활용한 건강관리/의료 서비스로 구성

① 개인건강기기(PHD, Personal Health Device) : 가정용 또는 휴대용 기기에
센서를 내장, 개인 건강상태 측정(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사례) 나이키 FuelBand, 삼성전자 Gear Series, 핏비트 Fitbit Flex 등

② 개인 건강 어플리케이션(PHA, Personal Health Application) : 진단기기, 센
서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사례) 나이키 Nick Move, 삼성전자 S-헬스, 피트니스키퍼 RunKeeper 등

③ 개인건강정보(PHI, Personal Health Information) 플랫폼 : PHD, PHA를 통
해 수집된 심박수, 활동량 등 개인 데이터를 통합/저장/관리하는 데이
터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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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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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 스마트 헬스 국내 생태계는 기기 제조사, 솔루션 제공자, 의료․건강관리 서
비스업체, 제도(규제, 재정) 지원자 및 수요자 등으로 구성
ㅇ 이 중 진단 장비 등 기기 제조, 건강관리 서비스 등 서비스 공급자, 개인 건
강 정보를 분석/관리할 수 있는 D/B업계가 핵심 구성 요소
<스마트헬스 산업 생태계 구성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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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 생체신호 측정기술 및 피드백 기술 등 SW 기술과 건강관리 서비스 기술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약 2년 이상의 격차를 나타냄

기술 상대수준

구분

세부 분야

HW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100

생체신호 측정기술

100

SW

Service

미국

유럽

기술격차
(년)

일본

한국

90

90

85

1.5

90

90

90

1.0

운동량 측정기술

100

90

80

80

2.0

바이오피드백 기술

100

85

80

70

3.0

건강관리서비스

100

90.6

90.0

79.2

3.9

* 출처: IT융합 기술수준 및 격차(Keit, '13), u-Health 신산업 사업화 전략 연구(보건산업진흥원, ‘11), 웨어
러블 디바이스 개발 예비타당성 기획보고서(R&D 전략기획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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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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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분야 사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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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시장분석

27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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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현황

29

국내 스마트 헬스 케어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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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 케어 내 기업동향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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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업들의 파트너십 현황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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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가 주도하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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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활성화
수요 연계형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1. 수요자 친화형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개발
□ 기기 사용자(개인), 기기를 통해 습득한 정보 활용기관(병원 등)의 구체적인
수요를 반영한 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조기업과 연계
ㅇ 혈액 채취, 데이터 전송, 모니터 조작 등에 대해 의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특히 노령층)이 가정에서 손쉽게 다룰 수 있는 기기 개발
-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등 참여 경험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헬스 기
기에 대한 사용 개선점* 등을 분석하여 기기 스펙에 반영
*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바늘형 혈액분석기에 대한 통증/두려움을 없애는 나노침 등

ㅇ 병원-기업 연계 플랫폼*을 활용하여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의료기관에
접목/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기기 개발
* 병원-기업 상시연계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사업(‘15년 60억원)

□ 시장성, 핵심특허 확보 가능성, 수요자의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스마트 헬
스케어 기기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R&D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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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개개인의 단편적인 생체신호 측정/분석에서 벗어나 IT를 기반으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 건강관리 서비스를 피드백하는 시스템 구축
ㅇ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통합(PHR)하고, 건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
별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ㅇ 최종적으로 개인의 모든 의료정보를 통합한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 다만, 의료법 개정 및 의료기관 시스템 연계체계 마련 등 법․제도적 기반 확충 여건에 따라 유동
적으로 추진

新제품
대상
정보
시장

Start-UP Project
(2016년)
웰니스 생활건강
서비스

건강인
일상정보(lifelog)

Bridge Project
(2018년)
공공정보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

건강인+질환자
일상정보+공공정

Final Project
(2022년)
의료정보통합
건강관리서비스

⇨

보

건강인+질환자
일상정보+의료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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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기업 단계별 경쟁력 확보
1. 유망 헬스케어 기업의 Start-up 지원
□ 스마트 헬스케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투
자자 및 수요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 마련
ㅇ 유망 헬스케어 기업 발굴을 위한 투자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투자자, 의료기
관 등의 관심을 유도하고, 투자로 연계되도록 지원
2. 성장 헬스케어 기업의 Grow-up 증진
□ 운영중인 바이오 정책펀드와 신규 신성장동력펀드를 활용하여 성장 헬스
케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집중 지원
3. 우수 헬스케어 기업의 Spread-out 촉진
□ 기기/시스템의 운영 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사업을 활성화하여
국내 기업의 트랙레코드(Track Record) 축적을 지원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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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기기 표준화
□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된 기기, 플랫폼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해 국제기준과
연계하여 표준화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표준화는 국가간 표준화기구(ISO, IEC) 및 민간 단체표준화기구(IEEE, HL7)
등 다양한 국제표준개발 기구가 존재
* 기기간 상호운용성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및 민간 인증을 시행하는 IHE(Integrating Healthcare
Enterprise), CHA(Continua Health Alliance) 등 국제컨소시엄 들이 존재

□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와 같이 신산업/융합 분야에 있어 필수적인 R&D 사업
과 국제 표준을 연계하는 방안 추진
*‘융합․창조사업 육성을 위한 R&D-표준 연계 활성화(’14.5월~’15.4월)’에서 선정한 7대 유망 분야
중 하나로 ‘스마트의료기술’을 선정하여 분석중

ㅇ 스마트의료기술 표준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스마트헬스케어 분야 표준 기
반 R&D 로드맵 수립, 중소기업 대상 기술 자문 등을 실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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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정부정책
□ 디지털 뉴딜은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
< 디지털 뉴딜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 >

D.N.A. 생태계 강화

①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②전산업5G‧AI융합확산
③5G‧AI 기반지능형정부
④ K-사이버 방역 체계

자료 : 산업부

22

교육인프라디지털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⑤초중고디지털기반교육인 ⑦스마트의료‧돌봄인프라
프라조성

⑧중소기업원격근무확산

SOC 디지털화

⑩ 4대 분야 핵심인프라 디
지털 관리체계 구축

⑥ 전국 대학, 직업훈련기관 ⑨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 ⑪도시‧산단공간디지털혁신
온라인교육강화

스 지원

⑫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39

정부정책
디지털뉴딜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스마트 의료) 감염병 위협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 (개요) 감염병 위협에서 의료진-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디
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
ㅇ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 및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등을 추진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할 계획.
•

(호흡기클리닉) 음압시설, 동선분리 등 감염예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전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상
태 확인 및 대면진료 필요시 예약제 적용

ㅇ 더불어, 의료데이터 품질 제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 프
로그램 표준화를 지원.
*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 시행(’20.6월)에 이어 EMR프로그램 성능 개선 지원

자료 :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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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스마트 의료 인프라의 주요 투자사업
.
① 감염병 안심 스마트 의료 인프라
ㅇ 환자안전 강화, 진단‧치료 질 제고, 의료진 업무부담 경감 등 보건의료정책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현장에서 이를 실증하고 효과를
검증한 후 의료기관에 도입·확산할 예정.
- 특히,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하여 핵심과제로 감염병 대응
솔루션*에 집중하고 향후 25년까지 매년 스마트병원 3개를 구축하여 총 18개
구축할 계획.
* 원격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병원 내 자원관리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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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호흡기전담클리닉
ㅇ 코로나19 장기화 및 호흡기감염(독감 등) 동시 유행을 대비하여 호흡기·
발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 받고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1,000개소 설치할 계획이다.
- 동선분리, 음압장비 등 감염 예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개소당 1억원
을 지원하며, ’20년 3차 추경으로 500개소, ’21년 500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 전화상담 등을 통해 증상을 사전 확인하고, 예약제를 적용하여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게 된다.
③ 인공지능(AI) 정밀의료
ㅇ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닥터앤서 2.0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닥터앤서 1.0 사업(’18~’20, 364억원) : 치매 등 8개 중증질환별 인공지능 진단 소
프트웨어 개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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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본격적으로 추진(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20∼‘21) 동안 희귀질환자(’20년, ’21년 각 5천명) 모집과 선도사
업*과의 연계(’20년, ’21년 각 5천명 이상)를 통해 총 2만명 이상의 임상정보와 유전체 데이
터를 구축할 예정
(운영절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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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계획
ㅇ (사업 목적)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 고도화 및 맞춤 의료 구현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
으로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체계를 시범적으로 구축
ㅇ (사업 개요) 자발적 동의 및 참여를 바탕으로 2만명 이상의 임상정보·유전체 데이터
를 구축하여 산·학·연·병 연구, 희귀질환자 진단 참고 등 활용
- (기간) 총 2년(’20∼’21)
- (예산) 부처 합동 150억(’20)
ㅇ (사업 운영 거버넌스) 추진위원회(중요사항 심의·의결), 운영위원회(하위조직·컨소시
움 지휘·감독), 사무국(실무 업무, 행정지원), 전문위원회(전문사항 자문), 5개 정부·출연
연의 컨소시움(사업 수행)으로 구성
ㅇ (데이터 수집) 희귀질환 모집(1만명)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1만명 이상)를 통해 임상
정보(질환명, 가족력, 치료정보 등)와 유전체 데이터(전장유전체, 변이분석)를 수집
ㅇ (데이터 생산 및 공유) 수집된 임상정보와 생산된 유전체 데이터는 3개* 기관이 공유
* 질병관리본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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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 활용) 진단참고용 보고서를 통해 희귀질환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폐쇄망*
기반의 임상분석연구네트워크(CIRN)을 통해 연구 지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국내 최대 규모 슈퍼컴퓨터 보유 중으로, 폐쇄망 구축 및 유전
체 분석에 활용

ㅇ (정보 보안) 민감 정보인 임상정보·유전체 데이터 수집에 따른 개인 정보보안 유출 우
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집·분석 단계에서 각각의 아이디(ID) 부여 및 폐쇄망 운영하여 개
인 정보보호 체계 구축
ㅇ (기대효과) 희귀질환 원인규명 및 맞춤의료 활성화, 유전체에 기반한 의료기기·신약
개발로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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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바이오 육성 위한 의료기기 개발
❶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한 프리미엄급 제품화(‘20년, 총 88개로 407억원 지원,
산기평)
- 국내‧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수출주력 및 차세대 융복합 의료기기를 전략 품목군
으로 지정, 기술고도화
* (주요품목) 유방암 진단용 초음파 융합영상 및 생검시스템, 지능형 치과진단 및 보철치료 통합솔
루션, 뇌전용 양전자방출 단층촬영기 등 76개
** (감염병/부품관련) 호흡기바이러스 긴급진단 플랫폼, X선 발생장치 및 검출기 등 12개

❷ 4차산업혁명 등 미래기술과 융합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제품화(‘20년, 총 69개로 210
억원 지원, 한국연구재단
- 사용자 중심의 신기술‧신개념 의료기기 개발 및 미래의료환경 생태계 구축
- 미래기술과 연계된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이슈 및 난제 해결
* (주요품목)인공지능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생체내외 미세환경 감지·제어 기능성 생체
재료 기반 의료기기 등 68개
** (감염병/소재관련) 중재시술 로봇 부품모듈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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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의료 공공복지 및 사회문제 해결형 의료서비스와 융합된 의료기기 제품화(‘20년, 총
50개로 105억원 지원, 보건산업진흥원)
- 고령화 및 장애 대응 의료기기의 제조기반 강화 및 실증
- 공적보험 연계를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모델 개발
* (주요품목) 전자제어식 하지의지, 근골격계 기능회복 시스템, 현장진단용 심장초음파 영상기기
등 45개
** (감염병/소재관련) 이동형 심폐순환 보조장치, 근전전동의수 요소 부품모듈 등 5개

❹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20년, 총 82개로 153억원 지원, 보건산업진흥원)
-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및 맞춤형 인허가 지원
* 제품개발 단계별 임상지원, 맞춤형 인허가 지원 등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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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목명

1

기능융합형초음파
영상기기

예시

주요내용

기대효과

(현황)초음파의료기기국내수출1위(6,500억원,‘18년도),중저가위주의시장구조및임상적차별성부재

•유방암등의특수질환진단이가능한Prestige
급초음파융합영상장비개발로초음파
세계시장선도
(지원)유방암의조기진단및효과적인치료를위한신개념유방암융합영상및생검장치핵심기술,융합영상기기등의개
•초음파분야글로벌시장점유율5%확보

발지원

2

3

4

5

지능형치과진단및
보철치료
통합솔루션

초저선량스마트
X선영상기기

체외진단기기및
플랫폼

지능형
심혈관계/비심혈관
계용스텐트및카테터

(현황)임플란트실적(국내생산1위,수출2위)대비,CAD/CAM수입비중높음
(지원)프리미엄디지털구강스캐너,3D소프트웨어,보철재료등지능형치과진단및보철치료통합솔루션,저선량고해상도CBCT등의개발지원

•패키지과제제안을통한전
방위적고도화지원으로수출용
모델창출
•치과분야글로벌시장점유율25%확보

(현황)폐질환을동반한바이러스성전염병에서CT가높은민감도를나타내중증도판단에중요한역할을하지만,기존CT는고선
•선별진료소등에서폐질환확진에
량·고정설치로사용성에한계
사용되는이동형CT자급화및융합
솔루션확보

(지원)선별진료소,집중치료유닛(ICU)등에서이동성·저선량으로3차원영상을획득하는CT영상기기,영상융합솔루션등의개 •X선장치분야글로벌시장점유율2%확보
발지원
(현황)현재분자진단기술방식은전처리와검출방식이분리수행되고주로병원용으로현장사용에적합하지않음.추출시약전량수
•현장형신속진단용플랫폼및대량
입으로기기매출액대부분이글로벌회사에흡수
검사플랫폼확보
(지원)호흡기바이러스긴급진단을위한대용량·현장형·자동화플랫폼,병원정보시스템연동체외진단기기등의개발지
원
(현황)국내시술785
,25건(‘18)이나,90%이상수입의존,생분해성스텐트국산화율0%,혈관관련스텐트9개보유(글로버56개)
(지원)심혈관용생체흡수성폴리머스텐트,튜브및카테터통합,약물방출풍선카테터등의개발지원

•체외진단기분야글로벌시장점유
율2%확보

•국가적원천기술확보및자체수
급기반마련
•연매출50억원및제품5건개발

자료 :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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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분자영상융합
정밀의료기기

병원중심IoT기반
의료시스템

(현황)의료영상기기,핵심부품전량수입의존(수입액70위),기초기술보유및임상결과있으나산업화난항
(지원)알츠하이머등퇴행성뇌질환조기진단을위한뇌영상특화PET시스템,방사선암치료기등의개발지원
(현황)환자중심의료서비스를위한IoT기반의통합정보시스템은아직까지의료환경에적용되지않은신기술임
(지원)획득된환자정보의통합관리및환자중심의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차세대병원정보시스템구축지원

•글로벌기술장벽을넘어우리기술력
의첨단제품및기업창출
•연매출50억원및제품2건개발

•의료기관통합정보시스템의국내적용
을통해서환자중심의료서비스실현
•기초기술확보(인허가2건)

(현황)현재글로벌기업의독과점구조이며국내에서는주로추격형연구(기존수술도구기반로봇형태의단순확장)가산발
적진행
•정밀도·안전성향상된국산고정밀미
8

신개념메디봇시스템

9

의료기기맞춤형소재및
소자

10

신체기능복원및
보조의료기기개발

1

세유연수술로봇의료서비스실현및
국부유출절감

(지원)인간-기계협업형반자동수술,정량적수술정보제공을위한자동영상처리,극미세수술을위한향상된메커니즘등을포
•기초기술확보(인허가2건)
함하는차세대미세수술로봇시스템개발지원
(현황국
) 내생산의료기기구성소재의80%이상이수입품,선진국은이식용및재생용생체재료의개발에대한연구개발투자를진행중
(지원)다양한생체내질환바이오마커및외부환경인자를감지하는소재기반개인맞춤형치료기기기술개발지원
(현황재
) 활보조기기공적급여규모3,000억원,98%가외산보
( 급형중
: 국,고급형:선진국)임,단순기계식의족의경우장시간착용이어려움
(지원)스마트전자제어식보급형하지의지제품,근골격계기능회복시스템등의개발및공적급여연계지원

•국가적인원천기술확보및자체수
급기반마련
•기초기술확보인
( 허가2건)

•공적급여화적용된국산보급형재
활기기개발
•인허가2건

(현황)중증호흡기질환환자의필수제품(ECMO요양급여인정,‘20년1월)이지만전량외산수입,핵심부품에대한국산화개발이미비
현장형치료/관리기술
및제품

1

•국가적원천기술확보및자체수
급기반마련

(지원)이동성및안전성이높은체외막산소공급장치,스마트음압이송장치등을개발하고이의임상성능을평가하여의료 •제품·플랫폼3건
현장에사용가능한제품개발지원

자료 :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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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재생 분야 10년간 2.8조 원 투자 확정
- 사업 개요
◼사업명 : 국가신약개발사업(복지부‧과기부‧산업부)
◼사업기간 : ’21∼’30년(총 10년)
◼사업규모 : 2조 1,758억원(국고 1조 4,747억원, 민자 7,011억원)
◼사업목적 : 국가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민 건강 증진
◼사업내용
▫유효물질 발굴에서 임상2상에 이르는 전주기 신약개발 지원을 통해 신약개발 기
초단계 성과의 임상·실용화 단계로의 진입 활성화 및 성과 창출
- 부처 간 분절적 지원을 통합하고, 기업 참여를 통한 성공가능성 제고
- 3개의 R&D 세부 사업과 1개의 R&D 지원 사업으로 구성
* ① 신약기반확충연구, ② 신약R&D 생태계 구축연구, ③ 신약 임상개발, ④ 신약 R&D 사업
화지원
자료 :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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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업내용
○ (신약기반확충연구) 질적⋅양적으로 우수한 초기 파이프라인의 지속적 공
급을 목표로 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인 연구개발 지원
○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기초 연구 성과가 임상단계로 원활하게 진입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및 중소·중견기업 집중 육성
○ (신약 임상개발) 기업 중심의 글로벌 신약 개발 등 실용화 성과 창출을 위한
임상단계 연구개발 지원
○ (신약 R&D 사업화 지원) 비임상-임상, 기술사업화, 제조·생산 등 신약개발
의 주요 단계별 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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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복지부‧과기부)
◼사업기간 : ’21∼’30년(총 10년)
◼사업규모 : 5,955억원(국고 5,423억원, 민자 532억원)
◼사업목적 : 재생의료기술 분야의 잠재가치 발굴 및 재생의료기술을 이용한 치료제
·치료기술 개발로 국민 건강 보호
◼사업내용

① 재생의료 원천기술
- 재생의료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기반으로 확장성을 고려한 新기술 개발
② 재생의료 연계기술
- 재생의료 분야 新기술 검증 및 치료제의 조기 임상 진입을 위한 기술 개발
③ 재생의료 치료제·치료기술
- 재생의료 치료제·치료기술의 조기 임상 적용 및 실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

자료 :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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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인공지능
(인공지능 개념)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지각, 추론, 학습 능력 등을 컴퓨터 기
술을 이용하여 구현함으로써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기술
• 사전적인 의미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철학적인 개념으로써 인간이나 지

성을 갖춘 존재 또는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적인 지능을 의미

• 인공지능이란 용어는 1956년 영국 다트머스 회의 (Dartmouth Conference)에서 인지 과학자인 존
매커시(John McCarthy)에 의해 처음으로 개념이 정의됨

(인공지능 구분)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강한
인공지능(Strong AI)과 약한 인공지능(Weak AI)으로 구분됨
• (강한 인공지능) 튜링테스트(Turing test)*를 통해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논하기보다 사
람이 전혀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고차원적인 ‘사고 한다’라는 조건을 만족하
는 수준

* 튜링테스트는 1950년 앨런 튜링(Alan Turing)이 제안한 인공지능 판별법으로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시험관이 지금 대화하는 상대가 기계인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을 때 통과했다고 볼 수 있음

• (약한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지능을 특정분야로 한정지을 수 있음에 따라 특정문제를
인간처럼 풀 수 있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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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인공지능은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계산과 논리적 분석능력 중심의 약한
인공지능에 치중되었으며 인간과 대화가 가능하며 지적 수준을 갖춘 강한 인공지능
에 대한 기술 발현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Stuart Russell,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55

인공지능 헬스케어의 개념
(개념) 인공지능 헬스케어는 방대한 양의 다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
용하여 스스로 학습, 분석하여 헬스케어 산업에 적용함으로써 질병 예측 및 맞
춤형 치료 등 혁신적인 새로운 고부가가치형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의미
- (데이터: 확보) 의료정보, 건강 보험 DB, 개인정보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 확보
는 인공지능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의 출발점
※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센서를 통해 개인의 생체정보 및 실시간 건강관련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
짐

- (인공지능 시스템: 데이터 통합・분석) 수집한 대규모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빅데이터 분석 수행
- (활용: 헬스케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분석된 정보는 질병 예측 및 개인 맞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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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헬스케어의 부상배경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단순 치료중심에서 사전 진단, 예방 및 맞춤형 치
료로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
(의료 데이터의 빠른 증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의료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인사이트(Insight)를 도출하여 산업 활성화 및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
해 직면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
(기술의 발전) ICT, 의료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상호결합은 헬
스케어 산업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
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 부각)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로서의 중요성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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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헬스케어 분야 세계 주요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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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헬스케어 분야 국내 스타트업 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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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 현황(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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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 현황(국내)
업체명

제품명(모델명)

사용목적

비고

VUNO Med-BoneAge

골연령 분석

기타

VUNO Med - Chest X-ray

흉부이상부위검출보조

폐질환

VUNO Med - Fundus AI

안저이상부위진단보조

안과질환

(주)뷰노

(주)루닛

㈜클라리파이

㈜딥노이드

VUNO Med - LungCT AI

폐결절검출보조

폐질환

Lunit Insight CXR Nodule

폐결절검출보조

폐질환

Lunit INSIGHT MMG

유방암진단보조

유방질환

Lunit INSIGHT CXR MCA

흉부이상부위검출보조

폐질환

ClariCT.AI

CT 영상의잡음제거및전송

기타

DEEP:SPINE-CF-01

요추 압박 골절 의심 부위 검출 보조

골절

DEEP:CHEST-XR-01

흉부X-Ray영상분석

기타

DEEP:NEURO-CA-01

뇌동맥류의심부위검출보조

뇌질환

JBS-01K

뇌경색 유형분류진단보조

뇌질환

ATROSCAN

대뇌영상분석

뇌질환

JLD-01A

폐영상분석

폐질환

JFD-02A

위 내시경 영상 분석

소화계질환
소화계질환

JFD-01A

대장 내시경 영상 분석

㈜제이엘케이

JLD-01B

폐 영상 분석

폐질환

인스펙션

JVIEWER-X

폐 영상 분석

폐질환

JOD-01A

안저 영상 분석

안과질환

JSEG-02A

복부 영상 분석

소화계질환

JBS-04A

뇌 영상 분석

뇌질환

JBS-05A

뇌 영상 분석

뇌질환

JBD-01A

유방 영상 분석

유방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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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 현황(국내)
삼성전자(주)

Auto Lung Nodule Detection

폐결절검출보조

폐질환

㈜인피니트헬스케어

INFINITT Smart Endo

대장내시경영상분석

소화계질환

AVIEW

폐영상분석

폐질환

㈜코어라인소프트
AVIEW LUNG Nodule CAD

폐결절검출보조

폐질환

㈜크레스콤

MediAI-BA

골연령 분석

기타

㈜헬스허브

Boneage.io

골연령 분석

기타

㈜딥바이오

DeepDx-Prostate

전립선암 진단 보조

전립선질환

OrthoVision

치과영상 분석

치과질환

EzOrtho

치과영상 분석

치과질환

Xmaru Pro BoneAge

골연령 분석

기타

Xmaru Pro CXR

골연령 분석

기타

㈜사이넥스

KardiaMobile System

부정맥 진단 보조

심장질환

삼성메디슨(주)

HeartAssist

태아 심장 초음파 영상 분석

심장질환

㈜이우소프트

㈜레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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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기술
 스마트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헬
스케어 데이터들을 스마트 기기 (웨어러블, 스마트폰, 스마트 의료기기 등)
를 활용하여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질병 예방 서비스, 진단 및 치료 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기술.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는 의료관련 센서, 스마트
기기, 의료 정보 ,실험실 데이터, 외부 데이터 등을 모두 구조화한 데이터.
 빅데이터 활용 기술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에서 이슈화가 된 이유는 비용
절감과 의미 있는 결과물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과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
록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 환자들의 질병관리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되
기 때문임
 헬스케어 활용가능 빅데이터 종류
-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의 전자화된 진료기록
- 의약품 연구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
- 환자의 행동과 감정·정서 등과 관련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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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헬스케어 플랫폼기술
 스마트 헬스케어의 플랫폼 기술은 환자의 행동양식과 변화 상태를 모니터
링하고 관리하는 상호작용형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지칭, 기존 PHR
서비스 과정에서의 얻을 수 없었던 환자의 행동과 반응에 대한 정보를 담아
낼 수 있는 기술로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구현 가능.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기술은 의료정보시스템(EMR, PACS, OCS) 등 을 근
간으로 서비스 분야로 확장해 나아가고 있는 기술로 전통적 의료 정보 플랫
폼과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이 상호 경쟁 및 보완적으로 발전.
 전통적 의료정보 플랫폼은 MS의 Health Vault와 같은 데이터 엔진기술과 결
합, PHR 기반 개인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음.
 ICT 융합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은 환자의 행동
양식과 변화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상호 작용형 서비스로 발전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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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헬스케어 플랫폼기술-Apple Carekit
케어 카드: 개인별 치료 계획 및 활동을 추적, 약물 복용 여부, 물리치료 실시 여부,
약물 복용 여부 등의 활동은 물론 아이폰이나 애플워치의 센서를 통해서 수집한 정
보도 자동으로 추적가능.
증상 및 측정 트랙커: 증상과 느낌을 기록할 수 있으며 체온 측정도 포함. 질병의 진
행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는 간단한 설문조사나 병변에 대한 사진 및 앞선 케
어 카드와 마찬가지로 아이폰 센서를 통해서 측정한 값이 포함될 수 있음.
인사이트 대쉬보드: 증상과 케어 카드에 나오는 치료 활동을 분석하여 치료가 어떻
게 효과를 보이고 있는 지를 보여줌.
컨넥트: 사용자들이 의사나 치료팀 및 가족과 건강이나 컨디션의 변화를 쉽게 공유
할 수 있도록 도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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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헬스케어 IoT활용기술
 스마트 헬스케어 사물인터넷 활용 기술은 전통적인 의료정보에는 존재하지않는 환자의 실
시간 건강상태 변화에 대한 정보를 파악 가능하게 해주며 환자의 행동변화와 반응에 관련
되는 Life –log 정보와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용성 정보를 측정 가능한 기술.
 IoT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부문은 개별 기기들이 수집한 정보들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연
결,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연동하기 위한 ICT융합 스마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의 기반이 되는 기술.
 이러한 IoT 기술이 헬스케어분야에 적용 시 환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불필
요한 병원 방문과 입원을 줄임으로써 의료비용 또한 절감이 가능.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치료 효과가 향상되고 환
자 편의성이 증대.
 10가지 활용기술
- Open APS(artficial pancreas system)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오픈소스 인공 췌장 시스템을 이용하여 새벽시간대에 혈당이 유지되도록 인슐린 펌프를 조절
하여 제 1 형 당뇨병을 조절 가능하게 도와준다
-

CGM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

최초의 이식형 당뇨 조절 시스템으로 환자의 팔의 피부에 센서를 이식 최대 일 동안 환자의 혈당 수치를 충전식 송신
기에 전송하고 이 정보를 블루투스 방식으로 환자 스마트폰에 설치된 으로 실시간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혈당 모니터
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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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헬스케어 IoT활용기술
-의료기록 자동 저장 장치
미국MSK와 Medidata 연구소가 다발성 골수종 환자들의 생활패턴 데이터를 조
사하기 위해 개발. 환자가 추적 장치를 치료 일주일 전부터 치료기간 동안 입
고 있으면서 스마트폰 App으로 자동으로 관련 자료가 저장되어 진단과 치료에
도움
- App을 이용한 약물 사용 기록 저장
Novatis에서 퀄컴,프로펠러 헬스 와 함께 만성폐쇄성페질환 (COPD)환자들을
위해 연구 중인 것으로, 맞춤형 센서를 통해 수동으로 기록을 입력 및 전송하
여 환자와 의사들에게 플랫폼으로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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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헬스케어 IoT활용기술
-삼킬 수 있는 센서
Proteus Digital Health는 디지털의학의 한에 삼킬 수 있는 센서를 발표, 항정신
성 약물이나 고혈압 약과 같은 꾸준한 복용이 중요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약제가 위에서 녹아 발산하는 신호를 스마트폰 App으로 전송받아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관찰 가능.
-스마트 컨텍트 렌즈
Nobartis의 Alcon(안과부문) 은 구글의 스마트렌트 기술 중 하나인 비외과적 내
장형 컨텍트 렌즈 기술을 인가.
환자의 안구의 눈물을 이용하여 혈당을 측정하고 정보를 모바일 기기로 전송
하는 시스템 으로 노안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혈응고 검사
Roche에서 블루투스를 이용한 혈액 응고속도를 빠르게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기기를 개발하였고, 항응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스스로 뇌졸중이나 출
혈에 대비할 수 있고 따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검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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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헬스케어 IoT활용기술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우울증 치료
Takeda에서 Apple의 스마트 워치 App을 이용 사전 인지기능을 통해 평가한 내
용과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테스트 결과 혹은 자동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여 비교 및 평가가 가능.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삶의 질 측정
GSK는Apple의 ResearchKit을 이용 300명이 넘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에게
3개월간 일반적인 증상과 함께 다른 삶의 질에 대해서도 측정하여 추적할 수
있음.
- 파킨슨병의 경과 모니터링
Pfizer와 IBM이 공동으로 임상연구를 진행 중인 Project Blue Sky는 모바일 기기,
센서,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 실시간으로 24시간 내내 의사들과 연구자들에게
질병의 증상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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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헬스케어 IoT활용기술-기술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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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SNS활용 기술
 스마트 헬스케어 SNS 활용 기술은 헬스케어 서비스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나 알림과는 달리 이용자의 행동에 영향을 끼질 수
있는 관계나 방법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서비스의 수용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는 를 SNS를 통해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상호작용하
는 다원적 서비스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SNS 를 통해 헬스케어에서의 사회
관계적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면 적절한 동기유발을 주는 자극이 작용하
여 상호 교류하는 Social Healthcare 서비스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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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센서 기술
 스마트 헬스케어 센서 기술은 주로 진단·검사 영역으로 활용되며 사후적인
성격이 아닌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성격으로써 건강 증진 및 관리의 목적으
로 스마트 헬스케어 부문에 핵심적 역할을 지닌 기술.
 또한 생체 신호, 움직임, 음성 인식 등의 다양한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신호
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모든 장치 기술을 의미하며 각각의 센서를 통해
검출하고자 하는 생체 신호와 특성에 따라 다른 자극 감지 특성을 이용하는
기술.
 헬스케어 분야의 센서 기술은 가정용 개인용 의료기기에서 통신 기능을 추
가한 초기단계의 단순 측정 센서에서 편의성과 사용성 위주의 웨어러블 센
서와 1대 다중의 복합 분석기술로 발전.
 스마트 헬스케어 센서는 신체의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의 적용
및 24시간 상시 측정을 통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
-바이오 센서는 기술형태별로
FET :대체로 반도체 집적회로제조공정기법을 이용하며 바이오 물질에 전류를 흘려보내 특정 전류의
형태를 확인하는 기술이 적용된 바이오 센서 기술로서 압력 습도 온도 특정효소 포도당 요소 등 항원
등을 측정
나노바이오센서: 단백질 효소 항원 항체 등 또는 같은 생체 분자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금속이나
반도체 나노입자 지름 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 분자를 추출해낼 수 있는 바이오 센서
기술로서 나노입자 구조체를 이용한 내 특정 질병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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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센서 기술-생체신호,응용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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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센서 기술
 바이오 센서는 기술형태별로
-FET(Field Effect Transistor) :대체로 반도체 집적회로제조공정기법을 이용하며
바이오 물질에 전류를 흘려보내 특정 전류의 형태를 확인하는 기술이 적용된
바이오 센서 기술로서 압력 습도 온도 특정효소 포도당 요소 등 항원 등을 측
정
-나노바이오센서: 단백질 효소 항원 항체 등 또는 DNA같은 생체 분자와 유사
한 특징을 가지는 금속이나 반도체 나노입자 (지름~13nm) 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 분자를 추출해낼 수 있는 바이오 센서 기술로서 나노입자 구
조체를 이용한 DNA내 특정 질병을 측정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 반도체의 미세 가공 기술을 응용하여
만든 센서로써 고정밀도의 입력 및 검출 기능을 가짐에 따라 가스 및 바이오
센서로 응용이 가능한 기술로서 극소량의 검사물질 (체액, 피 ,타액 등) 로 각종
진단 및 검사를 빠르게 수행, 의료용 진단기기의 소형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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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센서 기술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 센서 기술이 핵심적인 기술인 이유는 편리한 개인
화 서비스제공을 바탕으로 학습형 상황인지 기술과 용도에 최적화된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목적특화형 기술이기 때문.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사용자와의 인터렉션을 최소화하면서 사용자가 필요
로 하는 정보를 적시적소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하므로 스마트폰과는 다른
UI/UX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주위환경과 인체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
는 상황인지기술과 서비스 추천 기술 구성이 필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센서 기술 부문은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수
집 채널이 다양하게 확대됨으로써, 단순한 센서 값으로부터 여러 복합적인
정보를 추론해 내는 분석 기술이 핵심. 심박수와 축 가속도센서로 구성된 스
마트밴드( 와치) 로 운동량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수준이나 수면 패턴 심리상
태 등등의 다양한 분석결과를 추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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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센서 기술-웨어러블 센서 종류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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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6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전망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전망
 헬스케어 시장 현황 및 전망
□ 2017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총 1조 7,686억달러 규모를 형성, 2018년은
전년대비 4.8% 성장하여 1조 8,538억달러로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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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전망
지역별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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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산업의 분야별 트렌드 및 전망
 체외진단 분야(In Vitro Diagnostics, IVD)
❍ (시장 전망) 2018년 체외진단 분야 글로벌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0.0% 증가하여 총
718억달러 규모 형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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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산업의 분야별 트렌드 및 전망
 의료기기 분야(Medical Device)
❍ (시장 전망) 2018년 의료기기 분야 글로벌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5.2% 증가
하여 총 3,901억달러 규모 형성 전망
- 병원 중심 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의료기기 회사 매출 증대, 데이터 분석 및 AI
활용으로 인한 임상 분야 진출 확대, 관련 기업 간의 대규모 인수합병 등이
2018년 의료기기 분야 글로벌 시장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 헬스케어 산업의 타 분야 대비 각 지역별로 비중을 일정부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국내 주요 병원들의 의료 인공지능 개발/제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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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산업의 분야별 트렌드 및 전망
 의료영상장비 분야(Medical Imaging Equipment)
❍ (시장 전망) 2018년 의료영상장비 분야 글로벌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4.4%
증가하여 총 307억달러 규모 형성 전망
- 장비 사용 연령대 증가, 기본 이미징기술의 광역 개선, 의료시스템에서의 이
미징기술 가치 확대, 라틴 아메리카 등 신흥 국가의 의료용 이미징장비 수요
증가 등이 2018년 의료영상장비 분야 글로벌 시장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 이미징 장비 기업체들은 타 분야 기업 대비 1.5배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신흥국가의 시
장 성장은 향후 2~3년간 꾸준히 8~1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국내 주요 병원들의 의료 인공지능 개발
/제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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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산업의 분야별 트렌드 및 전망
 헬스케어 IT 분야(Healthcare IT)
❍ (시장 전망) 2018년 헬스케어 IT 분야 글로벌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6.4% 증
가하여 총 1,148억달러 규모 형성 전망
- 빅데이터 기반 AI 활용 증가로 신생기업 창업 및 기업 파트너링 증대, ICT 대기
업 및 헬스케어 업계의 인수합병 증가, 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데이터 관리
플랫폼 도입 등이 2018년 헬스케어 IT 분야 글로벌 시장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국내 주요 병원들의 의료 인공지능 개발/제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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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트렌드 및 사례-전문화 고급화

84

45

헬스케어 트렌드 및 사례-전문화 고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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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트렌드 및 사례-전문화 고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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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1.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패라다임 변화
-인공지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희소한 데이터를 확보
하는 것이 관건으로, 기업들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와
시도를 감행하고 있음
-기존 기업들은 그간 차별화된 제품 기술력 확보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데이
터 축적과 활용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
-

-87-

제언
2. AI 의료기기 허가 시행시 AI진료에 다른 책임소재 명확화 필요
- AI의료기기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분석해 질병을 진단 예측하는 독립형 소프
트웨어(식약처, AI 의료기기인허가 가이드라인 발표, 2017,11)
- 질병 진단 예측에 인간두뇌를 초월한 기계가 참여하면서 사고 발생시 누가
책임지는냐 ?? 하는 문제 제기
※ 의료용 빅데이터 :
-

진료기록 또는 의료기기를 통해 측정된 심전도·혈압·혈액 등 생체 측정정보, CT‧MRI
등 의료영상, 유전정보 등 질병을 진단 또는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의료정
보

※ 인공지능 :
-

질병을 진단 또는 예측함에 있어 인간의 지능(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이해능
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
-

의료용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 또는 예측하는 독립형 소프트웨어 형태의
의료기기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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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분석하여 환자의 질병 유무, 상태 등을 자동으로 진단·예측·치료하는
제품
-의료영상기기, 신호획득시스템 등을 통해 측정된 환자의 뇌파, 심전도 등 생체신
호 패턴이나 시그널을 분석하여 진단·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제품.
- 구체적으로 폐 CT영상을 분석하여 폐암 발병 유무 또는 폐암의 진행 상태를 자동으로 진단하는 소프트웨어, 심전도를 분
석하여 부정맥을 진단·예측하거나 피부병변 영상을 분석하여 피부암 유무를 미리 진단하는 소프트웨어, 방사선 치료가 필
요한 환자의 치료계획을 수립해주는 소프트웨어 등이 해당.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관에서 보험청구 자료 수집·처리 등 행정사무를 지원하는 제품
-운동·레저 및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를 위한 제품
-대학·연구소 등에서 교육·연구를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의료인이 논문·가이드라인·처방목록 등의 의학정보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
법 등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품.

- 대표적으로 약 복용시간을 알려주고 고혈압 환자의 영양 섭취와 체중 조절을 관리해 주는 소프트웨어,
- 의료인을 교육하기 위하여 의료영상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임상문헌·표준 치료법 등에서 치료 관련 내용을 검색·요약해주거나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 간 상호작
용,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는 소프트웨어 등은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내외 개발 중인 제품들에 대하여 제품 개발 동향, 자료조사·분석,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해요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의료기기로 분류·관리될 수 있음.
-89-

제언
3. 가이드 라인의 해석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 IBM Watson for oncology 는 의료기기인가?
-

(종양학과 전문 지식과 의학 학술지 300개, 의학서 200개 등 1500만쪽 분량의 의료 데이터를 기반)

- 의료인에게 환자의 건강정보 또는 진료정보를 정리 및 추적하는 툴을 제공
하거나 의학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에 해당 비의
료기기로 분류 !!!!
- 그러나 치료법 추천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하는 형태로 진화
한다면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추후 의료기기 해당여부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정보검색SW는 의료기기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허가대상인 의료
영상분석장치SW 2 등급 의료기기와의 구별 기준이 해석상 모호한 측면이
있음.
- 민형사상 책임 문제
*AI의료기기에서 인공지능은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권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SW개발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사, 병원, 환자 등 어느 주최가 책임질
것인지가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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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융합의료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도 어렵지만 국내외적으로 해
결해야하는 법제도 개정이 시급. 의료산업 내 경쟁촉진과 효율성제고로 소비자
의 의료선택권을 확보하고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정.
5. 의사/ 의료인간의 원격진료만 허용하고 있는 것과 원격의료 진료에 대한 건
강보험 미적용은 각각의 규제를 완화.
6 .스마트혁명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생성 유통되는 데이터양이 기하급수적으
로 증가하고 있어 이전과는 데이터의 유형과 원천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
려는 시도가 다양.
7.의료 빅데이터의 활용방안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선진국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해왔으나
우리나라는 전략 준비가 늦은 편. 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의료 정보에 대
한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에 민감한 국민 정서에 따라 산업 육
성을 위한 의료 정보 활용 제도 개선에 소극적.
빅데이터 분석은 질병을 예방하고 개인화된 치료를 위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
게 한다. 환자의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 이런 의료기기가 새로운 의료 서비스의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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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또 하나는 센서개발.
U-Health의 핵심 기술은 인체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 기술, 통신 네트워크 기술,
데이터 처리 기술 기반의 표준화된 임상 치료 기술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 고도화된 센서 개발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임.
센서와 바이오 기술의 융합은 과거에는 결과를 얻는 데 수 주가 소요되었던 검
사 기간을 수 시간 내로 단축.
9. 원격진료 및 재택진료의 경우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원격에서 즉시 검사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센서가 그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
가 의료’ 혹은 ‘원격 의료’가 가능해 질 수 있는 시스템의 고도화가 시급.
10.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발전과 가치 있는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해진다면 생
활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 할 수 있는 시대가 앞당겨 질 것임.
u-Health 서비스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u-Health 모델의 검증, 도입 및 활
성화체계, 관련 법제도의 마련, 인력양성 및 기술기반 등이 마련.
11.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을 접목해 새로운 기업이 출현하거
나 전통적인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진화, 이런 디지털 헬스
를 규제가 아닌 혁신기술을 통한 산업 성장의 기회로 인정 필요(성장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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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의료기기 기술 개발은 전통적인 의료기기 시장의 강자만이 아닌 새로운
스타트업 등이 진입할 기회.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기존의 의료기기 회사들도 파트너십)
- 메드트로닉, 존슨앤드존슨, 지멘스 헬시니어지, 필립스 헬스케어, 벡톤디킨
슨, 스트라이커 등
12. 블록체인 기반 EHR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의 통합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이 급상승 전망.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인터넷 장
부(혹은 데이터베이스)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체가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EHR은 상호운용성과 보안 문제를 보완해 유용하게
활용. 건강기록은 개인과 개인 간 블록 형태로 공유. 또한 블록체인은 정밀의
학, 환자 중심 의료시스템 등 다양한 용도로 확대될 가능성.
- 환자의 심장 기능을 모니터링하는 웨어러블 기기가 해킹을 당한다면 건강관
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컴퓨터단층촬영(CT)기기 등이 사물인터넷을 통해 의
료진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될 때 다른 환자의 정보가 잘못 전송되는 일이 생길
수 있음.
-93-

제언
13. 질병진단 인공지능 의료기기개발, 관련규제 미비
- AI 개발 업체가 질병 진단, 치료 영역의 패러다임 변화를 만들며 시장 선도,
국내 업체들도 진단 의료기기를 개발해, 국내 의료기기 진단 시장 변화를 예
고.
- 세계 의료분야 AI 시장 수익규모는 2014년 약 7120억원에서 2021년 748조
원으로 증가.
- 딥러닝 기반 의료 분야 AI스타트업은 2011년 이래 전체 977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국내 AI 헬스케어 시장 규모 역시 2015년 약 18억원에서 2020년 256억원
으로 관측(프로스트&설리번에 ).
- 맞춤형 인공지능(AI) 진료시스템을 도입(세종병원,베스티안병원).
- 뷰노, 루닛, 제이엘케이인스펙션 등 진단기기 업체는 X레이, 컴퓨터단층촬
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와 조직 사진을 보고 각종 질병 검진기
개발을 완료, 식약처 허가를 앞두고 있음.
- AI 기술이 의료현장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부 허가 기준 완화, 의료기기 수
가 적용 등이 필요. 또 AI 사용 이후 발생할 의료사고에도 대비.
- AI 오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여부, 환자 안전 등 관련 범위와 역량에
관한 논의가 필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이용에 따른 법적 책임 귀
속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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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우리나라 특허의 문제

1. 우리나라 특허의 문제
□ 우리나라 출원인들이 ’15년 국내에 신규출원한 발명 가운데 11.7%만 외국에 출
원된 것으로 나타났음.
ㅇ 특허는 해외 현지에 출원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전혀 보호받을 수 없음. 국내
출원의 88.3%는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의미.
□ 출원주체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해외출원율은 36.8%인 반면, 연구기관은
12.3%, 대학은 4.5%, 중소기업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해외출원율 : 국내에 신규출원된 발명 가운데 외국에도 출원된 발명의 비율

ㅇ 대기업은 국내에 35,893건을 신규출원하고 이 가운데 13,216건을 해외에 출원한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많은 44,258건을 국내에 신규 출원했지만 이 가운데
해외에 출원한 것은 대기업보다 훨씬 적은 1,900건에 불과.
ㅇ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대기업은 ’11년 10,023건에서 ’15년 13,216건으로 해
외출원이 늘어나는 반면, 연구기관은 ’12년 1,480 건에서 ’15년 929건으로 급감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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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국내출원의 제품별 해외출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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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장별 특허확보 현황
□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기존 시장 중심으로만 출원하고, 신남방국가 등 새
로운 수출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특허준비에는 소홀.
ㅇ 우리나라 출원인은 미국, 중국 중심으로 평균 1.9개국에만 해외출원을 하였
으며, 특히 대학과 연구기관은 각각 1.4개국, 1.2개국에만 출원하여 미국 이외 국
가에는 거의 출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ㅇ 해외출원의 미국 편중현상은 주요 수출경쟁국 중 우리나라가 52.9%로 가장
심하고, 중국 51.7%, 일본 43.3%, 독일 30.7%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인도, 베트남 등
7개 주요 신흥국에 대한 해외출원 비중은 우리나라가 5.6%로 가장 낮고, 미국은
16.6%로 주요 수출경쟁국 중 가장 높았다.(붙임3)
□ 또한 불확실한 신시장에서의 특허출원에 유리한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PCT 국제출원은 일단 저렴하게 출원하고 30개월 안에 외국 현지출원 여부를 결
정해도 되는 장점이 있어 보통 여러 국가에 출원을 준비하는 경우 많이 활용.

-6-

57

주요 시장별 특허확보 현황
ㅇ 해외출원시 PCT 국제출원을 활용하는 비율을 보면 대기업 25.3%, 중소기업
63.9%, 대학 53.8%로 조사.
하지만, PCT 국제출원을 한 특허 중에서 중소기업 55.3%, 대학 61.3%의 특허는 개
별국 현지출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PCT출원 이후 개별국에 출원해야만 최종적으로 권리가 확보됨

ㅇ 이는 대기업이 출원 초기부터 해외출원 대상국가를 미국, 중국 등 대형 수출시
장 중심으로 한정하는데 반해, 중소기업과 대학은 비용부족 등의 이유로 해외출
원 대상국가를 30개월 동안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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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 건수와 수출규모 비교
□ 한국은 주요 수출시장, 특히 신남방 등 신흥시장에서 미국, 일본과의 특허경쟁
에 대한 준비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
특히, 아세안 주요 국가에서는 최근 중국에 특허출원을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
음.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세계무역기구(WTO)의 통계로부터 산출

ㅇ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만 수출 1억불당 51.7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63.7건을 출
원한 일본과 비교가 가능했을 뿐,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서는 수출 1억불당 24.3
건을 출원하는 일본의 30%에 불과한 7.3건만 출원.
ㅇ 특히 인도, 아세안 등 신남방 시장에서 이러한 격차는 더 벌어졌으며 인도 시장
에서 수출 1억불당 특허출원은 미국, 일본이 각각 40.1건, 50.7건인 반면 한국은
일본의 20% 수준인 11.1건 출원에 그쳤고, 아세안 시장에서는 미국, 일본이 각각
11.9건, 10.5건인데 반해 한국은 일본의 19%에 불과한 2.0건에 그쳤음.
ㅇ 또한 제3의 수출시장인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만 중국보다 앞설 뿐, 태국, 말레
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에서는 중국보다 특허출원이
적어 향후 본격화될 신남방 시장에서의 기술경쟁 전망을 어둡게 했음.
-8-

58

신규 국내출원의 해외출원율(출원주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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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국내출원의 해외출원율(출원주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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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쟁국의 주요 수출시장별 특허확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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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쟁국의 주요 수출시장별 특허확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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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의료기기 특허출원 동향(특허청)

의료기기 특허출원 동향(2010-2019)
(전체) 지난 10년간(‘10-'19년) 의료기기 특허 출원은 총 86,322건으로
연평균 7.6% 증가 추세(특허청)

-국내 의료기기시장 규모의 최근 5년간 8.0% 연평균 성장율(14-18)과 유사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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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특허출원 동향(20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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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특허출원 동향(2010-2019)

-16-

62

의료기기 특허출원 동향(20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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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특허출원 동향(20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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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특허출원 동향(20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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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특허출원 동향(20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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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특허출원 동향(20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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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특허출원 동향(20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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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문별 출원동향-영상진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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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문별 출원동향-영상진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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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출원 동향-생체계측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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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출원 동향-생체계측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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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출원 동향-체외진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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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출원 동향-체외진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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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출원 동향-진료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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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출원 동향-마취호흡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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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출원 동향-마취호흡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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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출원 동향-마취호흡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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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출원 동향-수술치료기기

-33-

의료기기 출원 동향-수술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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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출원 동향- 치료보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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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출원 동향- 치료보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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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출원 동향- 정형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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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출원 동향- 내장기능 대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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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출원 동향- 의료용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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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출원 동향- 의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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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출원 동향- 치과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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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출원 동향- 재활보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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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출원 동향- 의료정보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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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출원 동향- 의료정보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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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형별 분류(중분류 14개 소분류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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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특허출원 동향(200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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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 동향

3.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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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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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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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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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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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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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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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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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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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헬스 케어 보안 특허동향

4. 헬스케어 보안 특허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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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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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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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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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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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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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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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보안-IP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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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보안-IP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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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 특허동향

5. 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 특허동향

-68-

88

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 특허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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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 특허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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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 특허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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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분야 특허 인용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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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분야 NPE활동 및 특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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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분야 NPE활동 및 특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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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기술발전 단계(S-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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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구간별 TOP 10 출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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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건겅관리 분야 특허활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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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기기 분야 특허활동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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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예상 제품 서비스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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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6

기업의 특허 활동과 IP 전략

6. 기업의 특허 활동과 IP 전략

차례
1.특허활동의 성공요인
2. 특허활동영역의 HIERACHY
3. 특허활동의 Infrastructure 구축방안
-특허분석 SKILL
-특허개발 SKILL
-특허경영 SKILL-방어
4. 방어적 활동의 실제
-특허경영 SKILL-공격
5. 공격적 활동의 실제
-특허경영 SKILL-예방
6. 분쟁 예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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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특허활동 시스템
특허활동의 成攻要因

특허활동 개념의 修正

Pro-Patent 개념의 可視化

R&D 밀착을 통한 良質의 특허권 확보

Pro-Patent 개념의 可視化

특허활동의 수익성 극대화

“특허는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

특허출원관리

특허개발활동

(수동형)

(능동형)

PM 추진

특허분석활동

(단편적)

(포괄적)

제품개발시 특허활동지원

Hit상품 개발지원활동

(소극적)

(적극적)

R&D 支援의 궁극적 목표
→양질의 지적 재산의 발굴/
특허개발활동과 연계

분쟁 대응 활동

특허경영활동

“활용되지 않는 權利는 서류뭉치일 뿐”

資料의 모음과 情報의 유통
(자료만 많다는 것과 정보가 없다는 것)

“Hit특허 없는 Hit상품은 없다.”

공격적 특허활동의 강화
(방어/공격)
(지출/수익)
공격적 특허관리

특허 관리

특허 경영

특허 담당자

특허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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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특허활동 시스템
특허활동영역의 HIERACHY

특허개발활동
특허활동의
基盤領域
(Infrastutructure)

특허분석활동

○ 발굴 Idea의 Sourcing

○ H/W Stand-alone / Network

○ 유도 Idea의 구체화 유도

○ S/W 정량적 분석 → 정성적 분석

○ 육성 Idea의 유효권리화

○ 운용체제 정보의 유통체제

예방활동

특허활동의
可視領域

○ 외국,타사 등록저지 *1
(정보제공/이의신청)

○ 소송대응전략

특허료 절감

○ Cross-License
(최선의 공격=최선의 방어)

+

註) *1 : 대상업체(Major Licensor)
*2 : 회피설계 유도(제품개발시 활동보다 TFT활동이 더욱 효과적)

96

공격활동

○ Claim 무효화

○ 부품특허 보증활동
○ 회피설계 유도 *2

특허경영활동

방어활동

특허료 수익

○ 침해감시활동
○ 특허 買入

특허활동의 성과 측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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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특허활동 시스템
특허활동의 Infrastructure 구축방안

發掘 활동

특허
개발

상품기획

育成 활동

活用 활동

특허
분석

- Core Inventor의 집중적 육성
- Core Project의 차별적 지원
- 기술분과위원회(各요소기술별) ① 설계 Idea 발굴
② 설계능력의 배양

제품설계

- Hit상품 기획위원회(개발/상기/특허) ① 제품화 Idea 발굴
② 보유권리의 제품화 촉진

- Idea W/S / Claim Drafting
- 중간서류의 處理 주체 : Patent Engineer의 고유영역
(∵ File Wrapper Estoppel을 고려해야)
- 청구항制의 적극적 활용 : 多面的 보호/ 質的 관리
- 제품화 촉진(PIP, VIP) * : 특허의 활용가치 可視化
( *PIP: Product VIP: Venture Intellectual Property)

H/W

- Web환경의 특허분석 시스템(LIVE System), 제품群別 Network(WAN)

S/W

- 出力용 S/W(Tree형 Map, Pie형 Map), 入力용 S/W(수작업→전산작업)

활용 체제

- 入手 : Knowhow 정보 : SVC Claim, QA자료, Line Trouble
기술정보 : 논문, 전문지, 부품정보
동향정보 : 시장동향, 제품동향
- 加工 : PM추진 활성화
- 流通 : 지속적 Maintenance, 활용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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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특허활동 시스템
특허분석 Skill

Process

과제
입수
KINITI IR

자료 입수

CD-ROM
가공/분석

특허 檢索과 分析 겸용
S/W 개발

자체 D/B의 Network화

Application
Code 부여

Date Bank

자료입수의 省力化

PC

Conversion S/W

분석

Tree형

Pie형

D/B 구축
Intranet/Internet
System구축
ON-LINE화

System
CD-ROM

PC
EWS

Image Scanner

LBP

설계실
연구소

ODD

한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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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특허활동 시스템
특허개발 Skill

Process

과제
Idea Generation
해당분야

기획

해결과제

해결방안/수단
조합

치환

Idea창출의 정형화
설계試作

응용

설계품질평가 System도입
- Project별
- Unit별

평가 System
Project별

양산試作

기획

설계시작

양산시작

양산

유효권리화 추진
기술분과위원회

Unit별

양산

Y/C

Servo

Deck

Syscon

A.P.T

○ 개인별 관리 지양 → 과제별 관리
KFS

○ 특허 정보의 세분화, 적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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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특허활동 시스템
특허경영 Skill - 방어

Process

과제
분쟁특허 무효화

예방활동

입수

○ 분쟁 예방활동

KFS

방어활동

○ 분쟁특허 무효화 추진

○ 침해감시활동 전개
(Monitoring System)

분석

Mapping

-중복특허의 상관관계 검증
- 기초기술의 제공

무효화 Skill
1st 중요도

양산試作

분류

KFS

2nd 적용성

3rd 무효성

-중요도의 客觀的 평가
-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근거확보
- 무효 Channel의 多元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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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특허활동 시스템
방어적 활동의 실제

배경

개발 Skill

○ 계약특허현황

Approach

Analysis

C 社 사례

Evaluation Negotiation

高

“Zero”

제
품
적
용
도

低

中

00억

특허
분석
기능

관련특허
및 File
Wrapper
입수

무효화
-FEW
-Prior Art
조사

Technical
Discussion

계약
협상
기능

협상Issue
의 선정

생산물량
및 지역
현황파악

협상전략
수립
(국가별
계약추진)

O 계약중단

前

O 계약범위
축소

“계약중단”

後

D 社 사례
75%

高

00억

발명의 質(중요도)
前

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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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특허활동 시스템
Process

특허경영 Skill - 공격

과제
Monitoring
입수

예방활동

○ 분쟁 예방활동

분류

분석

ᆞM/S
ᆞ사진촬영
ᆞ低價형
ᆞElement by
ᆞ Mechanism
Element
Type별

ᆞ해외출원
ᆞ특허권
매입
Evaluation

방어활동

○ 분쟁특허 무효화 추진

제 품

특 허

SVC Manual
Test

ᆞ文理的 해석
Element by Element로
Claim Chart 기재
ᆞ均等的 해석
(기능,방법,효과)

기능 Test
Diagram Test
KFS
공격활동

○ 침해감시활동 체계화
- 타사제품 Monitoring
- 특허의 Evaluation
- Enforcement

-단계별 Approach
- 판단범위의 확대검증

Enforcement
침해 Manual 제작
특허 설명회 실시
KFS

- Rote Playing
- Cross Checking
- 등급별 전략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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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특허활동 시스템
공격적 활동 실제

배경

개발 Skill
○ Cross-License Skill

○ 권리보유현황
해외특허

自社권리 요약서 작성

E 社 사례

他社 제품분석
(기능별, 요소별 Test)

00억

(13%)

50%
00억
前

後

검증 및 평가
D 社 사례

국내 특허
KFS

40%

○ 타사 제품정보 입수 Channel 확보
○ 사용자 Manual (O/M,S/M) 1 활용
- 특허, 회로분야

00억

00억

前

後

註) 1. Owner’s Manual, Service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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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특허활동 시스템
특허경영 Skill - 예방

Process

과제
한국특허무효화

예방활동

○ 분쟁 예방활동
- 한국특허의 무효화
(국가별 계약 유도)
- 부품특허 사전보증제
- 문제특허 회피설계

公開후

정보 제공 검토

登錄후

이의 신청 제도
무효 심판 제도

방어활동

○ 분쟁특허 무효화 추진

Enforcement
IC Data Book
IC 승인원

공격활동

○ 침해감시활동 체계화
(Monitoring System)

기술별
특성별
회로구성별

IC 특허

BOM List
-국내특허
-해외특허
KFS

- 부품문제특허의 사전 보증 유도
- IC 도입 Process의 정립
(IC와 특허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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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특허활동 시스템
분쟁 예방 활동
배경

개발 Skill

○ 계약 조건별 분석

○ 타사 특허 등록저지 Process

생산지역 특허지역 특허료 지불
A國
A國

A國

전세계
수출물량

B,C國

B,C國
수출물량

○ 기술분야별 특허료 현황

기구
(13%)

선 정

분 석

회피설계

ᆞ대상특허
ᆞ대상지역

ᆞ무효화
ᆞ정보제공

ᆞ개량 Idea
적용

100%

○ 부품특허 보증 Process

기
타

$00/台

前

부품
개발

台當
경상
이익
後

B 社 사례
00건

선정

System
특허
(25%)

A 社 사례

부품 IC
특허
(58%)

보증

MOU

평가

보증
건수

부품
Maker

前

특허
분석

Sourcing
협의

後

“무보증”

註)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특허보증(Patent indemnification)을 위한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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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기업에서의 IP전략
Ⅱ.A사의 IP전략 개요
Ⅲ.IP전략 과제별 추진현황
1.IP Portfolio 구축
2.IP 권리행사
3.IP Risk 선행관리
4.IP Licensing
5.Global IP Network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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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IP 전략
Ⅰ.기업에서의 IP(지식재산) 전략
기업은 영리목적을 추구하는 경제단위로서 이익의 증대와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행동원칙으로 삼고 있으므로 기업에서의 IP전략도 이익증대에 기여하여야 함.
1.IP Portfolio구축

Market
특허
상표

제품/
장치

특허

1)시장진입방어

특허
특허

他社
제품

시장
독점

他社
특허

Risk
최소화

2)권리행사

디자인
2.IP Risk관리

이익
증대

특허
개발
기술
특허

3.IP Licensing

他社

License
수입

사회적
책임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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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IP 전략
Ⅱ.A사의 IP전략 개요
A사의 IP전략도 회사의 이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을 도출하여 추진중임.
IP 전략 과제

이익
증대
사회적
책임수행

제품의 독점
시장화

1.개발제품의 IP Portfolio 구축
2.IP 권리행사의 적극적 실시

제품의 RISK
제로화/최소화

3.개발제품의 IP Risk 선행 관리

IP 이익창출

4.IP Licensing 통한 이익창출
극대화

차별화 신제품
개발 지원

5.최신특허정보 정기적 제공
6.개발제품의 특허조사/분석
7.Global IP Network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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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IP 전략
Ⅲ.IP전략 과제별 추진현황 - 1.개발제품의 IP Portfolio 구축
IP Portfolio관리체계 구축,특허권의 質향상 등을 통해 개발제품의 IP Portfolio를
구축하여 제품의 독점시장화를 통한 이익증대를 추진함

IP Portfolio
관리체계구축

• 제품개발 단계별 IP Review 실시
• 개발제품의 IP확보,외부 유효특허
매입등을 통한 IP Portfolio 구축

특허권의 質
향상

• 출원발명의 선행기술조사 및
권리범위 심의 100 % 실시
• 출원/등록/년차료 납부 단계별
IP평가 실시

개발제품의
IP Portfolio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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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IP 전략
Ⅲ-1.개발제품의 IP Portfolio 구축 – 1)IP Portfolio 관리체계 구축
기술/제품개발 단계별로 IP Review 를 실시하여 개발된 핵심/개량/주변기술들에
대해 특허권을 확보하고 외부의 유효특허 매입 등을 통해 IP Portfolio를 구축함
R&D과제
선정

기술/제품
개발
IP
Review

R&D

IP
Review

Pilot

IP
Review

핵심특허
확보
IP
Portfolio
구축

사 례

특허조사/
분석

판매

생산
IP
Review

개량특허
확보

IP
Review

디자인권
확보

핵심기술

개량/
주변기술

디자인/
브랜드

외부유효
특허매입

주변특허
확보

상표권
확보

0000수지 핵심기술 개발: 조성물,제조방법 등 특허확보 → 관련 가공
기술,용도기술: 가공특허,용도특허 확보 ▷ 개발기술의 가치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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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IP 전략
Ⅲ-1.IP Portfolio 구축 – 2)특허권의 質 향상 – 선행기술 조사 및 권리범위 심의
개별 특허출원 건들에 대해서는 건별로 선행기술 조사 및 권리범위 심의를 통해
이익증대형 특허권을 확보함.
출원
Process

선행
기술
조사

발명
내용
검토

발명
접수

•선행기술과
구성 및 효과의
차이점 명세서
기재,차별화된
명세서 작성

특허권
質향상

명세서
초안
준비

권리
범위
심의

권리
범위
확정

•선행기술과 차별화된 구성
요소중 필수구성요소 기재
•개발제품의 보호,타사에서
회피가능한 제품의 방어 등
을 고려하여 권리범위 작성

0.권리범위 廣: - 특허청 심사시 등록거절 가능
- 타사 무효주장으로 무효화 가능
0.권리범위 狹: - 타사에서 권리범위 구성요소중
일부변경,회피제품 용이 제조

無가치
권리

출원
등록

이익증대형
특허권확보
(20억/200억)

Paper특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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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IP 전략
Ⅲ-1.IP Portfolio 구축 – 2)특허권의 質 향상 - IP평가
IP관리 각 단계별로 IP평가를 실시하여 국내/해외출원,발명보상 등급을 결정하고
미실시 권리에 대해서는 외부매각/Licensing을 추진 또는 연차료납부 포기,정리함.
단계

발명
접수
IP
평가

평가
요소

국내
출원

해외
출원
IP
평가

등록
보상

연차료
납부

IP
평가

1.기술적 가치 1)
2.사업적 가치 2)
3)
3.권리적 가치 4)
5)
6)

IP
평가

라이
센싱

실시
보상
IP
평가

000
000
000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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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IP 전략
Ⅲ.IP전략 과제별 추진현황 - 2.IP 권리행사의 적극적 실시
IP침해제재 Process정립,IP 도용제보 Site 운영,제보자 Incentive 지급,홍보 등을
통해 IP침해제보를 활성화,IP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이익증대를 추진함.
IP 침해제재
Process 정립
IP 권리행사의
적극적 실시

IP 도용제보
Site 운영

•(사내) Intranet > IP관리시스템 > 침해신고
•(사외) 회사 Hompage > 지적재산권 도용제보

IP 도용제보자
Incentive 지급

교육/홍보

•IP침해제재 사례의 사내 공유
•IP침해제보안내 팜플렛 제작,대리점 배포
•IP침해제보 안내문의 사내외 잡지 게재,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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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IP 전략
Ⅲ.IP전략 과제별 추진현황 - 3.IP Risk 선행관리

기술/제품개발 단계별 IP Review 실시 등 IP Risk 선행관리 체계구축,타사의 IP
침해주장의 적극대응 등을 통해 IP Risk를 선행관리하여 손실을 제로화/최소화 함
IP Risk 선행관리
체계구축

IP Risk
선행관리

• 기술/제품개발 단계별 IP Review 실시
• 개발/판매 제품의 IP진단 실시

타사의 IP침해
주장 적극대응

IP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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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IP 전략
Ⅲ-3.IP Risk 선행관리 – 기술/제품개발 단계별 IP Review 및 IP진단 실시
기술/제품개발 단계별로 IP Review를 실시하여 경쟁사 특허가 발견된 경우 회피
기술 개발,경쟁사 IP 대응방안 수립,실행하여 IP Risk를 최소화함.
R&D과제
선정

기술/제품
개발

IP
Review

IP Risk
선행관리

사 례

R&D

IP
Review

경쟁사
특허발견

Pilot

생산
IP
Review

IP
Review

판매

IP
진단

• 회피기술 개발/
IP 확보

• IP 未확보 제품의
IP확보

• 경쟁사IP 대응방안
수립,실행

• 경쟁사IP 未검토
제품의 침해검토

제품개발 → 특허조사,경쟁사 특허발견 → 회피제품 개발,판매 → 일본업
체의 특허침해/판매중지 요구 서신 접수 → 침해부인 대응 → 제품의 안
정적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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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IP 전략
Ⅲ.IP전략 과제별 추진현황 - 4.IP Licensing을 통한 이익증대 추진
비사업화 기술/IP의 매각,Licensing 등을 통해 이익증대를 추진함.
관련회사 직접제안

• 비사업기술
• 개발기술의
가치확장 기술
• 공통기반기술

IP 매각/
Licensing

기술중개상(Broker) 의뢰

관련 기술Site 게시

IP Mart Site 등록,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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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정]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이해

의료기기R&D 제품화 성공사례,
업종전환 사례

정재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장
전문위원
기술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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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성공사례-해외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서비스 · 해외 대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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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성공사례-해외
1. Fi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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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성공사례-해외
2. iRhy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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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성공사례-해외
3. Under Arm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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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성공사례-해외
4. N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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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성공사례-해외
5. Xia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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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성공사례-해외
6. Guardian Medical Monitoring
- 가정 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원격 카메라와 문 접촉 및 압력 감지 바닥 센
서를 통해 사용자의 상태를 알려주며 양방향 음성 통신이 가능하다 또한
생활 안전 옵션을 추가하여 화재 및 일산화탄소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 Guardian Medical Monitoring 의 제품은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가정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한 응급상황이나 위험 상황
이 전개되었을 때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알람 메시지가 전달되어 응급처치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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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성공사례-해외
7. Well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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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성공사례-해외
8. Alive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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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성공사례-해외
9. Proteus Dig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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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성공사례-국내
스마트 헬스케어분야 제품-서비스 국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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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성공사례-국내
1. 인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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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성공사례-국내
2.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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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성공사례-국내
3. 직토(ZIK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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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성공사례-국내
4. 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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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성공사례-국내
5.웰트(W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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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성공사례-국내
6. 하이디어솔루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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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성공사례-국내
7. 텔레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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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성공사례-국내
8. 지온네트웍스

사회안전 서비스 : 사회안전 단말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PC용 웹과 안드로이드 및
ios를 지원하는 모바일 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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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성공사례-국내
9. 메인텍(의약품주입기)
-

기존 의약품 주입방식을 개선한 실린더식 의약품 주입펌프 ‘애
니퓨전’(Anyfusion)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

-

애니퓨전을 보건신기술(NET)로 인증했으나 제품 핵심기술인
실린더 카트리지가 제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산정
돼 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없었고 국내 판매실적 또한 없어 해외
수출에도 어려움을 겪었음.

-

복지부 식약처 및 진흥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의료기
기산업 종합지원센터’는 애니퓨전의 시장진입 애로사항 상담과
지원을 실시

-

의료기기 인허가 후 보험등재 절차 및 임상근거 등 자료 제출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테스트 지원 사업’을 통해 제품 성능평가 및 개선을 지원

-

이를 통해 분당서울대병원 마취과 한성희 교수는 기존 외산 제
품(Syringe Pump) 대비 애니퓨전의 약물주입 정확도 우수성 입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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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성공사례
10. 씨엠랩
-씨엠랩은 진흥원의 2017년도 ‘유망의료기기 스타트업기업 시장진출 컨설팅 지
원 사업’을 통해 품질관리시스템(GMP)을 구축하고 지난 5월 제품에 대한 제조인
증을 획득했다.씨엠랩은 2017년 1인 기업으로 창업해 현재까지 12명의 직원을 채
용했다.또 해당 제품을 통해 외산제품 대비 75% 절감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
국내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전년대비 300% 이상 매출액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 의료기기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현지 인허가 획득 및 수출계약 사례로 ‘힐
세리온’을 소개했다.
힐세리온은 카트형의 100kg이 넘는 초음파진단기를 국내 최초로 소형화해 청
진기처럼 개인 의료장비로 구현한 휴대용 무선 초음파진단기 ‘소논’(SONON)을 개
발했다.
소논은 기존 초음파진단기와 비교해 무게 및 배터리 동작시간 등을 개선해 휴대
성과 사용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힐세리온은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를 받았으며 유사
제품 최초로 FDA 및 CE 인증을 획득했다.이를 토대로 해외 수출액은 2015년 13만
9711달러에서 2017년 46만3541달러로 연평균 82.1% 증가했다.힐세리온은 향후
해외 판매망 구축을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북미·일본 등 해외시장 마케팅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3-

의료기기 성공사례-국내
11. 코로나19 치료, 폐 이식 필수 장비-‘체외막산소공급장치
그동안 전량 수입 의존…국산화율 높일 것
-중증환자 치료장비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국산화에 성공.
에크모는 현재 국내에 350여 대가 있지만 모두 수입제품.
따라서 이번 에크모 국산화로 인해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시장 진출이 새롭게 열릴
것으로 기대.
-에크모는 인공 폐와 혈액펌프를 통해 환자의 혈액에 산소 공급한 후 체내에 넣어주
는 의료장비다. 현재 위중 상태의 신종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필수적으로 활용
-에크모는 혈액펌프, 산화기, 혈액회로, 구동 및 제어장치 등
으로 구성된다. 연구팀이 개발한 장치는 산화기와
캐뉼라(몸속에 삽입하는 튜브)를 제외한 기기가 국내
개발품으로, 국산화율은 70% 수준이다. 후속 연구가
완료되면 전체 시스템의 국산화율이 95% 정도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출처 : 헬스컨슈머(http://www.healthum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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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성공사례-국내
12. 초음파 구동 마찰전기 기반 체내 충전기술 개발(성균관대)
마찰전기 발전소자로 4.7mF 축전기 완충 성공
인체 삽입형 의료 시스템 산업 새로운 이정표
-배터리 교체를 위한 주기적 시술 없이 체내에서 생성된 마찰전기로 생체 삽입형 의
료기기를 상시 충전하는 새로운 에너지 수확(energy harvesting) 기술을 개발.
- 그동안 심장박동기, 인슐린펌프 등 체내 삽입형 의료기기의 전원공급을 위해 상
당한 출력의 외부전력을 무선으로 체내로 전송하기 위해서 생체 영향력 부분을 고
려해야 했음.
-이에 심장박동이나 혈류, 근육운동 등 생체 내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하려는 에너지 수확 연구가 지속되었으나 체내에서 발생하는 기계적 에너지가 작
아 충분한 발전효과를 내기 어려웠음.
-연구진은 실제 검진 및 치료 등에 사용되는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에서 힌트를 찾아냈음.
-외부의 초음파가 체내에 삽입된 특정 소재의 변형을
가져오고 변형에 따른 진동으로 유도되는 마찰전기를
이용해 높은 수준의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입증한 것임.
-25-

의료기기 성공사례-국내
13. IBS, 콘택트렌즈 형태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 개발
기초과학연구원(IBS)은 박장웅 연구위원(연세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눈
물 속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를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개발.
연구팀은 눈에 착용해 눈물 속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Cortisol) 수치를 실시간 측
정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 형태의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를 개발.

스트레스 측정 용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실제 착용한 모습. 20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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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성공사례-국내

14. 원격의료 시스템인 `하이케어 허브(Hicare Hub)`는 자택에서 환자가 혈압·심전도·
혈당 검사 등을 하면 데이터가 곧바로 담당 의사에게 송신. 담당 의사는 데이터를 보
고 환자 건강 상태를 체크.
데이터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되면 영상을 통해 의사가 환자에게 재측정을 요구하고
정확한 자세나 방법으로 다시 체크하도록 할 수 있음.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진료까지 볼 수 있는 솔루
션. 현재 대다수 의료기기가 측정한 생체정보 데이터를 다른 기기에 보낼 때 호환성
문제가 자주 발생. 의료기기마다 정보 나열 순서나 구체적인 데이터 내용까지 각자
다른 데이터 정렬·전송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임. 하지만 하이케어 허브는 전 세계에
서 사용되는 의료기기 약 120개와 연동돼 있어 의료기기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데이
터를 보내도 이를 국제표준 형태로 바꿔줌.
-27-

의료기기 성공사례-국내
15. 인체 내 전력 전송을 위한 유연한 마이크로 LED패치를 개발.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따르면 기계공학부 이종호 교수 연구팀이 피부에 직접 부
착해 인체 내 전력 전송을 위한 유연한 마이크로 LED패치를 개발.
이번 연구성과로 앞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수명 연장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기능 고성능 삽입용 헬스케어 기기 개발 뿐 아니라 마이크로 LED 패치는 피
부에 부착해 치료와 미용 용도로도 광범위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인체 내 전력량 부족문제는 다기능 고성능 인체삽입 헬스케어 기기 출현의 가장 큰
제약 중 하나로 꼽혀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주변 빛을 흡수해 발전할 수
있는 인체 삽입 태양전지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 역시 실내나 야간, 또는
삽입 부위가 옷으로 가려질 경우 빛의 양이 부족해 전력을 넉넉히 생산하는데 한계
를 보여왔음.

-28-

124

의료기기 업종 전환-정책
김해·양산의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 사업’은 경남의 주력산업인 소재
·부품, ICT, 정밀기기산업을 고부가가치 의료기기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
로 3년간 200억원(국비 100·지방비 100)이 투입.
경남도는 도내 소재·부품, 정밀기기업체 약 20%인 650여개 업체를 의료기기 업
종전환 잠재 수요자료 예상.
업종전환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의 제품 상용화 지원, 김해산업
진흥·의생명융합재단의 시제품 제작지원 및 안전성 검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 기술개발 지원 및 컨설팅 등 업종전환 전주기에 걸쳐 기업별로 맞춤형 지원할
계획.
특히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체외진단기,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의 의
료기기와 의료용품이 업종전환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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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성공사례-성공요인
가.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 모델 확보
-산업의 생태계 조성 능력이 필요하다
애플 구글 삼성 등 글로벌 기업들은 나름의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노력
하고 있지만 업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다
애플의 경우 ResearchKit, HealthKit, CareKit 등을 출시하며 새로운 의학 지식을 창
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로 다른 제품이 데이터를 교류할 수 있는 판을 깔았을 뿐 하나의 생태계로 자리
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되며 이는 아직 소비자들이 효용을 느낄 수 있고
의료적으로도 가치 있는 제품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도 해석이 가능
하다 시장을 선도하는 유용한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사용자와 좋은 제품
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시장 경쟁력 갖추어야 한다
-회사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은 외부협력이나 M&A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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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성공사례-성공요인
-제품의 성능과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Noom은 2016년 전 세계 첫 모바일 기반 당뇨병 예방 연구 논문 발표하고 미국
보험사 직원 중 당뇨 보유 집단을 대상으로 모바일 당뇨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
하였다 그 결과 오프라인에서의 예방 효과와 비슷한 당뇨병 예방 효과를 입증하
였다.
나. 기술확보
-기업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제품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 주요 의료기관과
의 임상시험 및 공동 연구를 통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임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 FDA 승인 획득 전과 후의 제품 판매량 차이 발생하는 것처럼 제품 판매에
필요한 인증 등의 확보 필수 관련 분야의 특허 출원 및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반 기술 보유 기업과의 파트너십 확보가 필요하다. 헬스케어 서비스의 기반
기술이 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바탕으로 헬스케어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확보를 통해 헬스케어 영역을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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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성공사례-성공요인
다. 사용 대상 파악
-사용자 편의성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편리하고 자동적인 측
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조작을 최소화하고 인지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Lifelog
data가 측정되고 자동으로 저장되는 것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장된 data 값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여줄지
에 대한 순서와 디자인 (UI/UX)폰트 색상 선택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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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성공사례-성공요인
좋은 기술이 있고 이를 이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만들면 잘 팔릴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
의료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병원(의료서비스 제공자)과 보험회사,
소비자의 이해관계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효용을 면밀히 파악.
또 의료업계와 보험업계의 보수적인 성향도 고려.
1. 소비자의 효용
1) 제품에 의학적 효용이 있는가
2) 소비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가
3) 소비자가 해당제품을 이용해 그문제의 해결을 원하는가
4) 해당제품이 그문제를 해결할수 있는가
2. 보험회사의 효용
1) 이제품이 보험회사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지는 않는가
2) 이제품이 보험회사의 마케팅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3. 의료기관의 효용
1) 이 제품이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되는가
2) 의사가 자비를 들여 구입할 가치가 있는가. 의사가 평상시에도
사용하는제품/기술인가
3) 정부정책에 부합하는가
-33-

자료; DBR

의료기기 업종전환-사례
포스트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아하정보통신)
교육 기기 제조에서 의료기기 제조로 전환
1995년 창립한 뒤 전자칠판, 전자교탁 등 교육용 기기를 개발, 전자칠판의 터치센서
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 국내 시장 1위, 세계에서도 톱 5 기업.
마스크 감지·체온측정 '스마트패스'
자외선 파장활용 '터치센서 살균기'
관공서·대기업 물론 28개국서 주문
"올 매출 3배 뛴 1,000억 이상 기대"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한 1월부터 기존 안면 인식
출입 기기에 독일 ‘하이만(Heimann)’의 적외선
체온 측정 모듈을 탑재, 4개월간 운영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0.5초 내 얼굴 판독, 체온 측정을 마치고 방역
관리자에 문자와 SNS로 통보해주는 종합 시스템을
개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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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료기기 우수사례
스마트 의료기기-아람휴비스(주)
IoMT 스마트 모바일 영상음향생체환경센서를 활용한 개인용 호흡기도질환 건강관리
기기와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Cloud 홈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스마트 의료기기--(주)마이크로디지탈
효소화학발광 기반 전자동 fastCLEIA(신속면역분석) 시스템 및 96well 플레이트 기술제
품 개발
스마트 의료기기-(주)비젼사이언스 대구지점
유해파장광 차단 및 눈부심방지 자가조절 기능을 가지는 인공홍채형 소프트 콘택트렌
즈 개발
맞춤형 바이오 진단 치료-(주)진켐
인체 유래의 유용한 당지질의 생산 기술 기반 구축 및 신소재 개발
맞춤형 바이오 진단 치료--바이오일레븐
장내세균 분석 기반 비만 개선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포뮬레이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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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료기기 우수사례

맞춤형 바이오 진단 치료-(주)프로테옴텍
고감도 다중 항생제 감수성 신속 검사 시스템 고도화 사업
디지털 헬스케어-(주)시브이바이오
뇌혈관 질환 예방 및 진단을 위한 최소 침습적 경혈관 뇌압 측정 장치 및 임상 플
랫폼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힐세리온
지능형 중재시술 가이드를 위한 AI 초음파 및 플랫폼 개발
맞춤형 바이오 진단 치료(주)젠바디
중증 뎅기열 바이오마커와 현장진단용 기기 개발을 통한 뎅기 감염 관제 시스템
및 글로벌협업연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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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우수 기술혁신 사례
∎(주)바디텍메드 : 체외진단기기 및 진단카트리지 개발 기술 세계 최초 상용화
성공 후 코로나 19 진단키트 2개 미국 식품의약국에 등록 완료 후 미국 전역에 수
출

-37-

의료기기 성공사례-개선사항(기업지원)
-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 시장 및 파트너사 발굴 등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 또한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의 스마트 헬스
케어에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집중적
으로 지원하는 R&D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 기술인
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
-제품 인증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해외 인증 규격 관련 정보의 국가적
관리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 벤처 기업 대상의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인
증 인허가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
-표준과 관련하여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기업의 표준 적용 및 보급 확산을 위해
유관분야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공이 필요
그리고 정부와 민간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표준 활용과 확산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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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성공사례-개선사항(기업지원)
-법 제도와 관련하여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 개정과 건강보험 수가 개발 등
의 제도적 개선 검토 등의 정책지원이 필요
또한 개인 건강정보 수집 전송할 때 정보 암호화를 의무화하는 규제 신설 정보 유
출 혹은 의료사고 발생 시 관련 기업과 의료진 간 책임소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
-정부 지원과 관련하여 해외 의료정보 및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에 대처할 수 있는
국내 테스트베드 구축이 필요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수요에 대비한 기초 전문인력 육성 및 전 현직 종사
자를 대상으로 인허가 등의 실무용 전문인력집중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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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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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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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Innovation

전혀 다른 역량의 융합으로 생겨나는 창조와 혁신의 빅뱅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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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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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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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vs.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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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Data in 4th Industrial Revolution

1) 헬스케어 빅데이터?
2) 디지털 헬스케어 저해 요인 (표준화 등)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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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Data : Clinical Data

의료영상 (PACS) : Infinitt

처방 및 의무기록 (OCS, EMR) : ubicare

Image AI : Vuno, Lunit

CDW : Blink Healthcare, Miso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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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Data : Genome Data

정밀의학

데이터 기반 신약개발 : Syntechabio, Dr.Noah

차세대 유전체 분석 (NGS) : Tera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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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Data : Claim Data

청구데이터를 이용한 시판 약의 사용성 분석 및 시각화 : Coreze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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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Data : Research Data
임상시험센터

연구관리시스템 : e-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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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생물학실험

실험실관리시스템 : LIMS

생물학적 데이터베이스

생명데이터 분석 시스템 :
DAVID

24

Healthcare Data : Patient Generate Health Data (PGHD)

독감 예측 앱 : MobileDoctor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벨트형 비만관리 앱 : WELT

당뇨관리 앱 : HurayPositive

25

Healthcare Data : Social Determinant of Health (SDH)

우울증 관리 앱 : Intellicare

청소년 자살 요인 분석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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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of Healthcare Data
데이터의 진정한 가치
이질적 데이터 간 체계적인 연결성으로 부터 기원

Genomic Data
Clinical Data

Claim Data

Research Data

** SDH
* PGHD
* PGHD : Patient Generated Health Data
** SDH : Social Determinant of health

27

Network Science

초연결
초지능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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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Science
삼라
만성

나

오바마

29

Network Medicine
Perturbation
Sensitivity Network

Protein Interaction
Network

Metabolic
Network
Cell Signaling
Network
Regulatory
Network

Network biology
Network Medicine

Disease Network
Drug Target
Network
Social Network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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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Medicine

31

What are problems of the Healthcare Big data?

내재적 문제

외재적 문제

• 헬스케어 데이터 표준화

•개인 정보 규제

•데이터간 상호 운영성

•정보 공유 규제

•데이터 거버넌스

•클라우드 정보 보관 규제

•어설픈 개방

•유전자정보 규제

•데이터의 신뢰성

•LOD 부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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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mentation of Healthcare Data

Data
Fragmentation

33

Big data Policy for Hospital

HIS 2
ETL

ETL

•
•
•

HIS 2
ETL

HIS 1

현행 의료법상 한 의료기관 밖으로 데이터가 나올 수 없슴 : 개방 X
설사 나올 수 있다 해도 기관마다 용어,서식, 인프라 모두 다름  표준화 이슈
비정형 데이터 처리 방법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저해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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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 Data

35

Claim Data

• 개방 같지 않은 개방 –

원격연구분석 포탈 (가상컴퓨터 제공)
• SAS, R 만 제공, Database Engine 제공 X
• 공공성 vs. 산업적 활용 x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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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of Healthcare Big Data

한국 도로

일본 도로

협력

공유

소통

개방

표준화

37

Distributed Research Network (Common Data Model)
Source 1

Source 2

Source 3

공통데이터모델 Common Data Model 민감 개인정보 유출 없음
다기관 데이터 통합분석
EMR 자료 연계
분석 코드

분석코드

결과

결과

분석코드
Analytic Methods
Analytic Methods

분석코드
공통 분석코드 이용가능
결과

결과 재 분석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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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line for genetic testing

Bowtie, BWA
SOAP2, Stampy
Atals2, GATK
PolyScan GSNP

Abrowser,
Bambino

Too many Analysis Tools for NGS pipelines
 The same sample, but, different Results
Standard Issue

단계별 분석 도구
가 매우 다양함

39

Integration of clinical and genomic data
Interoperability

Genome Data

Clinical Data

Genome Standard : (1) Analysis Pipeline (2) Data Store (3) Data exchange
임상 및 유전체 통합 분석 데이터 구조 인프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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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Data Governance

PrecisionFDA

OncoKB

HL7 CGWG

FHIR genomics
헬스케어 빅데이터 거버넌스

41

A.I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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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어디가 아프세요?
어떻게 아프세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쥐어짜듯 아프세요?
찌릿찌릿 아프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언제 특히 아프세요?
언제 좋아지세요?
주기적으로 아프세요?
간헐적으로 아프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아프셨어요?
거기 말고 다른데 아픈 데는 없으세요?
아플 때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자세에 따라 아픈 게 변하세요?
눌렀을 때 아프세요?
뗄 때 아프세요?
아픈 곳에 열감은 없으세요?
아픈 곳이 부어 올랐나요?
복용하는 약은 있으세요?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 있으세요?
수술이력은 있으세요?
다른 앓고 있는 질환은 없으세요?

심근경색만 염두 해
두고 진단하지 않음

심근경색 예측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심근경색 환자 데이터 머신러닝

심근경색 확률 50%

심근경색

• Strong AI vs. Weak AI
• 질환명 – 수십만개
• 인종간 유전적 다양성
• 상이한 보건의료체계
• 정답 없는 게임
43

Characteristics of Healthcare Industry

최첨단 기술 산업

최고의 규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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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대한 차별
44

Characteristics of Healthcare Industry

Healthcare
• 보건의료 체계 및 의료법의 영향
• 다양한 스테이크홀더 :
- 병원, 대학, 보험사, 제약사,
연구소, 기업, 환우회
• 새로운 기술에 대한 흡수력 낮음

• 보수의 키워드

Big Data
•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분석 기
술
• 4차 산업혁명 핵심주역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 진보와 혁신의 키워드

Healthcare Big Data
Digital Healthcare

45

Regulatory Sandbox

규제 샌드박스
-규제로 인한 문제 발생시 사후 규제
- IoT, 핀테크, 인공지능 분야
- 영국, 일본, 싱가폴
-주의 : Regulation in Regulatory Free

의료는 규제의 산업이란 점을 고려 할 때, 의료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
없이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은 이루어지기 어려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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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Data

마이데이터
• 기관은 데이터 보관을 이행할 뿐, 데이터 소유의 주
체가 아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개인 데이터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
• 데이터의 자기 결정권 강화
• 개인정보 이동권 : 개인데이터를 자신이 소유 및 이
관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데이터거래)
47

MyData

K-mydata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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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Health Records
 개인이 자신의 건강관련 전자 기록을 직접 관리,공유 및 통제
 종류

 단일 기업

 단일 의료기관

 모든 의료기관
+
모든 기업
49

Personal Health Records
 Blue Button


미국 보훈청, 메디케어 데이터, tethered PHR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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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Health Records

My health Manager
(kaiser permanente)

내 손안의 차트
(서울 아산병원 )

 PHR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뢰성(Reliability)과 무결성(Integrity)
보안(Security)과 투명성(Transparency)
 적절한 보상 (reward)
 표준화 (Standardization)



51

Blockchain

데이터 유통, 헬스코인 , H-Sign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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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53

Blockchain : Medibloc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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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 Medibloc

공유

협력

표준화
개방

소통

55

한현욱 헬스케어 빅데이터 연구소 (www.hanhyunwook.com)

• 자문/강의
stepano7@gmail.com
010-629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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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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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정]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이해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안전성 적용 규격의 이해
㈜스탠다드뱅크
http://www.standardbank.co.kr/
우우석 부장 010-8722-0241 tony@standar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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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601 3.1판 아키텍쳐

보조기준규격(Collateral)
60601-1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용 전기기기/시스템의
공통기준규격)
60601-2-1

60601-1-2

60601-1-3

60601-1-6

60601-1-8

EMC

X-ray

Usability

Alarm

전자가속기

기 준 규 격 (Particular)

60601-2-2

전기수술기

60601-2-3

초단파자극기

62366

Environment Closed-loop
controller

60601-1-6

8절(MOOP)

Usability
60601-2-4
60601-2XX
80601-2XX

심장충격기

14971
RM

체외진단기기(61010)
와 능동삽입기기
(14708)은 제외

60601-1-10

60601-1-12

Home care

Emergency
environmen
t

16절
(ME 시스템)

I.T.E 안전규
격
10.1.2절 &

60601-1-1(2판)

12.3절
(경보시스템)

ME system

60950-1

필수성능
개념 도입

60601-1-11

12.2절
(사용적합성)

Usability
engineering
4.2절
(위험관리프로세스)

60601-1-9

60601-1-8

14절(PEMS)

Alarm

12.4.5.2절

62304

60601-1-3

Software life cycle
process

X-ray

3

IEC 60601 3.1판 아키텍쳐
공통기준규격(1개)
IEC 60601-1 3.1판

<

보조기준규격(8개)

기준규격(70여개)

IEC 60601-1-2
IEC 60601-1-3
IEC 60601-1-6
IEC 60601-1-8
IEC 60601-1-9
IEC 60601-1-10
IEC 60601-1-11
IEC 60601-1-12

IEC 60601-2-1
IEC 60601-2-2
IEC 60601-2-XX
.
.
.
IEC 80601-2-XX
ISO 80601-2-XX

<

미국: ANSI/AAMI ES 60601-1:2005(R)2012 (11-2012) (IEC 60601-1 3.1판 + 미국 deviation)
캐나다: CSA C22.2 No.60601-1:14 (2014) (IEC 60601-1 3.1판 + 캐나다 deviation)
유럽: EN 60601-1:2006 + A1:2013 (2013) + Amendment 11 (2011) + Amendment 12 (2014)
(IEC 60601-1 3.1판 + 유럽 deviation)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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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01-1-8 적용 제품
 60601-1-8(경보시스템)은 모든 제품에 적용해야 하는가?

• 필수성능에 Alarm 기능이 수반되어야 하는 제품 중에서 Alarm 기능의
고장시, 환자에게 허용할 수 없는 위험(RM 파일에서 위험평가 결과,
수용할 수 없는 영역으로 평가된 위험)을 줄 수 있는 제품에 국한하여
적용(NB별, 기술문서 심사원별 차이 있음)
1-11(Home care: 제품별로 적용 여부 판단), 1-12(Emergency environment),
2-4(심장충격기 단품으로는 1-8 적용하지 않고 AED의 경우, 다른 개별규격 적용시에 1-8 적용함),
2-12(인공호흡기), 2-13(마취기 단품으로는 1-8 적용하지 않고 마취기 workstation의 경우
1-8 적용함), 2-16(신장혈액투석기), 2-23(경피부분압력감시장치), 2-24(의약품주입기),
2-27(심전도감시장치), 2-30(혈압감시장치), 2-34(침습형혈압감시장치),
2-35(의료용 히팅매트리스,히팅패드), 2-39(복막투석기),
2-47(홀터심전계 단품으로는 1-8 적용하지 않고 환자감시장치 기능과 연동시에 1-8 적용함),
2-49(환자감시장치), 2-55(호흡용가스감시장치), 2-56(치료용체온계),
2-61(혈중산소포화농도측정기), 개별규격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 제품(복강카메라렌즈 제거장치,
혈액 또는 의약품주입액 가온장치 등)

5

60601-1-10 적용 제품
 60601-1-10(생리학적 폐루프시스템)은 어떤 제품에 적용해야 하는가?

• 환자의 상태를 생리학적으로 감지(감시)하고, 감지된 상태를 제품이
평가하여 제품 스스로 출력을 조절하여 환자의 상태를 안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의 생리학적 폐루프시스템을 가진 제품에 적용
• 생리학적 제한에 근거하여 에너지 또는 물질의 전달을 중단시키지만
재시작을 하지 않는 제품은 생리학적 변수가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음
적용 제품: 보육기(인큐베이터), 인슐린 주입 펌프, 니트로프루시드나트륨 주입 펌프,
근이완제 주입 펌프, 외부 맥박 조정기, 인공호흡기,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 장치
미적용 제품: CG 유발 쇄석기, 호흡 장치 압력을 제어하기 위한 피드백에 기도 압력을
사용하는 압력-제어 인공호흡기, 혈액 또는 주입액 가온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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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01-1-12 적용 제품
 60601-1-12(응급의료환경 의료기기)은 어떤 제품에 적용해야 하는가?

• 응급의료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적용
• 응급의료환경:
앰뷸런스 내부/주변 또는 사고현장 같이 응급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경

7

60601-1-11 적용 제품(해외)
 60601-1-11(홈헬스케어 환경 의료기기)은 어떤 제품에 적용하는가?

• home healthcare 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적용
• home healthcare 환경:
의료 전문가가 없는 환자가 있는 장소(집,야외,자동차,비행기,
휠체어,야외보행 등)이고, 의료 전문가가 있는 전문보건시설
(병원,보건센터,조산원,복합치료시설,응급치료시설 등)은
제외됨
적용 제품: 혈압계, 인공호흡기, 의료용산소발생기, 저주파자극기,
수면평가장치 등 다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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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적용 제품(국내)

home healthcare 환경에서
원격진료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

출처: 분당서울대 병원

9

국내 기준규격 변동사항(2판 vs 3.1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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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준규격 변동사항(2판 vs 3.1판)

11

국내 기준규격 변동사항(2판 vs 3.1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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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준규격 변동사항(2판 vs 3.1판)

13

국내 기준규격 변동사항(2판 vs 3.1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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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준규격 변동사항(2판 vs 3.1판)

15

국내 기준규격 변동사항(2판 vs 3.1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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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규격 맞추기 게임
CT(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유럽 수출시
EN 60601-1
(3.1판)

EN 60601-1-2 EN 60601-1-3 EN 60601-1-6

EN 60601-1-9

EN 60601-2-28

EN 60601-2-44

X-ray

Environment

X-ray tube

CT

EMC

유럽

Usability

국내 판매시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2판)

보조기준규격

기준규격
(15. 전신용전산화단층촬영장치)

국내

EMC

CT
17

적용규격 맞추기 게임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유럽 수출시
EN 60601-1
(3.1판)

EN 60601-1-2 EN 60601-1-3 EN 60601-1-6
EMC

유럽

X-ray

Usability

EN 60601-1-9 EN 60601-2-28 EN 60601-2-54
Environment

X-ray tube

X-ray

국내 판매시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전자파안전에 관한

방사선안전에 관한

사용적합성에 관한

공통기준규격(3.1판)

보조기준규격

보조기준규격

보조기준규격

국내

EMC

X-ray

Usability

기준규격
(8. 진단용엑스선장치)
X-ray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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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적용 규격
개인용(가정용) 저주파치료기
유럽 수출시
EN 60601-1

EN 60601-1-2

EN 60601-1-6

EN 60601-1-9

EN 60601-1-11

EN 60601-2-10

유럽

EMC

Usability

Environment

Home care

Nerve and muscle
stimulator

국내 판매시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전자파안전에 관한

사용적합성에 관한

기준규격

공통기준규격(3.1판)

보조기준규격

보조기준규격

(30. 저주파자극기)

국내

EMC

Usability

Nerve and muscle
stimulator

미국 판매시
ANSI/AAMI ES 60601-1 ANSI/AAMI/IEC 60601-1-2
미국

EMC

IEC 60601-1-6

IEC 60601-1-9

IEC 60601-1-11

IEC 60601-2-10

Usability

Environment

Home care

Nerve and muscle
stimulator 19

국가별 규격 버전 사례

출처: MECA sit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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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601-1-11 주요 요구사항 배경
전기적 불안정성
전기 과부하로 인한 정전

불안정한 공급전원의 변동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보호접지의 기능저하
환경적 불안정성
온도 변화

높은 습도의 노출

건조한 환경의 노출

가정내/외부의 소음

영유아의 접근
기구적 불안정성
제품 낙하

제품 충격

제품 진동
21

IEC 60601-1-12 주요 요구사항 배경
전기적 불안정성
전기 과부하로 인한 정전

불안정한 공급전원의 변동

구급차의 노후화로 인한 보호접지의 기능저하
환경적 불안정성
온도 변화

높은 습도의 노출

건조한 환경의 노출

구급차 내/외부의 소음
기구적 불안정성
제품 낙하

제품 충격

제품 진동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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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601-1-11 용어의 정의
 신체착용형(BODY-WORN)
사용목적에 환자가 착용하거나 환자의 의복에 부착한 상태에서의
가동을 포함하는 운반가능형(TRANSPORTABLE) 기기를 지칭하는 용어
 이동중-가동가능형(TRANSIT-OPERABLE)
사용목적에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가동을 포함하는 운반가능형 기기
를 지칭하는 용어
 생명유지용 ME기기 또는 ME시스템(LIFE-SUPPORTING ME EQUIPMENT
or ME SYSTEM)
능동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거나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목적의 기능
이 하나 이상 포함된 ME기기 또는 ME시스템으로서, 이러한 ME기기나
ME시스템이 고장을 일으킬 경우 환자가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일으
킬 수 있음
23

IEC 60601-1-11 주요 요구사항
[공급전원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IEC 60601-1
4.10.2항

 공급전원(AC 전원)에 접속하도록 의도하는 ME기기
: ME기기의 도선 상호간 전압 또는 도선과 접지간의 전압은
공칭전압의 90% ~ 110% 일 것
 공칭전압의 90% 및 110%에서 정상동작해야 함

IEC 60601-1-11
4.1항

 공급전원(AC 전원)에 접속하도록 의도하는 ME기기
: 공칭전압의 85% ~ 110% 일 것(비생명유지용)
: 공칭전압의 80% ~ 110% 일 것(생명유지용)
 공칭전압의 80%, 85% 및 110%에서 정상동작해야 함
 공급전원(밧데리: 납축전지, 자동차용 밧데리 등)에
접속하도록 의도하는 ME기기
: DC 12V 공급전원용  밧데리 정격은 DC 12.4V~DC 15.1V 일 것
: DC 24V 공급전원용  밧데리 정격은 DC 24.8V~DC 30.3V 일 것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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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601-1-12 주요 요구사항
[공급전원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IEC 60601-1-12
4.1항

 공급전원(AC 전원)에 접속하도록 의도하는 ME기기
: 공칭전압의 85% ~ 110% 일 것
 공칭전압의 85% 및 110%에서 정상동작해야 함
 공급전원(밧데리: 납축전지, 자동차용 밧데리 등)에
접속하도록 의도하는 ME기기
: DC 12V 공급전원용  밧데리 정격은 DC 12.4V~DC 15.1V 일 것
: DC 24V 공급전원용  밧데리 정격은 DC 24.8V~DC 30.3V 일 것

25

IEC 60601-1-11 주요 요구사항
[운반/보관: 환경조건]
IEC 60601-1
기술설명서(7.9.3.1항)
IEC 60601-1-11
운반/보관 환경조건
(4.2.2항)

 운반/보관조건을 포함하는 허용가능한 사용
환경조건  기술설명서에 기입
 보호포장 제거 후, 운반/보관에 대한 허용가능한
환경조건  사용설명서에 기입
 사용설명서에 다른 환경조건이 없다면, 하기 환경
범위에서 시험 후,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이 유지
되어야 함
(거치형(stationary) 기기는 시험 제외)
- -25oC ~ +5oC &
- +5oC ~ +35oC, 상대습도 90% 이하(결로현상 없이);
- > 35oC ~ 70oC, 수증기압력 50hPa 이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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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안전 및 필수성능
 기본안전: 의료기기를 정상상태 및 단일고장상태에서 사용할 때,
물리적 위해요인에 의해 직접 야기되는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이 없는
상태(예: 누설전류 만족, 절연거리 만족, 내전압 만족, 가동부(moving
part) 노출에 의한 접촉 불가 만족 등)
 필수성능: 임상적 기능의 성능의 부재 또는 저하시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발생시킨다면 그 성능항목은 필수성능

27

IEC 60601-1-12 주요 요구사항
[운반/보관: 환경조건]
IEC 60601-1-12
운반/보관 환경조건

 보호포장 제거 후, 운반/보관에 대한 허용가능한
환경조건  사용설명서에 기입

(4.2.1항)
 사용설명서에 다른 환경조건이 없다면, 하기 환경
범위에서 시험 후,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이 유지
되어야 함
- -40oC ~ +5oC &
- +5oC ~ +35oC, 상대습도 90% 이하(결로현상 없이);
- > 35oC ~ 70oC, 수증기압력 50hPa 이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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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601-1-11 주요 요구사항
[가동: 환경조건]
IEC 60601-1-11

 허용가능한 연속가동 환경조건  사용설명서에 기입

연속가동 조건

 사용설명서에 다른 가동 환경조건이 없다면, 하기 환경

(4.2.3.1항)

범위에서 시험 후,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이 유지되어야 함
(기본안전에서 누설전류와 내전압은 제외)
- +5oC ~ +40oC;
- 상대습도 15% ~ 90%(결로현상 없이) &
- 대기압 700hPa ~ 1,060hPa(고도시험시는 온도와 습도
조건 필요 없음) (저기압시험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지만,
고기압시험은 사용환경에 해당 없다면 생략)

IEC 60601-1-11
이동중-가동가능형
기기의 환경충격
(4.2.3.2항)

 이동중-가동가능형기기의 허용가능한 연속가동
환경조건이 4.2.3.1항의 환경범위 보다 더 넓다면
 4.2.3.2항의 시험조건으로 시험 후,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이 유지되어야 함(급격한 온도/습도 변화에 따른
결로현상 및 열충격 존재시의 환경을 모의)

29

IEC 60601-1-12 주요 요구사항
[가동: 환경조건]
IEC 60601-1-12

 허용가능한 연속가동 환경조건  사용설명서에 기입

연속가동 조건

 사용설명서에 다른 가동 환경조건이 없다면, 하기 환경

(4.2.2.1항)

범위에서 시험 후,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이 유지되어야 함
- 0oC ~ +40oC;
- 상대습도 15% ~ 90%(결로현상 없이) &
- 대기압 620hPa ~ 1,060hPa(고도시험시는 온도와 습도
조건 필요 없음) (저기압시험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지만,
고기압시험은 사용환경에 해당 없다면 생략)

IEC 60601-1-12
일시적 가동조건
(4.2.2.2항)

 허용가능한 일시적 환경가동조건(20분 이상)
 사용설명서에 기입
 사용설명서에 다른 일시적 환경가동조건이 없다면, 하기 환
경범위에서 시험 후,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이 유지되어야 함
- -20oC ~ +50oC;
- 상대습도 15% ~ 90%(결로현상 없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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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601-1-11 & 1-12 주요 요구사항
[시험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IEC 60601-1
테스트핑거(5.9.2.1항)

 접촉가능여부의 결정
: 표준테스트핑거를 구부리거나 똑바로 편 상태로
시험  접촉가능하면, 접촉전류 측정지점으로
선정

IEC 60601-1-11
5절

 접촉가능여부의 결정
: 표준테스트핑거 외에 Small 테스트핑거로도 시험
 접촉가능하면, 접촉전류 측정지점으로 선정

IEC 60601-1-12

Small 테스트핑거의 요구사항 없음

31

IEC 60601-1-11 주요 요구사항
Small 테스트핑거

표준테스트핑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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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601-1-11 & 1-12 주요 요구사항
[기기/시스템의 분류]
IEC 60601-1

 전원 접속하는 ME기기  1급, 2급, 내부전원형

전기적 충격에 대한

 장착부  B형, BF형, CF형

보호(6.2항)

 기능접지단자 있을 수 있음

IEC 60601-1-11

 전원 접속하는 ME기기  1급, 2급, 내부전원형

기기/시스템의 분류
(6절)

(영구설치형은 1급 가능)
 장착부  B형, BF형, CF형
 기능접지단자 없을 것

IEC 60601-1-12

IEC 60601-1-11 과 동일

기기/시스템의 분류
(5절)

33

IEC 60601-1-11 & 1-12 주요 요구사항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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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601-1-11 주요 요구사항
[ME기기의 표식, 표시 및 문서]
IEC 60601-1

IEC 60601-1-11

7.1항 일반

7.1항 부속문서의 사용적합성

7.2항 ME기기 또는 ME기기 부분의

7.2항 IP 분류의 표시에 대한 추가

외측표시

요구사항

7.3항 ME기기 또는 ME기기 부분의

7.3항 부속문서

내측 표시
7.4항 제어기 및 계기의 표시

7.4항 사용설명서

7.5항 안전표지

7.5항 기술설명서

7.6항 심벌
7.7항 도선의 절연피복 색깔
7.8항 표시등 및 제어기
7.9항 부속문서
35

IEC 60601-1-11 & 1-12 주요 요구사항
[물 또는 미립자 물질의 침입에 대한 요구사항]
IEC 60601-1

 해당되는 경우  IEC 60529 시험에 적합할 것

11.6.5항
IEC 60601-1-11
8.3.1항

IEC 60601-1-12

 가반형(Transportable)기기  IP33

8.1.1항

 고정형기기 또는 영구설치형기기  IP22

IEC 60601-1-11

 IEC 60601-1 16.4항(ME시스템 외장)에 추가하여

8.3.2항

 비ME기기 부분은 해당 IEC, ISO 규격에서 규정한 IP정격을 제공

IEC 60601-1-12

IEC 60601-1-11 과 동일

8.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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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IP 방수/방진

37

IP 방수/방진

IPX1,IPX2

IPX3,IPX4

IPX7,IPX8

IPX5,IPX6

IP5X,IP6X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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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601-1-11 & 1-12 주요 요구사항
[전원공급/공급전원 차단에 대한 추가요구사항]
IEC 60601-1

 전원공급의 차단 및 복귀

11.8항 & 16.8항

 의도한 기능 정지 이외의 위해상황을 발생시키지 말 것

IEC 60601-1-11

 IEC 60601-1 11.8항 & 16.8항에 추가하여, 생명유지용기기는

8.4항

 충분한 시간/절차동안 대체방법으로 필수성능 유지
(대체방법: 내부전원(예: 밧데리, UPS), 독립수단(예: 수동작동
펌프, 수동작동 인공호흡기)
 사용설명서에 이용가능한 시간, 절차의 수, 활용가능한 대체
방법을 기입
 기술설명서에 장기간 동안의 활용대체방법을 기입
 내부전원이 없는 기기의 경우, 전원 고장을 알려주는 중간
우선순위 경보신호를 발생할 것
 내부전원이 있는 기기의 경우, 내부전원으로 자동전환 후
낮은 우선순위 경보신호를 발생할 것

IEC 60601-1-12 8.2항

IEC 60601-1-11 과 동일

39

IEC 60601-1-11 & 1-12 주요 요구사항
[내부전원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IEC 60601-1-11
8.5.2항

 목삼킴 위험방지를 위하여 코인/버튼 전지의 교체는
공구를 사용해서 교체하도록 할 것

(IEC 60601-11:
2015 신규
요구사항)

IEC 60601-1-12

요구사항 없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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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601-1-11 주요 요구사항
[제어기와 계측기의 정확도 및 위해한 출력에 대한 보호]
IEC 60601-1
ME기기의 사용적합성
(12.2항)
IEC 60601-1-11
9절

 특정 표식, 표시 및 문서와 관련한 것을 포함해
불충분한 사용적합성의 위험
 사용적합성 적용
 IEC 60601-1 12.2항에 추가하여 홈헬스케어 환경에
서의 하기 위험들에 대하여  사용적합성 적용
- 제어기의 변화
- 예상치 않은 움직임
- 잘못된 접속 가능성
- 부적절한 작동 및 안전하지 않은 사용 가능성
- 현재의 작동모드를 혼동할 가능성
- 에너지나 물체의 전달 변화
- 생물학적 물질에 대한 노출
- 흡입되거나 삼키는 작은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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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601-1-12 주요 요구사항
[제어기와 계측기의 정확도 및 위해한 출력에 대한 보호]
IEC 60601-1-12
9절

 IEC 60601-1 12.2항에 추가하여 응급의료환경에서
의 하기 위험들에 대하여  사용적합성 적용
- 제어기의 변화
- 예상치 않은 움직임
- 잘못된 접속 가능성
- 부적절한 작동 및 안전하지 않은 사용 가능성
- 현재의 작동모드를 혼동할 가능성
- 에너지나 물체의 전달 변화
- 생물학적 물질에 대한 노출
- 흡입되거나 삼키는 작은 부품
IEC 60601-1-11과는 응급의료환경으로 변경된 것을
제외하곤 동일함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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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601-1-11 주요 요구사항
[기계적 강도에 대한 추가요구사항: 10.1.1항]

43

IEC 60601-1-12 주요 요구사항
[기계적 강도에 대한 추가요구사항: 10.1.1항]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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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601-1-11 주요 요구사항
[기계적 강도에 대한 추가요구사항: 10.1.2항 & 10.1.3항]
 하기 시험 후, 기본안전과 필수성능 유지될 것

모든 홈헬스케어
환경 의료용 전기기기

(고정형기기와 거치형기기는 제외)
 충격시험
- 최대가속: 150m/s2(15g), 시간: 11ms, 펄스형태: half-sine,
축방향에 대해 충격 3회(총 18회)
 랜덤진동시험
- 가속진폭: 10 ~ 100Hz: 1.0(m/s2)2/Hz,
100 ~ 200Hz: Octave당 -3dB, 200 ~ 2,000Hz: 0.5(m/s2)2/Hz
- 시간: 수직축 당 30분(총 3회)

이동중-가동가능형
기기 중에서 “수지형”

 충격시험(IEC/TR 60721-4:2001에 기술한 7M3)
- 최대가속: 300m/s2(30g), 시간: 11ms, 펄스형태: half-sine,
축방향에 대해 충격 3회(총 18회)

 낙하시험(IEC/TR 60721-4-7:2001에 기술한 7M2)
이동중-가동가능형
- 낙하높이: 중량 ≤ 1kg  0.25m, 1kg < 중량 ≤ 10kg  0.1m,
기기 중에서 “휴대형 및
10kg < 중량 ≤ 50kg  0.05m, 중량 > 50kg  0.01m
이동형＂
- 낙하횟수: 각 지정자세에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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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601-1-12 주요 요구사항
[기계적 강도에 대한 추가요구사항: 10.1.2항 & 10.1.3항]
 하기 시험 후, 기본안전과 필수성능 유지될 것

구급차안에서 사용되는  충격시험
고정형 또는
- 최대가속: 150m/s2(15g), 시간: 11ms, 펄스형태: half-sine,
영구설치형기기
축방향에 대해 충격 3회(총 18회)
 랜덤진동시험
- 가속진폭: 10 ~ 100Hz: 1.0(m/s2)2/Hz,
100 ~ 200Hz: Octave당 -3dB, 200 ~ 2,000Hz: 0.5(m/s2)2/Hz
- 시간: 수직축 당 30분(총 3회)
IEC 60601-1-11과 시험방법 동일함
가반형기기

 충격시험(IEC/TR 60721-4:2001에 기술한 7M3)
- 최대가속: 300m/s2(30g), 시간: 11ms, 펄스형태: half-sine,
축방향에 대해 충격 3회(총 18회)
IEC 60601-1-11과 시험방법 동일함
 낙하시험(IEC/TR 60721-4-7:2001에 기술한 7M3)
- 낙하높이: 중량 ≤ 1kg  1.0m, 1kg < 중량 ≤ 10kg  0.5m,
10kg < 중량 ≤ 50kg  0.25m, 중량 > 50kg  0.1m
- 낙하횟수: 각 지정자세에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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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601-1-12 주요 요구사항
[기계적 강도에 대한 추가요구사항: 10.1.4항]
 하기 시험 후, 기본안전과 필수성능 유지될 것
공중에 떠있는 상태
에서 사용되는 기기

 충격시험
- 최대가속: 300m/s2(30g), 시간: 11ms, 펄스형태: half-sine,
축방향에 대해 충격 3회(총 18회) 또는
- 최대가속: 1000m/s2 (100g), 시간: 6ms, 펄스형태: half-sine,
축방향에 대해 충격 3회(총 18회)
 진동시험
- EUROCAE ED-14G 또는 RTCA DO-160G Section 8, Table 8-1
(EUROCAE ED-14G 와 RTCA DO-160G 는 동일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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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601-1-11 & 1-12 주요 요구사항
[충격시험 및 랜덤진동시험]

Y축

X축

Z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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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601-1-11 & 1-12 주요 요구사항
[IEC 60601-1-11 목졸림 또는 질식에 대한 보호: 11절]
 환자 및 다른 사람에 대한 목졸림 및 질식의 위험
 허용가능한 수준까지 통제하는 수단을 제공
예 1) 전선 또는 튜빙을 우회
예 2) 고정장치 사용
예 3) 여러 길이의 부속품 옵션 제공
예 4) 의료용 전기기기에 제거 가능한 소형부품을 제공하지 않음
IEC 60601-1-12: 요구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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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601-1-11 주요 요구사항
[전자파 간섭(EMI)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12절]
 IEC 60601-1-2:2014(4판) 7.1.1항에 추가하여
 CISPR 11:2009에 따른 B급기기(Class B)로 분류하여 시험

A급기기
가정용 시설과 자가용도로 건물 내에 공급하는 공중 저전압 전원망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기기
B급기기
가정용 시설과 자가용도로 건물 내에 공급하는 공중 저전압 전원망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기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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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601-1-12 주요 요구사항
[EMC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12절]
 IEC 60601-1-2:2014(4판) 7.1.1항에 추가하여
 CISPR 11:2009에 따른 B급기기(Class B)로 분류하여 시험
 비행선(Aircraft)에서의 사용을 의도한 기기는 상기 시험에 추
가적으로 EMI 관련부분의 EUROCAE ED-14G 또는 RTCA
DO160G Section 21, Category M 에 적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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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601-1-11 주요 요구사항
[경보시스템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IEC 60601-1-8
6.3.1항

 각 경보상태에서  시각경보신호를 발생.
위험사정의 결과, 필요시 추가 경보신호 발생
(추가 경보신호: 청각, 음성, 진동 등의 다른 수단)

IEC 60601-1-11
13.1항

 높은/중간우선순위 경보상태  청각경보신호 발생
(청각경보신호가 있는 분산경보시스템과 연결되는
경우는 제외)

IEC 60601-1-8
6.3.3.2항
IEC 60601-1-11
13.2항

 음압레벨
 낮은우선순위 < 중간우선순위 < 높은우선순위
 생명유지용 음압레벨
 볼륨을 가청수준 아래로 줄일 수 없을 것
(청각경보신호가 있는 분산경보시스템과 연결되는
경우는 제외)

192

52

IEC 60601-1-12 주요 요구사항
[경보신호 요구사항]
IEC 60601-1-12

생명유지용기기는

8.2항

 내부전원이 없는 기기의 경우, 전원 고장을 알려주는
중간 우선순위 경보신호를 발생할 것
 내부전원이 있는 기기의 경우, 내부전원으로 자동전환
후 낮은 우선순위 경보신호를 발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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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정]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이해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소프트웨어 적용 규격의 이해 :
IEC 62304 Health software
-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한근희
韓 根熙

1. Introduction
2. General Requirements
1. Introduction
3. Process
2. General Requirements
4. Requirements
3. Process
5. others
4. Requirements
5. others
韓 根熙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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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료기관 Honeypot

韓 根熙

3

의료기관 단계별 공격

의료기기 공격 수순
1단계: 공격대상, 공격방법 연구→ 침투 (악성코드 삽입)
2 단계: 의료기기 내에 공격거점 마련. 권한 상승, 네트워크 내 활동
3단계: 네트워크 상에서 지속적인 공격 대상 탐색
4단계: 선택된 대상으로부터 의료정보, 금융정보 등을 추출한 후 공격 흔적 삭제
5단계: Ransomware를 이용하여 병원 네트워크 감염시키고, 의료기관에서 직접 현금 갈취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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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DA Guidance

5

韓 根熙

FDA Guidance
FDA Premarket
식별, 보호
접근통제
(Limited Access
to Trusted
Users Only)

사용자인증을 통한 접근 제한(사용자 ID + PW/스마트카드/생체인식)
P/W강화(하드코드된P/W나공용P/W사용금지,특권적기기접근가능P/W에일반인접근금지등)
역할기반 권한 부여
적절한 인증 적용 (multi-factor 인증)
자동세션아웃
기기에 물리적 잠금장치 사용 또는 통신포트 침해 최소화

컨텐츠 보호
(Ensure Trusted
Content)

소프트웨어, 펌웨어 업데이트 시 사용자 인증 또는 적절한 통제 적용
소프트웨어, 펌웨어 업데이트 시 반드시 인증 코드 적용 (코드 사인 인증)
권한 있는 사용자만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를 제조사로부터 다운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
암호화 등 안전한 데이터 전송 기능 구현

탐지, 대응, 복구
정상적인 사용 시 보안침해 탐지, 인지, 로그, 시간측정, 조치될 수 있는 기능 구현
사이버보안 사고 시 최종사용자에게 대응법 등의 정보 제공
기기에 대한 사이버보안 침해 시에도 중요 기능 보호 방법 구현
인증된 특권 사용자가 기기 설정을 보존 및 복구할 수 있는 방법 제공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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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Guidance
Compensating Controls
A cybersecurity compensating control is a
safeguard or countermeasure, external to
the device, employed by a user in lieu of,
or in the absence of sufficient controls that
were designed in by a device manufacturer,
and that provides supplementary or
comparable cyber protection for a medical
device.

Essential Clinical Performance
Essential clinical performance means
performance that is necessary to achieve
freedom from unacceptable clinical risk, as
defined by the manufacturer .
7

韓 根熙

FDA Guidance
Postmarket Considerations
•
•
•
•

사이버보안 취약성과 위험 식별 및 탐지를 위한 사이버보안 정보 모니터링
취약성의 존재여부와 그 영향도 이해, 평가, 탐지
취약성 유입 및 처리 프로세스 수립 및 공유
중요 임상적 성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한 사이버보안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대응, 복구 방안 개발
• 취약성 발견을 위한 협력 정책 및 지침 도입
• 사이버 침해 초기 또는 사전 처리를 위한 완화대책 적용

Postmarket Cybersecurity Risk Analysis
• Horizontal analysis: 하나의 제조사가 개발한 모든 제품군의 취약성 분석
• Vertical analysis: 하나의 기기 내 모든 부품에 존재하는 취약성 분석
(제조과정 중 모든 생산시점의 공급체인으로부터 유입된 취약성 분석)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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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Introduction

Introduction

•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1976
• Quality Systems Regulation – 1996 (Design Controls)
• General Principles of Software Validation 1998-2002
• AAMI SW68 – 2001 Medical Device Software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 IEC 62304 -2006 Medical Device Software -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 IEC 62304 -2015 Ed1 출판
• IEC 62304 -2019 Ed2 작업 중

* TCDV: Translation of CDV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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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표준 용어 정의
“shall”은 요구사항의 준수가 표준 준수에 의무적임을 의미.
 “should”은 요구사항의 준수가 표준 준수에 권장되지만 의
무적은 아님을 의미.
 “may”는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 허용되는 방법의 설명에 사
용.
“establish”는 정의, 문서화 및 구현을 의미.
표준 문서에서 “as appropriate”라는 용어를 요구되는 프로
세스, 활동, 임무 또는 산출과 연계해 사용할 경우
 그 사용 목적은 제조업체가 그러한 프로세스, 활동, 업무 또는 산출
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문서화할 수 없는 한 제조업체가
그러한 프로세스, 활동, 업무 또는 산출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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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2304
1.1 목적(Purpose)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수명주기(Life cycle)를 표준화 하려함

1.2 응용 분야(Field of application)
 소프트웨어 자체가 의료 기기이거나,
소프트웨어가 최종 의료기기의 임베디드 또는 초소형 부품일 때,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 관리 적용함
 소프트웨어를 저장함에 있어, (이 표준을) 어떠한 장치에도 적용 가능함
(Hard disk, Optical disk, Flash memory)
 이 표준은 의료 기기가 전적으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도,
검증 및 최종 배포를 다루지 않음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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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은 2015.6월 Ed1.1 에서 추가된 사항들임

12

Introduction
The scope of IEC 82304-1 (and IEC 62304 Ed 2) is intended to also cover Health SW.

IEC 62304 Ed.2 범위

SW개발프로세스로
IEC62304를 강제 적용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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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IEC 82304-1 Health software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for product safety
•Health Software - software intended to be used specifically for managing,
maintaining or improving HEALTH of individual persons, or the delivery of
care.
•IEC 82304-1 deals with standalone health software product. It defines
requirements at the system/product level like:
Product Requirements,
Product Validation,
Product Identification and Instructions For Use,
Post-market activities.
•And it references IEC 62304:2015 for requirements at software level.
•IEC 82304-1 kind of takes the place of IEC 60601-1 or IEC 61010 for
standalone software. IEC 60601-1 defines requirements at system level
for Programmable Electric Medical Systems (PEMS), and references IEC
62304 for the software lifecycle.
韓 根熙

14

203

Introduction
IEC 82304-1 Health software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for product safety
•IEC 82304-1 defines requirements at system level for health software
systems, and references a subset of IEC 62304 for the software lifecycle.
•The graphic below sums up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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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Introduce

1.

Scope

2.

Normative References

3.

Terms and Definitions

4.

General Requirements

5.

Software Development Process

6.

Software Maintenance Process

7.

Software Risk Management Process

8.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rocess

9.

Software Problem Resolu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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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 기존에는 LEGACY SOFTWARE를 SOUP(출처불명 소프트웨어)로 관리했으나 개정판에서 LEGACY
SOFTWARE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요구사항을 추가함
• 소프트웨어 안전등급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험기반 접근법을 포함함
• 개정판(e.1.1)은 2판 개발과 병렬로 진행함
3.36 LEGACY SOFTWARE
MEDICAL DEVICE SOFTWARE which was legally placed on the market and is still marketed today but for
which there is insufficient objective evidence that it was developed in compliance with the current
version of this standard.
4.4 LEGACY SOFTWARE
4.4.1 General
4.4.2 RISK MANAGEMENT ACTIVITIES
4.4.3 Gap Analysis
4.4.4 Gap closure activities
4.4.5 Rationale for use of LEGACY SOFTWARE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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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Requirements

The IEC 62304 standard calls out certain cautions on using software, particularly SOUP
(software of unknown pedigree or provenance). The standard spells out a risk-based
decision model on when the use of SOUP is acceptable, and defines testing requirements
for SOUP to support a rationale on why such software should be used
SOUP stands for software of unknown (or uncertain) pedigree (or provenance), and is a
term often used in the context of safety-critical and safety-involved systems such as medical
software. SOUP is software that has not been developed with a known software development
process or methodology, or which has unknown or no safety-related properties.[1]
Often, engineering projects are faced with economic or other pressure to embody SOUP into
their high integrity systems.
The problem with SOUP is that it cannot be relied upon to perform safety-related functions,
and it may prevent other software, hardware or firmware from performing their safety-related
functions. The SOUP problem is therefore one of insulating the safety-involved parts of a
system from the SOUP and its undesirable effects.
SOUP is now a defined term ("Software Of Unknown Provenance") in some medical device
regulations through the standard IEC 62304"medical device software –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It is not prohibited to use SOUP but additional controls are needed and the risk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Specific practices to take when using SOUP as part of
a medical device may include review of the vendor's software development process, use
of static program analysis by the vendor, design artifacts, and safety guidance
*출처: Wikipedia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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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cy Technology
- 구형기술(제품) 대체하기 위한 비용

기술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문제
- 안정화된 기술에 대한 서비스 종료
(Windows XP, Windows Server 2003/2008)

Windows Update

- 윈도우 구 버전으로 구동되는 20년 이상 된
EMR시스템 사용
- 윈도우 업데이트 시 구형 시스템에 문제 발생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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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Requirements

IEC 62304 Ed2
4.1 품질 관리 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의료 기기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는 의료 기기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고객 요구 사항 및 해당 규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을 입증 해야함
 Note 1. 기능에 대한 시연(Demo)은 다음을 준수하는 품질 경영 시스
템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음
─ ISO 13485 MD-QMS,
─ 국가 품질 경영 시스템 표준
─ 국가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품질 경영 시스템

 Note 2. 품질 경영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소프트웨어에 적용하기 위
한 지침 문서:
 ISO/IEC 90003, Software engineering - 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of
ISO 9001:2008 to computer software

4.2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제조업체는 ISO 14971, Medical devices – Application of risk
management to medical devices을 준수하는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해야 함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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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2304 Ed2
 Quality management

 4.1 The MANUFACTURER of
HEALTH SOFTWARE shall
demonstrate the ability to
provide HEALTH SOFTWARE that
consistently meets stakeholder
requirements and meets
applicable regulatory
requirements

 Risk management

 4.2 establish and maintain

 a) risk management process;
 b) security risk management
process, and ISO 14971 “Where
a software failure can contribute
to a HAZARDOUS SITUATION”.
 And then there is clause 7 …)

 Usability

 4.3 The MANUFACTURER of
HEALTH SOFTWARE shall apply
USABILITY engineering to identify
and control use-related RISKS of
HEALTH SOFTWARE.

 품질 관리

 4.1 HEALTH SOFTWARE
MANUFACTURER는 이해 관계자
요구 사항을 일관되게 충족시키
고 해당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
시키는 건강 소프트웨어를 제공
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한
다.

 위험 관리

 4.2 수립 및 유지

 a) 위험 관리 프로세스;
 b) 보안 위험 관리 프로세스 및
ISO 14971 "소프트웨어 장애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경
우".
 그리고 7 절이 있다 ...

 유용성

 4.3 의료용 소프트웨어 제조사
는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사용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통제하기
위해 사용성 엔지니어링을 적용
해야 한다.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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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MD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프
로세스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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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Requirements
Medical Devices -- Quality Management Systems Requirements for Regulatory Purposes

•의료기기의 설계 및 개발, 생산, 저장과
유통, 설치, 서비스 및 최종 해체/폐기
를 포함한 의료기기 수명 주기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계와 관련 활동 (예를
들면, 기술지원)의 설계, 개발 또는 제
공에 관여하는 조직이 이용할 수 있는
품질관리시스템에 관한 요구사항 규정
•ISO 13485:2003 표준 규정
•2016년 개정

韓 根熙

25

General Requirements

韓 根熙

26

209

General Requirements
Medical Devices – Application of Risk Management to
Medical Devices

ISO 14971은 IEC 60601-1(전기적 안전성), ISO
13485 (품질 관리 시스템), IEC/EN 62366 (의료
기기 사용 편의성), ISO 10993 (생물학적 평가)
그리고 IEC 62304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포함
한 다수의 주요 의료 기기 표준을 참조로 위험
관리 원칙과 실행을 상세히 명기함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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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안전등급
IEC 62304
(4 일반요구사항, 4.3)

Level of Concern
의료기기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시판 전 신고 지침

Class A: 부상이나 건강 피해가 없
음

Minor: 고장이나 잠재적인 설계, 결
함으로 환자나 작동자에게 어떤 부
상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Class B: 중상이 가능하지 않음

Moderate: 고장이나 잠재적 설계 결
함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환자나 작
동자에게 경상을 입힌 경우

Class C: 사망이나 중상이 가능함

Major: 고장이나 잠재적인 결함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환자나 작동자
에게 사망 또는 중상을 입힌 경우

28

등급 분류
 4.3 소프트웨어 안전 분류(Software safety
classification)

 a) 제조업체는 환자, 운영자 또는 소프트
웨어 시스템이 그림인, 최악의 경우 시나
리오 처럼 각 소프트웨어에 안전 등급을
지정해야 함
 Class A: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위험 상황에 기여
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 시스템 외부의 위험 통제를
고려한 후에, 받아 들일 수 있는 위험이
위험한 상황이 아닌 경우임

 Class B: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시스템 외부의 위
험 통제를 고려한 후에, 받아 들일 수 있
는 위험이, 위험한 상황에 기여할 수 있으
며 이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위험은 심
각하지 않은 상해임

 Class C: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시스템 외부의 위
험 통제를 고려한 후에, 받아 들일 수 있
는 위험이, 위험한 상황에 기여할 수 있으
며 이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위험은 사
망 또는 중상임
 소프트웨어 안전 등급 B 또는 C로 처음 분
류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경우, 소프트
웨어 시스템 외부에 추가된 위험 통제 수
단을 구현함으로써, 새로운 안전 등급을
지정 할 수 있음

 Note 1. ISO 14971, 3.2 Management
responsibilities, for the definition of risk
acceptability 참고

 4.4 기존 소프트웨어(Legacy software)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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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orld is Flat”, Thomas L, Friedman, 2005 → 2013. Feb 개정판 출간
• 메릴랜드 집에서 델 고객서비스센터(인도에 위치)에 노트북 전화 주문 후 추적
• 하드웨어 : 공동설계(오스틴 델 엔지니어팀 + 대만), 마더보드 설계(대만), 마더보드 생산(대만 혹은 중국),
인텔 프로세서(필리핀,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혹은 중국), 메모리(삼성, 독일 혹은 일본), 그래픽 카드
(중국), 키보드(중국), 무선랜(말레이시아, 대만, 중국), 하드디스크(싱가폴, 태국), 컴퓨터 조립(말레이시
아 페낭), 배송(미국 UPS 택배사) : 전체 공급망 사슬은 모든 하위 제조업체까지 약 400여개 회사로 구성
• 소프트웨어 : 운영체제(4,000만 LOC, 전 세계 10여 국가 지역에서 작성)

복잡하고 역동적인 수요/공급 네트워크에서 공급망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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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Requirements

ISO/IEC27036 Information security for supplier relationships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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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Requirements

ISO/IEC 27002 —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Code of practice for
information security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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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Requirements

ISO/IEC 27002 —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Code of practice for
information security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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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Requirements

ISO/IEC 27002 —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Code of practice for
information security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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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Requirements

ISO/IEC 27002 —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Code of practice for
information security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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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T Cybersecurit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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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Requirements

NIST SP-161.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Practices for Federal Information System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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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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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5.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5.1 소프트웨어 개발 기획
5.1.1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

5.2.6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검증
5.3 소프트웨어 구축 설계

5.1.2 갱신된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

5.3.1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아키텍처로 변형

5.1.3 시스템설계와개발에대한소프트웨어개발계획참조

5.3.2 소프트웨어 항목의 연계성을 이한 아키텍처 개발

5.1.4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방법 및 도구 기획

5.3.3 SOUP 항목의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명시

5.1.5 소프트웨어 통합 및 통합 시험 기획

5.3.4 SOUP 항목에필요한시스템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명시

5.1.6 소프트웨어 검증 기획

5.3.5 위험관리에 필요한 분리 식별

5.1.7 소프트웨어 위험관리 기획
5.1.8 문서화 기획

5.3.6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검증
5.4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

5.1.9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기획

5.4.1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소프트웨어 유닛으로 개량

5.1.10 관리할 지원 항목(item)

5.4.2 각 소프트웨어 유닛에 대해 상세 설계 개발

5.1.11 검증 전 소프트웨어 형상 항목(item) 관리

5.4.3 연계성에 대한 상세 설계 개발

5.2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5.2.1 시스템요구사항에서소프트웨어요구사항을정의하고문서화

5.4.4 상세 설계 검증
5.5 소프트웨어 유닛 구현 및 검증

5.2.2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내용

5.5.1 각 소프트웨어 유닛 구현

5.2.3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에 위험관리 방법 포함

5.5.2 소프트웨어 유닛 검증 프로세스 확립

5.2.4 의료기기 위험분석의 재평가

5.5.3 소프트웨어 유닛 인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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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시스템 요구사항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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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소프트웨어 유닛 추가 인수 기준

5.8.1 소프트웨어 확인의 완벽성 확인(ensure)

5.5.5 소프트웨어 유닛 검증

5.8.2 확인(known)된 잔류 비정상 상태 문서화

5.6 소프트웨어 통합 및 통합 시험

5.8.3 확인(known)된 잔류 비정상 상태 평가

5.6.1 소프트웨어유닛통합

5.8.4 릴리즈 버전의 문서화

5.6.2 소프트웨어 통합 검증

5.8.5 릴리즈한 소프트웨어를 작성한 방법 문서화

5.6.3 통합 소프트웨어 시험

5.8.6 활동과 업무의 완결 확인(ensure)

5.6.4 통합 시험 내용

5.8.7 소프트웨어 저장

5.6.5 통합 시험 절차 검증

5.8.8 소프트웨어 릴리즈의 반복 정밀도 보장

5.6.6 회귀시험 수행

6.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프로세스

5.6.7 통합시험 기록 내용

6.1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획 확립

5.6.8 소프트웨어 문제해결 프로세스의 사용

6.2 문제 및 수정 분석

5.7 소프트웨어 시스템 시험

6.2.1 피드백 문서화 및 평가

5.7.1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에 대한 시험 확립

6.2.2 소프트웨어 문제해결 프로세스의 사용

5.7.2 소프트웨어 문제해결 프로세스의 사용

6.2.3 변경 요청 분석

5.7.3 변경 후 재시험

6.2.4 변경 요청 승인

5.7.4 소프트웨어 시스템 시험 검증
5.7.5 소프트웨어 시스템 시험 기록 내용
5.8 소프트웨어 릴리즈

6.2.5 사용자 및 규제자와의 의사소통
6.3 수정 구현
6.3.1 확립된 프로세스를 사용해 수정 구현
6.3.2 수정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재 릴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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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프트웨어 위험관리 프로세스
7.1 위험한 상황에 대한 소프트웨어 영향의 분석
7.1.1 위험한상황에영향을줄수있는소프트웨어항목의식별
7.1.2 위험한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원인의 식별
7.1.3 발표된 SOUP 비정상 상태 목록의 평가
7.1.4 잠재적 원인의 문서화
7.1.5 사상 발생순서 문서화
7.2 위험관리 방법
7.2.1 위험관리 방법 정의
7.2.2 소프트웨어에 구현된 위험관리 방법
7.3 위험관리 방법의 검증
7.3.1 위험관리 방법 검증
7.3.2 사상의 새로운 발생순서 문서화
7.3.3 추적성 문서화
7.4 소프트웨어 변경의 위험관리
7.4.1 안전성과관련해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대한변경분석
7.4.2 기존위험관리방법에대한소프트웨어변경의영향분석
7.4.3 분석에 기초해 위험관리 활동 수행

8.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프로세스
8.1 형상 식별
8.1.1 형상항목(item)을 식별하기 위한 방법 확립
8.1.2 SOUP 식별
8.1.3 시스템 형상 문서 식별
8.2 변경관리
8.2.1 변경 요청 승인
8.2.2 변경 구현
8.2.3 변경 검증
8.2.4 변경 추적성에 대한 방법 제공
8.3 형상 상태 설명
9. 소프트웨어 문제해결 프로세스
9.1 문제 보고서 작성
9.2 문제 조사
9.3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
9.4 변경관리 프로세스의 사용
9.5 기록 유지
9.6 문제 경향 분석
9.7 소프트웨어 문제해결 검증
9.8 시험 문서의 내용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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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Requirements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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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IEC 62304의 이익
• 설계, 시험 또는 검증에 있어 보다 상세한 내용이
나 강화된 엄격성이 요구되므로 신뢰성이 향상
됨
(Annex A.1)

•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안전성의 향상
(1) 제품의 사용가능성과 신뢰성 향상
(2) 고장율, 클레임, 시정조치의 감소
(3) 환자와 사용자에게 위험성 감소
(4) 수정/변경 시 비용감소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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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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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이 표준을 인증된 QMS가 없는 소
규모 제조업체 프로세스에 구현
하기 위한 점검 목록

50

韓 根熙

Question
&
Answer

韓 根熙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0505-747-3300
khhan1@korea.ac.kr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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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정] 유헬스케어
사이버보안(1차 이론)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 이해 및 환자개인정보 보안

1. 의료기기 보안위협 사례
2. 의료기기 보안 정책 및 규정
1. 의료기기 보안위협 사례
3. 의료기기 관련 국제 표준
2. 의료기기 보안 정책 및 규정
4.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3. 의료기기 관련 국제 표준
4.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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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의료기기 보안위협 사례

의료기기 보안 : IT vs. OT(Operational Technology)

[출처] Medical Device Cybersecurity, Symantec, Oct. 17,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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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는 IoT 분야?

5

IoT 분야 보안사고 동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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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보안사고 증가
보안사고 증가

7

(참고) 의료기기

년도

월

2020년

1월
3월

2019년

6월

대상 해킹 사례
보안사고 사례

FDA는 GE사의 일부 의료기기에서 보안 취약점 발견되어 즉각 네트워크 장비 분리 및 보안패치를 권고.
미 국토안보부에서는 Medtronic사의 체내 이식형 세동제거기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프로토콜을 사용
하여 수집된 민감 정보에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
FDA는 Medtronic사의 인슐린 펌프(MiniMed) 무선 연결에서 사이버보안 문제를 확인.
- 무선 연결을 통해 펌프에 연결된 다른 장치를 통해 펌프를 제어

11월 미 UC San diego Cybermed Conference에서 의료장비에 가상 랜섬웨어로 공격하는 시뮬레이션 시연
FDA는 Medtronic의 이식형 심장 장치와 관련된 사이버보안 취약점에 대해 환자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
2018년

10월

에게 통신 발표함
미 Zingbox사는 해커가 방사선학, X-Ray 및 기타 영상 시스템을 포함한 연결된 의료기기의 오류 메시지
를 활용하여 민감 정보를 얻는다는 새로운 연구를 발표함

1월
2017년
7월

2016년

10월

FDA는 St.Jude Medical사의 몸속에 이식된 심장박동기와 가정에 설치된 심장박동기 게이트웨이에서 심
각한 보안 취약성을 발견하여 발표
해킹보안 컨퍼런스 데프콘에서는 “정맥펌프＂의 해킹을 시연하고, 환자에게 약물 투여량 조절, 개인정보
탈취에 따른 2차 위협 등 발생 가능성을 발표
의료기기 제조사인 Jonson&Jonsond은 최초로 인슐린 펌프인 Animas OneTouch Ping에 대한 사이버보

안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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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의료기기

년도

월
5월

2015년
6월

2014년

대상 해킹 사례

11월

1월
2013년
6월

보안사고 사례
FDA는 Hospira LifeCare PCA3와 PCA4 Infusion Pump System에 대한 취약점 경고
- 소프트웨어 코드가 조작될 경우 비인가 사용자가 해당 펌프를 조정할 수 있음.
TrapX Lab 보고서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공격 성공 사례 소개
- 구 버전 Windows를 쓰던 핼액 가스 분석기에 백도어가 설치되어 침해 발생.
국내 해킹보안 컨퍼런스인 POC2014에서 의료장비 해킹 시연(생명과 직결된 의료장비에 침투해 환자 상
태를 마음대로 조작하고 다른 화면으로 변경)
생화학 자동분석장치 COBAS INTEGRA 400 분석기의 ORACLE SW 취약점
(장치 DB에 대한 원격 엑세스 취약점)을 FDA Enforcement Report에서 발표.
ICS-CERT에서 의료기기 내부에 하드코드된 암호에 대한 경고 발표.

(수술장비와 마취 기계 인공호흡기 약물 주입펌프 등 관련 기기에 따라 원격조작)

2012년

10월 BreakPoint Security Conference 2012에서 맥박조정기 해킹 발표.

2011년

10월

인슐린 펌프에 무선기능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투여되는 인슐린 양을 외부에서 조작 가능성 발표(McAfee
FOCUS)

9

미국 FDA 의료기기 안전(사이버보안) 정보 공개

(출처) https://www.fda.gov/medical-devices/safety-communications/2020-safety-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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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의료기기 안전(사이버보안) 정보 공개

• 제품 : 환자 모니터링 장치(GE Healthcare Clinical Information Central Station)

• 회사 : GE Healthcare
• 내용 : 환자의 체온, 심장박동, 혈압과 같은 정보를 표시하고 병원 네트워크 중앙 시설에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부 GE Healthcare사의 Clinical
Information Central Station 및 원격 측정 서버에서 사이버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어
이로 인해 공격자가 원격으로 의료기기를 제어하고 환자 모니터의 잘못된 경보를 발생시킴
• 조치 : FDA는 의료진과 관련 직원들과 협력하여 어떤 장치와 환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여 해당 GE사는
병원네트워크와 장비를 분리하고 보안을 강화 할 수 있는 패치 설치를 권고

(출처) https://www.fda.gov/medical-devices/safety-communications/2020-safety-communications

(참고) 美FDA
No

일자

: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정보 공개

제품명(유형)

제조사

사이버보안 취약점

리콜

1 `20.01.23

ApexPro 원격 측정 서버
CareScape 원격 측정 서버
CareScape Central Station
Clinical Information Center
CareScape B450,650,850
(환자 모니터링 장치)

GE
Healthcare

Mdhex : *CyberMDX연구팀이 GE사의 CareScape CIC
Pro 워크스테이션에서 6가지 취약점 발견
1. SSH 취약점
2. SMB 취약점
3. MultiMouse / Kavoom KM 취약점
4. VNC 취약점
5. webmin 취약점
6. 업데이트 관리 취약점

-

2 `19.11.05

MMT- 500
MMT- 503
(인슐린 펌프)

Medtronic

무선 RF 통신 프로토콜이 인증 또는 권한 보호 기능이
없음.

1117개
회수

ENEA,
Green Hills
Software,
IP infusion,
Wind River

URGENT/11 : VxWorks RTOS의 IPnet이라는 타사 네트
워크 통신 소프트웨어에서 11가지 취약점 발견
1. IPv4구문 분석시 스택 오버플로우
2~5. TCP 긴급 포인터 필드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4가지 메모리 손상 취약점
6. DHCP / ACK 구문 분석 힙 오버플로우
7. 잘못된 옵션을 통한 TCP 연결
8. 요청하지 않은 ARP 응답 처리
9. DHCP 클라이언트에 의한 IPv4 할당의 결함
10. IGMP 구문 분석에서 NULL값 참조를 통한 DoS
11. IGMPv3 특정 회원 보고서를 통한 IGMP 정보 유출

-

Medtronic

무선 RF 통신 프로토콜이 인증 또는 권한 보호 기능이
없음(19년 11월 동일)

-

OSE, Integrity RTOS, ITRON
ZebOS, VxWorks
3 `19.10.01
(특정 의료기기 및
병원 네트워크)

4 `19.06.27

MiniMed 508
MiniMed 패러다임
(인슐린 펌프)

(출처) https://www.fda.gov/medical-devices/safety-communications/2020-safety-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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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美FDA
No

일자

: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정보 공개

제품명(유형)

ICD
(이식형 심장 제세동기)
5 `19.03.21
CRT-D
(심장 재동기화 치료 제세동기)

제조사

사이버보안 취약점

리콜

Medtronic

무선 원격 측정 시스템 프로토콜의 암호화 및 인증
권한 미사용.

-

-

6 `18.04.17

ICD
(이식형 심혈관 제세동기)
CRT-D
(심장 재동기화 치료 제세동기)

Abbott

인증키 및 타임 스탬프가 포함된 장치의 인증이 손상
되거나 우회될 수 있어 공격자가 RF 통신을 통해 ICD
또는 CRT-D에 무단 명령 실행 가능.

7 `17.08.29

Accent, Anthem, Accent MRI,
Accent ST, Assurity, Allure
(심장 재동기화 치료
맥박 조정기)

Abbott

인증키 및 타임 스탬프가 포함된 장치의 인증이 손상
465,000개
되거나 우회될 수 있어 공격자가 RF 통신을 통해
리콜
Pacemaker에 무단 명령 실행 가능.

8 `17.01.09

EX1150 - RF
EX1100 - MerlinOnDemand
EX1100 - 유도형
(이식 가능한 심장 장치)

St,Jude
Medical
(現Abbott)

merlin@home 무선 송신기에서 MITM
(Man-In-The-Middle)취약점으로 엑세스 할 수 있는
채널 발견.

-

9 `15.07.31

Symbiq Infusion System
(약물 주입 펌프 시스템)

Hospira

공개키 및 개인키가 무선 장치에 일반 텍스트로 저장
되고 장치에 대한 권한 검사가 부족하여 서비스 공격
및 원격에 대한 취약점이 있음.

-

10 `15.05.13

PCA3, PCA5
(약물 주입 펌프 시스템)

Hospira

인증 없이 FTP서버 및 CGI를 엑세스할 수 있는 내장
웹서버 발견.
펌프에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무선키를 일반 텍
스트로 저장.

-

(출처) https://www.fda.gov/medical-devices/safety-communications/2020-safety-communication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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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의료기기 보안정책 및 규정

美 FDA 사이버보안 가이드 : Premarket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이란?
- 비인가된 접근/수정
- 오용(Misuse)/사용 거부(Denial of Use)
- 저장/접근/전송(의료기기→외부수신자)된 정보에 대한
비인가된 사용

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세스

사이버보안 유지 실패시,
- 디바이스 기능성 손상
- 데이터(의료/개인) 가용성/무결성 손실
- 연결된 다른 디바이스/네트워크가 보안 위협에 노출

⇒ 환자 질병, 부상, 사망 초래 가능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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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사이버보안 가이드 : Premarket

• 사용자 인증을 통한 접근 제한
세션 종료
계층화된 인가 모델

비밀번호 보호

적절한 인증
디바이스 및 통신포트에 물리적 잠금 장치
16

美 FDA 사이버보안 가이드 : Premarket

• 소프트웨어/펌웨어 업데이트
• 시스템적인 다운로드 절차

안전한 데이터 전송 능력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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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사이버보안 가이드 : Premarket

보안 손상에 대해 탐지, 인식, 기록, 시간 지정, 처리
• 사이버보안 탐지시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

정보
중요한 기능을 보호

디바이스 구성을 보존하고 복구하는 방법

18

美 FDA 사이버보안 가이드 : Premarket(개정)
2018 Premarket Draft Guidance : 개정 배경
-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새로운
지침 필요
- 일상적인 취약성 관리, 대응활동, 시판전·후 제조업체와
협력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 참여를 통해 얻은 교훈을
토대로 개정 내용 제안
- 최근 위협의 예 : Malware/ransomware attacks
e.g., WannaCry, notPetya, Meltdown and Spectre

새로운 내용
- 신뢰할 수 있는 디바이스 설계
- 다중 환자 공격 방지
- 계층화(Tiering) 시스템 : 시판 전 제출물에 제공되는
정보는 위험 수준에 맞춰져 있음
* Tier 1 : 높은 사이버 보안 위험
* Tier 2 : 표준 사이버 보안 위험
- 사이버 보안 부품표(Cybersecurity Bill of Materials)
- 시스템 수준 위협 모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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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사이버보안 가이드 : Postmarket
범위
- 소프트웨어(펌웨어 포함)나 프로그램 가능한 로직을 포함하는 의료기기
- 그 자체로 의료기기인 소프트웨어(모바일 의료용 앱 포함)
※ 상호운용 시스템의 일부로 간주되는 의료기기와 이미 시판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기기(레거시 기기)에도 적용되며, 임상시험용 기기에는 적용되지 않음

제조사 가이드 제시
- 위협 및 사고, 취약점 모니터링 및 탐지
- 환자에게 발생하는 위험 및 취약점 평가
- 취약점 공개 정책 구축 및 적절한 시간내 보안패치
- 사용자 디바이스 접근에 대한 인증
- 데이터 전송을 위한 암호화

20

美 FDA 사이버보안 가이드 : Postmarket
시판 후 사이버보안 위험 평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 제조업체들은 위험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의료기기에 영향을 주는 사이버보안 취약성이 제기하는 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파악
- 환자 위해에 대한 위험평가 필요(보완통제 및 위험완화 고려 포함)
[출처] Postmarket management of Cybersecurity in Medical Devices-final Guidance, FDA, March 29, 2017
https://www.fdanews.com/ext/resources/files/Conference2/MDQC17Presentations/Carmody-Risk-Management-and-Cybersecurity-for-Devices.pdf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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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사이버보안 가이드 : Postmarket
CVSS(Common Vulnerability Scoring System)으로 악용가능성 평가
o 기본 채점 (취약점 위험 요소)
・공격 매개체(물리적, 논리적, 인접성, 네트워크)
・공격 복잡성(높음, 낮음)
・요구되는 권한(없음, 낮음, 높음)
・사용자 상호작용(없음, 요구됨)
・적용 범위(변경, 변경 없음)
・기밀성 영향(높음, 낮음, 없음)
・무결성 영향(없음, 낮음, 높음)
・가용성 영향(높음, 낮음, 없음)
o 임시적 채점(시간 경과로 변하는 위험 요소)
・악용 코드 성숙도(높음, 기능적, 개념 증명, 입증되지 않음)
・교정 수준(가용하지 않음, 제2의 해결책, 임시 해결책, 공식 해결책, 규정되지 않음)
・보고 신뢰성(확인됨, 합리적, 알려지지 않음, 규정되지 않음)
(또는) 위해 발생 확률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때문에, 전통적인 의료기기 위험 관리 접근법은 ‘합리적인 최악의
추정’을 이용하거나 확률 기본값을 1로 설정할 수 있음
[출처] Postmarket management of Cybersecurity in Medical Devices-final Guidance, FDA, March 29, 2017
https://www.fdanews.com/ext/resources/files/Conference2/MDQC17Presentations/Carmody-Risk-Management-and-Cybersecurity-for-Devices.pdf
22

美 FDA 사이버보안 가이드 : Postmarket
환자 위해(Harm)에 대한 심각도(Serverity) 평가

공통용어
무시(Negligible)

설명
불편 또는 일시적 불편

사소(Minor)

전문적 의료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일시적 부상이나 장애 초래

심각(Serious)

전문적 의료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부상이나 장애 초래

중대(Critical)

영구적 장애나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 초래

최악(Catastrophic)

환자의 사망 초래

[출처] Postmarket management of Cybersecurity in Medical Devices-final Guidance, FDA, March 29, 2017
https://www.fdanews.com/ext/resources/files/Conference2/MDQC17Presentations/Carmody-Risk-Management-and-Cybersecurity-for-Devices.pdf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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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사이버보안 가이드 : Postmarket
통제된 vs. 통제되지 않은 위험에 대한 기기 변경

사이버보안 취약점 개선 및 보고
* 사이버보안 루틴 패치 및 업데이트 : 일반적으로 리포팅을 요구하지 않음
* 기기 설계나 구성요소, 제조 방법이나 의도된 사용에 상당한 변경이나 수정으로 간주되는 대응책의 경우 시판 전
신고서(510(k)) 요구
[출처] Postmarket management of Cybersecurity in Medical Devices-final Guidance, FDA, March 29, 2017
https://www.fdanews.com/ext/resources/files/Conference2/MDQC17Presentations/Carmody-Risk-Management-and-Cybersecurity-for-Devices.pdf
24

美 FDA 사이버보안 가이드 : Postmarket

ISAO(정보공유분석기구)에 제조자의 적극적 참여 정의 기준
- 회사가 취약성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포함하여 변경을 촉발한 취약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
- 환자 위해의 위험이 통제되었는지, 통제되지 않았는지를 포함하여 회사가 실시한 위험 평가의 결론 요약
- 이전에 승인된 기기 버전에 대한 비교를 포함하여 실행된 변경에 대한 설명
- 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
- 이 동일한 취약성에 대응하여 변경된 다른 제출물 및 기기에 대한 언급
- 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이유와 관련된 항목들 명시(예를 들어 MDR 번호, 리콜 번호)
- 동일한 의료기기 고유 식별(UDI)이 있는 경우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ICS-CERT 경고 또는 다른 정부 및 ISAO 경고가 있다면 그에 대한 링크(https://ics-cert.us-cert.gov/advisories)
- 배포된 모든 고객 통지

- 취약성을 보고한 날짜와 ISAO 명칭
- 다른 관련 제출물(PMA 제출물, 30일 통지, 806 보고서 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언급, 또는 변경 내용에 대한 제출물/
보고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기 위한 과학적/규제적 근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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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 : Premarket
범위 및 적용
- 소프트웨어로 구성되거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의료기기 규정에 따라 의료
기기(Class I ～ Class IV)로 규제되는 제품
※ 체외진단(IVD) 및 비-체외진단(nIVD) 기기 모두 포함
- 모든 의료기기 제조업체(Class I ～ Class IV)는 설계, 위험관리, 검증 및 검증
시험, 향후 이벤트 계획과 관련하여 사이버보안 고려사항을 기기에 통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단, 모든 장치 유형에 모든 고려사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
- 본 가이드는 Class III 또는 Class IV 기기 라이센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고려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함

26

캐나다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 : Premarket
설계 원칙

설명
o 제조업체는 기기가 다른 기기나 네트워크와 어떻게 인터페이스할 것인지 고려해야함
* 인터페이스는 유선 연결 및또는 무선 통신을 포함할 수 있음
o 각 유형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제조업체는 기기가 사용자(예, 환자 또는 의료 전문가), 다른 의료기기/

보안통신

센서 또는 의료시스템과 통신하는데 사용할 방법을 결정해야 함

* 인터페이스 방법의 예 : Wi-Fi, 이더넷, Bluetooth, USB
o 제조업체는 무단 수정 및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기기와의 데이터 전송 보안 방법을 고려해야 함
o 제조업체는 기기/시스템의 상호인증 방법을 결정해야 함
o 제조업체는 기기에 저장되거나 기기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에 일정 수준의 암호화가 필요한지(즉,
데이터의 원래 의미를 숨기고 데이터가 알려지거나 사용되지 않도록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암호화

하는 변환)가 필요한지 고려해야 함
데이터 무결성 및
기밀성

o 제조업체는 시스템과 통신하는 기기 및/또는 보안수준이 낮은 기기(예, 기기가 홈 네트워크에 연결
되거나 기기 보안 통제가 없는 레거시 기기)를 고려한 설계 통제를 고려해야 함
o 환자 건강 정보의 기밀성은 설계 고려사항이어야 함
* 의료기기 규정에 따라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데이터 침해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만 권한을
갖음
o 제조업체는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검증하는 사용자 접근통제를 고려해야 함

사용자 접근

o 다른 클래스의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부여가 필요할 수도 있음
* 인증 또는 접근 권한 부여의 예 :

비밀번호, 하드웨어 키, 생체인식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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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 : Premarket
설계 원칙

설명
o 제조업체는 새로 발견된 사이버 보안위협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
o 업데이트시 사용자의 개입이 필요한지 또는 기기에서 시작하는지 고려해야 함

소프트웨어 관리

o 제조업체는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결을 결정해야 함
o 제조업체는 정기적 및/또는 일상적인 패치를 통해 기기를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해야 하는지 고려해
야함
o 제조업체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타사 소프트웨어(예, 라이브러리) 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또는 통제 방법을 고려해야 함

하드웨어 또는
물리적 설계

신뢰성 및 가용성

o 제조업체는 보안통제를 우회하기 위해(예, USB 키를 통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USB 포트 비활
성화) 권한이 없는 사람이 기기를 물리적 및 소프트웨어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통제 방법을 고려해
야함
o 제조업체는 기기가 사이버보안 공격을 탐지, 저항, 대응 및 복구할 수 있는 설계 통제를 고려해야
함

28

캐나다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 : Premarket
장치에 대한 위험관리
위험관리

•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제조업체가 위험관리 원칙을 추가적인 고려사항과 함께 사이버보안
으로 확대하기를 권장함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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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 : Premarket
확인 및 검증시험

V&V

• 사이버보안 시험으로 UL 2900-1:2017, UL 2900-2-1:2018 표준을 따를 것을 권장함

모니터링 및 위험 대응
•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위험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시판 후 관리의

모니터링

일부분으로 모니터링하여 취약성 및 악용을 사전에 식별하고 해결해야 함
※ 신규 위험 대응시 모니터링 고려사항 : 시판 후 경계, 업데이트 패치, 취약점 공개, 정보공유

30

국내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 2종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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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 2종

[출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방안(2018.9.6, 식품의약품안전처)

32

국내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 2종

[출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방안(2018.9.6, 식품의약품안전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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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 2종

[출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방안(2018.9.6, 식품의약품안전처)

34

국내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 2종

[출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방안(2018.9.6, 식품의약품안전처)

242

35

국내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 2종

[출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방안(2018.9.6,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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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 2종

[출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방안(2018.9.6,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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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의료기기 관련 국제 표준

IEC 60601-1

바람직하지 않은 피드백
입수 불가능한 데이터
데이터의 무결성 결여
잘못된 데이터

데이터 비밀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 데이터 보안의 부족, 특히 부당변경에 대한 취약성, 기타의 프로그램
및 바이러스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 상호작용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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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601-1

데이터의 상실
부적절한 데이터 교환
오류있는 데이터

데이터에의 무허가 접근

40

IEC 60601-1

원격 서비스(네트워크에의 외부 접근)
소프트웨어(운영체제, 어플리케이션 등)의 수정/업그레이드
인터페이스 호환성(데이터 충돌, 데이터 형식)
타이밍
정상적인 네트워크 부하 /대역폭
피크 네트워크 부하
보안(바이러스, 웜, 무허가 소프트웨어 갱신 또는 업그레이드)

인터페이스/포맷의 불일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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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601-1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 흐름

규정된 가동 특성에서 일탈
파라미터의 불완전한 특성
과도한 사용/부하
오용
부적절한 구성관리

42

IEC 62304

• 이 표준은 의료기기의 수명주기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표준으로 안전설계 및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활동과 작업 필요한 수명주기의 프레임워크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 현재 개정판은 표준을 세분화하고 사용자에게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특정 보안을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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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2304

소프트웨어 시스템 입력 및 출력
ranges, limits, and defaults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software-driven 알람, 경고, 오퍼레이터 메시지
e) 보안 요구사항
the compromise of sensitive information,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udit trail, and communication integrity,
system security/malware protection.

⇒ 민감정보 무결성, 인증, 인가, 감사기록, 통신 무결성, 시스템 보안/멀웨어 방어

44

IEC 80001-1

• 원하는 편익(예, 상호운용성)을 얻기 위해 의료기기를 IT네트워크에 통합시키는 것이 인식됨에 따라,
본 표준에서는 안전, 효과, 데이터 및 시스템 보안(핵심 속성)을 다루기 위하여 의료기기를 통합하는
IT네트워크의 위험관리에 필요한 역할, 책임 및 활동을 정의함
• 본 표준에서는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을 규정하지 않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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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TR 80001-2-2

• 본 보고서는 의료기기와 IT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 수반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관련
기능의 공개 및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IEC 80001-1/KS X IEC 80001-1의 위험관리를 둘러싼
보안점검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조성함
• 본 보고서는 사용자의 요구, 고려하여야 할 보안 통제유형들, 통제에 수반되는 위험사항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높은 수준의 일반적인 보안관련 역량들을 제시함
• 이 보고서에 기술된 기능들은 다음 기관들에게 위험과 위험을 관리할 때,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할 기초를 제공함 : a) 의료 서비스 기관(HDO) b) 의료기기 제조업체 c) IT 공급자위험
파트너들 간에 이런 의견 교환은 IEC 80001-1/KS X IEC 80001-1에서 명시된 것과 같이 하나
또는 다수의 책임약정서에 대한 근간으로 이용됨
• 본 보고서는 제안서나 제품의 보안 공개서 요구사항의 정확하고 충분한 세부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의료기기 또는 IT 장비 구성요소에 대한 구매와 통합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충분한 세부
요구사항을 체계화하기 위한 분류와 구조에는 사용될 수 있음

46

AAMI

• 이 기술 정보 보고서는 시판 후 단계의 의료기기 보안 관리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보안
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고려 사항과 시판 후 보안을 위한 설계 기능, 설치 및 구성 그리고
폐기 / 노후화에 대한 고려 사항이 포함 되어있다.

• AAMI TIR57(의료기기 보안 원칙 – 위험관리)기반으로 개발될 표준으로 현재 의료기기 보안 위험
관리 기술 정보 보고서.

• 기본 접근 방식은 TIR57의 지침을 가져와 ISO 14971(의료기기-의료기기에 대한 위험 관리 적용)의
구조를 대부분 반영하지만 보안 위험에 중점을 둔 표준 형식을 만드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2020년 말까지 완성 예정)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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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2900-1 / UL 2900-2-1

48

UL 2900-1 / UL 2900-2-1

[출처] https://www.emergobyul.com/blog/2017/07/ul-2900-cybersecurity-standards-set-fda-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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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2900-1 / UL 2900-2-1

[출처] Measuring and Evaluating Cyber Risk in ICS Components, Products and Systems, UL
https://www.sans.org/summit-archives/file/summit-archive-15215757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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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2900-1 / UL 29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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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2900-1 / UL 29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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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2900-1 / UL 2900-2-1

• Malformed Input Testing
• Structured Penetration Testing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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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2900-1 / UL 2900-2-1

54

UL 2900-1 / UL 2900-2-1

사용자 인증 수행
세션 타임아웃
사용자 인증 후 접근 허용
안전한 저장
인증 에러 메시지로 사용자 이름 유추하지 못해야
길이, 복잡도, 주기적 업데이트
dictionary attacks 및 brute force attacks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사용 금지

최소 권한
재인증후 접속을 허용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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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2900-1 / UL 2900-2-1

모든 데이터의 무결성 및 진위성 보장

비밀성 보장
• 안전한 암호알고리즘
암호화 키 분리

56

UL 2900-1 / UL 2900-2-1

업데이트 기능 및 Roll-back 기능
• 제품 업데이트는 오프라인

업데이트에 대한

진위성 및 무결성 검증

감사기록
비활성화 메모리에 저장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

의한 삭제 및 변경할 수 없어야

완전 삭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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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 보안성 평가

정보기술(IT)
보안성 평가
(ISO/IEC 15408, ISO/IEC 18045)

58

정보기술(IT) 보안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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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 보안성 평가







무결성
cryptography

사용자 인증
물리적 공격
60

정보기술(IT) 보안성 평가


디지털 서명 또는 메시지 인증 코드(MAC)
실행전 무결성

원격 디바이스와 연결

유입 또는 발신되는 정보흐름 통제
안전한 통신 채널

암호알고리즘


사용자 인증후
인증실패시 대응행동

재인증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에 대한 비인가된 물리적 접근 대응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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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인증제도 통합(2018.11.7)

[출처] ISMS+PIMS 인증제도 통합에 따른 고시 개정사항 안내, 2018.11.13,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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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의 관계

[출처] ISMS+PIMS 인증제도 통합에 따른 고시 개정사항 안내, 2018.11.13, KISA

64

통합인증 개요

[출처] ISMS+PIMS 인증제도 통합에 따른 고시 개정사항 안내, 2018.11.13,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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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인증 범위

[출처] ISMS+PIMS 인증제도 통합에 따른 고시 개정사항 안내, 2018.11.13, KISA

66

인증체계

[출처] ISMS+PIMS 인증제도 통합에 따른 고시 개정사항 안내, 2018.11.13, KISA
ISMS-P 제도소개, https://isms-p.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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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통합 인증기준

[출처] ISMS+PIMS 인증제도 통합에 따른 고시 개정사항 안내, 2018.11.13, KISA
ISMS+PIMS 인증기준 주요 변경사항 및 인증심사 신청방법, 2018.11.21, KISA

68

인증기준

[출처] ISMS+PIMS 인증제도 통합에 따른 고시 개정사항 안내, 2018.11.13, KISA
ISMS-P 제도소개, https://isms-p.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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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출처] ISMS+PIMS 인증기준 주요 변경사항 및 인증심사 신청방법, 2018.11.21, KISA
ISMS-P 제도소개, https://isms-p.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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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IEC 27799

[출처] 서울아산병원, 국제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2010.09.14, 보안뉴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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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IEC 27000 시리즈
27000
Overview &
Vocabulary

Vocabulary

Sector
-specific
Guidelines

Control
-specific
Guidelines

27006
Audit & certif
ication Requi
rements

27001
ISMS
Requirements

Requirements

Guidelines

※ 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ISM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27002
Code of
Practice

27003
Implement
-ation
Guidance

27004
ISM
Measure
-ment

27005
Info Sec Risk
Management

27009
27010
27011
ISMS –
Inter-sector & ISMS –
Inter-sector Inter-org comm Telecom
27031
ICT
readiness
27040
Storage
security

27007
Auditing
27008
Audit

TR 27015
ISMS –
Financial

27033
27032
Network
Cyber
Security
security
27041
27042
Suitability &
Analysis &
adequacy interpretation of
of incident digital evidence

27013
27014
TR 27016
Implement
-ation 1 & Governance Organization
of IS
Economics
20000-1

27017
ISMS –
Cloud
27034-1
Application
Security
27043
incident
investigation
principles &
processes

TR 27019
ISMS –
Energy

27799
ISMS Healthcare

27035
Incident
Management

2703x

27044
SIEM

2704x

[출처] 스마트의료보안 국제표준화 현황, 2017.11.28, GISC 2017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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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IEC 27001 & 27002
 ISO 27001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기 위한 요구사항이 기술되어 있고, Annex A
(Controls and Objective Controls)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항목은 ISO 27002에서 구현에
필요한 모범사례로 확장됨

ISO/IEC 27001

ISO/IEC 27002

27001 ISMS 인증 획득을
0 Introduction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1 Scope
2 Normative references
3 Terms and definitions
4 Context of the organization
5 Leadership
6 Planning
7 Support
8 Operation
9 Performance evaluation
10 Improvement

5 Information Security Policy
6 Organization of Information security
7 Human resource security
8 Asset management
9 Access control
10 Cryptography
11 Physical and environmental security
12 Operations security
13 Communications security
14 Information systems acquisition,
development and maintenance
15 Relationship with external parties
16 Information security incident management
17 Information security in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18 Compliance with legal and contractual
requirement

Annex A (Controls and Objective Controls)

ISMS 체계 구현을 위한 통제
항목(Controls)을 제공

[출처] 스마트의료보안 국제표준화 현황, 2017.11.28, GISC 2017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

73

261

ISO/IEC 27001 & 27002 보안통제 항목
14 정보보호대책

35 통제항목

정보보호정책 (1)

5.1 정보 보안 정책 문서

정보보호조직 (2)

6.1 내부조직

6.2 모바일 장치와 재택근무

7.1 고용전

7.2 직무수행관리

인적자원 보호 (3)
자산관리 (3)
접근통제 (4)
암호화 (1)
물리적 및 환경적 보호 (2)

운영보안 (7)

7.3 퇴직 및 직무변경
8.1 자산관리책임

8.2 정보분류

8.3 매체관리
9.1 접근 통제에 대한 업무 요구사항

9.2 사용자 접근관리

9.3 사용자 책임

9.4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 접근 통제

10.1 암호화 통제
11.1 보안구역

11.2 장비

12.1 운영 절차와 책임

12.2 악성코드로부터의 보호

12.3 백업

12.4 기록 및 모니터링

12.5 운영 소프트웨어의 통제

12.6 기술적 취약점 관리

12.7 정보시스템 감사에 대한 고려사항

통신보안 (2)
시스템 획득, 개발 및 유지보수 (3)
공급자와의 관계 (2)
정보보호 사고 관리 (1)
업무연속성 관리의 정보보호 측면 (2)
준거성 (2)

13.1 네트워크 보안 관리

13.2 정보 전송

14.1 정보 시스템의 보안 요구사항

14.2 개발 및 지원과정에서의 보호

14.3 테스트 데이터
15.1 공급자와의 관계에서의 정보보호

15.2 공급자 서비스 양도 관리

16.1 정보보호 사고 관리 및 개선
17.1 정보보호 연속성

17.2 중복

18.1 법규 및 계약 상 요건과의 일치

18.2 정보보호 검토

[출처] 스마트의료보안 국제표준화 현황, 2017.11.28, GISC 2017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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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IEC 27799 의료분야 보안위협 요소

[출처] 스마트의료보안 국제표준화 현황, 2017.11.28, GISC 2017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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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IEC 27799 Health Informatics Security
 ISO27799 개발목적은 의료기관 의료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제공
- 7장의 11개 영역에 의료분야에 특화된 보안이슈를 통제 또는 구현 가이드에 추가
정보보호대책
보안정책

통제항목
7.2.1 정보 보안 정책 문서

7.2.2 정보 보안 정책 문서 검토

7.3.1 일반
7.3.3 외부 조직

7.3.2 내부 조직

자산관리

7.4.1 건강 정보 자산에 대한 책임

7.4.2 건강 정보 분류

인원보안

7.5.1 고용 전
7.5.3 종료 또는 고용의 변화

7.5.2 고용 중

7.6.1 보안 영역

7.6.2 장비 보안

7.7.1 운영절차와 책임
7.7.3 시스템 계획 및 수용
7.7.5 의료 정보 백업
7.7.7 미디어 처리
7.7.9 전자 건강 정보 서비스

7.7.2 외주 서비스 제공 관리
7.7.4 악성 모바일 코드에 대한 보호
7.7.6 네트워크 보안 관리
7.7.8 정보의 교환
7.7.10 모니터링

7.8.1 건강 액세스 제어에 대한 요구사항
7.8.3 사용자의 책임
7.8.5 응용프로그램 및 정보 액세스 제어

7.8.2 사용자 액세스 관리
7.8.4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및 운영 시스템 액세스 제어
7.8.6 모바일 컴퓨팅 및 원격 근무

7.9.1 정보 시스템의 보안 요구사항
7.9.3 암호 제어
7.9.5 개발 및 지원 프로세스에서의 보안 및 기술
취약성 관리

7.9.2 응용 프로그램의 올바른 처리
7.9.4 시스템 파일의 보안

7.10.1 정보 보안 사건과 약점을 보고

7.10.2 사건과 개선 관리

7.12.1 일반
7.12.3 보안 정책 및 표준 기술 준수

7.12.2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
7.12.4 보건 환경에서 정보시스템 감사 고려 사항

정보보호조직

물리적 환경적 보안
통신 및 운영 관리

접근통제

정보시스템
취득, 개발, 유지 보수
보안사고 관리
준거성

[출처] 스마트의료보안 국제표준화 현황, 2017.11.28, GISC 2017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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