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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Digital therapeutics, a digital medical device that provides evidence-based
therapeutic intervention, is expected to be a promising technology. Digital therapeutics provide
great potential to improve the experience and outcomes of patients and medical profession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policies for revitalizing the field of digital therapeutics.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on digital therapeutics with stakeholders such
as digital therapeutics companies and medical institutions. The questionnaire for the company
consisted of a total of 11 questions, including ones on the current development status of their
products, requirements for development, and data exchange. The physicians are asked six
questions about the field of interest in digital therapeutics and the clinical validation process.
Results: As a result of inquiring about the factor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digital
therapeutics on a 5-point scale, the necessity of standard development processes for the
product and commercialization guidelines was high (mean±standard deviation [SD]: 4.43±0.76
and 4.14±0.77, respectively). The connectivity between digital therapeutics and electronic
medical record/order communication system was in high demand (mean±SD: 4.29±0.73
and 4.21±0.70, respectively). Participants in the companies answered that data exchange
such as medical records and results of several tests in clinics are needed. Also, they replied that
they could provide the data such as compliance and patients’ behavioral change to medical
institutions or governmental regulation organizations.
Conclusion: First, a support program for companies developing digital therapeutics is required
to help them prepare for approval and registration of the product. There is also a requirement
for a platform system in which digital therapeutics can operate well in a medical institution
environment. Fin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evaluation methods and indicators suitable for
digital therapeutics.
Keywords: Digital therapeutics; Telemedicine; Heal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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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program을 도입했다[4]. 이 제도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회사를 사전 인증하여 인허가에 필요한 제출 의

디지털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란 “의학적

무를 완화하고, 출시 후 실사용근거(Real-World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Evidence)를 통해 사후 검토하는 규제 방식이다. 이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

제도는 개별 제품별 검증이 아닌 기업 인증(company

료기기(software as a medical device)”로 정의된다

quality and organization excellence) 규제방식으로

[1]. 디지털치료기기로 분류되어 심사를 받기 위해서

신뢰도 높은 기업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품 출시

는 (1) 소프트웨어용 의료기기이어야 하며, (2) 질병

를 선 승인한다. 그 후 실사용근거를 활용하여 일상생

의 예방, 관리,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적용되어야

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제 성능을 지속적으로 분석

하고, (3) 치료 작용 기전의 과학적(임상적) 근거가 있

한다. 즉 실사용근거가 임상시험 결과를 대체하여 인

어야 한다[1].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란 “하드웨어에 종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시험의 결과를 얻기까지 소요

속되지 않고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

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을 가지며 독립적인 형태의 소프트웨어만으로 이루어

독일의 경우 2019년 11월 디지털 의료법(Di-

진 의료기기”를 의미한다[2]. 디지털치료기기는 기존

gi-tale-Versorgung-Gesetz)을 제정하여 디지털

의약품만으로는 치료에 한계가 있는 만성질환, 정신질

헬스 앱을 법정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포함해 처

환 등에 대해 보완재 또는 대체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5]. 치료용 앱의 패스트트랙

디지털치료기기는 디지털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되

제도(Digitale Gesundheitsanwendungen Verord-

기 때문에 치료과정 중에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nung)에서는 등록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후 3개월 이

수집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및 환자 맞춤

내에 신청한 앱이 처방 가능한 치료용 앱으로 국가의

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치료기기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며 보험적용 가격도 결정된다.

신약을 개발하는 기간과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임시 등록의 경우 1년간 치료효과 근거를 수집하여

기간에 적은 비용 투입으로도 제품 개발이 가능하다.

재신청이 가능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정식 등재 여부

국내·외에서도 디지털치료기기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를 결정할 수 있다. 본 등록 이후에는 공적으로 의료

많은 기업들이 개발을 시작했고, 임상시험을 거쳐 치

보험협회와 교섭해 가격을 결정한다[6].

료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각국의 규제 기관에서도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에

지원법’의 제정으로 디지털치료기기와 같은 혁신의료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의료기

치료기기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의약품 또는

기에 대한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우수

의료기기 인허가 규정에 근거하여 제품 허가를 받을

한 기업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

수 있다[3].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Food and Drug

고,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을 경우 허가, 심사 등의

Administration)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

특례를 부여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7]. 혁신의료

장 출시 지원을 목표로 2018년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기기로 지정이 되면 단계별 심사제도를 통해 제조, 허가

사전승인제도인 digital health pre-certification

신청 전 제품 연구개발부터 시험검사, 임상시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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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 일련의 과정에서 각 단계에 제출해야 하는 자

였으며, 2022년 2월 7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 온라

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동시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인으로 진행하였다.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기업의 경

이를 통해 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

우 모집단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탐색적인 목적으로

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8].

진행한 본 연구의 특성상 스노우볼 샘플링(snowball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제25차)에서는 디지

sampling)을 사용하여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불성실

털치료기기를 포함한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방

하게 응답한 기업 1개와 의료진 1명을 제외하고 분석

안에 대해 원칙을 논의하고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

을 실시하였다.

였다[9].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의료적 중대성이 높
거나 선택 가능한 급여항목이 없는 등 환자 선택권에
제한이 있을 경우, 선별급여의 90%를 적용하며, 그

2. 설문도구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기업 대상 설문지는 현재 개

외에는 한시적 비급여를 적용한다. 수가의 경우 기존

발현황에 대한 4개 문항과 개발에 필요한 지원요소의

유사 의료행위를 준용하고, 비교할 수 있는 수가가 없

시급성에 대한 3개 문항, 정보교류 관련 4개 문항, 총

을 경우 상대가치점수를 통해 산출을 한다. 디지털치

1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발현황과 관련해서는

료기기 분야에 대해서는 혁신의료기술평가 트랙을 바

(1) 현재 개발 단계(사업기획, 디자인 및 앱 설계, 인

탕으로 선별급여 적용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적용된

허가 준비, 임상시험, 임상시험 후 시판 준비), (2) 파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치료 대비 효과, 비용 효과성,

이프라인의 적응증 분류(정신질환, 내분비질환, 호흡

사용률 등에 근거하여 보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 질환 등), (3) 예정 출시연도, (4) 유형(콘텐츠형,

디지털치료기기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관련 정책

게임형, 대화형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개발 시 지원

들이 발표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

요소별 시급성에 대해서는 (1)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집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

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시급성, (2) 운영 플랫폼에 대

구에서는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업체와 의료진을 대상

한 시급성, (3) 개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시급성에 대

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디지털치료기기 활성화에 대한

한 문항을 구성하여, 5점 척도(1점: 필요 없음–5점:

요구사항과 제공사항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매우 시급함)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치료

통해 디지털치료기기 분야 발전 도모를 위한 정책을

기기 개발과 관련해서 요구하는 정보(의료기관시스

수립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템, 청구자료)와 제공 가능한 정보(의료기관, 인허가
및 건강보험 관련 기관, 민간보험 기업)를 묻는 문항

방 법
1. 조사방법 및 대상

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척도(1점: 전혀 필요 없
음–5점: 매우 필요함)로 측정하였다(표 1).
의료기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관심이 있

본 연구는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정책적 방향 수

는 디지털치료기기의 분야(정신질환, 내분비질환, 호

립 제안을 위해 개발 기업과 의료기관 의료진을 대상

흡기 질환 등)와 디지털치료기기 검증 프로세스의 문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설문

제점에 대해 묻는 5개의 문항 등 총 6개의 문항에 대

조사는 국내 개발 기업 15개와 의료진 14명이 참여하

해 응답하였다. 검증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1)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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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지 세부 내용
설문 대상

구분

디지털치료제 개발 기업

디지털치료제 개발 현황

질문 사항

비고

현재 개발 단계

파이프라인 적응증 분류

파이프라인 예정 출시연도
지원요소의 시급성

정보 교류

개발중인 디지털치료제 유형

디지털치료기기 프레임워크 시급성

3개 세부 문항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지원 서비스 시급성

3개 세부 문항

디지털치료기기 운영체계 시급성
의료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

건강보험 관련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
의료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표

의료기관 및 의료진

관심 있는 디지털치료기기 분야

건강보험 관련 기관 및 민간보험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표

검증 프로세스 문제점

4개 세부 문항
4개 세부 문항
3개 세부 문항
4개 세부 문항
4개 세부 문항
5개 세부 문항

치료기기 표준 검증 프로세스 미비, (2) 관련 정보 구

분야에 대한 제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응답했다. 이 외

득의 어려움, (3) 환자의 비협조, (4) 적절한 임상시험

에 내분비질환, 악성종양,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

수행 지원의 부족, (5) 처방전달시스템(order com-

환에 대해 각 1개(7.1%) 기업이 개발 중이었다(그림 1).

munication system, OCS)/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연동에 대해 5점 척도(1점:
매우 심각하지 않음-5점: 매우 심각)로 측정하였다
(표 1), 각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 및 표준편차, 빈도분
석 등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 과
1.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기업 대상 설문결과
1) 디지털치료기기 개발현황

7.1%

7.1%

7.1%

14.3%

7.1%

57.1%

▖성인 정신질환
▖소아 정신질환
▖내분비질환
▖악성종양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그림 1. 가장 먼저 준비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적응증.

먼저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분야 및 개발 단계, 제품

제품의 개발 단계에 대해서는 7개(50.0%)의 기업

출시 예상 시점을 살펴본 결과, 가장 먼저 준비하고 있

이 파이프라인 임상시험 중이었으며, 3개(21.4%) 기

는 파이프라인의 적응증에 대해서는 8개(57.1%) 기업이

업이 디자인(앱 설계) 단계였다. 인허가를 준비(기술

성인 정신질환 분야, 2개(14.3%) 기업은 소아 정신질환

문서화) 중인 제품과 사업기획 단계에 있는 제품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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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개(14.3%)였다. 아직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
전처의 허가를 받은 디지털치료기기는 없기 때문에
시판 준비를 하는 기업은 없었다(그림 2).

정해지지 않은 1개(4.2%) 제품이 있었다.
2)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플랫폼 요소별 시급성
(1)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프레임워크 시급성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표준

14.3%
14.3%

50.0%

21.4%

▖임상 시험
▖인허가 준비(기술문서화)
▖디자인(앱 설계)
▖사업 기획

개발 프로세스’, ‘사업화 지원 가이드라인’, ‘교육 등 역
량강화 프로그램 및 시장 모니터링 지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급성에 대해 질문하였다(표 2). 표준 개발 프
로세스의 시급성에 대한 평균은 4.43±0.76이었으며,
사업화 지원 가이드라인의 시급성에 대한 평균은 4.14
±0.77점, 교육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시장 모니터

그림 2. 제품 개발 단계.

링 지원의 시급성에 대한 평균은 3.86±1.03점이었다.

개발 중인 제품의 시장 출시(의료기술 또는 행위

(2) 디지털치료기기 운영체계 시급성

등재를 기준)에 대해서는 1개(7.1%) 기업이 2022년

디지털치료기기가 환자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의

출시를 예상했으며, 7개(50.0%) 기업이 2023년에 출

디지털치료기기가 환자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의료

시를 예상했으며, 6개(42.9%) 기업이 2024년 출시를

진의 처방과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

예상하고 있었다(그림 3).

이 활용하고 있는 병원시스템과 연동이 될 수 있는 플
랫폼이 필요하다. 디지털치료기기 운영체계 플랫폼을
개발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

7.1%
42.9%

50.0%

서, ‘플랫폼 관리체계’, ‘EMR 연동’, ‘OCS 연동’, ‘플랫
▖2022년
▖2023년
▖2024년

폼 검증 및 활용’에 대한 시급성을 질문하였다(표 2).
플랫폼 관리체계 수립의 시급성 평균은 4.36±0.63
점이었다. 이어서 EMR 연동이 4.29±0.73점으로 나
타났으며, OCS 연동에 대한 시급성 평균은 4.21±
0.70점, 플랫폼 검증 및 활용방안에 대한 평균은

그림 3. 제품의 시장 출시 예상연도.

디지털치료기기 제공방법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문

4.07±0.73점이었다.
(3)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지원 서비스 시급성

의한 결과 콘텐츠를 열람하고 학습하는 방식이 14개

디지털치료기기 기업이 필요한 지원 서비스에 대

(58.3%)였다. 챗봇을 활용한 대화형이 6개(25.0%),

해서는 ‘의료기관, 보험사 대응을 위한 근거 기반 사

게임을 활용하여 집중도 향상 또는 통증을 완화하는

업화 지원 서비스’, ‘개발 기업 대상 발굴/개발 지원

방식인 게임형이 3개(12.5%)였다. 이외 아직 유형이

서비스’, ‘글로벌 진출 서비스’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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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플랫폼 요소별 시급성(N=14)
구분

디지털치료기기 프레임워크 시급성

디지털 치료기기 운영체계 시급성

요소

표준 개발 프로세스

Mean±SD

4.43±0.76

사업화 지원 가이드라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시장 모니터링 지원
플랫폼 관리체계 수립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연동

처방전달시스템(order communication system) 연동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지원 서비스 시급성

플랫폼 검증 및 활용방안

의료기관, 보험사 대응 근거 기반 사업화 지원 서비스
개발 기업 대상 발굴/개발 지원 서비스
글로벌 진출 지원 서비스

SD, standard deviation.

표 3.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관련 필요 정보 및 제공 가능 정보(N=14)
구분

필요 정보

의료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

건강보험 관련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

요소

의료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표

건강보험 관련 기관 및 민간보험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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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73
4.21±0.70
4.07±0.73
4.43±0.51
4.07±1.07
3.71±0.83

Mean±SD

환자 과거력

4.43±0.76

환자 검사지표

의사 의무기록 차트
환자 건강검진 자료
환자 약물 복용력

4.57±0.65
4.29±0.91
4.64±0.63
4.57±0.76
3.79±1.05

환자 앱 사용 순응도

4.62±0.51

환자 질환 상태 실시간 지표

4.46±0.66

환자 행태 변화 실시간 지표
환자 약물 순응도

환자 앱 사용 순응도

환자 행태 변화 실시간 지표
환자 약물 순응도

|

4.36±0.63

4.64±0.50

환자 질환 상태 실시간 지표
SD, standard deviation.

3.86±1.03

환자 약물 복용력

환자의 사회경제적 지표

제공 가능 정보

4.14±0.77

4.54±0.52
4.00±1.47
4.50±0.76
4.21±0.97
4.07±1.00
3.7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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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결과에 의하면, 의료기관과 보험사 대응을 위
한 근거 기반 사업화 지원 서비스의 시급성 평균은
4.43±0.51점이었으며, 개발 기업 대상 발굴/개발 지
원 서비스가 4.07±1.07점이었다. 글로벌 진출 지원
서비스의 시급성 평균은 3.71±0.83점이었다.
3)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관련 필요 정보 및 제공 가능 정보
(1) EMR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

4.00±1.47점이었다.
(4) 인허가 및 건강보험 관련 기관, 민간보험 기업에 제공
할 수 있는 지표

기업이 인허가 및 건강보험 관련 기관, 민간보험
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지표도 4가지에 대해 동일
하게 질문하였다(표 3). 환자 앱 사용 순응도 평균이
4.50±0.76점이었다. 환자 행태 실시간 지표에 대해

기업이 EMR 등 의료기관시스템을 통해 요구하고

서는 4.21±0.97점, 환자 질환 상태 실시간 지표에

자 하는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하였다(표 3). 환

대해서는 4.07±1.00점, 환자 약물 순응도는 3.79±

자 약물 복용력 정보가 4.64±0.50점이었고, 방사선

1.25점이었다.

검사 등 환자 검사지표가 4.57±0.65점이었다. 환자
과거력에 대한 필요성은 4.43±0.76점, 의사 의무기
록 차트 정보가 4.29±0.91점이었다.

3. 의료진 대상 설문결과

1) 관심 있는 디지털치료기기 분야

응답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 유형에 대해서는 의

(2) 건강보험 관련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

원급과 병원 및 종합병원급이 각각 5명(38.5%)이었

기업이 디지털치료기기 개발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으며, 상급종합병원이 3명(23.0%)이었다. 관심 있는

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건

디지털치료기기 분야에 대한 응답은 성인 정신과가 9

강보험 관련 기관의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하였

개(69.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소아

다(표 3). 환자 건강검진 자료에 대한 필요성은 4.6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

±0.63점, 환자 약물 복용력 정보는 4.57±0.76점으

activity disorder)가 2개(15.4%), 호흡기 질환(알레

로 나타났다. 환자의 사회경제적 지표(연령, 소득수

르기 질환)과 기타 의견(만성신장병, 투석, 이식)이

준, 거주지 등)에 대한 평균은 3.79±1.05점이었다.

각각 1개(7.7%)를 차지했다.

(3)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기업이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지표

2) 병의원의 디지털치료기기의 검증 프로세스 문제

검증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적절한 임상시험 수행

기업이 의료기관에게 제공하는 지표에 대해서는

지원의 부족’, ‘디지털치료기기 표준 검증 프로세스

‘환자 앱 사용 순응도’, ‘환자 행태 변화 실시간 지표’,

미비’, ‘OCS/EMR 프로그램 연동’, ‘관련 정보 구득

‘환자 질환 상태 실시간 지표’, ‘환자 약물 순응도’에

의 어려움’, ‘환자의 협조 부족’ 5개 문항을 질문하였

대해 질문하였다(표 3). 환자 앱 사용 순응도 평균은

다(표 4). 적절한 임상시험 수행 지원의 부족이 3.77

4.62±0.51점이었고, 환자 행태 변화 실시간 지표에

±0.73점이었고, 디지털치료기기 표준 검증 프로세

대해서는 4.54±0.52점, 환자 질환 상태 실시간 지

스 미비가 3.62±0.87점, OCS/EMR 프로그램 연동

표에 대해서는 4.46±0.66점, 환자 약물 순응도는

이 3.54±1.13점이었으며, 관련 정보 구득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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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15±0.99점, 환자의 협조 부족이 3.00±0.82

필요성을 요구했고, 반대로 앱의 순응도, 행태 변화,

점이었다.

실시간 지표 등에 대해 제공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표 4. 병의원의 디지털치료기기 검증 프로세스 문제(N=13)
요소

적절한 임상시험 수행 지원의 부족

Mean±SD

먼저 기업이 디지털치료기기를 개발하는데 효율적
으로 인허가와 보험급여 등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
는 유효성, 안전성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

3.77±0.73

다. 디지털치료기기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디지털치료기기 표준 검증 프로세스 미비

3.62±0.87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절차

OCS/EMR 프로그램 연동

3.54±1.13

관련 정보 구득의 어려움

3.15±0.99

환자의 협조 부족

3.00±0.82

SD, standard deviation; OCS, order communication system;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심사평가원에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받
아야 하며, 대상일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기
술의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마
지막으로 심사평가원에 급여 등재 여부를 판단 받아
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제성 및 급여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진다. 디지털치료기기 산업은 최근에 부상한

고 찰

신산업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으
며, 대부분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하고 있

본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치

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국내 디지털 헬스케

료기기에 대해 개발 기업 및 병의원의 의료진 등 이해

어 업계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363개 기업 중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61개(72%)가 임직원 30명 미만의 규모였고, 5억 원

디지털치료기기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

미만의 매출 발생 기업이 194개(53.4%)였다[10]. 물

였다.

론 각 규제 기관들의 노력으로 간소화 절차가 마련되

본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정신질환 분야에 대한

었지만, 여전히 작은 규모의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아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이 가장 많았고, 2023년 또는

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각 단계의 평가절

2024년 정도에 시장 출시를 기대하고 있었다. 기업들

차를 준비하고 수행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기업들

은 디지털치료기기 제품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

의 디지털치료기기를 개발 단계별로 가이드해줄 수

프로세스와 사업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필요성

있는 개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며 각 평가 단계에 대

을 느끼고 있었다. 운영체계 플랫폼에 대해서는 OCS

한 적절한 컨설팅 지원 등이 필요하다.

및 EMR 연동, 관리, 검증체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디지털치료기기가 의료기관 환경 안에서 잘 작동

에 대한 지원 시급성이 전체적으로 높았다. 또한 기업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소프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또는 보험 대응을

트웨어용 ‘의료기기’이다.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

위한 근거 기반 사업화 지원에 대해 높은 요구를 보였

품은 “건강상태 또는 건강한 활동의 유지·향상을 목

다. 플랫폼을 통한 정보교류에 대해서는 약물 복용

적(일상적 건강관리용)으로 사용되거나 건강한 생활

력, 과거력, 검사지표 등에 대한 의료기관 데이터에

방식·습관을 유도하여 만성질환 또는 그 상태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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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나 영향을 줄이거나 유지할 목적(만성질환자 자

결과에서도 기업은 환자의 사용 순응도, 행태 변화,

가관리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11]. 개인용

질환 상태 등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건강관리 제품과 의료기기가 구분되는 기준은 사용

디지털치료기기는 기존 웰니스와 달리 실사용 데이

목적과 위해도이다. 디지털치료기기는 개인용 건강관

터(Real-World Data)를 활용하여 ‘실사용근거’를 기

리 제품과 달리, 국제질병분류 또는 한국표준질병사

반으로 환자의 행태 변화에 대한 효과를 입증해야 한

인분류를 기준으로 질병을 예방, 관리 또는 치료의 목

다. 디지털치료기기로 인해 처방 이후 모니터링까지 고

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과학적, 임상적 효과성 근

려한다면,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거를 기반으로 의료현장 내에서 실제로 활용되어야

또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유효성과 효과성

한다[1].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이 B2C (business-

을 입증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더 나아

to-consumer) 기반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소비자

가 모니터링에 대한 수가 정책도 고려가 필요하다.

경험만을 고려해야 했다면, 디지털치료기기는 이용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샘플의

의 개념이 기존 소비자(환자) 외에도 의료인까지 확장

수가 많지 않고 스노우볼 샘플링을 사용했다는 점에

되기 때문에 의료인이 디지털치료기기를 잘 활용할

서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디지털치료기

화하고자 하는 데에는 제한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또

기가 현재 의료체계 안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현재 의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등 질

료진이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EMR, OCS 등 의료기

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심층적인 의견 수렴이 필

관시스템과의 연동을 고려해야 한다. 더 나아가 환자

요하며, 개발 기업과 병원 이외에도 정부, 환자 등 더

가 디지털치료기기를 활용해서 생성된 데이터가 진료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연구가 필

현장에서 다시 활용될 수 있다면 치료효과의 개선을

요하다. 디지털치료기기는 기존 의료체계 내에 부족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치료기기의 개념이 국

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보완재로써 다양한 장점을

내에 확산되면서 제품 개발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가지고 있다.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많은 관심이 증

있고,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

가하면서 정부와 민간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

전처에서 임상시험 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늘어나고

한 투자들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인허가 승인을 받은 제품이

의료시스템 내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정책 기반도 마련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제품 개발을 넘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된 제품이 의료현장에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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