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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HAM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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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53
http://www.amchamkorea.org/

AMCHAM’s Efforts to Promote Innovation
in Korean Healthcare Industry Marks 10th Anniversary
-Celebrated the 10th anniversary of ‘AMCHAM Healthcare Innovation Seminar’
-Attended by 200 representatives from the Korean & U.S. governments, industries
June 16, 2019 (Seoul) -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Korea) hosted the
10th AMCHAM Healthcare Innovation Seminar on Friday, June 14, at the Four Seasons Hotel Seoul.
This year’s seminar was particularly special as it marked the 10th anniversary of the seminar’s
establishment.
Around 200 representatives from the Korean and U.S. governments, industries and academia gathered
to share their insight through presentations and panel discussions under the theme of “People-Centric
Healthcare: Towards Sustainability and Innovation.” The seminar aims to facilitate an open and
constructive dialogue on innovation in the healthcare industry.
In his congratulatory remarks, H.E. Kim Ganglip, Vic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anked
AMCHAM’s efforts in paving the way forward for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Korea as well as the healthy ecosystem for the healthcare industry. He pledged to work closely with the
private sector, who are on the frontlines of collaboration and innovation in the healthcare industry.
George Noll, Counselor for Economic Affairs of the U.S. Embassy Seoul,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deepened and improved relations between the Korean and U.S.’ governments and industries. He
stressed that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e can see the right stage for
nurturing innovation and development which is important to all industries.”
H.E. Min Hyung-bae, Presidential Secretary for Social Policy, delivered the plenary keynote
presentation on Moon Administration’s policies towards an innovative and inclusive society. He
elaborated on President Moon’s core policies on the healthcare and welfare system, which is to enhance
the social safety net, create a lifetime healthcare management system, promote innovative growth and
respond to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He concluded the presentation by encouraging continued
support of the people-centric healthcare system.
The morning session included presentations and panel discussions with a panel comprised of Valery E.
Gallagher, Deputy Director, Global Government Policy and Advocacy of Baxter, Young-Hak Kim,
M.D., Ph.D., Member of Healthcare Special Sub-Committee,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ong-Hee Kim, CEO of Philips Korea. They discussed the topic of “Building a
Sustainable Healthcare Ecosystem for the Future.”
During the afternoon session, the medical devices and pharmaceutical sessions covered the topics
“Democratization of Healthcare” and “Sustainable Healthcare Plan for Innovation an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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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Photo Caption (from left)
Sang-Soo (SS) Lee, Corporate Affairs Director of Medtronic Korea & Co-Chair of AMCHAM Medical
Devices Committee, Jae Yoo, Area Managing Director, North Asia of Johnson & Johnson Medical
North Asia, Sean Kim, Senior Director/MA & HC Policy of Korean Research-based Pharma Industry
Association (KRPIA), Amy Jackson, Japan Representative of PhRMA, Dong-wook (Dave) Oh,
Country Manager & Internal Medicine Korea Lead of Pfizer Korea, H.E. Kim Ganglip, Vic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James Kim, Chairman & CEO of AMCHAM Korea, George Noll, Counselor
for Economic Affairs of U.S. Embassy Seoul, Amit Laroya, President & Managing Director of 3M
Korea, H.E. Min Hyung-bae, Presidential Secretary for Social Policy

Below are some of the companies and organizations that participated in the seminar:
Healthcare-related
companies
⚫ MSD Korea
⚫ Pfizer Korea
⚫ 3M
⚫ Aetna Korea
⚫ Baxter
⚫ BMS Korea
⚫ Fresenius Medical Care
⚫ IQVIA Korea
⚫ Johnson & Johnson Medical
⚫ Lily Korea
⚫ Medtronic Korea
⚫ Philips Korea
⚫ Stryker
⚫ Value and Trust Company

Organizations
⚫

Korean Research-based
Pharmaceutical Industry Association
(KRPIA)
⚫ Korea Medical Devices Industry
Association (KMDIA)
⚫ The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PhRMA)
⚫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 Asan Medical Center
⚫ Health Right Network
⚫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of
Korea
⚫ Inje University
⚫ The Consumers Union of Korea

Government agencies
⚫
⚫
⚫
⚫

⚫
⚫

⚫

Office of the President
National Assembl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inistry of Science and
ICT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AMCHAM Korea was founded in 1953, with a broad mandate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investment and trad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MCHAM is the largest
foreign chamber in Korea with around 800 member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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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보도자료

암참, 국내 보건의료산업 혁신성장 위한 노력
10주년 맞아
-‘암참 보건의료혁신세미나’ 10주년 기념식 진행
-보건의료 정책기관 및 국내외 의료기기·제약사 관계자 200여명 참석
2019년 6월

16일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하“암참”)는

지난

6월

14일

(금)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2019 암참 보건의료혁신세미나’를 개최했다. 금년도는 특히 개최 10주년을 맞아 특별
케이크 커팅식을 가졌다.
한미 보건의료산업의 협력사업 및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및 산학연 간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되는 본 세미나에 약 200여명의 보건의료산업 정책기관, 국내외 의료기기·제약사 및
학계가 참석하여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사람 중심 보건 의료’ 주제 하에 활발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미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 강화와 공동 성장 증진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암참에 감사를 표하고, “혁신적인 의료기술을 선도하는 다국적
회사들과 앞으로 보다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조지

놀 주한미국대사관

경제참사관은

한국

정부, 기업과

더욱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헬스케어 분야에서 더 많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하며,
한미 민관, 병원, 학계 등 모든 산업분야의 주체들이 함께 혁신 연구 개발에 힘쓰면 다른 산업
분야에도 파급이 생길 것이라 전망했다.
민형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보건복지 정책’을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 및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주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민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사회안전망 강화, △평생
국민 건강관리체계구축, △보건산업 혁신성장,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꼽았다.
오전 프로그램에서는

밸러리

갤러거

박스터

글로벌

정책

및

대외협력

총괄대행, 김영학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위원, 김동희 필립스코리아 대표을 비롯한
패널들이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 프로그램은 제약 세션과 의료기기 세션으로 나뉘어 의료 민주화’와 ‘환자와 혁신을 위한

지속가능 헬스케어 계획’을 주제로 패널들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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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캡션 (왼쪽부터)
이상수 한국메드트로닉 상무 겸 암참 의료기기 분과위원장, 유병재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컬 대표
이사/북아시아총괄, 김성호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전무, 에이미 잭슨 미국제약협회 일본대표,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 사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 조지 놀 주한미국대사관 경제참사관, 아밋 라로야 한국쓰리엠 대표이사 사장,
민형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참석 및 후원사]

보건의료 관련 기업

단체 및 병원

정부관계 기관

⚫

한국MSD

⚫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

대통령 비서실

⚫

한국화이자제약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대한민국 국회

⚫

한국쓰리엠

⚫

미국제약협회

⚫

보건복지부

⚫

애트나코리아

⚫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

박스터 글로벌

⚫

서울아산병원

⚫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

⚫

건강세상네트워크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컬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릴리

⚫

한국소비자연맹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메드트로닉코리아

⚫

인제대학교

⚫

필립스코리아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한국스트라이커

⚫

한국BMS제약

⚫

밸류앤드트러스트

⚫

아이큐비아

위원회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대 외국 경제
단체로, 한국 경제 각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800여 개의 기업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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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lipping
Media

Korea Biomedical Review

Date

June 14, 2019

Title

‘Moon administration to expand investment into healthcare, quality of
life’

Link

http://www.koreabiomed.com/news/articleView.html?idxno=5928

Source

Internet News

‘Moon administration to expand investment into healthcare, quality of life’
The Moon Jae-in government will enhance the social safety net, build a lifetime health management system for
the public, support the innovative growth of the healthcare industry, and respond to low-birth, aged society.
Min Hyung-bae, presidential secretary for social policy, presented the government’s health and welfare policy
directions at the “2019 AMCHAM Healthcare Innovation Seminar,” organized by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on Friday.

Min Hyung-bae, presidential secretary for social policy, speaks at the “2019 AMCHAM Healthcare Innovation
Seminar,” organized by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on Friday.
“The previous governments focused on economic growth. During those years, the attention on social policy
remained minimal. Even though the nation has achieved economic growth, its investment lacked in health and
welfare, labor, and education,” Min said.
“As a result, the quality of life in Korea dropped to the lowest levels among OECD countries, and we cannot
expect rapid growth as before anymore. Korea is facing a structural crisis with slowing economic growth,
worsening of inequality, the world’s lowest birth rate, and accelerating of the population aging,” he added.
Min said the Moon government established the “Moon Jae-in Care” to expand health insurance coverage in
10

August 2017 and the first batch of a comprehensive plan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in April.
To reduce medical burdens for people, the government expanded the scope of insurance-covered diseases
significantly, raised the quality of medical care, and took measures to improve the sustainability of the health
insurance, he further explained.
In detail, the government plans to raise the reimbursement rat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to 70
percent by 2022, turn non-reimbursable medical care to reimbursable one, and reinforce insurance support for
patient rooms at tertiary hospitals.
He also made it sure to redirect the focus of health and medical policies from treatment to prevention and
investment for health enhancement. To do so, Min said, the government will give more discretion to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to care for chronic disease patients, expand infrastructure including community healthcare
centers, broaden services to visit the elderly for medical care, increase support for mental health treatment, and
raise capability to respond to new infectious diseases.
For the growth of bio-health sectors, the government will also build infrastructure for each stage of industrial
development, ranging from technology development to approval, manufacture, and market release, the
presidential secretary said.
He also noted that the government aims to actively respond to the structural crisis of low fertility rate and
population aging.
“To make Korea a nation of innovative inclusiveness is the Moon Jae-in government’s new policy direction and
core value,” Min said. “Through the expansion of social investment, the government hopes to realize inclusive
growth and inclusive welfare -- growing the economy, as well as raising the quality of the people’s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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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lipping
Media

Medical Times

Date

June 16, 2019

Title

어느덧 10주년 암참 ‘보건의료혁신 세미나’

Link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
1127100&REFERER=NP

Source

Internet News

어느덧 10주년 암참 ‘보건의료혁신세미나’
지난 14일 기념식…‘사람 중심 보건의료’ 발표·토론

사진 왼쪽부터 ▲이상수 한국메드트로닉 상무·암참 의료기기 분과위원장 ▲유병재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컬
대표이사·북아시아총괄 ▲김성호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전무 ▲에이미 잭슨 미국제약협회 일본대표 ▲오
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 사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대표
이사 ▲조지 놀 주한미국대사관 경제참사관 ▲아밋 라로야 한국쓰리엠 대표이사 사장 ▲민형배 청와대 대통
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메디칼타임즈 정희석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AMCHAM·이하
암참)는 지난 14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2019 암참 보건의료혁신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는 특히 보건의료혁신세미나 개최 10주년을 맞아 특별 케이크 커팅식을 가졌다.
한미 보건의료산업 협력사업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민관 및 산학연 간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된 이
번 세미나에서는 약 200명의 보건의료산업 정책기관, 국내외 의료기기·제약사 및 학계가 참석해 ‘지속가능하
12

고 혁신적인 사람 중심 보건의료’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미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 강화와 공동 성장 증진을 위해 가교역할
을 하고 있는 암참에 감사를 표하고, 혁신적인 의료기술을 선도하는 다국적 회사들과 앞으로 보다 긴밀히 소
통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조지 놀 주한미국대사관 경제참사관은 “한국 정부·기업과 더욱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헬스케어분야에서 더 많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한미 민관, 병원, 학계 등 모든 산업분야
주체들이 함께 혁신연구 개발에 힘쓰면 다른 산업분야에도 파급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세션에서는 '의료 민주화'를 주제로 활발한 패널토론이 벌어졌다.
민형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보건복지 정책’을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와 패러다임 전환 및 주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민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핵심 과제로 ▲사회안전망 강화 ▲평생 국민 건강관리체계구축
▲보건산업 혁신성장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꼽았다.
오전 프로그램에서는 밸러리 갤러거 박스터 글로벌 정책 및 대외협력 총괄대행, 김영학 대통령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위원, 김동희 필립스코리아 대표을 비롯한 패널들이 ‘미래를 위한 지속 가
능한 의료 생태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오후 프로그램은 의료기기·제약 세션으로 나눠 각각 ‘의료 민주화’와 ‘환자와 혁신을 위한 지속가능 헬스
케어 계획’을 주제로 활발한 패널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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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lipping
Media

Medipana

Date

June 17, 2019

Title

암참, 국내 보건의료산업 혁신성장 위한 노력 10주년 맞아

Link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41510&MainKind=
A&NewsKind=5&vCount=12&vKind=1

Source

Internet News

암참, 국내 보건의료산업 혁신성장 위한 노력 10주년 맞아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2019 암참 보건의료혁신세미나를 개최했으며, 개
최 10주년 기념식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한미 보건의료산업의 협력사업 및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및 산학연 간 정책 공감대 형성
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약 200여명의 보건의료산업 정책기관, 국내외 의료기기·제약사 및 학계가 참석해 '지속가능하고 혁신적
인 사람 중심 보건 의료' 주제 하에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미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 강화와 공동 성장 증진을 위해 가교 역
할을 하고 있는 암참에 감사하다'면서 "혁신적인 의료기술을 선도하는 다국적 회사들과 앞으로 보다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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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놀 주한미국대사관 경제참사관은 "한국 정부, 기업과 더욱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헬스케어 분야에
서 더 많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면서 "한미 민관, 병원, 학계 등 모든 산업분야의 주체들이
함께 혁신 연구 개발에 힘쓰면 다른 산업 분야에도 파급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형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보건복지 정책’을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 및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주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민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사회안전망 강화, △평생 국민 건강관리체계구축,
△보건산업 혁신성장,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꼽았다.
오전 프로그램에서는 밸러리 갤러거 박스터 글로벌 정책 및 대외협력 총괄대행, 김영학 대통령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위원, 김동희 필립스코리아 대표을 비롯한 패널들이 '미래를 위한 지속 가
능한 의료 생태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 프로그램은 제약 세션과 의료기기 세션으로 나뉘어 의료 민주화’와 ‘환자와 혁신을 위한 지속가능 헬스
케어 계획’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대 외국
경제단체로, 한국 경제 각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800여 개의 기업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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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lipping
Media

The Yakup

Date

June 14, 2019

복지부 김강립 차관 “혁신기술 투자기업과 소통 강화”

Title

암참 보건의료혁신세미나, 환자 형평성 갖춘 의료시스템 구축

Link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231686

Source

Internet News

복지부 김강립 차관 “혁신기술 투자기업과 소통 강화”
암참 보건의료혁신세미나, 환자 형평성 갖춘 의료시스템 구축

“환자가 형평성 있게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하는 기
업과의 현장 소통과 강화하겠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4일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 ‘2019 보건의
료혁신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강립 차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이같은
요구가 더욱 강하다”며 “최근 급속도로 기술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기술혁신을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
시킬 것인가가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맞춤형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로봇 활용을 높이고, 질병을 보다 정확
하게 진단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보건의료 혁신을 위해 신약, 의료기기 등만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인 유전체, 재생의료 등
미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의료정보에 대한 환자 정보 침해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알고 있다”며 “빅데이터, AI 등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환자가 형평성 있게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균형된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

그는 “한국은 특히 보건의료분야에 우수한 인재가 많고, 좋은 병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고 수준의 의료기
술과 의료시스템 등을 가진 잠재력을 큰 나라”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복지부는 현장과 보다 긴밀한 협력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장과 더 많이 소통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회사들, 혁신적인 의료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업
들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 한국·미국 간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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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lipping
Media

The Yakup

Date

June 14, 2019

Title

정부, 하반기 약제비 지출구조 효율화 방안 추진

Link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31717

Source

Internet News

정부, 하반기 약제비 지출구조 효율화 방안 추진
심평원 박영미 실장, 연구용역 예정…기등재약 약가평가 제도 검토 중
올 하반기 정부가 지출구조 효율화를 통해 약제비를 적정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영미 약제관리실장은 지난 14일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2019 보건의료혁신세
미나 중 제약 섹션 토론자로 나서 “우리나라의 약제비 지출 구조 효율화 방안 고민하고 있다”며 “곧 연구용역
이 공고될 예정으로, 하반기 중 지출구조 효율화를 통한 약제비 적정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영미 실장은 “한 번 등재된 약제에 대해서는 사업평가를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가 없어 이와 관
련한 재평가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제네릭을 비롯해 약제비 적정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제
도 관련 규정 예고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환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위험분담계약(RSA, Risk Sharing Agreement) 제도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
는 “RSA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가 불투명성 등의 단점도 가지고 있다”며 “이것들을 모두 고려해 어떻
게 조화롭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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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lipping
Media
Title

청년의사

Date

June 14, 2019

靑 민형배 비서관, “사회투자 확대로 경제와 국민 삶 동반 성장”
2019년 암참 보건의료혁신세미나서 정부 보건복지정책 방향 발표

Link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344

Source

Internet News

靑 민형배 비서관, “사회투자 확대로 경제와 국민 삶 동반 성장”
2019년 암참 보건의료혁신세미나서 정부 보건복지정책 방향 발표
'혁신적 포용국가'를 꿈꾸는 문재인 정부가 이를 위한 복지정책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 평생 국민건강관리 체
계 구축, 보건산업의 혁신 성장,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1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19년 암참 보건의료혁신세미나'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형배 사
회정책비서관이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1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가 주최한 '2019년 암참 보건의료혁신세미나'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은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민형배 비서관은 "역대 정부는 대부분 경제 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사회정책 분야
는 기본적으로 최소주의 관점에 머물러 있었으며, 경제 성장은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보건복지, 고용, 교육 등
19

에 대한 투자는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삶의 질 수준이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예전과 같은 높은 성장을 기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의 둔화,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세계에서 끔찍할 정
도로 낮은 출산률,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등이 겹쳐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민형배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의 열망을 담아 출범했으며, 때문에 그간의 정책기조에 대한 반성
부터 시작했다"며, "경제 성장위주와 최소주의 관점 국가에서 벗어나 분배와 성장의 균형을 이루고 배제와 낙
오를 당연시 여기지 않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방향을 고쳐잡았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비서관은 "혁신적 포용국가 구축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하나씩 추진해
가고 있다"며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축 중 하나인 복지정책을 위해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네 영역을 중심으
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비서관은 먼저 "튼튼한 사회 안전망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인 효과뿐 아니라 가계의 가처
분 소득을 늘려주고 국민 경제의 구매력을 끌어올리는 경제 효과까지 가지고 있어, 일자리와 인금을 둘러싼
갈등을 줄여주고 긍정적인 의미의 노동 유연화도 가능하게 해 효율적인 경제 성장 환경과 높은 노동생산성
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며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과 장애인, 여성, 청년 등 이른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했
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장애인에 대한 소득 지원과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7월에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각각의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편한다는 것이다.
또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처지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이웃과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민 비서관은 "커뮤니티케어는 특히 '돌봄의 사회화'를 지향한다"며 "여성들을 돌봄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동시
에 사회서비스의 고용 시장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변화된 인구구성 환경에 맞춰 돌봄 경제도 활성화하도록 준
비 중"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수립했으며 올
4월에는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도 수립했다"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의료의 질을 높이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함
께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의학적 비급여의 상당 부분
을 급여화하고, 의료비 부담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상급병실에 대한 보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 비서관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수가 체계 등 개혁을
추진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시켜 보다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했
다.
또 "누구나, 어디서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의료의 공공성도 강화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25개 입원 취학지와 34개 분만 위약지가 있어 앞으로 권역
별, 지역별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권역별 외상센터를 확충하는 등 공공보건 기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
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치료 중심으로 이뤄지던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건강투자 중심으로 전환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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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1차의료기관 만성질환 책임 강화, 건강생활지역센터와 같은 인프라 확충, 노인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 정신질환 치료 지원 확대 및 새로운 감염병 대응 수준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헬스와 같은 보건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주기에 걸쳐 단계별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이밖에 저출산,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저출산 대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고 했다.
민 비서관은 "혁신적 포용국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새로운 방향이자 핵심 가치"라며 "사회투자 확
대를 통해 경제도 성장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는 포용적 성장, 포용적 복지를 꿈꾸고 있다"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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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lipping
Media

청년의사

Date

June 14, 2019

빅데이터, AI가 미래 보건산업 이끌어 가려면?

Title

미래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 구축방안 논의

Link

http://www.kmedinf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38

Source

Internet News

빅데이터, AI가 미래 보건산업 이끌어 가려면?
미래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 구축방안 논의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가 주최하는 ‘암참 보건의료혁신세미나’가 14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
됐다.
올해 10회째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의료기기, 제약사,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력사업 모색 및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산학연 간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 구축’이라는 주제의 세션에서는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의
좌장아래 발표 및 패널토론이 있었다.
‘BIG DATA: ENHACING PATIENTS' LIVES'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한 진 디삼브레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 아시
아 대표는 환자 치료에 있어 AI와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해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AI의 주된 역할은 의료진을 지원해 환자의 치료 결과를 좋게 하는 것이지만, 빅데이터 없이는 AI
도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빅데이터와 AI가 우리 보건산업을 이끌어 가려면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규제환경을
개선해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더 큰 영역에서의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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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어떻게 빅데이터가 환자들에게 사용될지 논의돼야 한다는 것.
특히 “환자들도 정보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빅데이터 사용 기전에 대한 환자 동의가 꼭 필요하다”
며 “환자들이 AI 혜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 데이터 사용에 대해 이해가 확실하다면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산업계 등 이해 당사자들도 서로 파트너십을 통한 환경 조성으로 환자
치료를 돕겠다는 공동의 목표와 미션 있어야 한다”면서 “한국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 환자들을 위해 빅데이터
가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innovating through connected care & health informatics'를 주제로 발표한 김동희 필립스코리아 대표는 필
립스의 글로벌 전략과 한국 환경에 맞는 사업 준비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의료분야 지출이 만성질환 지출에 집중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초고령
사회가 되어가면서 동시에 만성질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의료비용 지출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자원 부족도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현실에 비해 의료전문가 비율 증가가 늦어서 혁신적 솔루션을 통해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필립스는 예방에 집중해서 의료진들이 진단과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
으며, 홈케어 서비스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데이터의 상호호환성을 높이면 다양한 시스템에서 공유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필립스는 이를 위해 병
원 시스템과 협력을 통해 벤더 중립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머신 런닝과
AI 알고리즘을 통해 맞춤의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 규제와 시스템에 맞춰 필립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스템을 소개했다.
그 중 하나는 ‘eICU(electronic Intensive Care Unit)’이다. 이는 병원 안에 다수의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의 상태
변화를 한곳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병상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증환
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이 밖에 디지털 병리학 시스템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한국 병원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헬스케어의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 기업, 의료인들과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
다.
그는 “협업을 제대로 하려면 국제 기업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한국 스타트업 기업과 의료진들의 협업이 중요
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3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June 16, 2019

Title

‘2019 암참 보건의료혁신세미나’

Link

https://www.yna.co.kr/view/PYH20190616118700013?input=1196m

Source

Internet News

‘2019 암참 보건의료혁신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지난 14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열린 '2019 암참 보건의료혁신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개
최 10주년 맞이 특별 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상수 한국메드트로닉 상무 겸 암참 의료
기기 분과위원장, 유병재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컬 대표이사·북아시아총괄, 김성호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전무, 에이미 잭슨 미국제약협회 일본 대표,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 사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 조지 놀 주한미국대사관 경제참사관, 아밋 라로야 한국쓰
리엠 대표이사 사장, 민형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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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Yonhap News

Date

June 16, 2019

Title

연설하는 민형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Link

https://www.yna.co.kr/view/PYH20190616116800013?input=1196m

Source

Internet News

연설하는 민형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서울=연합뉴스) 지난 14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열린 '2019 암참 보건의료혁신세미나'에서 민형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연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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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News

Date

June 16, 2019

Title

축사하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Link

https://www.yna.co.kr/view/PYH20190616116900013?input=1196m

Source

Internet News

축사하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지난 14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열린 '2019 암참 보건의료혁신세미나'에서 김강립 보건복
지부 차관이 축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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