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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원격의료란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의사가 진료하여 처방 및 진단을 해
주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원격의료 서비스는 지역별로 의료 접근성 편차가 심한 스웨덴에
서 서서히 인기를 모으기 시작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올해 더욱 각광받는 서비스로
떠올랐다. 스웨덴의 의료서비스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는 환자의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1차 공공의료기관(보건소)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스웨덴의 공공기반 의료서비스 체계에서 원격의료 서비스의 등장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원격
의료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는 환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글
에서는 스웨덴 내 원격의료 서비스의 등장과 이와 관련한 노동시장 문제들을 함께 다룬다.

■ 스웨덴의 의료서비스 체계
스웨덴의 의료서비스는 1982년「 보건의료서비스법(Hälso- och sjukvårdslag, 1982:

763)」개정, 1992년 에델(ÄDEL) 개혁 등을 거치며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료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는 것을 기초로 광범위한 개혁이 이어져 왔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제 책
임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권화되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병원 및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

56_

2020년 9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에 고정 급부를 지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의료서비스를 구매하는 주체(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급하는 주체(공공의료 및 민간의료서비스업체)를 분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
작하였다. 분권화를 통해 서비스 공급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게 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 공급기관들의 설립을 장려하였고, 이로 인해 기
존의 공공의료 서비스 중심의 스웨덴 의료서비스에 민간영역이 조금씩 침투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9년「 선택의 자유법(Lagen Om Valfrihet: LOV)」이 통과되며 환자의 병원 선택 권
리 보장 및 민간 의료공급기관 인가 등이 의무화되었고 스웨덴 의료서비스 내 민간영역의 지
위가 더욱 높아졌다.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료서비스 지출에서 민간 공급기관이 차지하
는 비중은 2018년 13.5%로 높아졌다.1)
한편 스웨덴의 의료서비스 체계는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 왔
다. OECD(2017)에 따르면, 스웨덴은 인구 대비 의료진(의사, 간호사)의 비율이 높고, 재원
부족으로 인한 보건 문제 발생률이 낮은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2) 하지만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예로, 스웨덴 환자들
의 대기 시간과 진료 및 돌봄 경험을 기초로 한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은 만족도 면에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3)에 머물렀으며 의사의 진료시간, 진료 시 투명성 등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4) 스웨덴 소비자들의 낮은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원격
의료 서비스의 등장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 5)

1) https://sweden.se/society/health-care-in-sweden/
2) OECD(2017), Health at a Glance 2017: OECD Indicators. Paris, France: OECD Publishing.
3) Vårdanalys(2014), “Låt den rätte komma in [Let the Right One in]”, Stockholm, Sweden:
Vårdanalys.
4) OECD and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2017), “Sweden: Country
Health Profile 2017”, State of Health in the EU. Paris & Brussels: OECD.
5) Blix, M., & Jeansson, J.(2018), Telemedicine and the welfare state: the Swedish experience (No.
1238) , IFN Working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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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의 원격의료
2016년 스웨덴에서 Kry와 Min Doktor라는 원격의료 업체가 최초로 등장했다. Kry와 Min
Doktor는 스마트폰 및 디지털 기기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가 앱스토어
등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간단한 인증절차(스웨덴의 BankID)를 거치고 나면 본
인의 질환 및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질환을 인식한
후 해당 분야의 진료 가능한 의사와 연결시켜주는데 이때 원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6) Kry와 Min Doktor는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스웨덴 의료업계에 등장했다.
하지만 이 두 업체 및 다른 원격의료 업체의 초기 진입은 쉽지 않았다. 의료서비스를 담당
하는 광역자치단체와 보건당국에서는 새로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할 필요
가 있었다.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Kry와 Min Doktor는 광역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
써 스웨덴 의료서비스 체계에 진입했다. 이 두 회사는 스웨덴의 Jönköping 지역 내 Tranås
병원, Wetterhä lsan병원과 하청 계약을 맺고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 내 병원은 지역 단위로 의료서비스 공급을 담당하는 데 반해 이 두 원격의료
업체는 서비스 공급에 지역 제한을 두지 않아 스웨덴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테두리를 벗어
난 사례로 논란을 가져왔다. 이를 두고 몇몇 학자들은 스웨덴의 의료서비스가 하이브리드 형
태(지역+전국)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의료서비스는
광역자치단체가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원격의료 업체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지역 의료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스웨덴 전역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원격의료 업체의 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는 환자의 진료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책정
하고 있는 스웨덴 의료체계에 혼란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Sörmland 지역은 지역민들의 진
료비를 무료로 하고 있는데 원격의료 업체가 스웨덴 전 지역에 동일한 진료비를 책정할 경
6) https://www.kry.se/en/how-it-works/
7) Blix, M., & Jeansson, J.(2018), Telemedicine and the welfare state: the Swedish experience (No.
1238) , IFN Working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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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Sörmland 지역민들은 원격의료 업체 이용 시 일정 금액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
가 발생한다. 이는 모든 지역민들에게 동일 비용, 동일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스웨
덴 의료법에 어긋나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진료비 책정 문제는 초기의 진통을 경험한
후 현재 특정 지역 소비자가 원격의료 업체 이용 시 지역별 진료비를 반영한 금액을 납부하
는 방향으로 해결되었다.
스웨덴 원격의료 업체와 보건의료 업계에서 바라본 원격의료 서비스의 장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8) ① (시공간의 제약 없는) 높은 접근성, ② 시간 절약(환자와 의사), ③ 전염성 질환 확
산 방지 등이다. 원격의료 서비스의 높은 접근성은 이동이 어려운 고령 환자 및 잦은 방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만성 질환자뿐 아니라 일반 환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장점이다. 특히 높은 접
근성은 환자의 불필요한 방문 및 대기시간을 줄여줌으로써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시간 절약
의 장점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전염성이 강한 질환이나 병을 갖고 있는 환자 및 취약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는 대신 원격의료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어 의료시설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스웨덴 의료업계에서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원격의
료의 단점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한다.9) ① 모든 진단 및 처방전 제공을 비대면으로 하
는 것은 부적절하다. 때로는 대면 진료를 통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② 온라인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사들은 의약품(특히 항생제)을 과도하게 처방할 가능성이 높다. ③ 환자들이 필
요 이상으로 자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것이다. 즉, 사소한 질병이나 진료가 불필요한 경우에
도 환자들이 무분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의료진들은
현재 의료체계 안에서 보관·공유되고 있는 환자 기록이 원격의료 업체의 환자 기록과 호환되지
않아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격의료 업체가 등장한 초기에는 환자의 진료기
록이 공유되지 않아 기존 의료기관과 원격의료 업체 간의 갈등 및 혼란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는 의료기관과 원격 업체 간 환자 진료기록 공유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8) Blix, M., & Levay, C.(2018), Digitalization and Health Care , Eso expertgrupp, pp.13-35.
9) Ahlzén, R., Berggren, L., Metsini, A., Olsson, L. & Tegelberg, Å.(2018), “Vetenskapligt stöd saknas
för digitala diagnoser [Scientific evidence missing for diagnosis with video call]”, [online]
Dagens Nyheter, https://www.dn.se/debatt/vetenskapligt-stod-saknasfor-digitala-diagn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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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환자가 원격의료 업체를 통해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위중하거나 급한 치료를 필요
로 할 때 원격의료 업체는 상급 의료기관에 진료기록과 추천서를 보낼 수 있다.
현재 스웨덴의 원격의료 업체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그림 1 참조) 2018년 기
준 전체 의료서비스 이용자 중 5%가량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10) 원
격의료 서비스의 성장세에 따라 Kry와 Min Doktor, Doktor.se 등 초기 원격의료 업체 외에
도 다양한 업체들이 스웨덴 의료서비스 업계에 등장하고 있다. 원격의료 업체에서 일하는 의
사들은 대부분 스웨덴 병원 및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들로, 의사들
의 자격 및 질적 수준 등은 일반 병원 의사와 마찬가지로 보건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다.11) 원
격의료 업체는 진료와 처방을 담당하는 의사 외에도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사를
함께 고용하여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원격의료 업체와 관련하여 또 다른 눈여겨볼 만한 점
은 원격의료 업체들이 약국업계와 손잡고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Min Doktor는
약국 Apotek Hjärtat와 Doktor.se는 약국 Apotek Kronan과 손을 잡아 처방 및 의약품 공급
[그림 1] 스웨덴의 원격의료 이용자 수 증가 추이(2016년 6월~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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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Blix, M., & Levay, C.(2018), Digitalization and Health Care , Eso expertgrupp.

10) Blix, M., & Jeansson, J.(2018), Telemedicine and the welfare state: the Swedish experience (No.
1238), IFN Working Paper.
11) https://support.kry.se/hc/e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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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협조하고 있다.

■ 원격의료가 의료 노동시장과 노동환경에 미칠 영향
스웨덴 의사 노조인 스웨덴 의사협회(Swedish Doctor Association)는 원격의료 업체의 등
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12) 하지만 협회는 원격의료 업체를 기존 의
료체계 내 경쟁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기존 의료체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업체로
보고 있다. 스웨덴 의료계의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공공의료 서비스에 민간업체가 가세
한 것처럼 원격의료 업체의 등장 역시 환자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진료 기회를 제공하는 창
구로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업체의 등장을 의료환경의 디지털화라
는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원격의료 업체가 스웨덴 의료체계 안에 반드시 포
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스웨덴 의사협회 내 일부 의사들은 원격의료 업체가 최근 의대를 졸업한 의사 및 이민자 의
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노동시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
다.13) 특히, 의사협회는 이민자 의사들이 스웨덴 공공병원에 투입될 경우, 언어장벽, 시스템
이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이들을 단순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원격의료 업체에서 고용하여 자신의 역량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한편 의사협회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들이 원격의료 및 의료환경의 디지털
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지적한 바 있는데 최근 의대를 마친 졸업생의 경우, 비교적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기에 원격의료 업체에 진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스웨덴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업체의 등장이 당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
지만 노동시장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기회의 창을 열어주어 현재 보건의료진 내 문제가 되고

12) Blix, M., & Jeansson, J.(2018), Telemedicine and the welfare state: the Swedish experience (No.
1238) , IFN Working Paper.
13) Rexha, L., & Telemo-Nilsson, S.(2016), “When the physical patient becomes digital- A study of
the innovation “digital health care center” on the Swedish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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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인력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원격의료 업체는 고용된 의사들의 업무량이 일반 의사보다 더 적고 근무만족도가 높
다고 주장한다.14) 원격의료 업체는 진료 서비스 제공을 지역과 시간에 대한 장벽 없이 유연
하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된 의사가 본인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
에 보다 여유로운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녀가 있는 의사들에게는 아
이들을 양육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근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병원보다 매력적
인 일자리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내 의료진 중 일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15) 오히려 원격
의료 업체에 고용된 의사들의 업무량이 환자들의 과도한 비대면 진료 이용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원격의료 업체가 의사들의 근무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
다. 아직까지 눈에 띄는 사례는 없으나 스웨덴 내 원격의료 업체 고용 의사가 전 세계 지역 내
환자들을 진료한다면 시차 및 과도한 업무로 인한 일-생활 분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
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업무량과 근무 강도와 관련하여 의사협회가 제기한 또 다른 문제는 의료진이 원격의료 업
체가 요구하는 (디지털 기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근무 방식에 적응하느라 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16) 의사협회에 따르면 스웨덴 내 대부분의 의료
진들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에 찬성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디지털 기기에는 친숙하
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비슷한 우려를 내비쳤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업체의 등장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 종사자의 근무 강도 변화 정도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원격의료 업체의 등장
이 환자에게 보다 많은 진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분명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협의회(SKL)에서 지적한 노동조건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
점은 의사 급여와 세금이다.17) 원격의료 업체에 고용된 의사가 스웨덴 국내에서만 서비스를
14) Blix, M., & Jeansson, J.(2018), Telemedicine and the welfare state: the Swedish experience (No.
1238) , IFN Working Paper.
15) Ibid.
16) Ibid.
17) Rexha, L., & Telemo-Nilsson, S.(2016), “When the physical patient becomes digital- A study of
the innovation “digital health care center” on the Swedish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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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면 해당 업체에서 지급하는 (단체협약에서 보장하는) 급여를 받고, 그에 따른 세금
을 책정하면 되지만 원격의료 업체 의사가 스웨덴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진료 서비스를 제
공한다면 이들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원격의료 업체가
가지고 있는 초지역성 문제는 이미 환자의 진료비 영역에서도 문제된 적이 있으나 그 문제가
스웨덴에 국한된 문제였다면, 의사의 초국가 진료서비스 제공은 국가별 조세체계와 깊은 관
련이 있다. 현재까지는 원격의료 업체가 타 국가에 진출한 사례가 적어 이런 경우가 큰 문제
로 떠오르지 않았으나 앞으로 해외진출을 본격화하게 되면 의사 급여 지급 및 조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원격의료 업체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최근 스웨덴 원격의료 업체들은 디지털 기기를 통한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오
프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스웨덴 전역에 병원을 건립하고 있다.18) 원격의료 업체가 가
지고 있던 단점 중 하나인 일부 질병에 대한 진료와 처방만 가능하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위중한 질병 혹은 원격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을 때 실
제 방문이 가능한 병원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민간 서비스 영역 확대 측면에서뿐 아
니라 노동시장 및 노동조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원 건설 및 서비스 영
역 확대는 의료진 일자리 창출 면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프라인,
온라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이를 담당하는 의사들의 업무량과 일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급여 및 노동조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앞으로 원격의
료 업체와 의료업계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 맺음말
2016년 등장 이후 꾸준히 확장해오던 스웨덴의 원격의료 서비스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중요해지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스웨덴의 원격의료 업체는 스웨덴 공공의
료 서비스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낮은 접근성을 보완하고, 다양한 진료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

18) https://www.kry.se/vardcentraler/, https://www.mindoktor.se/kliniken/mottagnin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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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원격
의료 서비스가 갖는 단점도 명확하다. 비대면 진료만으로 모든 질병을 진단할 수 없다는 점,
소비자의 과도한 원격의료 의존 등이다. 스웨덴 의료업계 내에서도 원격의료 서비스의 등장
과 그 영향에 대한 토론이 계속 진행 중이다.
원격의료 업체가 갑작스레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노동시장 및
노동조건 문제들은 보건의료 노사진영과 보건당국에서 이들 업체를 민간 서비스공급 업체와
비슷한 형태로 취급하며 급한 불은 끈 모양새다. 하지만 원격의료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초지
역성(서비스 제공 지역, 시간 초월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진의 급여 및 조세, 노동
조건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될 문제로 보인다. 또 다른 눈여겨 볼만한 점은 최근 들
어 대부분의 원격의료 서비스 업체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뿐 아니라 이를 연계
하여 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16년 원격의료 업체
등장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움직임으로 앞으로 원격의료 업체들의 의료기관 설립이 가
속화된다면 현재의 의료서비스 체계에 더욱 거센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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