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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정밀, 예측, 맞춤, 예방의료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중

요성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고부가

가치형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한 영역인 개인건강기록

(PHR) 서비스는 개인의 모든 건강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예방과 관리 목적에 맞추어 맞춤형 건강관

리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건강기록 서비스의 가치사슬을 정리해보고, 가치사슬 핵심요인 중심의 산업구조분석을 

통해 주요 환경변화에 있어 경쟁자들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차별화 전략의 우선순위를 모색하

고자 한다.

키워드: 산업구조분석(Industrial Structural Analysis), 가치사슬분석(Value Chain Analysis),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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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헬스케어 

서비스의 패러다임은 전통적 진단 및 치료 분야에서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예측의학, 맞춤의학, 참여의학으로 변화하고 있다. 개인건강

기록(Personal Health Record:PHR)은 개인건강과 관련한 모든 정보

와 이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디지텔 헬스케어의 세부 산업 분야에 속하며[1],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구글의 ‘Google Fit’, 삼성전자의 ‘Samsung 

Health’가 있다. PHR은 예방과 관리 목적에 맞추어 현대인의 건강관

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세계 디지털 헬스케

어 메가트렌드로 제시되고 있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PHR서비스 분야에 대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치사슬분석과 산업구조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 경쟁자들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도출하

였다. 

II. Literature Review

마이클포터의 5 Forces model는 산업구조분석에 적용되는 도구로 

기업의 경쟁력 진단 및 기업경영전략을 도출하는데 적용된다[3]. 

마이클포터의 가치사슬(Value Chain)모델은 가치창출활동을 본원적 

활동과 보조 활동으로 구분하여 활동간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부가가치 창출 활동을 규명하고 지속적인, 

잠재적인 창출요인을 규명하는 목적을 가지고 활용되고 있다[4].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은 헬스케어와 ICT 산업이 융합되어 개인 

건강과 질환을 관리하는 산업영역이며, 데이터 기반의 헬스케어 혁신

은 헬스케어 데이터 관련 프로세스와 관련된 전과정(측정, 통합, 

분석, 활용)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5]. 예방과 관리 목적에 맞추어 

차세대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맞춤형 서비스는 개인건강기록

(PHR)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PHR은 개인으로부터 생성되는 

건강검진(생체), 진료기록, 유전체 정보 및 라이프로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PHR은 크게 데이터, 하부 구조(데이터의 저장, 처리 

및 교환), 응용(정보교환, 분석 및 컨텐츠 제공기능)의 세가지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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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기업 관리 경영, 기획, 재무, 법무, 보건분야 차별화 영업 전략 수립

인사 관리 인사, 노무, 총무, (IT &보건의료지식 겸비) 융합형 인재 개발

기술 개발 연구, 개발, 설계

본

원

적

활

동

1. 데이터 확보(수집) 2. 데이터 표준화(정보화) 3. 서비스 개발(지능화) 4. 서비스 활용(고도화)

-데이터 공급 인프라 구축 

(병/의료기관 영업/제휴)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 구축

-개인 건강 데이터 수집

-의료 기관별

상이 및 산재한   

데이터 체계 분석 및 통합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연구개발 

(R&D)

-서비스 상용화

-서비스 고도화

Table 1. The Value Chain of the PHR Service *             *디지털 헬스케어 개인건강기록 분야 핵심기술 재구성[7] 

구성된다[6]. 사전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안전한 양질의 

건강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PHR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우

위를 선점하기위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III. The Proposed Scheme & Results

PHR 서비스 산업의 본원적 활동을 기준으로 본 핵심 가치(Core 

Value)는 데이터 수집 판로를 위한 병/의원 인프라, 산재된 병/의원 

데이터의 표준화 및 표준화된 데이터 활용을 통한 서비스 차별화(기술

력), 보건의료& IT& 개인정보 분야의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적자원으

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PHR 서비스의 가치사슬을 <Table 1>로 

나타내었다. 가치사슬에서 도출된 주요 요인들을 5 forces model을 

적용하여 <Table 2>로 정리하였다. 

각 융합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을 필요로 

하는 점과 데이터 공급자로 작용하는 인프라가 시장진입의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는 점으로 보아 시장의 신규 진입 및 대체재의 진입 

장벽이 높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 

시장의 성장성이 높게 전망 되는데 반해 대표성을 띄는 브랜드가 

부재하다. 현재 각 융합 산업별 기존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고 있어 

산업 내 서비스 차별화 및 수익 구조 창출에 대한 한계점이 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 건강기록 데이터가 국가 의료보험에 의한 

공공영역수집에 치중되어있고 의료보험임에 따라 구매자의 가격 민감

도는 낮다. 민간 영역 수집은 별도의 구매비용이 발생해 구매자의 

교섭력은 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개인 건강정보 확보를 위한 

다른 관찰 기술로서 디바이스를 통해 유사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전환비용이 높아 (디바이스 구매) 최종적으로 산업 내 

경쟁은 보통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산업 내 주요한 결정 요인의 과반수가 

법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 활성화 제약은 수익화의 

어려움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향후 법제도의 완화를 포함해 차별화된 

서비스 개시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었을 때 산업 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경쟁우위를 선점하기위해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는 능력은 PHR 서비스의 성공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 도약 저해의 주요한 원인으로 법제도

적 규제의 미흡을 지적하고 있다[8].보건의료, IT, 개인정보 분야의 

기존 규제를 동시적용 받고 있어 신기술과 기존 규제간의 충돌이 

발생해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Five-Forces Model을 이용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내 PHR서비스의 핵심 경영자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경영전략을 제시하고 AHP 기법을 활용한 

전략의 우선순위를 도출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분석 요소

(결정 요인)

Five Forces
법규제 

영향
신규

진입자

산업내

경쟁자
공급자 구매자 대체재

산업내 인프라 상 하 상 하 상

데이터 표준화 상 상 하 하 상
영향

받음

서비스 차별화

(기술력)
상 상 하 하 상

영향

받음

융합형 인적자원 상 중 하 하 상

Table 2. Analysis of Digital Healthcare(Focusing on the 

PHR Service) Industr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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