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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이 공급자 위주의 치료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예방·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

라 환자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환자들이 질병치료와 돌봄을 받는 수동적인 객체에서 벗어나 보건의료혁신과

돌봄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혁신주체로서 환자들을 어떻게 조직화하

고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영역에서 사용자가 주도하여 리빙랩 방

식으로 혁신활동을 이끌고 있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기기 개발뿐만

아니라 의료정책 과정 참여, 사회 인식 개선활동에 앞장서면서 새로운 환자 주도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오고 있

다. 전문기관이나 관련 조직들은 관심이 없는 ‘수행되지 않은 과학’ 영역에서 현장기반 환자 주도형 리빙랩을 운영하

면서 능력을 강화하고 대안을 진화시키면서 환자중심의 연구플랫폼 구축의 주체로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1형 당뇨

관리와 관련된 기술적 실험과 네트워크 확장, 관련 제도 혁신 활동을 통해 병원과 치료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서 환

자중심, 예방과 돌봄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으로 전환을 이뤄내는 선도적인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paradigm is changing from provider-centered treatment to consumer-centered prevention

and management. As medical expenses increase due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hronically ill patients, national policy

support is in progress to increase their healthy lifespan. The perception of the patient is also changing from a passive object

to a subject. Accordingly, discussions on how to re-establish the role of the patient and organize and grow as an innovation

agent are also in full swing. In this study, the case of ‘Korean Society Type 1 Diabetes’, which is leading user-driven inno-

vation activities in the living lab method. The Korean Society Type 1 Diabetes has been building a new patient-led disease

management system by not only developing patient-led devices, but also taking the lead in medical policies and improving

social awareness. In particular, since it was an ‘undone science’ field that specialized institutions and related organizations

were not interested in,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s the parties and the final user are making related technologies, laws,

and institutions. By operating a field-based, patient-led living lab, it is becoming a major player of building a patient-cen-

tered research platform while developing capabilities and creating alternatives to problem-solving. Through technological

experiments, network expansion, and related institutional innovation activities related to type 1 diabetes, patient group is

conducting a leading experiment in achieving a transition from a hospital and treatment-oriented health care system to a

patient-centered, prevention and care-centered health c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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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논문은 성지은·송위진·정병걸·전호일·김미영(2021)이 작성한 과학기

술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인『혁신활성화를 위한 리빙랩에서의 최종

사용자 조직화 모델 연구』의 내용을 기반으로 새롭게 정리하였다. 논

문 완성에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의 글과 인터뷰, 자료 제

공이 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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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의료 분야에서 최종 수요자인 환자는 치료와 돌봄의 대

상이었다. 의료계는 전문가 주의가 매우 강고하기 때문에 환

자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보다는 누군가의 치료와 관

리를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Kim, 2021).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혁신과 서비스를 수동적

으로 수용하는 혁신의 객체로서 위치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가 의료비가 급증하고,

ICT 및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 서비스의 질적 확대가 진행

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공급

자 위주의 치료 중심 시스템에서 수요자 중심의 예방·관리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Kim, 2013). 

이에 따라 환자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환자들이

질병치료와 돌봄을 받는 수동적 객체에서 벗어나 보건의료

혁신과 돌봄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환자의 역할을 재정

립하고 이들을 혁신주체로서 어떻게 조직화하고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Callon and

Rabeharisov, 2008; Hess, 2016; Han and Chang, 2009). 특히

리빙랩은 일상생활 공간을 일종의 실험실로 인식하면서 이

해 당사자, 사용자, 수요자, 소비자, 생산자, 혁신가, 전문가,

공동 창출자(co-creator)로서 환자의 다양한 역할과 주체적

인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Seong et al., 2020; Seong and Han,

2018; European Commission, Information Society and Media,

2009; Samlelin, 2015)2).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영역에서 사용자가 주도하여 리

빙랩 방식으로 혁신활동을 이끌고 있는 선도 사례를 분석

하고자 한다. 환자 및 사용자 주도의 혁신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례

를 살펴봄으로써 사용자 주도 혁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자 한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은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의 혁

신활동이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환자가 주도하는 기기

개발뿐만 아니라 의료정책에 대한 환자 참여, 사회 인식 개

선에도 앞장서면서 새로운 환자 주도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

축하고 있다. 이 사례는 당사자이자 최종 수요자로서 환자

와 환자 가족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혁신과

제도 변화의 주체로 발전해나가는 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

는 ‘결정적 실험(critical experiment)’이라고 할 수 있다.

수행되지 않은 과학과 사용자 주도형 혁신

1. ‘수행되지 않은 과학’과 공동지식 창출

1형 당뇨와 같은 질병은 병원에 입원해서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 아니다.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때문에 환자, 보호자의 자가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 병

원에서는 일상에서 이뤄지는 환자들의 혈당 관리 내용을 제

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1형 당뇨관리는 환자들의 책

임이었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문적인 의

료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 

일반적으로 소수 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는 그들에 대

한 정확한 정보가 없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

창조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유형의 연구개발

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과학기술계와 기업의 관심을 끌

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투입이 이뤄지지 않아 연구가 이루

어지지 않는 ‘수행되지 않은 과학(Undone Science)’인 경우

가 많다. 관련자들에게는 절실하고 꼭 필요한 연구이지만 지

식에 대한 체계적 비생산(the systematic non-production)이

이루어지는 영역인 것이다(Hess, 2016; Han and Chang, 2009).

수행되지 않은 과학을 수행되는 과학으로 변화시키기 위

해서는 당사자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문제 상황

에 있는 당사자들이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책이나

2)한국에서도 암 생존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는 온(溫)

랩이나 국립암센터가 진행하는 다양한 리빙랩 활동에서 환자 주도의

혁신 및 주체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공동창출, 실험, 평가, 솔루션의

재디자인 등 전문가와 협력하거나 환자 주도의 리빙랩 활동을 거치면

서 단순 사용자 및 당사자에서 전문가, 사회혁신가, 공동 창출자로 성

장하고 있다. 

Figure 1. Etiology and management of type I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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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영향을 미쳐 연구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직

접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런 작업을 통해 전

문가와 공동으로 지식을 창출(co-production)하면서 관련 분

야를 연구가 수행되는 새로운 분야로 만들어간다. 이런 분

야는 당사자인 환자나 최종 사용자의 참여를 토대로 지식

을 창출하게 된다(Callon and Rabeharisoa, 2008).

2. 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로서의 리빙랩

최근에 나타나는 변화는 사용자나 시민들이 혁신의 주체

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구조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고

등교육의 일반화 및 메이커 운동의 활성화, ICT 및 인터넷

을 통한 다양한 정보·지식·경험의 활용·확산 능력 향상 등

으로 똑똑해진 시민과 사용자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Song, 2011). 이에 따라 수동적이고 일회성의 시민 참여를

넘어 전문가와 시민의 지식 공동 창조를 강조하는 ‘함께 하

는 혁신(co-creation)’이 논의되고 있다. 

정책과 사회혁신 활동에서 새로운 혁신모델로 논의되고

있는 리빙랩은 이러한 변화의 개념이다. 전문가가 지식을 창

조하던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인 랩에 대응되는 리빙랩은

‘사용자를 혁신의 핵심적인 활동 주체’로 설정하고 이들과

‘전문가 조직과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 창출’을

강조한다. 기존 모델에서는 사용자는 연구기관과 기업이 랩

에서 개발한 제품·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사용하는 주체로 파

악되어 왔다. 리빙랩 모델에서는 최종 사용자는 랩에서 산

·학·연과 같은 전문조직과 협업을 통해 ‘함께 문제를 정의

하고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공동 창출의 주체가 된다. 리빙

랩을 통해 전문조직과 사용자가 ‘탐색·실험·평가를 반복적

으로 수행하고 피드백’함으로써,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을

향상시키게 된다(Seong et al., 2020; Tang and Hamalainen,

2012). 

리빙랩은 활동 주체에 활용자 주도(utilizer-driven), 촉진자

주도(enabler-driven), 공급자 주도(provider-driven), 사용자

주도(user-driven)로 구분할 수 있다(Leminen et al., 2012: 8-

10; Schuurman et al., 2013). 활용자는 새로운 사업 개발에

리빙랩을 활용하려는 기업이며, 촉진자는 시군이나 개발기

관 등 공공부문 행위자, 비정부조직, 금융지원기관(financiers)

등이다. 공급자는 특정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기업

이나 공공기관을, 사용자는 일반 소비자나 당사자·수요자·

사용자로서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 주체를 말한다(Leminen

et al., 2012: 8-10; Schuurman et al., 2013). 

리빙랩에서 최종 사용자의 역할은 처한 상황이나 당면하

고 있는 문제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최종 사용자는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이자 이해관계자이며,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

스를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개발자이기도 하다. 또한 만들

어진 제품과 서비스를 함께 실험하고 이들을 채택하고 소

비해 나가는 주체이다. 기술, 제품, 서비스 등의 수요를 구

체화하고, 그것의 의미와 비전을 제시하며, 시제품 개발 과

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프로토타입을 진화시켜

나가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최종 사

용자는 만들어진 시제품의 사용성과 유용성을 평가하고, 사

용해 보며 다른 수요자 및 사용자에게 널리 알리는 ‘적극적

인 가치 창출 및 홍보활동’까지 맡게 된다. 제품이 출시되

면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소비자가 된다(Seong et al.,

2020). 

리빙랩 기반 사용자 주도형 혁신활동에서는 공공성을 지

향하면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직화된 최종

사용자 그룹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Seong et al., 2020). 특

히 개인 민원 해결이나 사익추구가 아닌 사회적 가치와 공

공적 목표를 추구하는 주체의 참여와 역할이 필요하며

(Seong et al., 2020), 다양한 주체 간의 개방적 협력이 필요

하다(Bergvall-Kåreborn et al., 2009).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의 활동 분석

1. 해외의 사용자 주도형 기술개발: 나이트스카웃 프로젝트

와 인공췌장 시스템 개발

1) 환자주도의 연속혈당 측정기기 개발: 나이트스카웃

(Nightscout) 프로젝트

1형 당뇨 관리문제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지

지 않고 있다. 1형 당뇨 관리는 수행되지 않은 과학 분야이

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건강과 자녀의 건강을 위해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We Are Not Waiting)’을 외치며 스스로 문

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찾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Figure 2. Role of users in the living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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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스카웃 프로젝트는 2013년 2월 경 미국에서 1형 당

뇨를 진단 받았던 에반(Evan)이라는 아이의 아빠인 존 코스

틱(John Costik, 이하 코스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진단 당

시에 4살이었던 에반은 어려서 어린이집을 다녀야 했지만

부모는 수시로 변화하는 혈당이 걱정되었다. 때마침 미국에

서는 DexcomG4라는 ‘연속혈당측정기’가 판매되기 시작했

다. 그러나 당시에는 당뇨인이 소지하고 있는 리시버라는 의

료기기가 있어야 혈당을 수신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형 당뇨인 아이가 리시버를 가지고 어린이집에

가버리면 부모는 아이의 혈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

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 출신인 코스틱은 리

시버의 연속혈당측정 데이터를 해킹하여 스마트폰에 전달

하고 스마트폰의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 클라우드에 혈당 데

이터를 업로드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원

격에서도 부모가 혈당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신이 개발한 것을 자신의 아들에게만 적용

하지 않고 오픈소스로 공유하였고 뜻을 같이하는 개발자와

함께 이를 추가로 개발하여 2014년에 나이트스카웃프로젝

트로 발전시켰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많은 1형 당뇨인이 나

이트스카웃을 통해 원격으로 혈당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혈당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체계적인 혈당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 의료기기 업체들도 원격에서

혈당을 확인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

했다.

나이트스카웃3)의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라는 슬로건은

정부나 의료진,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등이 무언가 해주

기를 기다리지 않고 1형 당뇨인이 직접 개발하고 구축해 나

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Open Source, Open Data,

Open Heart, Open Apps, Open Devices”라는 슬로건을 통해

개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데이타와 앱을 개방하고 대

가 없이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후 나이트스카웃 재단

(Nightscout Foundation)도 설립되어 1형 당뇨인을 위한 오

픈소스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다. 초기에는 연속혈당측정

기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원격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이후에 인공췌장시스템(APS: Artificial Pancreas System)까

지 개발하여 환자 주도의 혈당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

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연동을 위한 기술개발, 의료정책에

대한 환자 참여, 사회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2) 사용자 주도의 인공췌장시스템 개발

사용자 주도의 인공췌장시스템(DIY APS : Do-It-Yourself

Artificial Pancreas System)은 미국 1형 당뇨인인 다나 루이

스(Dana Lewis)와 그녀의 남편 스캇 레이브랜드(Scott

Leibrand)를 통해 시작되었고 2015년부터 주목받았다. 국내

는 체코에 사는 1형 당뇨 아이의 아빠인 코작 밀로스(Kozak

Milos)가 개발한 AndroidAPS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APS는 상용화된 여러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펌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계속 진

화해 나가고 있다. 이 장치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연속혈당

측정기에서 읽어 들인 혈당 데이터, 인슐린 펌프로 수동 입

력한 인슐린 데이터, 그리고 사용자가 수동으로 입력한 탄

수화물 정보나 그 외 입력 정보(인슐린 민감도나 인슐린대

탄수화물 비, 탄수화물 소화 속도 등)를 참고하여 인슐린을

증가시킬지 감소시킬지를 판단하고 인슐린 펌프를 작동시

킨다.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인슐린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사

용자가 혈당을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혈당이 어느 정도

조절된다. 물론 아직까지는 완전 자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은 사용자가 확인하고 조절해야 된다. 

최근에는 상용화된 APS가 개발·판매되고 있기는 하나 사

용자 주도로 만들어진 DIY APS만큼 많은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상용화된 APS 또한 DIY APS에서 먼저 개발

된 기능을 참고해 개발되고 있다. 

2. 국내의 사용자 주도형 기술개발: 연속혈당측정기기 수입

·활용과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구성(2017년)

한국에서는 나이트스카웃 정신을 계승하며 ‘동병상련’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환자들의 커뮤니티로 ‘슈거트리(Sugar

Tree)’가 만들어졌다. 2015년 3월에 1형 당뇨 아이가 어린

이집 입소를 거부당하는 일이 생기면서 이를 계기로 영유

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이때 뜻을 같이하는 1형 당뇨

인과 가족이 2015년 10월 27일, ‘슈거트리’라는 1형 당뇨 온

3)나이트스카웃의 심볼인 부엉이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1형 당뇨인

을 위한 개발 및 활동하는 멤버들을 상징한다.

Figure 3. Artificial pancreas system (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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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커뮤니티를 설립했다.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고 얻은 첫 성과는 1형 당뇨아이

들의 어린이집 우선 입학과 투약 보조에 관한 영유아 보육

법의 개정이었다. 이에 용기와 희망을 얻은 커뮤니티 멤버

들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 나갔다. 소통과 정보공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나 의료기기 등을 국

내에도 활발하게 공유해 나갔다. 더 나아가 해외 의료기기

가 국내에 판매될 수 있도록 했으며, 1형 당뇨에 대한 잘못

된 인식과 의료 관련 정책과 법 개선에도 앞장섰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커뮤니티만으로는 한

Table 1. Issues rel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 (CGMS) in Korea

2017년 3월 관세법 위반 고발(관세청)

2017년 7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설립

2017년 8월 연속혈당측정기 업체 본사(미국)와 한국 판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기 시작

2017년 11월 청와대, 국무조정실 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발표

2017년 12월 의료기기법 위반 고발 (식약처)

2018년 2월 A연속혈당측정기 국내 판매

2018년 4월 식약처 의료기기법 개정: 국내 대체 치료 방안이 없는 의료 기기에 한해 요건 면제 수입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외 구매 가능, 긴

급·희소 의료기기에 대해 국가가 직접 공급

2018년 5월 국무조정실, 정부부처, 환자단체 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점검 회의

2018년 6월 관세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수익 목적의 수입·사용 활동이 아니라는 내용

2018년 7월 의료기기 규제 혁신 현장에 대통령 초대로 참석

2018년 8월 인슐린 자동주입기용(인슐린펌프) 주사기, 주사바늘이 기존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항목에 추가되어 시행

2018년 11월 B연속혈당측정기 국내 판매

2019년 1월 연속혈당측정기 전국 건강보험 적용

2020년 1월 인슐린 펌프 기기, 연속혈당측정기 트랜스미터 건강보험 적용

2021년 6월 인슐린 자동 주입기 강제 경고음 관련 식약처에 규제 완화 요청(환우회 요청사항 반영)

2021년 12월 의료기기와 소모품에 대한 요양비 관련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편 요청

2021년 12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행위수가 신설 요청

2022년 1월 의료기기,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중난치질환 등록 및 산정특례 검토요청

자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자료 제공

Figure 4. Products developed by the type I diabetes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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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어 2017년 7월 22일, 뜻을 같이 하는 커뮤니티 회원

들과 함께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라는 환자단체를 설립하

였다. 환우회를 설립했던 2017년 초에는 큰 사건이 있었다. 

 슈거트리 회원들은 혈당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해외에

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들여와 오픈소스 기술을 활용해 스마

트폰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해

왔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측정기를 도입하고 필

요한 앱을 개발해서 커뮤니티에서 사용했던 것이다. 혈당측

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활용하게 되면서 자가관리 능

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런데 이 일로 환우회 대표가 관세법으로 고발되었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기기를 수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슈

거트리는 관세청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환자단체의 필요

성을 느끼게 되었고 2017년 6월 말에 ‘기소유예’ 판결을 받

고 7월에 환우회를 설립하였다. 또 2017년 12월에는 동일

한 사안에 대해 또 의료기기를 허가 없이 판매·제조 했다는

혐의로 식약처,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후 관세법, 의

료기기법 위반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긴 했지만 해결

과정은 결코 녹녹치 않았다. 

 한편 이런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회원들의 운동

이 전개되면서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서 관심을 갖게 되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동안 어렵게 수입해서 사

용하던 의료기기는 국내에 허가·판매되게 되었고 판매와 동

시에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환자 중심 연구 플랫폼 구축을 위한 활동

환우회 창립 이후 1형 당뇨인들의 혈당 관리 환경은 크

게 달라졌다. 1형 당뇨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혁

신적인 의료기기를 적극 수용했다. 나이트스카웃의 오픈소

스를 활용하여 환자 중심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사용

했고 이러한 변화는 1형 당뇨인들의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

시켰다.

자가관리 능력이 생기게 되니 혈당 관리가 잘 되었을 뿐

아니라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1형 당뇨인들은 더 이상 숨

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환우

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취합하여 공식적인 의견서를 만들어

서 정부부처에 전달하는 활동을 했고 이는 요양비 지원4)이

나 의료기기 법5), 영유아 보육법6), 학교 보건법7) 개정 등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환우회는 1형 당뇨인들의 통합

의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환자 중

심의 미래 의료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현재 1형 당

뇨인들은 다양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의료기

기들은 의료기기 회사의 자체 앱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통

합 데이터를 수집·활용 할 수 없다. 의료진들은 병원 EMR

시스템과도 연동되지 않는 의료기기 회사의 프로그램을 여

러 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1형 당뇨인들의 통합데이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없다.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시스

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환자중심 연구 플랫폼(PPRN,

4)보건복지부는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적용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0.1.1. 시행)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

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1.1).

5)의료기기법 제15조의 2에서 국내 허가되지 않거나 판매되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제15조의 2(희

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희귀·난치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 및 원활한 질병 관리 등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이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라 한다)를 수입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공급하거나 희귀·난치질환

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

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 2.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의료기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

기기의 공급 및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기에 한정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방법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

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11.]
6)영유아보육법 제28조의 7의 개정을 통해 1형 당뇨병을 가진 영유아에게 보육의 우선 제공을 포함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2조의 개정을 통해

⑤ 투약행위 보조 가능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원장은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영유아가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라 투약행위를 할 때 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6. 2. 3.>[전문개정 2007. 10. 17.]
7)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1형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응급처치 제공을 포함하였다. 제15조의 2의 응급처치 내용을 보

면, ①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

(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

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 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6. 8.> ② 보

건교사 등이 제1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

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 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학

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인력의 역할, 요건 등에 관하여

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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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Powered Research Network)’이다. 환자중심 연구 플

랫폼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각 병원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연동하거나 ‘My

Healthway8)’ 등과도 연동하면 환자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의

료 시스템 안에 포함될 수 있다. 병원 밖에서 생활하는 시

간이 훨씬 많은 만성질환자들의 자가 관리 상태를 보호자

8)개인 주도로 본인의 건강정보를 한곳에 모아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기관에 개인건강정보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Table 2. Role and activity of the Korean Society of Type I Diabetes

역할 및 활동 세부 내용 

소통 및 정보 공유
-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및 지역·또래 모임 주최를 통해 질병 관리 노하우 및 새로운 정보 공유

- 혈우병 등 신생환자단체나 희귀질환 환우회 지원 및 연대 활동 전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병원에서 이뤄지는 이론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 경험 및 노하우를 포함한 실생활 적용 정보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연구개발 활동 참여 

및 지원

- 의료기기업체나 의료기관과의 협업 활동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의료기기 개발

- 나이트스카웃과 함께 디지털 인슐린 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펌프, 웨어러블·IT기기 등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참여

- 1형 당뇨인의 자가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환자중심 연구 플랫폼(PPRN, Patient-Powered Research Network) 구축

질병에 관한 인식 

개선 활동

- 카드뉴스, 보도자료, SNS 캠페인, 동영상 제작 등 일련의 방법을 통해 1형 당뇨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 진행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의 환자단체로 활동하면서 환경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질병, 이념, 국적을 넘

어선 환자복지/권리운동 전개

정책 및 제도 

개선 활동

- 만성질환,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의료 데이터 관련한 정부 위원회나 협의체에 참여해 환자들의 목소리를 전달

- 외부 컨퍼런스나 토론회, 강연 등도 참석하여 1형 당뇨뿐 아니라 만성질환 및 미래 의료의 방향성 제시

- 해외에서 허가·사용되고 있는 혁신적인 의료기기에 대해 국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그 효과성을 입증하여 요양

비 급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통해 1형 당뇨 아이가 어린이집 입소시 가산점 부여 및 보육기관의 간호사로부터 투약보조

를 받을 수 있게 함

- 학교 보건법 개정을 통해 학교 내 저혈당 발생시 보건교사로부터 글루카곤을 투약받을 수 있게 함

자료: 성지은 외(2021) 수정 정리

Figure 5. Patient-powered research network (PP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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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진이 모니터링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육 자료 등을 만드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신약을 만드는데도 활용할 수 있고 신의료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의의 및 과제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본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관련 기술시스템과 제도를 형성하는 활동을 해왔

다. 전문기관이나 관련 조직들은 관심이 없는 ‘수행되지 않

은 과학’ 영역이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관련 기술과 법·제

도를 구축해온 것이다. 전세계 1형당뇨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공췌장시스템을 한국 사회에 착

근시키면서 건강보험과 관련 법·제도들을 개선해왔다. 

환우회는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

서 개발된 기술시스템을 도입·개선하고, 현장에서 테스트하

며 그것을 확산시키는 활동을 해왔다. 이를 통해 1형당뇨의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여 ‘일반인 전문가(lay expert)’

혁신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들은 환자 주도형 리빙랩

방식을 활용해서 능력을 형성하고 새로운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환자중심의 연구플랫폼

구축의 주체로서 부상하고 있다. 의료전문가와 대등한 수준

에서 협업하는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우회는 이러한 문제해결 대안을 개발하는 학습

활동만 수행한 것은 아니다. 다른 축으로는 1형 당뇨 관련

법·제도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개발된 시스템의 사용·확산

을 위한 정치활동을 진행했다. 다양한 입법 청원 활동과 함

께 제도로서 막혀있던 공간을 열고 개발된 시스템이 널리 활

용되어 자가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장을 형성해 오고 있다.

이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1형당뇨 관리와 관련된 새

로운 사회·기술시스템을 만들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형당뇨 관리와 관련된 학습활동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확장

하고 제도혁신 활동을 수행해온 것이다. 이는 병원과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서 환자중심, 예방과 관리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으로 전환을 지향하는 선도적인 실험을 수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과제는 전문조직과 환우회가 함께하

는 혁신공동체를 구성해 1형당뇨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동안 환우회는 회

원들이 중심이 되어 기술을 개선하고 테스트 해왔지만 앞

으로는 전문조직과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

다. 1형당뇨 환자관련 데이터를 통합하고 그것을 활용한 새

로운 치료법이나 혈당 자가관리 방안을 대학, 기업, 병원과

협업해야 한다. 이는 기존 1형당뇨 커뮤니티에서 개발하고

사용한 장비, 시스템보다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활동

이며 전문기관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환우회가 가지고 있

는 현장 암묵지를 효과적으로 융합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전문조직과 환자조직이 참여하는 일종의 혁신공동체를 구

성하여 1형 당뇨관리에 대한 비전을 형성하고 대안적인 사

회·기술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다. 환자가 중심이 되어 자기관리 중심의 니치 혁신을 이뤄

왔다면 이제는 예방과 돌봄중심의 1형 당뇨 대응을 위한 혁

Figure 6. Evolution of the Korean Society of Type I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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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제 정부의 역할 또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방법

이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환우회 등 다양한 보건

의료혁신 주체를 조직화하고 그들 간에 공동 창출이 지속

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플랫폼을 구축·운영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하향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왔다. 시민참여 및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지만 그 활동 자

체는 형식화되어 시민사회 대표자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모

습이 주를 이뤄 왔다. 고령화 등을 맞아 지속가능한 보건의

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이러한 일회적이고 소극

적인 참여를 넘어 적극적인 공동 창출의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환자 및 환우회의 역할 정립 및 조직화가 필요하다. 특

히 장기적인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과학기술과 사회혁신 영역 간의 융합은 물론, 전문성과 시

민성의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주체의 활동을 연계하

고 조직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Seong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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