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nected Corea, Powered by healthymagination 
커넥티드코리아는 한국의 헬씨메지네이션 전략입니다

본 행사는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에 의한 제품설명회로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한 GE의 약속, 
헬씨메지네이션

(healthymagination)이
커넥티드 코리아

(Connected Corea)의
이름으로 한국에 상륙합니다

Connected Corea: healthymagination in Korea

GE는 전세계가 당면한 가장 어려운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폭넓은 사업범위와 전문성, 그리고 역량을 가진 기업입니다

헬씨메지네이션은 전 세계인의 건강이라는 가장 어려운 도전과제 중 하나에 
대응하기 위해 GE가 60억 달러를 투자하여 6년 동안 추진하는 전략입니다

우리의 미션: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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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magination validated products

Oxford Analytica 를 통해 Quality, Cost 또는 Access 향상을 통한
healthymagination 인증을 받은 다양한 제품군을 국내에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암과 치매,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율의 추세로 한국의 헬스케어 재정부담은 점점 더 가중될 것입니다.

한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병원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므로, 상급 의료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의료전문가들은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에서 풍부한 의료정보를 공유 받기를 
희망합니다. 이 모두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와 환자중심의 의료정보 공유, 지속가능한 국민건강보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커넥티드 코리아(Connected Corea)는 이러한 한국의 헬스케어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으로써, 
한국의 강점인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료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한 이노베이션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의사, 의사와 의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환자가 언제 어디에 있든 의사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공유 

받아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커넥티드 코리아는 우리가 직면한 고령화 사회에도 

지속가능한 헬스케어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HIE (Health Information Exchange) Platform : 의료정보 교환을 위한 국제 표준인 IHE에 기반하여 여러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에 흩어져 있는 환자의 의료정보를 기록한 Document와 Image를 통합할 수 있는 
   Infrastructure를 구현합니다.
●Community Portal : 
 •의료기관은 Community Desktop을 통하여 환자의 통합된 의료정보에 실시간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간 환자의 Profile, 질병에 대한 정보를 share하고, secured message를 사용한 원활한 의사교환을 통해 
     Coordinated Care가 가능하게 합니다.
 •Patient Online을 통해 의료기관들이 환자들과 의료정보를 공유하고, 환자들이 자신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tool을 제공합니다.
●Population Health Management System : HIE infrastructure를 기반으로 통합된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Insight와 지식을 도출하고 다양한 application을 구현하여 환자의 care management, wellness management,  
  referral management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Qualibria : Evidence-based medicine을 바탕으로 한 진료의 best practice를 공유하여, advanced 
  decision support 및 care management를 지원합니다.

의사와 의사, 환자와 의사간에

원활한 의료정보 공유를 통해 

환자 안전, 의료서비스의 품질과

비용효율성, 의료접근성이 향상됩니다

한국의 헬스케어 도전과제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 커넥티드 코리아 

커넥티드 코리아 실현에 기여할 GE의 테크놀로지

Connected Corea : The Blueprint 

환자

정부

의료기관

•생애 전주기에 대한 통합적 의료체계 확립

•의료접근성 취약지역이
   해소를 통한  의료 불평등 완화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건강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보건

•환자의 통합된 진료기록을 조망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간의 균형 있는 역할 분담으로 
   효율성 및 환자의 신뢰 증가 

정확하고 빠른 진단과
치료의 효율성 향상

•자신의 통합된 의료기록 
   접근을 통한 건강관리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 

•빠른 의료정보 공유로 응급 시,
   환자 안전 강화  

환자가 주체가 되는
적극적 건강 관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의료전달 체계

● 병원간 환자 의료 정보공유를 통해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나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

●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의료비용 효율성 향상

● 빠른 의사결정과 진료, 그리고 균형잡힌 
의료전달체계로 전반적인 의료비용 효율성 향상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여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확립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누릴 수 있게! 

Connected Corea가 지속가능한 
헬스케어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Connected Corea : The Impact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로”

보건의료의 질 향상

● 환자의 통합된 진료기록을 통해서
정확하고 빠른 의사결정 및 환자의 안전에 기여 

● 의료진은 물론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 정보를 통합 관리 

●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옮겨져 보다 건강한 사회 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