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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echnology trends disrupting the life 
sciences industry – 헬스케어 업종의 디지털 기술 트렌드

1. The Internet of Me: Healthcare, personalized à개인화
2. Outcome Economy: Hardware producing health resultsà최적 컴퓨팅 파워
3. The Platform (R)evolution: Defining ecosystems, redefining life science (key 

ecosystems: provider, patient, product, regulatory, reimbursement) à생태계, 플랫폼
4. Intelligent Enterprise: Huge data, smarter systems, better healthcare 

solutions à빅데이터, 지능화된 서비스
5. Workforce Reimagined: Collaboration at the intersection of humans and 

healthcare à업무 환경의 전환

From : Accenture consulting : https://www.accenture.com/kr-en/insight-highlights-life-sciences-digital-technology-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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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Heath Care 산업의 Business Segment별
플랫폼 서비스 제공 및 파트너십



기존의 헬스케어 파트너 및 신생 진입 업체등의 생태계 확대



AWS can help you align with the Triple Aim of 
healthcare – AWS의 헬스케어 3가지 중점 방향

§ Improve the patient experience
§ More reliable, scalable systems
§ More personalized healthcare delivery

§ Improve health of populations
§ Unlock end-to-end analytics

§ Reduce the cost of the system
§ Low cost, pay as you go IT
§ Convert CAPEX to OPEX



Christine M. Swearingen
Executive Vice President, Planning, Marketing, and 
Community Relations

Using AWS has made it possible for us to 
engage our patients more directly—and 
offer them a reliable and efficient 
experience..

“AWS를 도입하면 환자를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시키고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경험을 제공 할 수 있었습니다.”



Torsten Kablitz
Vice President, IT Business Services

[Just one] of our customers…..500,000 
transactions a day….AWS allows us to 
bring up and bring down servers just as 
we need them.

“고객 중 단 하나만 ... 하루에 500,000 건의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WS를 사용하면 필요한만큼 서버를 가져 오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Jason Gillman
Director of Precision Genomics

we wanted to provide that 
information to the oncologist as 
quickly as we can. These new 
services….powered by AWS, 
helps provide that.

“우리는 가능한 빨리 암전문의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했습니다. 
AWS가 제공하는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는 이를 지원합니다.”



Lee Kim
Director, Privacy and Security
HIMSS North America

Most healthcare institutions don’t have 
the time and resources
to devote to cybersecurity that an 
established cloud provider might have

“대부분의 의료기관에는 클라우드 제공자가 가질 수 있는
사이버 보안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없습니다.”



Build HIPAA-compliant applications that store, process and transmit PHI

Business Associate Agreement (BAA) addendum available

HIPAA-eligible services for broad range of applications:

Compute Storage Database Managed 
Big Data Archiving Data 

Warehousing

Enabling Compliance 규제 준수

Networking

클라우드 컴퓨팅 뿐 아니라, 빅데이터, IoT, AI가 헬스케어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HIPAA의 승인 및 준수가 필요하며, 이에 AWS는 인증 취득 및 아키텍처 제공



Jeroen Tas
CEO, Healthcare Informatics Solutions and Services

We combine data to make it 
actionable….We’re doing that together 
with Amazon, because there is only one 
company that we can do this with 
which gives us the reliability, scale, and 
performance we need.

“우리는 데이터를 결합하여 실용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아마존과
함께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뢰성, 규모 및 성능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New  technologies are emerging throughout 
the industry – 새로운 혁신 기술의 방향

헬스케어
네트워크상
데이터 교류

진료/처방/치료를
위한 새로운 혁신

서비스

환자 어플리케이션
개인화된 진료/처방



AWS IoT 소개



Internet of Things : Gartner’s Definition

비즈니스목표달성하기위해물리적대상에서데이터를수집하여
분석하고, 그결과에따른행동을취하는 IT 솔루션

IoT 솔루션 예시:

• 임베드된 최신 기술

• IoT 플랫폼

• 데이터를 소비하고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



IoT에대한많은기대들과상반되는현실적한계…

§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똑똑해지는 제품
(Smarter Products)

§ 보다 효율적이고 예측가능성 높은
프로세스

§ 고객관계 향상

§ 기존의 IT 기술환경에서 불가했던 제품 / 
서비스를 제공 가능

§ 디바이스들을 연계 및 관리하는 것의
어려움

§ 사물 및 디바이스 간의 호환성 미흡

§ 수집된 데이터의 양은 많지만, 유의미한
분석 / 활용률은 낮은 편… (Low Signal 
to Noise Ratio)

§ 애플리케이션과 사물이 항상 연계에
적합성을 갖지는 않음

IoT에 대한 기대! 그러나,



AWS IoT소개 (1/2)

디바이스

수십만의
디바이스를 연결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수집 스마트

가벼운 통신
프로토콜

X509 인증 DynamoDB, 
Kinesis, S3

Trigger 
Lambda 

Functions

AWS IoT는 디바이스가 클라우드 앱 및 다른 디바이스와 쉽고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완전 관리 서비스 제공

모든 형태의 디바이스가
다양한 네트워크 / 프로토콜
환경하에서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

디바이스상의 데이터를 추출
및 필터링하여 정의된 룰에

따라 처리

디바이스와 언제든지 신뢰성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웹 / 

모바일 앱 구현



AWS IoT소개 (2/2)

• AWS IoT는 IoT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완전 관리서비스 제공형
빌딩 블록

• 간편한 과금모델은
인프라 복잡성을 제거

• 기타 AWS 서비스에
직접 연동되어 전체
사이클의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구현

• SDK, Starter kit 및
파트너 생태계를
활용하여 쉽게 시작



수십억 개의
장치가 게시 가능

메시지 구독

메시지는 코드를 최소화하는
MQTT 프로토콜로 송수신
장치의 공간과 네트워크를
대역폭 요구사항에 최적화

AWS IoT를 통해
장치 사용 가능
AWS 서비스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 연결 및 관리
(예 : MQTT를 이용한 디바이스 연결)

디바이스 연결 및 데이터 보안
(예 : 어플리케이션과 디바이스 간의 승인된 연결)

1. 온도 배열
센서가 데이터를

전송 함

2. AWS IoT에 대한
연결이 인증

인증 된
사용자 만
팬을 제어

3. 센서가 온도가
임계 값을

초과하면 팬을
키기

4. 팬과의 연결이 인증

5. 팬이 명령을 받고
켜짐

디바이스 데이터 처리 및 이를 기반으로 운영
(예: 커넥티드 자동차로 운전자 안전 향상)

언제든 디바이스 상태를 확인 및 설정
(예 : 분광기로 상태 및 보고서 분석)

여러 시간 동안연결된
질량 분석기상태 및 판독

값을 보고. 

분광기는주기가완료되면
오프라인상태가되지만

마지막으로보고된 상태는
AWS IoT에서지속

기술자는모바일 앱을
사용하여새로운 원하는 상태

(예 :주기일시 중지)를
설정하거나분광계의

마지막보고상태를 쿼리

AWS IoT 시나리오 (예시)



AWS Platform For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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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IoT Button 출시

Amazon Dash Button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가능한 버튼 디바이스.
-손쉽게 구성할 수 있는 단순한 Wi-Fi디바이스
-개발자가 디바이스별 코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도
AWS IoT, AWS Lambda, Amazon DynamoDB, 
Amazon SNS 및 이외 에도 수많은 기타 Amazon 
Web Services를 이용하여 바로 적용 가능하게 고안

서비스 예시 (현재 300여개가 넘는 Dash 출시)
AWS IoT & Dash Replenishment Service

클라우드에서 버튼의 로직을 코딩하여 버튼
클릭수를 세거나 항목을 추적, 누군가를

호출하거나 경고를 보내도록 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 시작하거나 중지시키고 서비스를

주문할 수도 있으며 피드백도 제공

-Netflix나 가전 리모컨으로 사용 가능
-Philips Hue 전구 스위치
-Airbnb 손님을 위한 체크인/체크아웃 디바이스
-피자 배달을 주문하는 방법 활용
-Twitter, Facebook, Twilio, Slack 등 타사 API와 통합
-고객사의 애플리케이션과도 통합



The Promise of the IoT……

• Processes that are More Efficient and Predictable

• Closer Relationship with Your Customers

• Smarter Products that Get Better with Time

• Products and Services that Were Not Possible Before

프로세스

고객 관계

시간

전에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케





글로벌 헬스케어 AWS IoT 도입 사례
Philips - Health Suite Platform



Philips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요약

클라우드 기반 오픈 소스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공

• 18PB 규모 이상의

데이터를 AWS에서 분석

• AWS IoT를 통한 디바이스

연계 및 센서 데이터 축적

• AWS에 700만 디바이스/ 

센서/모바일앱 연계

Cloud is the core foundation of 
Philips’ Healthcare Platfor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