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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멕시코 스마트 ICT 인프라
▶

멕시코, 스마트 ICT 산업 성장 잠재력 높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2017년 발표한 ICT 발전지수에서 멕시코는 세
계 176개국 가운데 87위를 기록, 세계 중위권 수준의 ICT 인프라 발전도
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2018년 기준 인구 수가 1억 2,600만여 명에 달
해, 향후 시장 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됨.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
(Statista)에 따르면 2019년 멕시코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8,960만 명으
로 추산되며, 이는 2023년 1억 16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2018 멕시코 스마트 ICT 인프라 현황

단위: %

129.7
113.6
99.5

95.9

72.4

50.6
41.6

통신 유형

멕시코

한국

인구 수

126,190,788

51,635,256

가구 수

34,536,000

20,403,700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가입 회선

16.9

50.6

인구 100명당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 회선

14.6

41.6

인구 100명당 모바일 셀룰러 가입 회선

93.0

129.7

인구 100명당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 회선

67.0

113.6

컴퓨터 보유 가구 비율 (%)

44.9

72.4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 (%)

52.9

99.5

인터넷 사용자 비율

65.8

95.9

자료 : OEC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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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멕시코 헬스케어 지표 현황
▶

●

NCD (Non-Communicable

멕시코,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인구 증가
멕시코의 65세 이상 인구는 2008년 약 656만 명에서 2018년 911만 명
으로 늘어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와 더불어 사망원인에서

Disease)

만성질환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증가, 2016년 기준 80%를 기록하며 사

비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망원인 1위를 차지함. 여기에는 멕시코의 높은 과체중 인구 비율이 영향

고혈압, 당뇨병과 같이 병원체
감염없이 일어나는 질병으로,

을 미치고 있음. 비만을 포함한 멕시코 성인 과체중 인구 비율은 72.5%

에이즈나 결핵 같은 감염성

로, OECD 평균 55.6%에 비해 훨씬 높은 세계 최고 수준임. 미국 워싱턴

만성질환과 구분됨

대

건강측정평가연구소(IHME,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에 따르면, 2025년 멕시코인의 사망원인에서 만성질환이 차지
하는 비율은 9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1)
반면 멕시코의 인구 1천 명당 병상 수는 1.4개,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인 4.7개, 3.5명에 크게 뒤처진 상황임. 따라서 멕시코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임

[표 2] 멕시코 헬스케어 관련 지표
사망원인의 만성질환 비율

과체중 인구 비율

인구 1천당 병상 수

인구 1천당 의사 수

3.5
72.5%

71.3%

2.4

65.1%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OECD
평균

65세 이상 인구

656만

701만

744만

791만

848만

911만

-

기대수명

75.18

75.08

74.99

74.95

74.96

74.98

80.7

사망원인의 만성질환 비율

75%

75.8%

77%

77%

80%

-

71%

65.1%

-

71.3%

-

72.5%

-

55.6%

인구 1천당 병상 수

1.6

1.7

1.5

1.6

1.4

1.4

4.7

인구 1천당 의사 수

1.94

2.00

2.12

2.23

2.36

2.4

3.5

항목

과체중 성인 비율

자료 : World Bank, OECD, WHO

1) I HME, 「Global burden of disease comparis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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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멕시코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 현황
▶

멕시코 정부, 2013~2018년 국가디지털전략 추진
멕시코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은 아직 도입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
음. 멕시코 정부는 국가적인 ICT 인프라를 채택하고 개발하기 위한 첫걸
음으로,

2013~2018년에

걸쳐

국가디지털전략(EDN,

Estrategia

Digital

Nacional)을 추진함. EDN의 전체 목표에는 정보 시스템의 중앙 집중화,
디지털 출생증명서 및 예방접종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료 서비스의 전국
적인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원격의료 메커니즘 개발 등이 포함됨2)

●

IMSS (Instituto Mexicano de

그

Seguridad Social)

Mexicano de Seguridad Social)의 디지털 플랫폼 ‘IMSS 디지털’을 선보

의료보험과 연금 등 복지

일환으로

멕시코

정부는

2016년

사회보험재단(IMSS,

Instituto

서비스를 제공하는 멕시코

임. IMSS 디지털은 사용자가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월간

공공기관으로, 한국의

방문자 수가 약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한편 시장조사업체 컴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유사한

스코어(Comscore)에 따르면, 약 3,000만 명의 멕시코 인터넷 사용자가

업무를 수행함

헬스케어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으로 추산됨3)
▶

멕시코 인터넷 사용자 약 47% “향후 원격의료 이용 의사 있어”
시장조사업체 입소스(Ipsos)가 2018년 16~64세의 멕시코 인터넷 사용자
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이용 의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500명 가운데
41%는 ‘이용한 적은 없으나 이용 의사 있다’고 응답했으며 6%는 ‘이용한
적이 있고 재이용 의사 있다’고 답해 총 47%가 향후 이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됨
[그래프 1] 2018년 멕시코 인터넷 사용자의 원격의료 이용 의사

0%

10%

20%

30%

40%

자료 : Ipsos (www.Ipsos.com)

2) Oxford Business Group, 「Mexico's private sector encourages the adoption of digital health systems」, 2019
3) A mérica Economía,「A sí avanza la salud digital en México」, 2019-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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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산품 무역 장벽
▶

공산품 수출 시 멕시코 표준규격제도 준수 필요
멕시코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

중

강제규격인

멕시코

공식표준(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NOM 인
증을 취득해야 통관 및 판매가 가능함. 멕시코 NOM 인증에는 약 800여
개의 NOM 규격이 적용되고 있으며, 제품군에 따라 인증기관이 지정됨.
전기전자

제품

인증기관의

경우

가전기기는

ANCE(Asociacion

de

Nomalizacion y Certificacion A.C.), 통신·전자 및 IT 기기는 NYCE(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 Electronica A.C.)가 주로 인증을 담당함
인증 대상 품목 리스트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제품별 인증 대상 여부
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제품의 HS코드 정보와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제품
정보를 보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함. 인증 심사를 위한 제품 시험은
멕시코 내 인가 시험소 또는 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이 체결된 외국 시험소에서 진행함. 멕시코 현지
회사만 신청자격이 주어지므로, 인증 절차 진행 시 현지 대리인이 필요함
[표 3] 멕시코 NOM 인증 제도
인증기관

가전·전기기기

ANCE (www.ance.org.mx)

통신·전자·IT기기

NYCE (www.nyce.org.mx)

신청자격

· 멕시코 현지 등록 회사 (외국 기업의 경우 현지 대리인 필요)

제출 서류

·
·
·
·
·
·
·

인증 절차

1)
2)
3)
4)
5)

소요기간·비용

인증기관에서 정한 신청서
제품 사진 또는 제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카탈로그
스페인어 제품 매뉴얼 및 라벨
HS Code
원산지, 최종사용자
회로도
제조업자 정보
신청
시험
인증
사후
인증

(해당 인증기관)
(지정 시험소 또는 MRA 체결 시험소에서 진행)
발급
관리 (매년 관리 심사)
갱신 (일반적으로 인증 유효 기간 1년)

· 제품군, 시험소, 인증기관별로 상이함
· 일반적으로 약 200~300만원, 2개월 정도의 기간 소요
ANCE

인증마크

자료 : EC21rnc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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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기 무역 장벽
▶

의료기기 수출 시 위생등록증 취득 필수
멕시코 보건법에 따르면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품의 수입·유
통·판매 시에는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산하 기관인 연방위생보호위
원회(COFEPRIS, Comisión Federal para la Protección contra Riesgos
Sanitarios)에서

발행하는

위생등록증(Registro

Sanitario)

취득이

필요함.

해당 품목은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이며 NOM 인증과 마찬가지
로 멕시코에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만 신청이 가능해 현지 대리인이 필수
임. 제품 수입 및 판매 전에 위생등록증 취득이 원칙이며, 품목별 해당
NOM 인증을 사전에 획득해야 함
COFEPRIS는 의료기기를 위험도에 따라 3등급 체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등급에 따라 위생등록증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이함. 따라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를 멕시코에 수출하려는 경우, 제품이 해당되는 등
급을 사전에 기관에 문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정확함
[표 4] 멕시코 의료기기 위생등록증 제도
발급기관

· 멕시코 보건부 산하 COFEPRIS

신청자격

· 멕시코 현지 등록 회사 (외국 기업의 경우 현지 대리인 필요)

제출 서류

·
·
·
·
·
·
·
·
·

인증 절차

· 구비 서류를 COFEPRIS에 직접 제출하거나, COFEPRIS의 공식 대행기관에
위생인증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음(추가 비용 발생).
·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 서류 및 제품 검토 → 위생등록증 발급
· 위생등록증 유효기간 5년

위생등록 신청서
신청자(현지 대리인)의 사업자등록증
제품 원자재 및 부품 구성 분석표
제품 사용 설명서(스페인어)
제품 부분별 기능·구조에 대한 세부 설명서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수입·유통·판매 동의서
제조국에서 발행한 GMP(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 증명서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별 분석자료
NOM 인증 증명서

등급

내용

Class I

일반적으로 체내에 삽입되지 않는 기기

Class II

체내 삽입 기간이 30일 미만인 기기

Class III

체내 삽입 기간이 30일 이상인 기기

의료기기 분류

소요기간·비용

· 제품 등급에 따라 4~12개월 소요, 대행기관 의뢰 시 기간 단축 가능
· COFEPRIS 지급 비용은 80~130만원이며 대행기관 의뢰 시 비용 추가

자료 : EC21rnc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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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젝트 현황
▶

멕시코, 디지털 기술 통한 의료 서비스 보완 노력
현재 멕시코 보건 시스템의 당면과제는 크게 만성질환 인구 증가 문제와
부족한 의료 인프라 문제로 요약할 수 있음. 멕시코의 높은 비만률은 만
성질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
속적이고 밀접한 건강관리와 생활습관 개선 등이 필요함. 그러나 이를 위
해 충분한 의료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이러한
여건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

▶

원격의료 및 데이터 분석 솔루션에 주력
멕시코에서 진행되는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젝트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원
격의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강 데이터 분석 솔루션 도입 등의 프로
젝트가 주를 이루고 있음. 또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료인력 및 환자
교육에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도 눈에 띔

[표 5] 멕시코 주요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젝트 현황
주요 기관

주요 프로젝트 내용
· 디지털 헬스케어 프로그램 CASALUD
· 의료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솔루션 도입

카를로스슬림재단

· 이동식 건강검진 솔루션 MIDO
· 전문 의료인력 교육용 디지털 플랫폼
· 환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기반 만성질환 관리·예방 교육

아메리카모빌

앙헬레스
의료서비스그룹

도카데믹

· 디지털 솔루션 자회사 글로벌히츠 통해 헬스케어 솔루션 제공
· 미국 인공지능 기술 업체 스파크코그니션과 파트너십 체결
· IBM의 인공지능 솔루션 ‘왓슨 포 온콜로지’ 도입
· 헬스고릴라와 의료 기록 통합 솔루션 제휴
· 화상통화 기반 원격의료 플랫폼
·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술 활용

자료 : EC21r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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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를로스슬림재단
▶

카를로스슬림재단, 멕시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주도
카를로스슬림재단(CSF, Carlos Slim Foundation)은 1986년 멕시코 기업
인 카를로스 슬림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임. 멕시코와 중남미 지역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주력하는 단체로, 건강, 교육,
고용, 환경, 안전, 인력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인적 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디
지털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음
CSF는 여러 분야 가운데 특히 사회 혁신을 위한 건강과 교육에 우선순위
를 두고 있음. 건강 분야에서는 멕시코 보건부와 협력,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통해 취약 계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강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함

[표 6] 카를로스슬림재단 단체 정보
단체명
설립년도
조직규모

Carlos Slim Foundation
1986년

홈페이지

fundacioncarlosslim.org

· 자본금 : 5억 8,100만 달러
· 카를로스 슬림, 약 35억 달러 개인 기부
<건강>
· CASALUD :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에 중점을 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프로그램
· AMANECE : 산모 및 신생아 사망률 감소를 위한 임산부 및
신생아 관리 프로그램
· 신장 이식 지원 : 정부, 국립 보건 기관, 병원 및 NGO 단체와
협력하여 9,749건의 이식 지원

주요 활동

· 게놈 연구 프로젝트 : 난치병 치료법 개발을 위한 중남미 인구의
유전적 기초 연구 지원
<교육>
· Aprende.org : 모바일 기반 교육 및 훈련 플랫폼 개발
· PruébaT : 수학, 과학, 언어 등 학생을 위한 기초 학습 플랫폼
· COURSERA : 세계 유명 대학 강좌 무료 제공 온라인 플랫폼

* 그 밖의 고용, 안전, 환경 보호, 재해 복구, 인력 개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프로그램 진행
자료 : Carlos Slim Foundation (fundacioncarlossli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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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디지털 헬스케어 프로그램 CASALUD
만성질환은 복합적인 질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장기적이고 통합된
헬스케어가 필요함. 이러한 만성질환의 증가는 멕시코 공공의료 시스템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따라 멕시코 보건부는 광범위하게
보급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멕시코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SF와 협력, 디지털 헬스케어 프로그램인 CASALUD를 개발함
CASALUD의 상호연결된 디지털 도구와 실시간 정보 시스템은 의료 관리
자의 데이터 중심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예방 및 관
리를 위한 국가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함. 또한 1차보건센터(PHC, Primary
Healthcare Center)와 같은 의료기관과 협력함으로써 의료인력을 지원하
고 공공 보건 시스템의 범위를 확장하는 역할을 함
2013년 멕시코 보건부는 과체중, 비만, 당뇨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
가 전략에 따라 CASALUD를 공공의료 시스템에 통합함. 2019년 현재
CASALUD

만성질환정보시스템(SIC,

Sistema

Nominal

de

Información

en Cronicas)은 전국 1만 2,489곳의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운영되며, 공공
보건 당국에 실시간으로 180만여 명 환자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의
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안전하게 동기화되어 저
장되며, SIC 모니터링 대시보드에서 자동으로 분석 및 시각화됨
[그림 1] 멕시코 만성질환 현황을 보여주는 SIC 대시보드 화면

자료 : G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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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당국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
CASALUD 프로그램에서 SIC와 함께 보건의료 당국의 의사결정을 지원하
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당뇨병관리품질지수(ICAD, Índice de Calidad de
la Atención de la Diabetes)와 아바스토넷(AbastoNet)이 있음. 2016년
7월 보건부가 CASALU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국가적인 ICAD를 도입
하기 이전에는 멕시코 전역의 당뇨병 관리 현황을 정량적으로 측정·관찰·
비교하는 도구가 없었음. ICAD는 다수의 병원, 시, 주의 당뇨병 관리 등
급을 측정하고 대시보드에서 이 정보를 지수로 시각화함. 또한 아바스토
넷은 멕시코 전역 PHC의 의료 소모품 및 실험실 재고 현황을 표시해주는
디지털 재고 모니터링 솔루션임

▶

CASALUD 프로그램의 핵심 MIDO
멕시코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보완하고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개발
한 ‘조기 진단을 위한 통합 검진(MIDO, Medición Integrada para la
Detección Oportuna)' 시스템은 CASALUD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MIDO는 일종의 이동식 건강검진 스테이션으로, 기본적인 건강검진
에 필요한 장비와 노트북으로 구성된 이동식 카트 또는 백팩으로 제작됨.
노트북에는 건강 위험도 평가 알고리즘이 내장된 정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전문 의료인력에게 지침을 제공함. 또한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관리 방법을 교육할 수 있도록 환자 맞춤형 건강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
하며, 이는 이메일을 통해 환자에게 공유됨
[그림 2] 이동식 건강 검진 스테이션 MIDO

자료 : Carlos Slim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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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의료인력 교육용 디지털 플랫폼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 환자의 자기 관리가 중요함. 따라서 환자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동기부여하기 위해 1차보건센터에서 일하는 의료인
력의 역할이 큼. CSF는 의료 서비스의 일관적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기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와
국립의료영양학연구소의 학술 지원을 통해 ‘인터랙티브 온라인 건강 교육
플랫폼(PIEENSO,

Plataforma

Interactiva

de

Educación

en

Salud

Online)’을 개발함. 2009년 이후 약 2만여 명의 의료인력이 PIEENSO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예방 교육을 이수함. 또한 MIDO 운영 자격요건으로
의료인력은 PIEENSO의 만성질환 교육 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

환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기반 만성질환 관리·예방 교육
CASALUD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당뇨병 환자 및 고위험군 환자를 대
상으로 당뇨병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정보가 담긴 SMS 콘텐츠를 제공함.
처음에는 SMS 기반으로 제공되었으나,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더 풍부한 미디어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현재 CSF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통해 환자에게 라이프스타일 조언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개발 중임. 또한 환자들은 웹 기반 교육 플랫폼인 Aprende.org를 통해 건
강 정보 관련 무료 비디오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음
[그림 3] CASALUD 프로젝트 정보
멕시코 보건부

CSF

CASALUD

보건의료 당국 지원

의료인력 지원

• SIC : 만성질환 정보 시스템

• MIDO : 이동식 건강 검진
스테이션

• ICAD : 당뇨병관리품질지수
• PIEENSO : 인터랙티브
방식의 온라인 건강 교육
플랫폼

• AbastoNet : 의료용품 재고
디지털 모니터링 솔루션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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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메리카모빌
▶

아메리카모빌, 멕시코 이동통신 시장 1위 텔셀 모기업
통신기업 아메리카모빌(America Movil)은 64%의 점유율로 멕시코 이동

●

통신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텔셀(Telcel)의 모기업임. 멕시코를 비롯

멕시코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4)

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자메이카, 우루과이, 과테말라, 에

(2018년)

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을

- Telcel (64%)
- Movistar (22%)

중심으로 세계 25개국에서 유무선 통신, 브로드밴드, 유료 TV 등의 서비

- AT&T (15%)

스를 제공하고 있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 지역은 멕시코와 브
라질이며, 멕시코가 전체 사업 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
▶

디지털 솔루션 자회사 글로벌히츠
아메리카모빌은 자회사 글로벌히츠(Global Hitss)를 통해 헬스케어, 교육,
금융, 소매, 운송 및 물류,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물인터넷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및 분석 등의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솔루션
및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원격 환자 모니터링, 전자 진료기록, 클라우드 기반 의료 소모품 관리 시
스템, 의료 영상 기록 시스템 등의 솔루션을 제공함

[표 7] 아메리카모빌 기업 정보
기업명
설립년도

América Móvil
2000년

홈페이지

www.americamovil.com

· 직원수 : 약 18만 9,000명
기업규모

· 글로벌 매출액(‘18) : 527억 4,700만 달러
· 멕시코 Telcel 모바일 가입자 수(‘19) : 약 7,600만 명
· 2000년 : 멕시코 통신기업 Telmex에서 무선통신 부문 분사 설립
· 2006년 : Telcel 셀룰러 네트워크, 멕시코 인구 90% 커버
· 2008년 : 멕시코에서 3G 서비스 개시

주요 활동

· 2010년 : Telmex 인수
· 2012년 : LTE 및 LTE-A 네트워크 출시
· 2017년 : IoT 솔루션 발표
· 2018년 : 멕시코 유일 4.5G 서비스 개시

자료 : América Móvil (www.americamovil.com)

4) Statista ( www.statis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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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히츠는 현재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브라질, 미국 6개국
에 8,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음. 모기업인 아메리카모빌의 탄탄한
통신 서비스 사업을 기반으로 통신과 IT 서비스의 수직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2018년 글로벌히츠는 “중남미 지역에서 광범위한 디지털 솔루션 포
트폴리오를 제공하여 새로운 디지털 사회의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
힘.5)

또한

웨이(Huawei),

액센츄어(Accenture),

시스코(Cisco),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딜로이트(Deloitte),

노키아(Nokia),

SAP

등과

화
같

은 파트너사의 솔루션을 배포할 것이며, 헬스케어, 소매, 운송, 교육 등 다
양한 분야의 최종 사용자 니즈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함
▶

글로벌히츠, 인공지능 기술에 높은 관심
글로벌히츠는 2019년 1월 미국 인공지능(AI) 기술 업체 스파크코그니션
(SparkCognition)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헬스케어를 비롯해 제조, 금융,
운송, 물류, 에너지 등 여러 분야의 기업에 AI 툴을 공동 제공하기로 함.
특히 글로벌히츠는 AI 기술을 통해 중요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달할 때
보안 위험을 방지하는 솔루션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힘6)

[그림 4] 아메리카모빌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젝트 협력 정보
America Movil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5) bnamericas, 「A mérica Móvil to offer digital solutions via Global Hitss」, 2018- 09- 06
6) Reforma, 「Explora A MX la I nteligencia A rtificial」, 2019-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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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앙헬레스의료서비스그룹
▶

앙헬레스의료서비스그룹, 멕시코 민간 병원 체인
앙헬레스의료서비스그룹(GASS,

Grupo

Angeles

Servicios

de

Salud)은

1986년 설립자인 올레가리오 바스케즈 라냐(Olegario Vazquez Rana)가
파산 위기에 놓인 멕시코시티 후마나병원(Humana Hospital)을 인수하며
출범한 멕시코 주요 민간 병원 체인임. 멕시코 전역에 걸쳐 총 28개의 병
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의료인력은 1만 5,000명에 달함. 2019년
GASS는 병원 세 곳의 추가 건설 및 기존 시설 확충을 위해 160억 페소
(약 3,745억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함. 또한 전체 의료인력도 2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임

[표 8] 앙헬레스의료서비스그룹 기업 정보
기업명
설립년도

Grupo Angeles Servicios de Salud (GASS)
1986년

홈페이지

www.gass.com.mx

· 의료인력 수 : 약 1만 5,000명
· 직원 수 : 약 1만 2,700명
기업규모

· 규모 : 28개 병원, 234개 수술실, 2,554개 병실 보유
· 55개 전문 의료 분야
· 로봇수술센터, 심혈관연구소, 신경의학센터, 비만 및 대사증후군
연구소, 인지기술센터 등의 특수 센터를 두고 있음
· 1986년 : Olegario Vázquez Raña,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후마나병원 인수를 계기로 GASS 설립
· 1998년 : 멕시코시티 내 3개 병원 운영, 4번째 병원 건설

주요 활동

· 1999년 : 주력 병원 Ángeles de las Lomas 개원
· 2003년 : 10개 병원 운영, 중남미 최대 민간병원 체인으로 도약
· 2006년 : 운영 병원 15개로 확대
· 2014년 : 연간 입원건수 13만 7,000건, 수술건수 10만 건 집계
· 2019년 : 병원 추가 건설 및 시설 확충에 160억 페소 투자 계획

자료 : GASS (www.gass.com.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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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의 인공지능 솔루션 ‘왓슨 포 온콜로지’ 도입
GASS는 2017년 라틴아메리카 지역 의료기관 최초로 IBM의 암 연구용
인공지능 솔루션인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를 도입함.
이 솔루션은 암 전문의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현명한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함. 300개 이상의 의학 저널,
200개 이상의 의학 서적, 약 1,500만 페이지의 의학 문건에서 추출한 데
이터를 식별하여 다양한 치료 및 약물 정보를 제공하며, 임상 연구 결과
와 연계하여 치료 옵션의 우선순위를 분석함
현재 세계 의료계에서는 매년 약 5만 건의 암 연구 논문이 발간되며,
2020년까지 누적되는 의료 데이터는 73일마다 두 배씩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됨.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의료 데이터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의 필요
성이 늘고 있음

▶

인지기술센터, 암 치료에 인공지능 솔루션 접목 연구
GASS는 산하 조직인 인지기술센터(Centro de Tecnologia Cognitiva)에서
왓슨 솔루션을 통한 암 치료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현재 인
지기술센터에서는 유방암, 폐암, 대장암, 직장암에 대한 1차적인 치료법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왓슨 솔루션을 이용함
[그림 5] GASS 산하 인지기술센터 홈페이지

자료 : Centro de Tecnologia Cognit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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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S, 헬스고릴라와 의료 기록 통합 솔루션 제휴
GASS는 2019년 1월 미국 실리콘밸리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헬스고릴
라(Health Gorilla)와 의료 기록 통합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한 제휴를 발
표함. GASS는 이번 제휴를 통해 전자 의료기록 시스템, 실험실, 의료 영
상 시스템, 약국 등 조직 전체의 여러 개별 IT 시스템 데이터를 통합할
방침임. 의료 전문가는 환자의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 통합 솔루션에
수집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된 다른 전문가와 의료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됨. GASS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역시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의료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음
GASS는 “의료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는 세계적인 수준의 병원 시스템
을 구축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고 강조함. 이어 “자체적인 임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멕시코
최대 규모의 개인 의료 데이터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힘

[그림 6] GASS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젝트 협력 정보

GASS

IBM

Health Gorilla

Watson for Oncology

의료 데이터 통합 솔루션

• 인공지능 기반 암 연구
전문지식 비교·분석 솔루션

• 조직 전체의 여러 개별 IT
시스템 데이터 통합

• 암 치료법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의료 데이터 공유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기대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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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카데믹
▶

도카데믹, 화상통화 기반 원격의료 플랫폼
2012년 설립된 멕시코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 도카데믹(Docademic)은 24
시간 어느 때나 의사에게 화상통화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목받고 있음. 사용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자격을 가진 의사
와 상담하고 기본적인 의료 조언과 지도, 처방을 받을 수 있음. 세계 20
개 이상의 국가에 서비스되고 있으며, 현재 누적 상담건수 27만 3,000건
을 돌파함. 2018년에는 정신과 상담 서비스도 추가로 출시했으며, 멕시코
최대 방송사 텔레비사(Televisa) 직원 5만여 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무협약을 체결함
또한 도카데믹은 플랫폼 상에서 서비스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MTC(Medical Token Currency)를 선보이며, 자체적인 원격의료 생태계
를 구축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2018년 1분기 암호화폐공
개(ICO)를 실시한 이후 현재 시가총액은 약 430만 달러임
[표 9] 도카데믹 기업 정보
기업명
설립년도

Docademic
2012년

홈페이지

doc.com

· 서비스 지역 : 남미 전역 (브라질 제외), 스페인, 미국 플로리다
기업규모

· 누적 상담건수 : 27만 3,000건 이상
· 암호화폐 시가총액 : 약 430만 달러
· 2012년 : 전신인 SIDRESE 설립
· 2013년 : 의사를 위한 SNS인 'Doctor Dice' 남미 출시
· 2016년 : Docademic 출범
→ Doctor Dice의 장점과 전자임상기록을 결합한 플랫폼 개발

주요 활동

· 2017년 : 남미에서 무료 원격의료 상담 서비스 개시
· 2018년 : ① 암호화폐 MTC 공개 (ICO)
② 심리 상담 서비스 Cool Emotions 남미 출시
③ 원격의료 상담 서비스 Doc Health 미국 출시
④ 멕시코 방송사 Televisa와 제휴
⑤ 멕시코 안경 및 렌즈 업체 Devlyn과 제휴

자료 : Docademic (do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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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플랫폼
도카데믹은 의사의 상담 과정에서 진단 및 치료법 조언 시 인공지능(AI)
기술을 지원하고 있음. 향후 서비스를 통해 더욱 많은 데이터가 확보될수
록 AI의 성능 및 정확성은 점점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저장 및 처리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는 100% 추적이 가능해 투명성이 보장됨. 통계
분석에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에는 익명화를 통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음

▶

데이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현재 도카데믹이 서비스하고 있는 원격의료 상담 앱인 닥헬스(DocHealth)
와 심리 상담 앱 닥이모션(Doc Emotions)은 각각 월 3회와 4회씩 무료
로 상담을 이용할 수 있음. 처방전 서비스에만 비용이 부과되며, 상담 종
료 시에는 MTC를 리워드로 제공함. 도카데믹은 유료 서비스인 ‘플러스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정 비용을 받고 무제한 상담
과 대기 시간 감소, 추가 리워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임. 도카데믹이 현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매월 발생하는 수천 건의 상담에서
수집한 데이터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데이터는 블록
체인에 저장되며 제3자 업체에서 연구 또는 분석에 사용할 수 있음
[그림 7] 도카데믹의 닥헬스·닥이모션 서비스 화면

자료 : Docademic (do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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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진출 유망 품목 · 기술
▶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2025년 멕시코인의 사망원인에서 만성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90%에 달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헬스케
어 기기의 수요 확대가 예상됨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
멕시코 보건부에 따르면 멕시코에서는 매년 16만 명의 새로운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련 의료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데이터
를 근거로 치료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음. 따라서 인공지
능 플랫폼과 빅데이터 및 분석 기술이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원격의료 솔루션
멕시코의 국토 면적은 1억 9,643만 7,500㏊로 한국의 20배 가까이 되며,
인구는 1억 2,600만 명에 달함. 그러나 의료 인프라를 보면 인구 1천 명
당 병상 수는 1.4개,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인 4.7개, 3.5명에
크게 뒤처져 있음. 따라서 의료 서비스의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원격의료
솔루션의 수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표 10] 멕시코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진출 유망 품목 · 기술
�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 2025년 멕시코 사망원인의 만성질환 비율 90% 전망
-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웨어러블 기기 수요 확대 예상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
- 매년 16만 명의 신규 암 환자 발생
-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 필요
� 원격의료 솔루션
- 넓은 국토 면적과 많은 인구 대비 의료 인프라 미흡
- 의료 서비스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원격의료 수요 높음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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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환경

헬스케어 진입 장벽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2) 한국 기업 진출·협력 사례
▶

제1차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2018년 10월 한국과 멕시코는 서울에서 '제1차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
회'를 개최함. 한국 측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
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해 비준 및 발효 동향 등 관련 정보
를 공유하는 등 멕시코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요청함. 또한 멕시코 측
은 한국의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 준회원국 가입 지지를 약속
하면서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자고 제안함
▶

한국-멕시코 보건부, e-헬스 분야 협력약정 체결
한국 보건복지부는 2016년 4월 대통령 멕시코 순방을 계기로 멕시코 보
건부와

원격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건강정보

교류

등

e-헬스(e-Health)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협력약정(CA)을 체결함. 분당서울대병원 2건, 서울
성모병원 1건 등 국내 의료기관과 멕시코 의료기관, 보건청 간 원격의료
협력약정도 3건 체결됨. 또한 한국과 멕시코 제약협회-진흥원 간, 의료기
기공업협동조합-멕시코

제3자

인증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도 체결됨

[표 11] 한국 기업 진출·협력 사례
의료 AI 기업 루닛, 멕시코 병원서 AI 솔루션 시범 프로젝트 진행 (2018.11)
- 루닛은 후지필름 메디컬 시스템 USA·멕시코 살루드디그나병원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AI
영상 판독 솔루션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함
- 루닛과 후지필름 메디컬시스템 USA이 개발한 의료 AI 시스템을 실제 판독 환경에
설치한 후 영상의학 전문의들의 평가 내용을 반영해 의료환경에 최적화하는 작업임
뷰웍스, 의료 및 특수 영상 솔루션으로 멕시코 진출 (2019.04)
- 의료 및 특수 영상 솔루션 전문 기업 뷰웍스는 멕시코 현지 업체와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중남미 의료 영상장비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착수함
- 멕시코에 이어 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지에서도 판매망을 구축해 중남미 전역으로 수출 전선을 확대할 예정임
메디쎄이, 3D 프린팅 의료기기 멕시코 진출 (2019.05)
- 척추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메디쎄이는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한 추간체유합보형재
(Medussa) 제품으로 멕시코 시장에 진출함
- 멕시코의 사회보장보험 병원과 2019년 하반기부터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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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진입 장벽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1. 스마트 헬스케어 파트너사
① Health Gorilla

▶

헬스고릴라, 의료 기록 상호운용 솔루션 전문업체
미국 실리콘밸리의 전자의료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 솔루

개요
· 전자의료기록 솔루션 업체

션 업체인 헬스고릴라(Health Gorilla)는 의료 기관이 고품질의 의료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에 원활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안전

· 2014년 설립

한 상호운용 솔루션을 제공함. 의료 전문가가 환자의 모든 건강 관련 데

· 직원수 30여 명

이터를 검색하고 저장할 수 있는 단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 홈페이지
www.healthgorilla.com

하고 있음. 2019년 1월 멕시코 민간병원 체인 GASS와 제휴, 조직 전체
의 개별 시스템에 분산된 의료 기록을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할 계획임

[표 12] 헬스고릴라 협력 정보
· 홈페이지에서 ‘Submit a Message’ 메뉴 활용
접촉 정보

· 전화번호 : +1 (844) 446-7455
· 이메일 : hello@healthgorilla.com
· 소재지 : 185 N Wolfe Rd, Sunnyvale, CA 94085, US

담당자 정보

· Mr. Vladimir Davydenko (Vice President of Technology)
· 전자의료기록 상호운용 솔루션
<의료기관>
- 여러 개별 시스템의 데이터 통합
- 전국 의료기관 네트워크에 연결
- 환자, 가족, 간병인 및 전문가와 의료 기록 공유

주요
협력 분야

- 실시간 신원 확인 기능
<환자>
-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의료 기록에 손쉽게 액세스
- 의료 전문가에게 전자의료기록 간편하게 전송 가능
- 검사 결과 실시간 검토
<의료기업>
- 차세대 의료 제품 개발을 위한 글로벌 임상 네트워크 액세스
- 의료기록 제공 기관 및 환자 신원 검증 통한 규정 요건 충족
· 멕시코 민간병원 체인 GASS

주요
협력사

· 미국 여성 건강 의료기관 Axia Women's Health
· 푸에르토리코 건강보험 회사 Plan de Salud Menonita
· 푸에르토리코 1차진료협회 네트워크(PRPCAN)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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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환경

▶

헬스케어 진입 장벽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프로테시아, 의료용 보장구 제작 3D 프린팅 솔루션 업체
프로테시아(Prothesia)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의료용 보장구 업체로

개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임. 2019년 9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파
이오니아(Pioneer)가 개최한 콘테스트에서 우승함.7)

· 의료용 보장구 업체
· 2018년 설립

프로테시아는 뇌성마

비를 앓고 있는 어린이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보장구의 제작 과정을 디지

· 직원수 10여 명

털 방식으로 변환한 솔루션을 개발함. 석고로 본을 뜨는 측정 과정을 적

· 홈페이지 prothesia.com

외선 센서를 이용한 3D 스캐닝 기술과 소프트웨어로 대체했음. 측정이 완
료된 이후에는 3D 프린팅으로 보장구를 제작하며, 기존의 제조업체 대비
10배 더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구 제작이 가능함

[표 13] 프로테시아 협력 정보
· 홈페이지에서 ‘Contact Us’ 메뉴 활용
접촉 정보

· 전화번호 : +52-443-227-1836
· 소재지 : Av. Eugenio Garza Sada 2501 Sur, Edificio, 5to
piso. Tecnológico, 64849 Monterrey, N.L.

담당자 정보

· Mr. Francisco Valencia (CEO)
·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3D 스캔
→ 기존의 석고를 이용한 작업 대비 시간 단축
· 모바일 기기로 완성된 보장구 최종 형태 확인
· CAD 소프트웨어로 의료 처방에 따른 보장구 설계 작업
→ 소프트웨어로 미세한 조정 작업이 가능해 비용 및 시간 절감

주요
협력 분야

· 3D 프린팅으로 보장구 제작
→ 기존 제조 과정 대비 비용 10배 절감
→ 열가소성 수지 및 탄소섬유 등의 재료 사용
→ 최대 30일이 소요되는 기존 제조 공정을 48시간으로 대폭 단축
* 2019년 Pioneer 개최 스타트업 콘테스트 우승
* Everis Foundation의 2019 Everis Awards 멕시코 대회 우승

주요
협력사

· 멕시코 의료기관 Zambrano Hellion Medical Center
· 멕시코 몬터레이 공과대학교
· 미국 MIT D-Lab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7) Contexto, 「Prothesia wins online Pioneer competition with 3D printed medical solution」, 2019-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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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DOC3

인프라 환경

▶

헬스케어 진입 장벽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1DOC3,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1DOC3은 4억 9,000만 명에 달하는 스페인어 사용자와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개요

연결해주는 무료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사용자는 자신의 건
강 관련 질문에 대해 의사로부터 맞춤화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

·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사는 온라인에서 평판을 쌓고 새로운 환자를 확보할 수 있음. 웹이나 모바일 앱,

· 2013년 설립

SMS를 통해 익명으로 질문을 등록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1억 1,100만 건 이상

· 직원수 약 50명
· 홈페이지 www.1doc3.com

의 질문이 등록됨. 현재 월간 이용자 수는 150만 명 이상으로, 콜롬비아와 멕시
코가 전체 사용자의 55%를 구성함. 1DOC3은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기
반으로 보험회사 및 제약회사, 광고주 등을 상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
델을 운영함
[표 14] 1DOC3 협력 정보
· 이메일 : contacto@1doc3.com
접촉 정보

· 소재지 : Avenida Insurgentes Sur 601, WeWork Insurgentes
MX Distrito Federal Nápoles 03810

담당자 정보

· Mr. Juan Camilo Garay García (Country Manager)
·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 사용자 : 웹이나 모바일 앱, SMS로 건강 관련 질문 등록
→ 자격있는 의사의 전문가 답변을 받을 수 있음
- 의사 : 온라인에서 평판을 쌓아 새로운 고객 확보 가능
· 비즈니스 모델
- 1DOC3 플랫폼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베이스로 수익 창출

주요
협력 분야

- 다음 세 가지 제품 및 서비스 판매
① Dr. Plugin
: 1DOC3의 데이터로 학습시킨 AI 챗봇으로, 보험회사에 제공
② Awareness
: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분화된 광고 캠페인 제공
③ Digital Insights
: 사용자의 증상에 따라 의약품 효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약회사에 보고서로 제공

주요
협력사

· IBM (왓슨 자연어 분류 인공지능 솔루션을 서비스에 통합하여,
사용자의 질문을 자동으로 실시간 분류함으로써 효율성 개선)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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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GIP 해외진출 전략가이드

인프라 환경

헬스케어 진입 장벽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2. 스마트 헬스케어 온·오프라인 정보 채널
▶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행사
① 엑스포메드(Expo Med)
매년 6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는 의료기기 전시회로, 2008년 첫 개최
이후 총 11회가 개최됨. 의료기기 제조업체, 유통업체, 수입업체 등 다양
한 회사가 참가했으며 진단기기 및 다양한 의료장비를 비롯해 의약품, 수
술용품 등의 제품을 선보임. 2019년 행사에는 20개국 250여개 기업이 참
가했으며, 7,500여 명이 방문함
② 몬테레이 의료&제약 전시회(Monterrey Medical & Pharma)
멕시코 북부 지역 최대 의료 및 제약 산업 전시회로, 멕시코에서 세 번째
로 큰 도시인 몬테레이에서 매년 10월에 열림. 최신 의료 기술과 장비를
시연하며, 의약품, 의료 소모품 및 각종 의료용품이 전시됨. 또한 최신 기
술과 의학에 관련된 주제로 여러 컨퍼런스가 진행되어 비즈니스 네트워킹
을 위한 기회가 되고 있음. 2019년 행사에는 100여개 기업이 참가함

▶

중남미 지역 헬스케어 업계 온라인 정보 채널
온라인 뉴스 매체 아메리카에코노미아(America Economia)는 중남미 지
역 헬스케어 업계의 최신 소식을 제공하는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의료
기관, 제약, 의료용품 및 서비스, IT 및 혁신, 공공 부문 등의 섹션으로
분류하여 정보를 전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의 세미나 및 컨퍼런스 등 행
사 소식도 제공함

[표 15] 멕시코 스마트 헬스케어 주요 정보 채널
유형

홍보 채널

대상 품목

Expo Med
오프라인

· 의료기기 산업 전시회
· 개최 도시 : 멕시코시티

상세
매년 6월

의료기기 산업

(‘20. 06. 09~11)
(’19. 06. 05~07)

· 개최 규모 : 20개국, 250개사
Monterrey Medical & Pharma
오프라인

· 멕시코 북부 최대 의료 및 제약산업 전시회
· 개최 도시 : 몬테레이

의료 및 제약산업

매년 10월
(’19. 10. 28~29)

· 개최 규모 : 100개사 참가

온라인

América Economía Cluster Salud
clustersalud.americaeconomia.com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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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산업

중남미 헬스케어
업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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