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유인물은 환자 혁신 및 솔루션 제휴 및 파트너십(Alliance and Partnerships for Patient Innovation and Solutions,
APPIS) 2022 이니셔티브의 일부입니다.
Novartis가 조직하고 자금을 지원한, APPIS 이니셔티브는 정책 입안자, 지급자, 의사, 학계 구성원 및 디지털 혁신가와
같은 의료 생태계에서 환자 의사소통 및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관점을 수렴하여, 아시아 태평양, 중동 및 아프리카의 건
강 결과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환자 중심형 디지털 건강 솔루션에 대한 실사용 필요성과 개발 과정에서 환자 및 단체가 관여하는 격차를 고려하여, 그
주제의 하나로서 디지털 건강 및 커뮤니케이션을 식별했습니다.
이 유인물은 환자 단체 책임자 및 대리인이 사용하여 디지털 건강 및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설계, 개발 및 채택에 더욱 관
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APPI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디지털 건강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침 보고서 전문을 다운로드하려면
www.appisinitiative.com를 방문하십시오.

협업적인�환자�중심형�디지털�건강�솔루션
환자�단체용�유인물

가상 플랫폼 사용에서 기술을 시작하고 개발하기 
전에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환자를 위한 가상 
또는 대면 활동을 조직하는 동안 적극적인 공감을 
실천합니다.

도구의 핵심 목표를 기억하고, 도구가 환자, 여정,
경험 및 건강 결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측정합니다.

환자�중심형�디지털�도구�구축을�위한�세�가지�원칙

디지털 도구 설계 과정의 관련 수준에서 
환자 및 의사와 협력합니다.

각 이해관계자와의 의미있는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통합합니다. 여기에는 동료 검토 
저널에 대한 연구, 컨퍼런스 참여 또는 환자에
대한 원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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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기술 및 역량 개발, 환자 권리 부여, 디
지털 도구 사용을 통한 신뢰 구축 및 디지털 
건강 문해 능력 결과를 개선합니다.
사회적 요소와 사용자 경험을 위한 현지 맥락을
통합하고, 전달 채널을 확장하며, 이러한 
채널을 통해 지원 기능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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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및�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및�평가

경험�및�학습

정책 및 파트너십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수집

입증적 가치 및 영향

도전�과제

정책 및 지침의 틀에서 
환자 참여의 부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부족

디지털 의료의 사용 및
채택에 있어 환자와 의
사 간의 불일치

환자로부터 데이터 및 의
견을 수집하기 위한 과정 
부족

대표적인 환자 의견의 부
족(예: 인터넷이 없는 환
자}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환자 선정의 지표 및 
프레임워크 부족

중점�영역 솔루션

환자 참여 규정
 

네트워크를 넓히고 영향을 증대하
기 위한 지원 그룹

네트워킹 및 교차
학습 플랫폼

 
협력과 여정 및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이해관계자 

상호작용

환자 데이터베이스 및
레지스트리리 구축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의
격차 해결

피드백 채널 생성
(예: 환자 및 의사의 밤)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피드백 시행

환자 레지스트리리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III단계:
디지털 솔루

션 채택

II단
계

: 검
사

 및
 개

선

제
품

 주
기

I단계: 
아이디어 및

설계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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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스토밍�및�공동�생성

정의,�설계�및�시험

모든 사람들과 통합된 의견과 우선순위를 유지합니다.
개발자, 디지털 샌드박스 및 디지털 툴에 대한 규제 기관         
 앞에 강력한 사례를 개발합니다.
네트워킹 플랫폼을 사용하여 활용 및 주기적 피드백 논의에 대한
솔루션 및 지침을 공동 생성합니다.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탁회의 논의를 조직합니다.
디지털 건강 개발자, 병원, 제약 업계 및 환자들과 테마 기반    
 교육 세션을 공동 주최합니다.
디지털 건강을 위한 환자 단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백서를
출판하고 배포합니다.

구성원�관찰�및�식별
누가 챔피언이고, 영향력이 있으며, 누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미 디지털 건강 개발 프로세스에
관여하거나 관련되어 있는지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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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지정,�연구�및�최종�목록

누가 가장 영향력 있고 조직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하는 데 관심이 있는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해관계자를
구성합니다.
연구, 미디어 문서, 컨퍼런스, 백서,       
 의료 기관 및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출처로부터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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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도구의 기능과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생각해
봅니다.
디지털 건강 도구의 설계 단계에 이해관계자를
관여시킵니다. 의사가 환자를 위해 예상되는   
 정보를 설명하도록 참여시킵니다.

연결�및�이해

디지털 건강 개발자들의 그리고 디지털 건강
산업 가치, 목표, 경험 및 필요성을 연구하고
업계를 넘어선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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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된 각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합니다.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구조적이며, 지속 가능한 채널을 확립합니다.
이해관계자를 디지털 도구 설계에 참여시키는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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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환자와 의사는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설계하는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의사들은 환자가 보고하기 전에 디지털 도구에 대한 
부작용 정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해관계자�참여

이해관계자�매핑

이해관계자�매핑�및�참여
6가지 쉬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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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가 디지털 건강 솔루션 설계 및
개발에 기여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
까?
이해관계자가 환자 및 환자 단체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까?
환자 중심형 디지털 건강 솔루션 설계를
지원하는 단체와 이해관계자(의료 서비스
제공자 포함)는 누구입니까?
이해관계자의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
니까?
이해관계자는 어떻게 환자 단체를 보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시키는 과정에 기
여할 수 있습니까?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가치와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해관계자는 어떻게 디지털 건강 솔루션
설계에 환자 단체를 참여시키는 과정을 방
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해관계자�참여�및�매핑�템플릿

템플릿�사용�시�도움이�되는�질문

잠재적�이해관계자에는�다음이�포함되나�이에�국한되지�않습니다.

의료 기관
연구 및 학술 기관
디지털 건강 개발자
정부 대리인
업계 전문가
비영리 및 NGO
연합, 협회 및 다음과 같은
단체의 대리인들:

의사와 간호사
환자와 권익 옹호자

다음과 같은 전문가 및 지원   
이해관계자:

인쇄 및 디지털 미디어의
저널리스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특정 질병 영역의 전문가
공중 보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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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이름

이해관계자가 
디지털 건강 
솔루션 설계, 

개발 및 
채택에 기여하는
데 얼마나 영향
을 미칩니까?

이해관계자가 
디지털 건강 
솔루션 설계, 

개발 및 채택에
참여하는 과정

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이해관계자
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

니까?

이해관계자는
설계, 개발 및
채택에 참여
하는 과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습니까?

이해관계자는 
설계, 개발 및 

채택에 참여하는 
과정을 어떻게 

방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전략

(예시)
간호사 연합 높음 중간

환자들을 
위한 추적관
찰 및 치료 
프로토콜 
지원

연합 
구성원의 
새로운 개혁
시행에 대한
동의

파업 원탁 토론

환자군 X 높음 높음
환자를 위한
치료 품질 
극대화

다른 이해관
계자들과 
의사소통하여
개혁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표현

보고 후 서비스 
품질에 관한 불만
제기

6개월마다 정보 및 피드백
회의
네트워킹 포럼, 웨비나, 
교차 학습 논의, 정책 옹호
회의

디지털�건강�및�커뮤니케이션�유인물

샘플�템플릿�-�이해관계자�매핑�및�참여

이해관계자�매핑�및�참여
템플릿을�다운로드하려면
여기를�클릭하십시오

왼쪽에 있는 이해관계자 템플릿의 스냅샷을           
 참조하십시오.
아래의 분홍색 상자를 클릭하여 완전히 채워진 샘플
템플릿과 귀하가 사용할 빈 템플릿에 접근합니다.
추가 사용을 위해 문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하십시오.

템플릿 사용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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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IonXB4CWUywFLWBufAGepk3tjSW0mHkp/edit?usp=sharing&ouid=117703190074938177620&rtpof=true&sd=true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XxlZZHw3OAkjfsbWYYXk2c2ocZRQfwV/edit
https://61a6b9cf-2ab1-4438-895c-181fd17a3874.filesusr.com/ugd/365c7c_1fabf7b88eb640b6ba8a5c8a43bd4a9c.docx?dn=(KOR)Digital%20Health%20-%20Stakeholder%20Mapping%20and%20Engagement%20Template.docx


1)�정보�수집

특정 질병 영역에 대한 네트워킹 포럼 및
플랫폼을 식별하고 나열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환자 단체, 의료 기관,
비영리 및 학계에 의해 조직됩니다.
기존 지역 및 글로벌 지식 허브를 통해
환자 참여 플랫폼을 찾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시입니다. WHO, 국제
환자 단체 연맹, 국가별 행사

귀하의 지역에서 활동적인 환자 그룹 및 의료 조직
은 무엇입니까?
웹사이트 또는 소셜 미디어에서 관련된 계최 예정
행사 및 이니셔티브 몇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귀하에게 유익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환자 단체에 도움이 되는 질문:

이러한 플랫폼을 사용하여 자세히 알고 싶은
네트워크의 챔피언과 관심 있는 구성원은 누
구입니까?
이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스스로 배우고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습니까?
귀하의 네트워크 또는 조직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위 언급된 자원은 무엇입니까?
가용하지 않을 경우 자원을 통합할             
 전문지식을 보유한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환자 단체에 도움이 되는 질문:

디지털 건강 전문가 및 개발자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정보를 계속
받습니다.
디지털 건강 생태계의 챔피언을  
 식별합니다.
그들이 노력하고 있는 특정 질병 
 영역 또는 의료 영역을 알아봅니
다.
나열된 네트워킹 포럼, 교차 학습 
 플랫폼 및 전문가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 학습합니다.

2)�자원�식별
네트워킹 포럼 및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자
원을 탐색합니다.
이러한 자원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
한되지 않습니다.

환자 챔피언
주제 전문가
콘텐츠 작성가
자금 지원
도구, 지침, 매뉴얼, 출판물, 뉴스레터, 토론 포
럼 등과 같은 지식 제품. 

참여, 협력 및 권익 옹호를 위한 3단계
네트워크�플랫폼�및�포럼�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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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심형 디지털 건강 솔루션에 
 대한 주제 관련 다중 이해관계자 토
론 포럼을 조직하기 위해 식별된 플랫
폼 및 포럼을 제안합니다.
플랫폼 및 포럼에서 디지털 건강 도구
및 솔루션의 설계 및 채택을 우선순위
의제로 장려합니다.
지역 지식 허브를 비전염성 질환,   
 유방암, 백혈병 등과 같은 디지털    
 건강 솔루션 설계를 위한 질병별 주
제 영역을 포함하도록 맞춤화합니다.

3)�교육,�역량�구축�및�권익�옹호�

교육 필요성을 이해하고 환자와 개발자들의
관심 영역을 식별하여 환자 중심형 디지털 
 솔루션 설계를 장려합니다.
환자 중심형 진료에 관한 의사, 개발자 및  
 전문가들의 관심 주제 영역을 요약합니다.
최종 후보 목록에서 식별된 네트워크와     
 포럼을 통해 조직된 교육, 역량 구축 및 권익
옹호 행사를 탐색합니다.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네트워킹 포럼 및
지역 지식 허브에서 개최 역량 구축 워크숍
및 가상 웨비나를 공동 개최합니다.

환자가 다음에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세스
생성을 옹호합니다.

디지털 건강을 위한 정책 수립         
 프로세스
데이터 보호 및 의료 및 건강 자료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권리의
생성
디지털 건강 도구 및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채택을 위한 의사 결정        
 프로세스.

이 환경에 기반하여 귀하의 조직 또는 
 환자 그룹이 협력을 위해 이용 가능한 
 참여 지점은 무엇입니까?
귀하의 조직은 추가 자원을 수집하기에
충분한 자원 또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련되고 잠재적인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참여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포럼 몇 가지는 무엇입니까?
귀하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필요한 자원 및 귀하에게 필요한         
 파트너십은 무엇입니까?

환자 단체에 도움이 되는 질문:

참여, 협력 및 권익 옹호를 위한 3단계

네트워크�플랫폼�및�포럼�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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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건강�및�커뮤니케이션�유인물
체크리스트�-�네트워킹�플랫폼�및�포럼�사용

이해관계자와�협력하고�
네트워크를�활용하려면�
여기를�클릭하여�
체크리스트를�다운로드하십시오.

정보�수집

체크리스트 노트

리더십 지원.
이해관계자 매핑 템플릿을 사용하여 동일한 질병에 대한 환자 단체 및 리더십 지원을 확보해야 하는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를 식별합니다.

의사소통 장벽이 있는 환자 및 간병인
디지털 도구 사용에 관한 교육이 필요한 환자 및 간병인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없지만 문자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자 및 간병인.

특정 질병 영역을 식별하고 취약한 환자 모집단을 찾아 디지털 사용에 대한 모집단의 모든 기능적 
 요구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개발합니다.

리더십�팀�구축

체크리스트 노트

식별된이해관계자와 첫회의를 계획합니다. (이 회의의목적은 디지털건강 솔루션개발 및사용에 환자
들을 참여시켜 격차사항들을 공유하는것입니다. 이회의는 또한최종 후보자목록에 포함된네트워킹 
 포럼, 교차 학습플랫폼에 참여하고, 채널에 대해논의하여 식별된이해관계자와 정기적으로메시지를
전달하는접근법에 대해브레인스토밍하는 역할을합니다.

커뮤니케이션�채널�생성

체크리스트

토론 포럼
권익 옹호

환자를 디지털 건강 솔루션 개발 및 사용에 참여시키는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참여�지속

체크리스트 노트

네트워크 구성원의 중요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매년 새로운 파트너를 대표하거나 이와 연락하고 협력하는 환자 모집단에서 격차를 식별합니다.

상단의 체크리스트 스냅샷을 참조하십시오.
전체 체크리스트에 접근하려면 왼쪽의    
 파란색 상자를 클릭하십시오.
추가 사용을 위해 문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하십시오.

체크리스트 사용 단계:

7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onXB4CWUywFLWBufAGepk3tjSW0mHkp/edit?usp=sharing&ouid=117703190074938177620&rtpof=true&sd=true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QkF3kX_tYIfetKav67ouyjUb1TQXXXE/edit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QkF3kX_tYIfetKav67ouyjUb1TQXXXE/edit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QkF3kX_tYIfetKav67ouyjUb1TQXXXE/edit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QkF3kX_tYIfetKav67ouyjUb1TQXXXE/edit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QkF3kX_tYIfetKav67ouyjUb1TQXXXE/edit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QkF3kX_tYIfetKav67ouyjUb1TQXXXE/edit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QkF3kX_tYIfetKav67ouyjUb1TQXXXE/edit
https://61a6b9cf-2ab1-4438-895c-181fd17a3874.filesusr.com/ugd/365c7c_e3e4e06c61034e18b587e40eb6610c07.docx?dn=(KOR)Digital%20Health%20-%20Engaging%20in%20Networking%20Forum_Checklist.docx


증거�기반�환자�참여를�위한�환자�레지스트리�구축

특정 질병 영역의 기존 환자 레지스트리를 살펴보고
이해합니다.
디지털 건강 솔루션 개발자와 환자 레지스트리    
 사이에 연결이 있는 경우 이를 식별합니다.
아직 되지 않은 경우, 기존 레지스트리로             
 개발자들을 통합할 기회를 모색합니다.

1)�활동�구성

기존 레지스트리는 디지털 도구의 요건에 부합하는 올바른 환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까?
자료는 환자 치료, 결과 및 환자 여정과 관련된 환자 경험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환자 단체에 도움이 되는 질문:

2)�계획

레지스트리의 목적을 분석하고 설명합니다.
레지스트리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권한을 결정하고 환자, 간병인 및 의사가      
 레지스트리에 자료를 입력하고 사용할 수 있도
록 사용자 접근에 대한 필수 및 동의된 권한을      
제공합니다.

환자 자료 격차 및 과정에 대한 기존의 매뉴얼을
사용하거나 구조화된 매뉴얼을 공동 생성합니다.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
에 대한 사용자 접근 관리 공급을 정의합니다.
자료 출처를 수집하고 분석을 위해 자료를        
 사용하는 지침을 결정합니다.

환자 레지스트리를 개발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의 조직에서 환자 레지스트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해관계자
(디지털 건강 개발자, 의사 및 환자)가 요청한 서로 다른 자료 접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귀하의 네트워크에서 또는 네트워킹 포럼 및 플랫폼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은
환자 자료 및 프로세스에서 충족시킬 공통적인 자료 격차에 대한 기존   매뉴
얼을 보유합니까?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요청한 자료 접근이 분리되는 광범위한 버킷은
무엇입니까? (예: 자료 확인만, 자료 입력 및 확인, 자료 입력, 확인 및 편집,
자료 구성 및 분석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이러한 레지스트리를 사용하는 경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환자 단체에 도움이 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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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을�구축합니다.

3)�자원�조달�및�조직

데이터 요소 영역: 개인, 노출 및 결과
데이터 출처: 환자 식별자, 환자 선정 기준,   
 치료 및 검사, 교란인자, 비용/자원 활용, 질병
또는 병태 자료, 치료 또는 요법 자료, 실험실
자료, 의료 서비스 제공자 자료, 보험 자료

프로젝트 관리
환자 대리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레지스트리 관리자

레지스트리 전문가
법무 직원
품질 보증
시험 책임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및�감독을�확립합니다.

자문단 회의
집행 또는 운영 위원회
과학 위원회
연락 위원회/개인
자료 접근, 사용 및 출판 위원회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데이터세트,�출처,�환자�결과�및�대상�모집단을�

정의합니다.

4)�발표

계획�체크리스트

기한 및 일정 관리 계획
비용 관리 계획
위험 관리 계획

범위 및 품질 관리 
 계획
커뮤니케이션 계획
조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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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건강�및�커뮤니케이션�유인물

참조�가이드�-�증거�기반�환자�참여를�위한�환자�레지스트리�구축

여기를�클릭하여�참조�
가이드를�다운로드하여�
환자�레지스트리를�직접�
구축하십시오

영역 목적/원칙 예시/맥락 노트

레지스트리의 
목표 및 목적 식별

이 정보는 수집하도록 모색할 데이터
요소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단 개선(스크리닝의 유효성
검사) 치료 및 예방(임상시험
을 위한 환자 식별, 실사용 

치료 증거) 환자 안전성(백신,
기기의 안전성 모니터링).

 

레지스트리 데이터세트 정의

레지스트리 자료의 선택은 
일상적으로 기록되고 재현 가능하며
객관적인 자료로 국한되어야 합니다.
사전 정의된 간격으로 표준화되어 

체계적으로 측정되는 정의된 
건강 결과를 선택합니다.

레지스트리 자료는 의료 전문가가 
수집한 임상 결과 척도를 사용하여
환자의 상태 및 주요 동반이환을 

적절히 기술해야 합니다.

특정 만성 질환이 있는 
환자는 연간 평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매년 
간격으로 변수를 수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왼쪽에 있는 참조 가이드의 스냅샷을                
 참조하십시오.
전체 참조 가이드에 접근하려면 아래의 노란색  
 상자를 클릭하십시오.
추가 사용을 위해 문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하십시오.

템플릿 사용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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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ia Azmi, 회장, Fadia Survive & Thrive 국제 암
협회;
Adam Chee, 스마트 건강 리더십 센터(Smart
Health Leadership Centre) 수석,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Nayan Kalnad, 최고 경영자, Avegen;
Stanley Li, 회장 겸 창립자, DXY;
Roberta Sarno, 디지털 건강 책임자(Head of
Digital Health), APACMed;
Jan Geissler, 창립자 겸 상무 이사, Patvocates;
Julie Rihani, 유방암 변호인;
Dilpreet Singh, 창립자 겸 CEO, Juvoxa;
Bahija Gouimi,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대리인, 만성
골수성 백혈병 변호인 네트워크(Chronic Myeloid
Leukemia Advocates Network);
Kawaldip Sehmi, 최고 경영자, 국제 환자 단체 연맹
(International Alliance of Patients’
Organizations);
Ruth Kuguru,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
(Communications & Engagement) 경영 이사,
Novartis 아시아 태평양, 중동, 및 아프리카;
Duo Xu, 지역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Regional
Communications & Engagement), Novartis;
Elise Brown, 지역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Regional
Communications & Engagement), Novartis;
Sejal Mistry, 지역 이사, ACCESS Health
International 동남아시아;
Sireesha Perabathina, 선임 자문가, ACCESS
Health International 동남아시아;
Abhishek Sudke, 하위 자문가, ACCESS Health
International 동남아시아; 및 기타 국제 파트너

이 지침 문서는 2022년 환자 혁신 및 솔루션 제휴 및  
 파트너십(Alliance and Partnerships for Patient
Innovation and Solutions, APPIS) 이니셔티브의     
 결과입니다.
이는 본 지침 문서의 내용에 공헌하고, 이 문서에 관한
귀중한 피드백을 검토하고 제공해주신 APPIS 2022   
 파트너들의 선구적인 리더십과 지속적인 지적 지원으로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다음에 의해 조직되고 
자금을 지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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