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

FOCUS

미국 헬스케어 서비스,
향후 10가지 형태로 구축될 전망

2022. 05. 02.

Vol. 425

포커스
미국 헬스케어 서비스, 향후 10가지 형태로 구축될 전망 ···············································1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FDA, 혁신적인 의료기기 지정 프로세스 투명성 이슈에 직면 ···························4
미국 J&J, ’22년 1/4분기 매출 234억 달러 달성 ························································4
알츠하이머 질환, 42개의 유전자 발견으로 새로운 가능성 제시 ·····································5
중분자 의약품, 차세대 모달리티로 주목받는 분야 ··························································5
동남아시아, 화장품 업계에 빠르게 확산되는 가상현실 기술 ···········································6
화장품 LVMH Beauty, 환경기업 Origin Materials과 파트너십 구축 ···························6
Long COVID,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치유 여부는 아직 불확실 ······································7
OECD, 의약품 부족현상 원인 분석 및 효과적인 정책 제언 ··········································7

1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2.05.02
Volume 425

의료서비스
미국, Long COVID에 대한 범정부적 정책 발표 ···························································8
미국 Cleveland Clinic, 영국 런던에 184개 병상의 민간병원 개원 ·······························8
영국, 의료와 사회복지 통합하는 개혁 추진 ···································································9
영국 Astrazeneca, 암 진단검사 AmoyDx와 파트너십 체결 ·········································9
캐나다, 수술 지연의 장기화로 인해 의료관광 수요 증가 ··············································10
중국 북경시, 자유무역시험지역조례 발표 ···································································10
말레이시아, 의료관광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 ····························································11
WHO, COVID-19 긴급위원회 제11차 회의 결과 ····················································11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정신건강을 위한 원격의료 및 재정부양 정책 ····················································12
미국 디지털 치료제,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제기 ······································12
미국 Unlearn.AI, 임상시험용 디지털트윈을 생성 ························································13
영국 NHS England,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계획 발표 ··········································13
영국, 뇌졸중 재활에 도움이 되는 마인드콘트롤 VR 게임 ··········································14
일본, 디지털을 활용한 지자체 의료지원 체제 구축 ······················································14
제약산업, RWE 기반 연구개발이 촉진될 전망 ····························································15
웨어러블, 심장박동 추적기술의 확산과 함께 제기되는 우려 ·········································15

2

미국 헬스케어 서비스, 향후 10가지 형태로 구축될 전망
글로벌 경영컨설팅 회사인 맥킨지(McKinsey&Company)社에 따르면, 미래의 헬스케어 서비스
전달방식은 환자 중심·가상화·외래 환자 중심의 전달 체계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택 의료의
확산은 헬스케어 산업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적절한 수준의 위험을 감내하는
형태의 의료보험이 확대되고, 데이터와 기술 기반으로 업계의 지형이 변화되고, 서비스 전달 과정의
투명성과 상호 운용성이 제고되고, 새로운 의료기술과 민간 투자가 확대되고, 파편화된 헬스케어
서비스 전달 과정이 통합화되는 등 10가지 형태로 구축될 것으로 전망

[1] 환자중심, 가상화, 외래환자 중심의 헬스케어 전달체계
환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헬스케어 서비스 전달 체계
Ÿ 환자 중심적 접근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환자들의 36%는 불필요한
병원 방문이 줄어들었고, 의료 서비스 전달 경로 변경 필요성이 28% 줄고, 동일한 의료 기관에서
받는 다른 유형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5~6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

의료 서비스의 가상화가 빠르게 확대
Ÿ ’20년 3월부터 가상 의료 서비스의 이용이 극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년이 안되는 기간 동안 3,000% 증가하여 1억 5천만건 이상의 가상 의료 서비스가
실시되었고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의료 이용자수는 38배 증가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의료 이용자수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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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로 재편될 전망
Ÿ 미국의 경우, 의료부문 매출액의 1/3이 외래 환자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7,500억 달러의
규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
Ÿ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외래 진료는 내과는 물론 행동 치료나 외과 수술 센터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병원 체류 기간을 25% 줄인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이점을 제공
* 미국 메디케어및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21년에 외래 외과 수술 센터 보험 적용 목록(Ambulatory Surgical
Center Covered Procedure List, ASC CPL)에서 아직 시기 상조라는 이유로 상당 부분을 삭제했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적용 목록 확대가 예상

[2] 재택의료 및 가치기반과 위험을 감내하는 헬스케어 전달체계
재택 의료 역시 헬스케어 산업에서 중요한 기회를 부여하게 될 전망
Ÿ 중증을 벗어난 환자나 맞춤형 치료를 위한 재택 치료 규모는 미국에서 ’19년 기준으로 750~85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가 주사, 재택 투석, 가정 내 1차 진료 등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면서 빠르게 성장할 전망
* 향후 3년 동안 재택 의료 혜택에 적용되는 공공의료 수혜 건수는 3~4배 증가하여, ’25년에는 2,650억 달러 이상의
의료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

Ÿ 이러한 재택 진료의 적용 범위는 첨단 기술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비보험 급여
환자들에게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

가치 기반과 적절한 수준의 위험을 감내하는 형태의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가 수립될 전망
Ÿ ’21~’25년 기간 동안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를 커버하는 의료 보험 가입자가 연간 1% 증가하는데
반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커버하는 형태의 의료 보험 가입자는 연간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앞으로 수년 동안, 이러한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내하는 형태의 보험 가입자의 비중이 5%에서 9%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3] 기타 예상되는 미래의 헬스케어 전달체계
일반적으로 헬스케어 분야에서 신기술의 도입은 비용 상승을 수반하기 마련이지만, 최근의 급격한
기술의 진보와 헬스케어 혁신이 가지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 헬스케어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오히려 절감하는 형태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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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헬스케어 분야에서 신기술 도입에 따른 노동 생산성 증대 효과로 인해 ’28년까지 미국 전역의
헬스케어 지출 규모는 현재 수준에 비해서 2,800억~5,500억 달러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

최근 헬스케어 관련 규제가 변화되면서 △의료비용의 투명성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데이터의
접근 가능성이라는 3가지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
Ÿ ’20년 1월부터 병원들은 의료 수가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21년부터 발효된 의료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관련 규정에 의해 의료 데이터 공급업자들간의 데이터 차단이 금지되고, ’22년 말에 발효되는
新규정에 의해 전자 의료 기록에 대한 상호운용성의 확보가 필요

환자에 대한 치료라는 관점에서 의료 신기술은 △자가 진료 △서비스 전달의 자동화 △서비스
전달 비용의 절감이라는 긍정적인 혜택을 제공
Ÿ 혈당이나 혈압 등의 주요 건강 정보를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만성 질환에
대한 자가 진료 형태가 확산될 전망
Ÿ 서비스 전달의 자동화로 원격환자모니터링(RPM)이나 외과 수술로봇에 의한 치료 결과가 개선되고
부정맥과 같은 심장질환 신호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기는 의료서비스 전달 비용을 90%까지 절감

최근 10년간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는 꾸준히 확대되었는데, ’10년대의 민간투자는
주로 분산되어 있는 자산의 통합과 후선 기능의 최적화에 집중되었으나, ’18년 이후에는 헬스케어
분야의 플랫폼 모델 개발과 보조 기능의 통합에 집중하는 등 민간투자가 가속화
Ÿ 미국에서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사모펀드의 투자 성향은 다른 산업의 평균 투자 성향보다 훨씬
높은데, ’14~’19년 기간 동안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의 미국 전체 산업 평균 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2%인데 비해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율은 22%로 높은 수준

헬스케어 서비스 전달과정의 환자 중심성과 수요 기반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파편화되어
있는 미국의 헬스케어 산업의 통합화가 필요
*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진료 관리와 협력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샵(one-stop shop)의 출현은 헬스케어
전달과정의 통합화의 대표적인 사례

Ÿ 헬스케어 서비스 전달 과정의 파편화가 과거보다는 나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통합 모델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며, 특히 미국의 경우 현재와 같은 전문 분야로 제각기 나누어져 있는
헬스케어 시스템이 가치 기반의 소비자 중심적인 모델로 변모하는데는 상당한 저항이 존재
Ÿ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분열되어 있는 헬스케어 생태계는 상호 협력적이고 첨단 기술
기반의 플랫폼에 의해 새로운 유형의 통합 모델로 변모하는 양상으로 가시화될 전망
[ McKinsey& Company, 2022.03.24.; Healthcare I T News,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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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FDA, 혁신적인 의료기기 지정 프로세스 투명성 이슈에 직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혁신적인 의료기기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프로그램(breakthrough
designation)을 ’17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선정 과정의 투명성 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
Ÿ 혁신적인 의료기기 신속 승인 프로그램이 시작된 ’17년, 최소한 44개의 제조업체가 혁신적인 의료기기로
지정되어 출시된 이래, 현재 이 프로그램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가 650여개로 추산
Ÿ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의료기기 제조업체 지정 프로세스가 환자나 의사 등 의료 관계자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전문가들은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문 제기
* 신속 지정 프로그램이 도입된 후 5년 동안 FDA는 이들 혁신 의료기기의 명단 자체를 공개하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야
명단을 공개했으며,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위한 방법이나 지정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공개 방침을 고수

Ÿ 의료 전문가들은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규제 당국과 의료기기 제조업체 간의 대화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혁신적인 기기 선정 과정에 대한 중요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혁신 기술이나
혁신적인 기기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기 매우 어려워진다고 지적
[ ST AT , 2022.04.18.; FDA, 2022.04.15.]

미국 J&J, ’22년 1/4분기 매출 234억 달러 달성
미국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J)는 글로벌 백신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향후 백신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2년 1/4분기 매출은 23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0% 성장했으며, 주당
수익은 1.93달러로 16.8% 감소했으나 조정된 주당 수익은 2.67달러로 3.1% 증가
Ÿ ’22년 연간 최대 960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불확실성으로
인해 30억~35억 달러의 백신 판매 전망은 제외
Ÿ J&J는 분기별 수익을 발표하는 최초의 대형 제약회사로 J&J의 재무상태는 다른 회사의 재무상태
추정에 참고할 만한 지표로 여겨지며, COVID-19 백신 매출에 대한 전망은 다른 COVID-19
백신 제조업체의 향후 예측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Ÿ 일부 전문가들은 J&J의 주력제품 중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社와 경쟁하는 림프종 암 치료제
임브루비카(Imbruvica)와 화이자(Pfizer)社와 경쟁하는 항응고제 자렐토(Xarelto)의 실적이
저조하고, 자가면역 약물인 스텔라라(Stelara)도 기대에 못 미쳤다고 분석
[ Biopharma Dive, 2022.04.19.; Johnson& Johnson,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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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질환, 42개의 유전자 발견으로 새로운 가능성 제시
최근 유전학 전문지인 네이처 유전학(Nature Genetics)에 게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알츠하이머와
관련이 있는 42개의 위험 유전자가 발견됨에 따라, 현재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알츠하이머에
대한 의료적 개입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
Ÿ 알츠하이머 질환이 진행되는데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모두 75개이며, 특히 이 중에서 42개 유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알츠하이머 발병 전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발병 가능성과 위험도를 규명하는 데에 기여할 전망
Ÿ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 질환을 앓고 있는 10만명과 건강한 사람 60만명의 유전자 구조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영국과 미주, 호주 외에도 유럽 전역의 연구자들이 참여
[ UKRI , 2022.04.08.; Nature Genetics, 2022.04.04.]

중분자 의약품, 차세대 모달리티로 주목받는 분야
중분자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저분자 의약품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고분자 의약품에 비해서는
제조·품질관리 비용이 저렴한 것이 특징으로 기존의 모달리티로는 불가능한 표적을 타겟으로
할 수 있어 차세대 모달리티로 기대
Ÿ 중분자 의약품 시장규모는 펩타이드 의약품이 3.2조 엔, 핵산의약품이 0.5조 엔으로 저분자
의약품(48조 엔)이나 항체의약품(16조 엔)에 비해 작지만 향후 성장률은 펩타이드 의약품이 年
8%, 핵산의약품이 17%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시장 확대를 전망
* 펩타이드 의약품과 핵산 의약품을 총칭하는 중분자 의약품은 500∼1만 정도의 분자량으로 구성되는 의약품으로 저분자
의약품과 고분자 의약품의 중간에 위치

Ÿ 펩타이드 의약품의 경우 기존 의약품은 당뇨병, 전립선암 등의 치료에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천연형 아미노산을 포함한 차세대형 펩타이드 의약품 개발이 활발하며, 전 세계 약 120개 품목이
출시되어 있으며, 주요 사업자는 미국, 유럽 신약개발 회사 및 CMO·CDMO
Ÿ 핵산의약품은 DNA, RNA 구성성분 및 그 유도체가 기본골격으로 기존 저·고분자 의약품으로는
실현하지 못한 RNA가 표적이 되는 것이 특징으로 근위축증, 유전성 ATTR아밀로이드시스 등
희귀질환 치료 분야에서 활용
Ÿ 중분자 의약품은 제조까지 기초연구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승인심사 4단계를 밟기 때문에
방대한 시간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신약회사가 신약개발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제조공정을
외부 CMO나 CDMO(세포·유전자 치료제 위탁개발생산)에 위탁
[ 日本政策投資銀行, 2022.03.26.; 日本經濟新聞,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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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화장품 업계에 빠르게 확산되는 가상현실 기술
새로운 가상현실 기술의 빠른 성장과 함께 화장품 소비자들의 몰입형 가상현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라자다(Lazada)社와 화장품 테크기업인 퍼펙트(Perfect
Corp)社가 파트너십 체결
Ÿ 화장품 소비자들이 다양한 브랜드와 색상의 립스틱과 색조화장품을 시범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가상현실 기술이 화장품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부상
Ÿ 현재 LazMall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Bobbi Borwn과 Estée Lauder, M.A.C가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구현되는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파트너십 구축으로 Perfect Corp
역시 Lazda의 플랫폼 위에서 가상현실 기술로 소비자들에게 VR 경험을 제공
Ÿ 소비자들은 Lazada의 플랫폼에 있는 ‘Try AR’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다양한 색조 화장품을 라이브
비디오 영상에 적용할 수 있으며, 실시간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메이크업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것도 가능
Ÿ Lazada 측의 관계자들은 이러한 가상 현실 기술의 도입으로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옴니 채널의 강화를 모색하는 업계에게 게임체인저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
[ Cosmet ics design- asia, 2022.04.06.; CISION, 2022.03.10.]

화장품 LVMH Beauty, 환경기업 Origin Materials과 파트너십 구축
글로벌 럭셔리 화장품 소매업체인 LVMH Beauty와 탄소 배출 저감 원료 제조기업인 오리진
머티리얼스(Origin Materials)社는 향수와 화장품 산업에서 지속가능한 탄소저감 포장 기술을
활용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강화
Ÿ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인 LVMH Moët Hennessy Louis Vuitton의 화장품 소매 부문인 LVMH
Beauty社는 Origin Materials의 지속가능한 탄소배출 저감 원료인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자사 향수와 화장품 제품의 포장에 사용하기 위해 다년간 공급 계약을 체결
Ÿ Origin Materials는 탄소배출 저감이 가능한 목재 부산물 추출 PET 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재 기반의 PET는 기존의 화석 연료에서 추출한 PET와 마찬가지로 재활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화석 연료 기반 플라스틱을 포장재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LVMH의 계획에도 부합
Ÿ LVMH Moët Hennessy Louis Vuitton는 주류 부문의 부진과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도 불구하고
’22년 1분기에 180억 유로 규모의 매출액을 올림으로써 29%의 성장세를 시현
[ PYMNT S, 2022.04.20.; Packaging Gateway,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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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COVID,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치유 여부는 아직 불확실
바이오 제약산업이 COVID-19를 극복하기 위해 백신, 항체 및 항바이러스제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반면, 연구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영역 중 하나로 장기적인 후유증(Long COVID)이 부상하고
있으며, 일부 확진자들은 팍스로비드(Paxlovid) 등의 치료제 처방으로 Long COVID를 치유
Ÿ Long COVID는 COVID-19 확진자의 최대 30%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피로 △뇌안개(brain
fog) △두통 △호흡 곤란 △관절 및 가슴 통증과 같은 광범위한 증상을 유발
* 뇌안개(brain fog)는 머리가 멍하고 생각과 표현이 분명하지 못한 증상을 의미

Ÿ 화이자(Pfizer)의 팍스로비드(Paxlovid), 머크(Merck)의 몰누피라비르(molnupiravir), 길르아드
(Gilead)의 베클루리(Veklury) 등 항바이러스제의 Long COVID 치유 여부는 아직 미지수
Ÿ ’21년 2월,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11억 5천만 달러의 기금으로 뒷받침되는 4년간의 연구를
시작했으며, NIH 연구에서 COVID-19로 사망시 감염된 44명의 부검 결과 이 바이러스는 감염
후 7개월 동안 뇌를 포함한 신체의 광범위한 부분에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
Ÿ 화이자의 경구 항바이러스 팍스로비드(Paxlovid)의 표준 5일 요법을 시행한 후 남아있는 Long
COVID 증상을 극복한 경우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COVID-19에 걸리고 심각한 형태의
바이러스로 진행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COVID-19 치료제를 처방
[ Fierce Pharma, 2022.04.18.; ST AT , 2022.03.29.]

OECD, 의약품 부족현상 원인 분석 및 효과적인 정책 제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 의약품의 부족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의약품부족
완화, 모니터링,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과, 데이터 기반의 추가분석의 필요성을 강조
Ÿ OECD가 조사한 14개국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 ’17년부터 ’19년까지 기간 동안 의약품 부족
통보 건수가 60% 증가했으며, 전체 의약품 부족 통보의 절반 이상이 신경계, 심혈관계, 항감염제
등 3대 주요 치료 분야에 집중
Ÿ 일반적으로 의약품 부족은 COVID-19와 같이 일시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키는 외인성 요인에 의해
발생되거나 공급을 제한하거나 감소시키는 내외부적 요인에서 발생
Ÿ 제조 및 품질 문제는 △생산 품질 문제 또는 제품 구성 요소의 결함 △투입물 부족 △재고 및
보관 관행 △생산 또는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준수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제조 현장 폐쇄 및 재배치로 인한 생산 중단 등으로 인해 발생
[ OECD,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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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미국, Long COVID에 대한 범정부적 정책 발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COVID-19의 완치 이후에도 나타나는 장기적인 후유증(Long COVID)에
대한 예방·감지·치료를 위해,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 지원 서비스의 확대를 할 수
있는 전국 COVID-19 대응 계획(National COVID-19 Preparedness Plan)을 발표
Ÿ (고품질 치료 제공) △우수센터 출범 및 증거기반 치료 촉진 △Long COVID 클리닉 확대 및
강화 △서비스 제공자 교육 및 임상지원 촉진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Ÿ (서비스와 지원 제공) △Long COVID에 대한 인식 제고 △포용적인 장애정책에 대한 연구 지원
△필요한 자원을 연결 △Long COVID를 경험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Ÿ (Long COVID에 대한 국가 이해 증진) △최초의 국가연구행동계획(National Research Action
Plan) 추진 △NIH의 RECOVER Initiative 등록 강화 △Long COVID 연구 및 감시체제 구축을
위한 추가 투자 △연방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근로자를 위한 조기 개입 전략 파악
[ White House, 2022.04.05.]

미국 Cleveland Clinic, 영국 런던에 184개 병상의 민간병원 개원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Cleveland Clinic)은 영국 런던에 184개 병상의 민간병원을 개원하고 영국
내외 주요 건강 보험사, 자기부담 및 대사관 지원 환자들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Ÿ Cleveland Clinic London은 세계적인 심혈관, 소화기, 신경 및 정형외과 전문의 브랜드 병원에서

치료를 원하는 영국 및 유럽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Ÿ 이 병원에는 29개의 ICU 병상과 8개의 수술실, 41개의 병상을 갖춘 신경 재활 병동 및 1,150명의
임상의가 근무하며, 첨단 기술의 로봇 장비를 갖춘 41개 병상의 신경 재활 시설도 보유
Ÿ 병원은 약국 바코드 및 로봇 구동 약품 관리 추적, 레이저 및 로봇 수술 기능, 첨단 전자의료 기록,
경피대동맥판박치환술(TAVI)과 같은 첨단 최소 침습 절차를 포함한 최신 외과 기술을 사용할 예정
Ÿ 이 병원은 재수술을 예방하는 데 선도적인 도구인 뇌 및 척수 장애에 대한 수술 중 영상을 수행할
수 있는 영국 최초의 민간병원 중 하나가 될 것이며, 기존 및 미래의 환자가 치료 옵션에 대해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치료 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게시할 예정
[ LaingBuisson, 2022.04.13.; T he Guardian,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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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료와 사회복지 통합하는 개혁 추진
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NHS) 개혁을 통해 환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하는 구조를 완성했으며 의료와 사회복지(간병·복지) 통합 및 그 인프라가 되는 디지털 헬스
가속화를 다음 개혁목표로 설정
Ÿ 영국 보건부는 2월 9일 사회복지와 의료의 통합에 관한 개혁 기획서를 발표하였는데, 의료·사회복지
통합에 성과 중의 하나로 일반의(GP)는 커뮤니티에서 건강서비스, 정신과 케어, 사회복지, 약국,
병원, 자원봉사 서비스와 협력
Ÿ 1차진료네트워크(Primary Care Networks)로 불리는 이러한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면 통합 케어를
집과 가까운 장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통합은 케어 제공자들이 협력하며 중단 없는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Ÿ ’24년까지 모든 국민의 케어기록을 보유해 전국 어디서나 디지털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된 의료·사회복지 제공에 매우 중요하며, 모든 의료·사회복지 스텝들이 디지털헬스
역량을 습득하도록 지원하고 데이터와 정보를 한 곳에서 이용하도록 할 계획
[ キヤノングロ バル 戦略研究所, 2022.04.05.; 野村総合研究所, 2022.02.15]

영국 Astrazeneca, 암 진단검사 AmoyDx와 파트너십 체결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社는 중국 암 진단검사 개발사 아모이(AmoyDx) 社와
포괄적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양사는 EU의 PARP 억제제인 린파자(Lynparza)에 대한 BRCA
테스트를 공동 개발할 예정
* 린파자(Lynparza)는 아스트라제네카와 MSD가 공동으로 개발한 동종 최초의 PARP(Poly ADP-ribose Polymerase)
억제제로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 진행성 난소암,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치료제로 승인

Ÿ AmoyDx는 ’21년 초부터 빅파마(Big Pharma)社와 협력하여 난소암의 정밀 치료를 위한 분자
동반진단 개발, 상동재조합(homologous recombination) 결핍 또는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신체의 능력 중단을 평가하는 테스트를 진행
Ÿ AmoyDx는 유방암 및 난소암 치료를 위해 AstraZeneca의 린파자(Lynparza, 성분명 올라파립
olaparib)와 함께 사용하는 BRCA1/BRCA2 검사에 대한 중국 승인을 확보
Ÿ 두 회사는 전립선 암 검사에 협력하여 상동재조합복구(homologous recombination repair,
HRR)를 방해하는 유전자 돌연변이 또는 신체의 DNA 손상 반응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HRR 프로세스를 식별할 예정
[ Fierce Biotech, 2022.04.18.; Biopharm International,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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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수술 지연의 장기화로 인해 의료관광 수요 증가
COVID-19 전염병으로 수술 연기로 인해 일부 캐나다인은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의료시설을
찾아 세계각지로 의료 관광을 선택하여 수술을 받고 있는 실정
* ’21년 10월 21일 리투아니아 클리닉에서 고관절 전체 교체 수술을 캐나다인의 수술비는 $14,000달러였으며, 리투아니아
클리닉은 공항을 오가는 교통편을 고객에게 제공

Ÿ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캐나다인들은 일반 개업의의 진료
의뢰와 치료를 받기까지 평균 25.6주의 대기 시간에 직면하고 있으며, ’22년 수술 대기 시간은
조사 역사상 가장 긴 대기 시간이며 9.3주였던 1993년보다 175% 더 길다고 분석
Ÿ 캐나다 의료 관광 협회는 캐나다를 의료 관광을 위한 세계 최고의 목적지로 선정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수술지연으로 인한 예약잔고를 고려하면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이 자국민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의 실패를 반증하고 있다고 비판
[ Global News, 2022.04.21.; Crystal Eyes, 2022.03.25.]

중국 북경시, 자유무역시험지역조례 발표
중국 정부는 ’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총 11장 68조로 구성된 ‘중국(북경) 자유무역시험
지구조례(中国(北京)自由贸易试验区条例)’를 발표하고 향후 줄기세포,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 첨단
임상의료기술 연구를 촉진할 예정
Ÿ 3월 31일에 열린 북경시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중국(북경)
자유무역시범지구조례’가 통과되었으며, 이 조례를 근거로 중국 북경시는 향후 의료 및 헬스케어,
문화관광산업 등의 발전을 지원할 예정
Ÿ 자유무역시범지구는 줄기세포,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 임상 첨단 의료기술 연구를 추진하고,
국제연구병원 및 병동 건립을 표준화하여 의약품 연구개발 성과의 인큐베이션을 촉진하고, 온라인
의료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간 원격의료를 제공할 예정
Ÿ 자유무역시범지구를 지원하여 외국의 고품질 교육 자원을 도입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고위급
협력을 수행하며 직업 교육의 국제 협력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자유무역시범지구의
문화 형식 혁신을 지원하고 온라인 시청각, 온라인 게임 등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
Ÿ 북경시는 자유무역시범지구의 인재 개발을 위한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고 인재 도입
정책을 혁신하며 자유무역시범지구의 시장참여자,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 지원을 촉진할 예정
[ 人民网, 2022.03.31.;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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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의료관광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
’22년 4월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세계 각국의 국경 재개방으로 인해 말레이시아의 의료관광이
조만간 이전의 수준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
Ÿ MIDF Amanah 투자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료관광위원회(Malaysia Healthcare
Travel Council, MHTC)’의 적극적 지원으로 ’21년 말레이시아 의료관광 부문 매출액이 1억
3천만 달러(U$)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당초 목표보다 6% 이상 증가한 수치
Ÿ MIDF는 ’22년 의료관광 부문 매출 목표치를 1억 9천만 달러로 제시하였고, MHTC는 말레이시아의
의료관광산업의 회복과 함께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료관광산업청사진 (Healthcare
Travel Industry Blueprint)’을 발표
Ÿ MIDF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새롭게 수립된 청사진에 따라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의료관광
전문병원을 본격화하고, 외국인 투자 확대, 공동 연구개발, 혁신 및 첨단 기술의 공유 등을 통해
병원과 의료 기관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 Borneo Post, 2022.04.03.; LaingBuisson, 2022.04.13.]

WHO, COVID-19 긴급위원회 제11차 회의 결과
세계보건기구(WHO)는 4월 11일 COVID-19 긴급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소집하고 COVID-19
팬데믹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로 유지하기로 결정
Ÿ 긴급위원회는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으로 COVID-19 팬데믹을 대응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공중보건 및 사회조치(PHSM)’를 완화하고 진단검사를 축소하는 전략은 바이러스의 진화를
모니터링하는 글로벌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 표명
Ÿ 고위험군 해외 여행자에 대해 도착 시점에 COVID-19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중증이나 사망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항바이러스제의 부적절한 사용이 약물 내성 변종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 긴급위원회는 위험기반접근법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여행금지조치를 해제하고, 백신접종, 진단검사, 여행자 격리를 시행하고
국제보건규정(IHR) 제40조에 따라 국제 여행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지 않을 것을 권고

Ÿ 긴급위원회는 저소득 국가에서 제한된 백신 접종과 면역 약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국제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COVID-19 팬데믹을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각국에 11개의 임시권고사항을 제안
[ WHO, 2022.04.13.]

11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2.05.02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정신건강을 위한 원격의료 및 재정부양 정책
COVID-19 팬데믹 이후 미국의 대량 퇴직은 미국의 정신건강 상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원격의료 및 재정부양 정책과 같은 수단을 통해 번아웃을 해결하는 것이 정신건강
위기 악화 예방에 매우 중요
Ÿ 미국에서 탈진한 의료 종사자부터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한 CEO에 이르기까지
기록적인 퇴직이 발생하면서 ’21년에 약 4,700만명이 퇴사 또는 이직
Ÿ 1918~1920년의 인플루엔자 대유행 기간 동안과 COVID-19 시기의 자살률을 비교한 결과 유사한
패턴이 발견되었는데, 각 사건의 첫 해에 자살률이 감소했지만 그 다음해에는 급격히 증가
* 미국 사망자 10만명당 자살률은 1917년 14.7명에서 1920년 11.3명으로 감소했으나, 1921년에는 13.9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2019년 13.9명에서 2020년 13.5명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자살률은 15.1명으로 추정

Ÿ 번아웃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면 직장 변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사회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원격의료는 정신건강 지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상환부담 경감 등을 통해 정신건강 위기 예방에 중요
[ WEF, 2022.03.30.]

미국 디지털 치료제,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제기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승인을 받고 있지만, 보험 환급이나
환자와 의사간의 디지털 치료제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
Ÿ ’20년에 FDA는 ‘주의력 결핍/과다행동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를 가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용 비디오 게임인 아킬리(Akili)社 제품을 승인했으며,
페어 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사 등의 치료제가 출시되어 시장이 확대
Ÿ 디지털 치료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이러한 의학적 근거를 가진 디지털 치료제와

단순 건강과 웰니스 목적의 애플리케이션과의 구분 및 그에 따른 처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험 환급을 위한 가격 정책에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
Ÿ 이러한 상황에서 Pear나 Akili와 같은 대표적인 디지털 치료제 개발사의 매출액은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치료제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
[ Healthcare Dive, 2022.04.12.; Forbes,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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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learn.AI, 임상시험용 디지털트윈을 생성
미국 임상시험을 위한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Unlearn.AI社가 5천만 달러
자금조달에 성공하였으며, 독일 다름슈타트에 소재한 Merck KGaA(Merck와 별도의 제약 회사)는
Unlearn.AI 제품을 활용하여 디지털트윈의 예후 정보를 무작위 통제 시험에 통합
Ÿ ’18년 존홉킨스(Johns Hopkins) 연구에 따르면 임상 시험은 수년(평균 6~7년) 동안 지연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참가자 부족 및 프로토콜 변경과 같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약 승인을 뒷받침하는 임상시험의 중앙값은 1,900만 달러
Ÿ 임상시험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디지털트윈(컴퓨터 모델로 만든 디지털 표현방식)에 대한 아이디어가
민간 및 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예측 시뮬레이션 기술과 디지털트윈을 통해 질병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건강 위험을 평가함으로써 임상시험용 디지털트윈은 의료 개선이 가능
Ÿ Unlearn.AI의 디지털트윈 제품은 AI와 과거 데이터의 조합을 기반으로 구축된 더 작고 더 빠른 연구를
위해 시험 중인 환자의 특성을 복제하고, 임상 시험에서 실제 환자 기록과 동일하게 보이는 인구통계정보,
공통 테스트 결과 및 바이오마커를 포함
Ÿ Unlearn.AI는 제약, 생명공학회사 및 학계 연구원과 협력하여 임상 시험에서 모든 환자를 위한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며, 디지털 트윈에서 파생된 결과를 수정한 후 치료 효과를 더 정확하게 추정
[ T ech Crunch, 2022.04.19.; Clinical T rials Arena, 2022.04.20.]

영국 NHS England,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계획 발표
영국 NHS England는 기술과 서비스의 생태계인 ‘통합 데이터 플랫폼(Federated Data Platform,
FDP)’의 구축을 위해 2억 4천만 파운드 규모로 추산되는 조달 계획을 공개
Ÿ NHS England가 공개한 FDP 계획은 의료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NHS
전체의 디지털 전환과 개선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Ÿ FDP 계획은 △영국 국민 건강 증진 및 국민 개개인의 건강에 대한 통찰력 제시 △헬스케어에
대한 조정기능 확대 △지연된 선택적 수술 재개 △백신 및 면역 시스템 확보 △공급망 구축 등
5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될 예정
Ÿ FDP 플랫폼은 다양한 복수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공통된 모델로 광범위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가상 데이터베이스이며, 개별적으로
보관되어 접근이 어려웠던 민감한 개인건강정보를 통합 관리할 것으로 기대
[ Healthcare I T News, 2022.04.11.; Digital Health,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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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뇌졸중 재활에 도움이 되는 마인드콘트롤 VR 게임
영국 UKRI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 코지타트(Cogitat)가 개발 중인 두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구동 게임에는 환자가 생각하는 움직임을 수행하는 가상 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통해 환자들이
다양한 손 운동을 연습하고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Ÿ 많은 뇌졸중 환자는 뇌와 근육 사이의 연결 단절로 인한 상지 운동 장애가 있으며, 마인드콘트롤
가상현실(VR) 손은 VR 보조 물리치료의 일부로 뇌졸중 환자의 손 움직임 회복을 지원
Ÿ 이 프로그램은 환자들이 다양한 손 운동을 연습하고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원하며,
클리닉에서 물리 치료 세션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집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잠재적인 이점도 보유
Ÿ Cogitat의 획기적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과 VR 및 게임 기술의 결합은 영국에서 만성
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 뇌졸중 환자의 재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UKRI, 2022.04.11.; Imperial College London, 2022.04.11.]

일본, 디지털을 활용한 지자체 의료지원 체제 구축
일본은 COVID-19 확산 이후 진행된 온라인 진료를 비롯해 디지털을 활용해 각 지자체의 의료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건강의료 영역은 정부의 규제완화와 재계의 제언 등을
바탕으로 그간 어려웠던 정책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단계
Ÿ 일본 대부분의 지역은 고령자를 중심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의사부족도
큰 과제로 방문 진료는 긴 이동거리와 의사의 고령화로 인한 부담증가가 우려
Ÿ 이에 일부 지자체는 간호사 등 의료진이 이동 진료차로 환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차내 화상전화를
이용한 온라인 진료를 ’21년 개시하였으며,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를 따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온라인 진료보다 안전하고 품질 높은 진료가 가능하고 의사의 이동시간 단축이 가능
Ÿ 아직 일정 조건으로 제한되거나 검토중인 부분도 있지만 COVID-19 확산 이후 온라인 진료,
온라인 복약지도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디지털을 활용한 의료체제 구축이 가능할 전망
Ÿ 일본은 가칭 ‘디지털 전원(田園)건강특구’를 설치해 규제개혁을 추진중이며 일본경제단체 연합회는
‘Society5.0 시대의 헬스케어Ⅲ’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헬스케어가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과 메리트를 구체적으로 정리
[ PwC Japan, 2022.04.12.; 日本経済団体連合会,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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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RWE 기반 연구개발이 촉진될 전망
COVID-19 팬데믹으로 사회 전반에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제약산업은
환자의 데이터 활용과 임상시험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창출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 플랫폼에서
수집하는 ‘디지털화된 환자·생활인의 데이터’가 핵심이 될 전망
Ÿ 이미 미국에서는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임상시험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FDA가 승인한 안건의
절반 이상이 유효성 혹은 안전성의 보조적인 증거로 실제임상근거(RWE)를 사용
Ÿ 향후 디바이스 자체 성능이 향상되면 수집한 데이터의 신뢰성도 높아져 디지털로 취득한 RWE
데이터를 임상시험 대조군으로도 사용하고,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해 임상시험을 분산 실시함으로써
임상시험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낮추는 것도 가능
Ÿ 제약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의료데이터뿐만 아니라 건강데이터, 간병데이터를 포함한 전반적인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IoT기기 발전으로 집, 병원, 거리에서 환자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화된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는 리빙랩이 더욱 발전할 전망
* 리빙랩(Living Lab)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장을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용자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칭

[ 医薬産業政策研究所, 2022.03.; 日本經濟新聞, 2022.02.20.]

웨어러블, 심장박동 추적기술의 확산과 함께 제기되는 우려
애플워치(Apple Watch) 및 핏빗(Fitbit)과 같은 웨어러블 기기에 내장된 심장 박동 추적 기술은 ‘기술의
업적’이지만 헬스 전문가들은 그들이 생성하는 데이터가 항상 유용한 것은 아니며 불필요한 진단 및
치료로 이어질 수 있어 환자와 의사의 걱정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
Ÿ 애플(Apple)社와 구글(Google)의 자회사 핏빗(Fitbit)社는 심장박동 리듬을 확인하고 동기화되지
않을 때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을 보유한 웨어러블 기기를 판매
Ÿ 기기는 △정교한 광학 센서를 사용하여 혈액량을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심장 박동을 집계하거나
△내장된 소형 심전도를 통해 심장의 전기활동을 기록하는 방식 등 두 가지의 기술이 활용
Ÿ 두 가지 방식 모두 약 2.7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뇌졸중과 심부전의 위험 가능성을
높이는 질환인 심방세동을 감지
*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은 심방의 수축이 소실되어 불규칙하게 수축하는 상태로, 부정맥의 일종

Ÿ 일부 심장 전문의는 궁극적으로 모든 치료는 의사에게 맡겨지고 있기 때문에, 기기가 생성하는 정보가
항상 유용하지는 않으며 기기의 알림은 확실한 진단이 아니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
[ KHN, 2022.04.20.; Advisory Board, 2022.04.21.]

※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해외동향을 요약한 것으로 기관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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