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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착용’ 정책, 이스라엘·영·미 사례 비교 분석

암

COVID-19 확산추세에서 각국은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마스크착용을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백신접종률이 높은 일부 국가들이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COVID-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마스크착용을 재권고하는 등 마스크착용 정책 추진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는 바, 이에 이스라엘, 영국, 미국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

[1]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의 마스크착용 정책 동향

 이스라엘, 영국, 미국 3개국은 마스크착용 의무를 일부 해제

�주요국가 및 전 세계 COVID-19 백신 접종률�

(단위: %, 아워월드인데이터 7월 18일 기준)
: 

Ÿ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21년 4월 18일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고 백신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결정

Ÿ 영국은 5월 17일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으며, 미국은 5월 16일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공식석상에 나타나 ‘복잡하지 않은 장소라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

Ÿ 5월 16일을 기준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각 주(州), 지방, 직장 등 개별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Ÿ 영국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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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전략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집단면역으로 정책기조를 선회 

Ÿ 이들 3개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일부 해제하게 된 배경은 높은 1·2차 백신 접종률과 백신 

재고물량 확보로 인한 집단면역에 대한 자신감에 기인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COVID-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영국·미국도 밀집한 공간내에서의 마스크착용을 권고하는 ‘약한 

억제(soft suppression)’ 방향으로 선회

Ÿ 최소한의 방역조치로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정책을 취한 이스라엘은 

6월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풀고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까지 해제하자 7월 15일 이스라엘은 

일일 확진자수가 855명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3월 2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

Ÿ 이스라엘은 급속한 확산세를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밀폐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마스크착용 의무화 조항은 삭제된 지 2주만에 다시 복원 

Ÿ 영국은 델타바이러스 확산으로 7월 16일 일일확진자수가 51,870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1월 15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자 엄격한 방역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7월 19일부터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방역 규제를 해제

Ÿ 그러나 영국정부는 COVID-19 위기가 해소될때까지는 대중교통과 같은 밀집 공간에서의 

마스크착용이 계속 필요하다는 가이드라인과 ‘개인의 판단과 책임’을 강조

Ÿ 미국 일부 과학자들과 보건전문가들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미국 전역과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가 전환되지 않는다면,  ‘21년 가을에 실내에서의 마스크착용 

의무와 공중보건조치가 ’21년 가을에 미국에서 다시 시행될 수 있다고 전망

[2] 마스크프리(mask-free) 사회로의 회귀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수

 최근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마스크착용 의무만 해제하는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의 마스크프리 사회로 회귀하기 위해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이 선제적·단계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

Ÿ 이스라엘이 실외 마스크착용 의무를 해제했을 때 백신 2회 접종자 비율은 57.5%였으며 영국이 

학교 내 마스크프리를 허가했을 때 접종률은 30.2%, 미국이 백신접종 완료자의 마스크프리를 

허가했을 때 접종률은 36.0%에 도달

Ÿ 이스라엘은 4월 18일 마스크 프리 선언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취해 왔는데, 

일단 국민을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로 구분하고 행동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

Ÿ 면역을 획득했다는 증거인 ‘그린 패스’를 제시해야 오락시설 및 스포츠 시설,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4월 5일에는 군대에서 시범적으로 야외 훈련 중 마스크 착용을 면제하고 

그 영향을 평가(6월 1일 그린패스 운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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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영국은 4월 16일 The Events Research Programme(ERP)을 발족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대상으로 COVID-19 감염 리스크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5월 3일 열린 댄스 

이벤트에 약 5,000명이 마스크프리 상태로 참여

Ÿ 한편 미국은 마스크프리 사회로 회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으며 CDC와 

바이든 대통령이 마스크프리를 선언했음에도 주별로는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

Ÿ 6월 4일 기준 24개 주는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으며 11개 주는 원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었던 반면 마스크 착용을 계속 요구하는 주도 존재

Ÿ 뉴욕은 백신접종 완료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했지만 미접종자는 여전히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5월 19일 기준)이며 민간이기는 하지만 대형 슈퍼체인점이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백신접종 완료자는 면제)

�이스라엘·영국·미국의 마스크 착용 정책 동향�
: 

이스라엘 (마스크 프리 선언 당시 백신접종률 57.5%) 
마스크 프리 선언 Ÿ 4월 18일, 마스크 프리로 회귀. 정부가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발표

실시한

시책

Ÿ 2월 21일, 백신 2회차 접종 후 1주일이 경과한 사람 또는 감염에서 회복된 사람에 대해 
그린배지 부여. 배지가 있는 사람들의 행동제한을 완화

Ÿ 3월 7일, 배지 유무에 따른 행동제한을 더욱 완화

Ÿ 4월 5일 군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야외 훈련중 마스크 착용 면제

영국 (同 백신접종률 30.3%)

마스크 프리 선언 
Ÿ 5월 16일,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는 장소에서는 계속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실시한 시책 Ÿ 4월 16일부터 수천 명 규모의 마스크 프리 이벤트를 여러 차례 개최

미국 (同 백신접종률 36.0%)

마스크 프리

선언

Ÿ 5월 14일 CDC가 일부 환경을 제외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가이드라인 발표

Ÿ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마스크 프리로 공식적인 행사에 나타나 ‘혼잡하지 않으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코멘트를 발표

실시한 시책 Ÿ 주별 대응이 다르며 연방차원의 특별 조치는 미시행

[3] 국민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상황을 체험시키는 과정이 필요

 이스라엘·영국·미국에서 추진하는 마스크프리(Mask-free)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단계적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하며,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COVID-19 상황에 대해 국민들을 논리적으로 

납득시키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과 체험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

Ÿ 백신접종률, 신규감염자수, 병상 가동률 같은 지표의 개선을 보고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논리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를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어떤 지표’가 ‘어떻게 변하면’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

[ PWC Japan, 2021.06.23.; The Sun, 20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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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원격의료,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 형태로 전환될 전망

 미국의 민간 및 공공 의료보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21년 1분기말 기준 원격의료 

사용자가 COVID-19 팬더믹 최고치에서 37% 감소하고 있지만, 원격의료의 채택은 

COVID-19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

Ÿ ’19년 3월~’20년 3월 기간 동안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 건수는 154%나 증가한 1,200만건에 

달했으나, ’21년 3월 기준으로는 900만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 

소비자들이 가장 편리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

Ÿ 메디케어 수혜자를 제외한 3,800만명의 미국인이 팬데믹 기간 동안 9,600만회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러한 원격의료 수요는 주로 정신과 진료로, 전체 이용 횟수의 35%를 차지

Ÿ 소비자가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한 원격의료 서비스 공급업체들은 △서비스 가격을 적절한 

수준까지 낮추고 △보다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 형태를 갖추고 △보건 의료 시스템 및 병원들과 

보다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등 서비스 공급 네트워크를 최적화 필요성에 직면

[ eMarketer, 2021.06.29.; The Hill, 2021.06.11.]  

미국 Apple, 헬스앱 기능을 통해 데이터 접근성 제고

 미국 애플(Apple)社가 개발한 새로운 헬스 앱 기능은 의사들에게 용이한 데이터 접근성을 

제공할 예정이며, 6개의 EHR 업체인 Cerner, DrChrono, Athenahealth, Allscripts, CPSI, 

Meditech Expanse는 의사와 애플 플랫폼간의 건강기록 공유기능을 지원할 예정

Ÿ Apple의 발표에 따르면 이 건강기록 플랫폼은 Cerner, DrChrono, Athenahealth와 같은 주요 

전자의료기록(EMR) 정보업체의 데이터를 지원할 예정

Ÿ 보건 의료 관련 조직들은 이들 의료기록 정보업체들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Apple의 Health Records 

플랫폼을 지원할지 여부와 환자와 이 기능을 공유할지 여부를 선택 가능

      * Apple의 Health Records 플랫폼과 전자 의료 기록 정보 업체들간의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이 매우 중요한데, Apple은 ’18년부터 FHIR이라는 이름의 표준 APIs를 준수하여 개발

Ÿ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의사들은 향후 병원 밖에서도 환자들의 신체 정보를 매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질병의 상황에 대한 보다 완벽하고 전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Fierce Healthcare, 2021.06.30.; The Verge,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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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Nanopore Sequencing 기술을 통한 바이러스 특성 연구 

 영국은 COVID-19 출현 초기 단계부터 실시간 나노포어 시퀀싱(nanopore sequencing) 

기술을 사용하여 바이러스의 확산 동향을 추적해왔으며, 바이러스를 이해하고 COVID-19에 

대한 공중 보건 반응을 알리는 데 중요한 유전 데이터를 생성 및 공유

Ÿ 영국 버밍햄 대학의 연구진들은 ’20년 COVID-19의 발생 초기부터 이 nanopore sequencing 

기술을 이용하여 바이러스의 확산 동향을 추적 

      * nanopore sequencing은 DNA 또는 RNA 같은 핵산의 염기서열 결정에 사용되는 3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으로, 

직경이 1.5nm인 나노포어를 이용하여 DNA 또는 RNA가 나노포어를 통과할 때 염기마다 다른 전류 흐름의 

차이를 측정하여 염기서열을 결정하는 기법

Ÿ ’21년 3월 영국 COVID-19 유전체학 컨소시엄(COVID-19 Genomics UK Consortium, 

COG-UK)을 설립하여 보다 신속한 COVID-19 유전자의 시퀀싱을 할 수 있는 기기들을 개발했으며, 

5월 기준으로 확보한 46만개 이상의 COVID-19 유전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폭넓게 공유

Ÿ COVID-19 분석에 사용되는 nanopore sequencing 기술은 장티푸스 세균과 COVID-19에 

대한 숙주 반응 비교 연구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 GEN, 2021.07.01.; GEN, 2021.07.01.]

유럽 의회 및 EU이사회, HTA 규정에 대한 정치적 합의 도출

 유럽의회와 EU이사회는 혁신적인 의료기술의 가용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며, EU 전역에서 HTA의 품질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료기술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 HTA)' 규정에 대한 정치적 합의 도출

Ÿ HTA 규정은 EU 환자를 위한 혁신적인 의약품과 의료기기와 같은 혁신적인 의료 기술의 가용성을 

개선하게 되며, 의료 기술 관련 경영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Ÿ 또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며, HTA 관련 기관과 기업 간 규제 노력의 중복 방지, 장기적 

측면에서 EU의 HTA 관련 협력 등의 부수적 효과도 창출할 것으로 예상

Ÿ 이번에 도입되는 새로운 규정에는 EU 전역의 환자들에게 중요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첨단 의약품과 

의료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EU의 제약 전략(Pharmaceutical Strategy)과 유럽 암극복 

계획(Europe’s Beating Cancer Plan)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

Ÿ HTA 규정에 따라 현재 EU가 자금지원을 한 프로젝트 단위의 의료기술평가에 대한 EU 회원국간의 

협력 시스템을 공동 작업을 위한 영구 프레임워크로 대체할 예정

[ European Commission,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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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OH 데이터, 알츠하이머 환자의 헬스케어를 강화

 인구통계학 및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DOH) 데이터에 

기반한 알츠하이머 연구로 특정 인구집단의 알츠하이머 환자의 헬스케어를 강화

Ÿ SDOH는 교육, 직업, 소득 재산 등의 사회 경제적 위치, 인종이나 젠더, 연령에 따른 차별, 비정규 

노동이나 교대근무와 같은 노동시장 환경, 개인의 관계망, 소득 불평등과 정치 체계, 경제 위기 

등 개인과 집단의 건강을 결정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의미

Ÿ 미국 노스텍사스대학 보건과학센터의 중개연구소(Institute for Translational Research)는 

알츠하이머 질병의 생물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초기 인구통계학적 데이터와 

함께 SDOH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알츠하이머 질병의 기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

      *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는 의학 분야에서 실험실 등에서 수행된 기초과학 연구 결과를 임상과학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연구를 의미

Ÿ 한편으로,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는 ’17년부터 시작된 라틴계 노인의 건강 및 노화 연구(Health 

and Aging Brain among Latino Elders, HABLE study)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연구는 미국국립보건원(NIH)이 자금지원을 제공

[ Health IT  Analyt ics, 2021.07.01.; EurekAlert ! , 2021.06.24.]

의료서비스, 기술 인프라가 클라우드로 이동할 전망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엑센츄어(accenture)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COVID-19 이후 소비자의 

기대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재구상하면서 기술 인프라가 

클라우드로 이동할 것으로 분석

Ÿ 설문조사의 결과들은 COVID-19 팬데믹 이후의 헬스케어 소비자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적이면서 디지털 우선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Ÿ 400여개의 의료 및 보건기관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의 기술 인프라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뀌게 되는 시점이 ‘22년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66%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의 96%는 3년 이내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답변

Ÿ 한편으로 응답자들은 지난 10여년간 지체되었던 보건 의료 분야의 혁신 아젠다들이 이번 

COVID1-19 팬데믹을 계기로 2~3년 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Ÿ 헬스케어 의사결정자들은 가상관리 요구, 급속하게 변화하는 헬스케어 소비자 기대치 및 

새로운 생태계 파트너십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혁신을 우선 순위로 정할 전망

[ Accenture, 2021.06.21.; Gulf  News,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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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뉴로모듈레이션 제품에 혁신의료제품 지정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일련의 뉴로모듈레이션(neuromodulation) 제품과 암 및 심혈관 

관련 치료의 예후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의료기기에 대한 ‘혁신치료제·의료기기 

지정(breakthrough designations)’ 승인을 발표

      * 뉴로모듈레이션은 특정 뉴런에 적절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다양한 뉴런 집단을 조절하는 생리적 과정을 의미하여,  

내화성초점간질(refractory focal epilepsy)은 기존의 의약품으로 치료되지 않는 운동중추손상성 간질을 의미

Ÿ Neuroelectrics社의 뇌 건강을 유지하고 복구하는 전기적 자극을 위한 맞춤형 플랫폼, Neuros 

Medical社의 하지 절단 환자의 만성적인 고통을 줄여주는 고주파 신경차단시스템, Onward社의 

척수손상 환자의 혈압과 상체제어를 위한 전기자극 플랫폼이 혁신의료제품 지정을 획득

Ÿ 암 및 심혈관 관련 혁신의료제품 지정 현황을 보면, Alpha Tau Medical은 알파선 항암 

요법으로, Ibex Medical Analytics는 암의 진단에 AI를 적용하는 플랫폼으로, Sensome는  

혈전의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AI 기반의 플랫폼으로 FDA 지정 승인 획득

[ Medtech Dive, 2021.07.02.; Business Wire, 2021.06.30.]  

미국, 의약품 미국내 제조정책 강화 배경  

 미국은 COVID-19 위기로 인해 의약품에 대한 외국 제조업체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단일 국가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자체 의약품 제조 역량을 개발하고, 'made in USA' 

원산지 요건을 강화하고, 재정지원과 신속한 약물 승인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정책 필요성 제기

Ÿ 미국 사회는 COVID-19의 확산으로 공공 보건과 인종 갈등부터 경제 위기와 공급망의 마비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겪는 가운데, 필수 의약품과 개인 보호장비의 대부분을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영국, 프랑스 등의 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급망이 너무 길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부상 

Ÿ ’19년 미국 FDA는 미국의 의약품 시장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수익이 높지 않은 

의약품 제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고 △성숙한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부족하며 

△이러한 혼란를 극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물류 및 규제 측면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

Ÿ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외국의 제약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정 지원과 신속 승인제도를 

통해 미국내 제약제조사를 양성하는 정책기조의 강화가 필요

[ Brookings, 2021.06.14.; Washington Univ. in St .Louis,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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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청소년 정신건강에 2,400만 파운드 투자

 영국 연구혁신기구(UKRI)는 영국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2,400만 파운드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

Ÿ 이번 투자로 시작되는 프로젝트들은 청소년들이 성숙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정신을 개발하고, 이러한 성장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

Ÿ 과거에 진행된 연구들에 따르면 정신건강 문제의 75%가 18세 이전에 나타난다는 점을 볼 

때, 청소년 시기의 정신 건강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은 정신적인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Ÿ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메커니즘과 이유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어떤 요인이 청소년들의 감수성이나 회복력을 강화하는지를 파악할 예정

      * 세부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도록 소셜 미디어를 개선하고,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문학이나 음악, 미술과 같은 창조적인 예술 분야를 사용하는 방안 등을 연구

[ UKRI, 2021.06.28.; Research Live, 2021.06.30.]  

유럽 EC, 대장암 병용 치료제 Opdiva+Yervoy를 승인

 EU집행위원회(EC)는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社가 개발한 특정 전이성 대장암에 대해 

상당한 효과를 보인 면역항암제인 옵디보(Opdivo, 성분명 nivolumab)와 여보이(Yervoy, 

성분명 ipilimumab)를 결합하여 치료하는 대장암 병용치료제를 승인하기로 결정

Ÿ 전이성 대장암은 전이성을 가지고 있는 불일치복구결함(mismatch repair deficient, 

dMMR)이나 세포 내 유전자들이 쉽게 돌연변이와 종양 세포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현미부수체 

불안정성(microsatellite instability-high, MSI-H)으로 발병

Ÿ 대장암 병용 치료제는 mMMR 또는 MSI-H를 보유한 전이성 대장암(metastatic colorectal 

cancer, mCRC)에 걸린 성인 환자들에 적용

Ÿ 임상 시험에서 병용치료제는 플루오로피리디린(fluoropyridine), 옥살리플라틴(oxaliplatin) 및 

이리노테칸(irinotecan)로 치료를 받은 MSI-H/dMMR mCRC를 가진 환자에서 64.7%의 객관적 

반응률(ORR)과 12.6%의 종양 완전소실 등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수치가 도출

Ÿ 이번 승인은 환자에게 Opdivo 3mg/kg과 Yervoy 1mg/kg을 3주마다 1번씩, 총 4회 투여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2상 실험 결과에 기초한 것이며, Opdivo+Yervoy의 승인은 위장관 

종양에 대한 복합 면역항암치료제로는 최초의 사례

[ EPR, 2021.07.02.; Pharma T imes,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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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체질의 디지털화를 가능하게 하는 게놈 과학 추진

 인간게놈 정보를 이용한 치료 및 건강증진 과학은 크게 △질병에 걸렸을 때 병세나 치료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수의 유전자를 찾아내는 방법과 △많은 유전자의 영향을 총체적으로 

해석해 걸리기 쉬운 질환을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

Ÿ 소수의 유전자를 찾아내는 것은 동반진단이나 암게놈 프로파일로 불리는 진단보조 방법이며 

암 영역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질환 예측 방법은 다중유전자위험점수(PRS)로 불리는 수치화 

방법 등이 대표적이며 순환기 관련 질환이나 대사계열 질환 분야에서 진행

Ÿ 이러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이유는 △게놈 해석 비용 인하 △게놈 정보와 세트인 진료정보나 

건강정보의 축적 △서로 다른 연구 데이터 통합에 위력을 발휘하는 임퓨테이션법(imputation) 

개발 등이며, 이로 인해 실제 게놈 해석 비용이 현재 십만 엔 정도로 떨어진 상태

Ÿ 현재 일본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4곳으로 이들의 

주력제품은 대부분 3만 엔대이며, 향후 게놈 관련 비즈니스는 자신이 걸릴 수 있는 질환을 

가시화하는 예방의료·선제의료 분야로 확대될 전망 

[ NTTデ タ経営研究所, 2021.06.29.; 日経バイオテク, 2021.06.11.]

화장품 산업, 포스트 팬데믹 시대 대비 지속가능한 혁신이 필요

 COVID-19의 영향으로 '20년 글로벌 미용산업은 약 20~30% 감소했으며, 무독성 포뮬러, 

투명한 성분 라벨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시키고 

있으며, 향후 생존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 

Ÿ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McKinsey)社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가처분소득의 감소, 봉쇄조치와 원격 근무의 확산으로 소비자의 화장품 소비가 17% 감소

Ÿ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27년까지 4,635억 달러 규모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디지털화에 대한 수요 확대, 사용하는 제품 자체에 대한 관심도와 제품의 사용 

방법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의 변화로 과거와 다른 형태를 소비자행동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

      * COVID-19 위기가 한창인 ’20년에도 무독성 원료, 투명한 성분 공개, 환경 영향의 최소화를 내세운 제품의 판매가 

11%나 증가했으며, 화장품의 원료나 성분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비중이 40%를 차지

Ÿ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화장품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다목적 제품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제품 개발 △높은 효능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윤리적인 원자재 수급 

△천연 및 유기농 원료에 기반한 무독성 제품 개발 등에 대한 혁신이 필요

[ Entrepreneur, 2021.07.04.; Forbes,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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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바이러스, 높은 감염력과 백신 예방확률 분석 사례

 COVID-19 변이바이러스의 감염력은 기존 바이러스의 약 1.8배로 알파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의 1.32배, 베타는 1.5배, 감마는 1.4∼2.2배로 추정되며 지타, 카파, 델타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전문가들은 모두 감염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Ÿ 백신의 효과를 보면, 화이자 백신은 알파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높은 예방효과를 확인한 반면 

나머지 변이바이러스는 백신으로 얻은 중화항체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Ÿ 잉글랜드 공중위생국은 알파 및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예방효과를 밝히기 위해 

4월 5일∼5월 16일 COVID-19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비교한 증례대조 연구를 실시

Ÿ 동 연구에 따르면, 1회 접종 후 21일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화이자 백신의 예방 확률은 알파변이에 

대해 49.2%, 델타변이에 33.2%였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알파 변이 51.4%, 델타변이에 

32.9%의 예방 확률을 확인

Ÿ 2회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한 백신 완전접종 후에는 화이자 백신은 알파변이에 대해 93.4%, 

델타변이에 대해 87.9%의 예방확률을 확인했으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알파 변이에 66.1%, 

델타변이에 59.8%의 예방확률을 확인

[日本経済研究センタ, 2020.06.30.; Newsweek, 2021.06.15.]

WEF, 건강한 도시와 지역사회를 위한 백서 발표

 세계경제포럼(WEF)은 사람들이 보다 지역 환경 속에서 보다 긴 수명과 충만한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19년부터 ‘건강한 도시 및 지역사회(Healthy Cities and  

Communities)’라는 프로젝트를 출범하였으며,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목표의 방향을 제시

Ÿ ‘건강한 도시와 지역사회’라는 계획은 우선, 건강과 웰빙에 대한 정의를 영양, 위생, 신체 활동, 

휴식, 감정의 회복, 정신 건강, 환경 및 사회적 웰빙, 직업과 재정적 웰빙의 8가지 상호 연관된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평가

Ÿ 건강한 도시와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년간 미국의 저지 

시티와 오스틴, 인도의 뭄바이 등지에서 시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Ÿ 이 백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자신들의 도시를 평가할 수 있는 ‘건강한 삶에 대한 프레임 

워크’ △성공적인 파트너십 방법을 제시한 ‘이해 관계자 툴키트’, △이해관계자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가를 제시한 ‘도시의 경로’의 세가지 내용으로 구성

[ World Economic Forum,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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