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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 견조한 성장세 유지

ㅂ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인 맥킨지(McKinsey)에 따르면, 원격의료 분야는 △강력하고 지속적

인 사용량 증가 △소비자의 선호도 제고 △투자 확대로 인해 ’21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활용은 COVID-19 이전보다 38배 증가

[1] 미국 원격의료 동향

 팬데믹 상황 초기에 밀접 접촉에 따른 COVID-19 전염을 회피하기 위해 ’20년 4월에는 

2월 대비 원격의료 이용 횟수가 78배나 증가

Ÿ 이러한 원격의료 사용 빈도수의 증가세와 추세의 지속 현상은 원격의료를 사용하려는 

소비자들과 원격의료를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사들, 원격의료를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의료비 환급 대상으로 지정하는 규제 변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Ÿ COVID-19 팬데믹 동안 원격의료는 의료 서비스 제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상의료·하이브리드 가상의료·직접대면의료라는 새로운 의료 모델의 유형을 제시

      * McKinsey는 ’20년 5월 29일자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 헬스케어에 지출되는 비용 2,500억 달러가 가상의료에 

대한 지출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

 ’21년 2월 기준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은 팬데믹 이전 대비 38배 증가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의료 가상화 서비스 가능 수준의 2/3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

Ÿ 소비자나 의사의 원격의료에 대한 태도는 팬데믹 상황 이전부터 꾸준히 개선되어왔으며, 

’20년 봄의 급증 상황 이후 약간 감소했는데, 이러한 감소세는 기술적 보안 우려와 같은 

장애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

Ÿ 원격의료의 확산을 가능하게 한 의료 서비스 관련 규제의 변화는 원격 의료 서비스의 지속이나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

      * 미국 메디케어및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21년부터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료비 환급코드를 적용

[2]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 동향

 지속적인 기술혁신에 힘입어 ‘가상 응급 진료’부터 다양한 의료 분야에 이르기까지 가상 헬스케어 

모델과 관련 비즈니스 모델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상 헬스 솔루션과 원격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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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되는 추세

Ÿ ’20년 기준 벤처 캐피털의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는 ’17년 대비 3배나 증가하고 있으며, 

’21년 상반기 자금시장에서 벤처 캐피털에 의한 디지털 헬스 분야 자금조달은 147억 달러 

규모로 ’20년 연중 투자규모 146억 달러 수준을 초과

Ÿ ’21년 상반기 투자 규모는 ’19년 총 투자 77억 달러의 두 배 수준이며, ’21년 디지털 헬스 

분야 투자 규모는 250억~30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Ÿ 상위 60개 가상 의료 기업들의 ’20년 매출액 합계는 55억 달러로 전년 30억 달러 대비 

83% 증가

[3] 원격의료에 대한 소비자와 의료 종사자들의 인식

 McKinsey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약 40%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원격 의료를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팬데믹 이전 조사결과인 11%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준

Ÿ 소비자들의 40~60%는 ‘디지털 환자 접수’나 ‘저가의 가상 일차 진료’와 같은 다양한 가상 

의료 솔루션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

      * 그러나 디지털헬스 솔루션에 대한 관심도와 실제 사용 사이에는 과거부터 일정한 격차가 존재

� 최근의 의사 방문 형태(2021.6.14.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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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종사자 대상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내과 의사의 

58%가 팬데믹 상황 이전에 비해 원격 의료에 대해 호의적으로 답변

Ÿ 그러나 이러한 의사들의 원격 의료에 대한 호의적 인식 수준은 64%를 기록한 ’20년 9월 

조사에 비해 소폭 하락

Ÿ ’21년 4월 기준으로, 조사 대상 의사의 84%는 가상 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57%는 이러한 

가상 의료 서비스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

[4] 원격의료 정책 시사점

 원격의료 서비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소비자나 제공 인력 

모두 새로운 의료 서비스 전달 모델의 가치 제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Ÿ 원격의료는 반복되고 일상적인 진단 및 치료에서 편의성을 크게 제고하게 되며, 특히 환자들을 

필요한 진료 분야나 중증도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디지털 환자 접수’ 등에서 강점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예상

Ÿ ‘가상 일차진료 상품’을 시험적으로 출시해본 결과, ’19년에는 1개에 불과한 이러한 상품이 

’20년에는 8개로 증가했으며, 현재 초기 상태에 불과하지만 향후 상품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편리성 제고에 따라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잠재력 보유

Ÿ 원격의료는 행동 치료나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영역에서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한 정신과나 특히 소아정신과와 같은 영역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시현할 것으로 기대

Ÿ 원격의료는 중증 상황을 극복한 상태이거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의 예후나 진료 역량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 및 디지털 치료기와 결합한 형태의 의료 서비스 모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원격의료 개선을 위한 제언

Ÿ 원격의료 생태계 내에서 데이터 통합과 데이터 흐름이 개선되어야 하며, 의료 종사자들의 

일상적인 의료 활동과 원격의료 시스템이 보다 긴밀하게 통합될 필요성 제기

Ÿ 가상 의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의료비 환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

[ McKinsey& Company, 2021.07.09.; Healthcare Dive, 2021.08.06.]  



2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1.08.23

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AAMC, 전문의 부족 대응방안으로 디지털 기기 역할 강조 

 미국 의과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AAMC)에 따르면 ’34년까지 

1차 및 전문 진료의가 37,800~124,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기기는 환자치료와 

RPM을 위한 중요한 솔루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Ÿ 전문 진료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헬스케어 분야에서 환자의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건강 악화 상황에 대해 조기에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

Ÿ 특히, 의료비 지출의 85%가 만성질환 치료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에 

의한 환자 모니터링과 진단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

Ÿ 중요한 생체정보를 탐지하고 기록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 시장 규모는 ’19년 기준으로 

700억 달러에 달하며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의 매출액은 200억 달러로 추산

[ Medcity News, 2021.07.26.; AAMC, 2021.06.11.]  

영국 Huma,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재택병원 서비스 확대

 영국 휴마(Huma)社는 연결된 환자의 스마트폰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얻는 분산형 임상 시험 플랫폼을 

통해 원격의료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재택병원(stay-at-home hospital)’ 서비스를 제공

Ÿ 가상병동(virtual ward)은 아직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이미 영국 전역의 병원에서 도입되고 

있는 개념으로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접촉을 최소화하고 환자 입원 증가를 억제

Ÿ COVID-19로 인해 선택적인 수술(elective surgeries)은 중단되었지만, 당뇨병이나 심장 

질환 등은 가상건강의 혁신과 의료기기의 기술 발달에 힘입어 환자와 의사간 원격으로 건강 

데이터의 교환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 상태의 모니터링이 가능

Ÿ Huma는 환자의 스마트폰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얻는 분산형 임상시험플랫폼을 통해 

원격의료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재택병원(stay-at-home hospita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6개의 분리된 지역에 있는 가상병동을 통합

      * ’21년 5월 Huma는 립스바이바이엘(Leaps by Bayer)과 히타치벤처스(Hitachi Ventures)가 주도한 시리즈 

C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총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자금을 조달

[ Med- T ech, 2021.08.03.; E- Magazine,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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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5G와 건강에 대한 심층연구 필요성 제기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대량의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5G 네트워크가 

다중 입출력 안테나나 고지향성 전송과 같은 다양한 최신 통신 기술과 고주파 대역을 사용함에 

따라 전자기장 노출에 의한 질병 유발 가능성에 대한 심층연구의 필요성 제기

      * 유럽의회의 과학기술영향평가기구(Panel for the Future of Science and Technology) 주도하에 작성된 보고서

Ÿ 주파수와 관련하여 5G 기술은 700MHz, 3.6GHz, 26GHz의 3가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데, 

2G부터 4G 통신에 사용되는 700MHz와 3.6GHz 주파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26GHz와 그 이상의 높은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

Ÿ 450~6,000MHz 대역의 주파수는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24~100GHz 대역의 주파수는 

아직까지 적절한 수준의 연구가 미실행

Ÿ 생식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450~6,000MHz 대역의 주파수는 남녀 모두의 생식 능력과 태아에 

영향을 미치며, 24~100GHz 대역의 주파수가 생식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연구도 아직까지 미흡

[ European Parliament, 2021.07.22.]

인도네시아, 디지털헬스케어 공급망 구축 필요

 동남아시아에서 최대 감염자수와 사망률을 기록하는 한편, 의료기관에 대한 심각한 공급 부족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현대적인 디지털 기술과 헬스케어 공급망을 갖추고 있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호주와 같은 선진국과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한 상황

Ÿ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지리적 인접성 외에도 넓은 국토 면적에도 불구하고 인구밀도가 낮으며, 

콜트체인이 필요한 공급망 구조와 물류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공통점을 보유

Ÿ 인도네시아의 헬스케어 공급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우선적으로 

디지털 혁신에 기반하여 헬스케어 공급망의 통합과 가치제고가 필요한 상황

Ÿ ‘호주-인도네시아 연구 파트너십(PAIR)’은 자체 인터뷰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양국간의 협력을 제안

Ÿ 이를 위해서 호주와 인도네시아 양국은 ‘호주-인도네시아 헬스케어 개선 네트워크(Australia 

-Indonesia Healthcare Improvement Network)’와 같은 공급망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T he Conversat ion, 2021.07.19.; Modern Diplomacy,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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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유전체 데이터분석에 활용

 생명과학이 다루는 정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전자는 염기서열과 그 정보의 저장 방식이 

매우 복잡하지만, 최근 데이터 분석과 패턴 인식 능력의 뛰어난 머신러닝(ML)이나 딥러닝(Deep 

Learning)과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병 메커니즘의 규명과 신약 개발에 크게 기여

Ÿ 전통적으로 유전체 염기서열의 분석은 전문가의 섬세한 조정이 개입되는 알고리즘으로 

해석되는 영역이었으며,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일관성 있는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분석

Ÿ 그러나 최근 빅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지고, 대규모의 데이터를 상호 결합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매우 높은 정밀도와 민감도를 갖춘 ML 기반의 분석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

Ÿ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시스템을 제공하는 DNAnexus社는 대량의 유전체 데이터를 처리해 

변이염기서열을 추출해낼 수 있는 Titan이라는 제품과 대규모 염색체 데이터와 형질 발현 데이터를 

결합한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Apollo라는 제품을 출시하고 미국 FDA와 R&D 계약을 체결

Ÿ 실제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유전체 연구 플랫폼을 개발한 Lifebit社는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를 식별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작업과 소셜 미디어, 블로그 등의 문헌 

자료와 유전체 및 치료 데이터를 결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추출해내는 작업을 진행 중

[ GEN, 2021.08.02.; Tech Bullion, 2021.03.22.]

EHR, AI기술을 적용하여 의사 업무 생산성 제고

 JAMA Network Open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 1인당 시간의 62%를 

전자건강기록(EHR) 검토에 할애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EHR에 적용함으로써 

헬스케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의사의 업무 부담 개선이 가능

Ÿ EHR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의사들은 진료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들이 EHR 시스템에 저장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종사자들은 업무부담 가중

      * EHR 정보와 AI기술이 결합될 경우, 업무부담 경감에 따른 직접적인 환자 진료에 보다 많은 시간 투입 가능

Ÿ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들은 환자의 진료기록과 AI 기술을 결합하여 진료의 핵심 데이터 

추출을 개선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관점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를 진행

Ÿ ’20년 6~8월 사이에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AI로 최적화된 진료기록과 표준 진료기록 데이터를 

비교해본 결과, AI로 최적화된 진료기록의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이 표준 진료기록 검토에 

드는 시간에 비해 18%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과 도출

[ Health IT  Analyt ics, 2021.07.27.; JAMA Networks Open,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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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ylan, 바이오시밀러 Semglee 치료제 FDA 승인 획득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7월 28일 마일란(Mylan)社의 당뇨병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셈글리 

(Semglee, insulin glargine-yfgn)를 오리지널 의약품인 사노피社의 란투스(insulin 

glargine)와 교체 처방(Interchangeable)이 가능하다고 미국 최초로 허가

Ÿ FDA는 주로 소아인 제1형 당뇨병 환자와 성인 위주의 제2형 당뇨병 환자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바이오시밀러 인슐린 제품인 Semglee를 최초로 승인

      * 제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 반응에 의한 베타세포 손상이 원인으로 주로 소아에서 발병하며,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의 

조절 활성도 저하가 원인으로 주로 나이가 들고 비만도가 심할수록 발병하기 쉬운 당뇨병의 유형

Ÿ Mylan의 Semglee는 기존에 승인된 생물학적 제재인 Sanofi사의 Lantus와 안정성과 효능 

면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

Ÿ 생물학적 제재는 당뇨병을 포함한 다양한 심각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쓰이는 약제이며,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FDA에서 승인한 생물학적 제재(참조 약물)와 임상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매우 유사한 효능을 가진 다른 생물학적 제재를 지칭

[ FDA, 2021.07.28.; Healthline, 2021.08.07.]  

미국 FDA, 디지털헬스 및 심장질환 의료기기를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Phillips, Evren Technologies, Neurometrics, Endologix, 

Synapse Biomedical 등이 출시한 디지털 헬스기기 및 심장질환 치료용 의료기기에 대해 

신속규제절차를 적용한 혁신의료기기(breakthrough designations)로 지정

Ÿ Evren Technologies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미주신경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는 이어폰 형태의 의료기기로 지정을 획득 

Ÿ NeuroMetrix는 경피전기신경자극을 통해 만성 무릎·발·다리 부위의 고통을 줄여주는 비침습적 

신경자극기기로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획득

Ÿ 이외에도 △Biofourmis의 심부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기 △Phillips의 

하대정맥혈전 여과기레이저제거기 △Endologix의 복부대동맥류혈관봉합기 △Synapse 

Biomedical의 임시경피성횡경막자극기 등이 FDA의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획득

[ Medtech Dive, 2021.08.02.; Phil lips,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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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AstraZeneca, 전신홍반 루푸스 치료제 FDA 승인 획득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의 전신홍반 루푸스 치료제 샤플넬로(Saphnelo)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신약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11년 글락소(GlaxoSmithKline)社의 

벤리스타(Benlysta)가 FDA 승인을 받은 이래 10년만에 승인을 받은 자기면역질환 치료제

Ÿ 이번에 FDA의 승인을 받은 AstraZeneca의 전신홍반성낭창 치료제 Saphnelo는 증상의 활동을 

억제하고 조직 파괴를 막는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3상 임상실험에 한차례 실패 후, 다시 재승인에 

도전하여 승인 획득에 성공

Ÿ Consultants Global Data의 예측에 따르면, 피부 및 관절 등 다양한 부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자기면역질환인 루푸스 치료제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매년 6% 성장세를 보여 ’28년에는 16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

Ÿ 현재 일라이릴리(Eli Lilly)社의 Olumiant, 로슈(Roche)社의 Gazyvaro 등이 루푸스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으며, ’21년 초 루푸스 합병증의 하나인 신장질환 치료제인 오리니아(Aurinia 

Pharmaceuticals)社의 Lupkynis는 FDA 승인을 획득

[ Biopharma Dive, 2021.08.02.; AstraZeneca, 2021.08.02.]

유럽 JRC, WGS에 의해 생성된 정보의 영향 평가

 EU집행위원회(EC) 산하 공동연구센터(JRC)는 전체게놈시퀀싱(whole genome sequening, 

WGS)에 의해 생성된 정보와 WGS의 대규모 가용성이 포렌식(forensics) 분야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

Ÿ ‘대규모서열결정방법(massively parallel sequencing)’의 발전은 인간의 전체게놈 데이터를 

해독하는 전체게놈시퀸싱(WGS)의 가용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Ÿ 이러한 유전체 데이터들은 유럽국가별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 헬스케어 프로젝트, 연구 프로젝트, 

심지어는 소비자의뢰(direct-to-consumer, DTC) 유전체분석 회사들에 의해 생성

Ÿ 보고서는 대규모서열결정방법, 유전형분석(genotyping) 표적의 정의, 인간 유전체, 이를 분석하는 

유전형분석 방법, 포렌식유전학의 업무프로세스, 품질이슈, 논리적 증거 해석 등을 기술

      * 포렌식유전학(forensic genetics)은 유전지식을 법적 문제 및 소송절차에 적용하는 것을 다루는 유전학의 한 분야

Ÿ 또한 보고서는 DNA 데이터를 계보학적, 생체지리학적, 표현형 및 건강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사전 동의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빅데이터로 접근 

[ Publicat ions Of f ice of the EU, 2021.08.02.]



4대 보건산업

  9

일본, 항체 칵테일 요법의 제조 판매를 특례 승인

 일본 후생노동성은 급증하는 COVID-19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책으로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는 한편 ’21년 7월 19일 2종류의 항체를 병용해 ‘항체 칵테일 요법’ 치료제로 불리는 

주가이(中外)제약의 COVID-19 ‘로나프리브’의 제조판매를 특례 승인

Ÿ 일본의 4번째 COVID-19 치료제인 로나프리브는 그동안 렘데시비르를 비롯한 기존 약품을 

치료제로 활용하며 중증환자에게만 투여한 것과 달리 COVID-19 치료를 위해 개발된 최초의 

경증·중등증(中等症)용 치료제

      * 일본은 COVID-19 환자를 ‘경증’ ‘중등증Ⅰ’ ‘중등증Ⅱ’ ‘중증’ 4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차이는 호흡기 이상 

정도로, 중등증Ⅰ은 ‘호흡부전’에는 아직 이르지 않은 정도이며, 중등증Ⅱ는 호흡부전이 있고 산소투여가 필요할 

만큼 악화된 상태로 고도 의료가 가능한 시설로의 전원을 검토하는 단계

Ÿ 항체 칵테일 요법 치료제는 미국 바이오기업 리제네론이 주가이 제약의 모기업인 스위스 

로슈(Roche)와 제휴하고, 주가이 제약이 일본 국내 개발·판매권을 취득해 개발을 진행

Ÿ 로나프리브는 ‘카시리비맙(casirivimab)’과 ‘임데비맙(imdevimab)’이라는 2종류의 항체를 

병용하며, 두 항체가 바이러스 표면에 결합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

[三井住友DS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 2021.08.05.; JIJI .COM, 2021.07.23.]

중국, 인터넷 판매 화장품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발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NMPA)은 국가화장품감독관리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를 통해,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안전성 모니터링 통지문을 발표

Ÿ 중국 당국의 모니터링 계획은 최근 몇 년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중국산 화장품 제품의 품질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한 화장품의 

조성에 대한 참고자료이자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Ÿ ’21년 상반기에 NMPA는 헤어케어 제품과 어린이용 화장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 실시되는 모니터링은 피부 미백 제품을 포함해서 인터넷에서 널리 판매되는 

18가지의 화장품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

Ÿ 중국 당국의 개입은 무원칙한 방법으로 판매된다고 간주되는 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20년에도 중국 정부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큰 인기를 얻은 화장품 판매 

채널인 라이브 커머스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

[ Cosmet ics design asia, 2021.08.03.; 国家药品监督管理局,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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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해외동향을 요약한 것으로 기관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COVID-19 백신접종, 저소득 국가에 대한 공급부족 해소가 시급

 COVID-19 백신접종은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미 지역이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에 비해 

접종률이 훨씬 뒤쳐져 있으며, 백신공급 부족지역에 대한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팬데믹을 

종식시키고 COVID-19로부터 회복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전망

Ÿ 최신 통계에 따르면 아이티와 민주콩고공화국의 접종완료율은 0%이며, 이외의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1차 백신 접종을 한 인구의 비율은 1% 혹은 그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미국과 유럽 지역의 고소득 국가 백신 접종 완료율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

Ÿ COVID-19 백신을 공평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백신공동분배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 1억 5천만회 분량의 백신을 배포하였으며, ’21년 말까지 20억회 분량을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7~8월에 단기적인 공급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제기

Ÿ ’21년 6월에 개최된 G7 정상 회의에서 최소한 8.7억회 분량의 백신을 전 세계와 공유할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최소한 ’21년 말까지 목표의 절반 가량을 전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세계은행과 

아프리카연합은 ’22년 말까지 아프리카 인구의 60%의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수립

 

[ World Economic Forum, 2021.08.03.]  

COVID-19 치료제, 안전성·유효성 평가부터 승인까지 장시간 필요

 현재 COVID-19 치료는 질병의 원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표면에 나타난 증상만을 가지고 

이에 대응하여 치료하는 방법인 ‘대증요법(對症療法)’을 실시하며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켜 폐렴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활성화된 바이러스가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진행

Ÿ 각국은 독감처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COVID-19 치료제를 개발 중으로, 동 치료제는 

△침입억제 △증식억제 △방출저해 등 크게 3가지의 작용 기전이 존재하며, 투약방법의 경우 

현재까지 개발된 COVID-19 치료제는 주사 형태여서 투여 시 의료종사자가 필요

Ÿ 미국 화이자社는 ’21년 3월 경구 투여가 가능한 바이러스 증식 억제제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 

경구 투여는 감염자가 쉽고 안전하게 복약할 수 있어 경증환자 입원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구 투여 치료제의 등장은 COVID-19 치료방식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Ÿ 작용기전 또는 투약방법 측면에서 다양한 COVID-19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지만 통상 

안전성·유효성 평가부터 승인까지 장시간이 필요하며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COVID-19 치료제 완성 시기는 불투명한 상태

[三菱総合研究所, 2021.07.29.; 日本経済新聞,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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