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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여권, 세계 각국의 도입 상황 및 향후 과제

암전

COVID-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백신접종 증명서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위·변조 위험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는 디지털의 안전성이 높지만 현재는 종이로 된 증명서와 

디지털 증명서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취급은 국가별 정책, 제도, 방침에 따라 

백신접종 증명서의 용도나 디지털 증명서에 저장하는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일률적으

로 건강증명 용도로 한정하고 향후 보급상황을 고려해 통일된 규격 마련이 필요

[1] 개요 

 현재 백신접종 확인을 위해 세계 각국은 입국자에게 PCR검사 음성증명서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객기 탑승 전 항공사가 이 서류를 확인하고 있지만 국가나 검사시설이 발행하는 

증명서의 양식이 달라 COVID-19 이전에 비해 탑승수속에 약 2시간 이상이 더 걸리는 상황

�세계 각국의 백신접종 증명서 분류 �
: 

발행주체 및 명칭 용도 증명서 특징
미국 (연방정부) COVID-19

Vaccination Record Card
Ÿ 접종이력 증명 종이

Ÿ 위조가 용이, 가짜 증명서 거래가 
횡행

미국 (뉴욕 주정부)

Excelsior Pass
Ÿ 공공·민간시설 입장에 이용 앱 Ÿ 안전한 기술로 위변조 불가능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Travel Pass
Ÿ 타국 방문 시 접종이력 증명 앱

Ÿ 복수의 항공사에서 이용 가능

Ÿ 유사한 앱이 난립하는 상황

이스라엘

Green Pass

Ÿ 공공/민간시설 입장 이용

Ÿ 출입국시 접종이력 증명
종이/앱

Ÿ 기존의 의료 DB와 연계

Ÿ 다양한 용도로 이용 가능

EU - EU Digital COVID 

Certificate

Ÿ EU 역내 이동시 접종이력 
증명

Ÿ COVID-19 관련 이력 포함

종이/앱
Ÿ EU 역내에서 공통이용 가능(예정)

Ÿ 일부 국가의 백신은 비적용

영국 (NHS)

NHS COVID Pass

Ÿ 이벤트 참가, 출입국시 
접종이력 증명

앱
Ÿ 백신 미접종자, COVID-19 이력 

정보로 인한 차별 발생 우려

중국

방역건강코드 국제판

Ÿ 공공/민간시설, 교통기관 탑승 
및 출입국 시 접종이력 증명

Ÿ 감염리스크 가시화 및 파악

앱
Ÿ 다양한 용도로 이용 가능

Ÿ 개인정보보호 우려 발생

Ÿ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IATA Travel Pass 앱에는 탑승자의 여권 정보와 백신접종 증명, 

PCR검사 결과, 여정이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사전에 앱 상에서 방문할 국가의 입국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앱만 제시하면 공항에서의 출입국 수속도 간소화

Ÿ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개발해 안정성이 높다는 점도 특징으로 다른 항공사 단체도 I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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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Pass 앱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독자적인 앱을 제공

Ÿ 이처럼 유사한 기능의 앱이 여러 개 존재하는 탓에 항공사, 방문자, 각국 입국심사기관은 

어떤 앱을 이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사용하는 앱에 따라서는 탑승 시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우려도 있는 실정

[2] 국가별 백신여권 활용 동향 

 ’21년 7월 기준으로 각국의 백신증명서 이용 상황을 보면,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종이 

증명서와 디지털(앱) 증명서를 병용

Ÿ 미국은 접종센터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종이로 된 ‘COVID-19 Vaccination 

Record Card’를 배포하고 있으며 접종한 백신의 종류, 접종일, 접종장소를 수기로 기록

Ÿ 디지털 백신여권의 경우, 주(州)별로 차이가 있는데 뉴욕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앱 

‘Excelsior Pass’를 임의로 발행하고 스포츠 경기장이나 이벤트 입장 시 QR코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100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하고 이용 중

Ÿ 종이로 된 백신접종 증명서는 위조가 쉬워 불법적인 거래가 횡행한 반면 Excelsior Pass는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위변조 위험이 낮다는 평가

Ÿ 반면 미국 남부지역은 백신 미접종자도 스포츠 경기장 입장을 허용하는 상황으로 백신 접종 

선택은 개인의 자유이며 건강이나 종교상의 이유로 접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며 주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

 유럽의 상황을 보면 EU는 역내에서 사용 가능한 통일된 플랫폼의 백신여권을 지향하고 있으며 

백신접종에서 가장 앞서가는 이스라엘은 백신여권에 의료정보를 통합

Ÿ 이스라엘은 희망자에게 백신여권인 ‘Green Passport’를 발행하고 있으며 종교적 이유로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종이 증명서를 발행

Ÿ 두 가지 증명서 모두 PCR검사결과, 항체검사결과 외에 내무부가 발행한 ID카드, 개인 

의료정보가 담겨 있는데 이는 국가가 의료정보 통합과 IT화를 추진해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출생 시점부터 전자데이터로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

Ÿ Green Passport는 해외 방문 외에 이스라엘 국내 스포츠 경기장, 레스토랑, 콘서트장, 영화관 

등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제시가 필요

Ÿ EU회원국들이 협조해 도입한 ‘EU Digital COVID Certificate’는 백신접종이력, PCR검사 

결과 외에 COVID-19 관련 이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QR코드 표시, 다(多)언어에 대응

Ÿ 독일, 룩셈부르크, 그리스 등 17개국(2021년 6월 22일 기준)이 이용 중이며 소지자는 EU역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격리기간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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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단 EU가 러시아산 백신을 승인하지 않아 러시아산 백신 접종기록을 앱에 등록해도 원활하게 

역내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국산 백신도 상황은 동일

Ÿ 영국왕립학회는 EU Digital COVID Certificate가 백신접종 이력 외에 COVID-19 이력을 

포함하고 있어 차별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NHS COVID Pass를 독자개발

 중국은 민간 대형 인터넷서비스 업체의 커뮤니케이션 앱 상에 ‘방역건강코드 국제판’을 제공하고 

백신접종이력, PCR검사와 항체검사 결과를 저장

Ÿ 방역건강코드 국제판은 이용자의 스마트폰 위치정보로 감염위험을 판정하는 기능울 통해 

감염위험을 3단계로 판정할 수 있으며 ’21년 봄부터는 ‘국제여행 건강증명’ 기능이 추가

Ÿ 사전에 방문할 국가의 입국조건을 확인하고 입국가능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공항에서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용자가 각종 개인데이터를 인터넷 서비스기업이나 

정부에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우려도 존재

Ÿ 한편 일본은 아직 종이로 된 백신증명서만을 발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백신접종 증명서를 

위조가 불가능한 종이에 인쇄해 발행

[3] 향후 과제  

 디지털 백신여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명서를 개발하는 사례가 다수 등장하고 있으며 

종이 증명서는 위변조 위험은 있지만 스마트폰이 없는 이들을 고려해 당분간은 병존이 필요

Ÿ 백신접종 증명서는 국가의 방침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중국은 

‘방역건강코드 국제판’에 폭넓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외부 데이터·시스템과 연계

Ÿ 이를 통해 개인의 출입국 제한을 넘어 국가가 집단감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는 국가의 개인감시 이용에도 활용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 우려가 제기

Ÿ 영국 왕립학회의 지적처럼 타인에게 COVID-19 감염 및 치료 이력을 알리는 것 자체가 

차별을 만들 우려가 있어 백신여권에 저장하는 정보데이터 선택에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

Ÿ 현재 국가별로 독자적으로 디지털 백신여권을 개발하면서 규격이 난립하고 있지만, ‘자국 

국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국경을 넘는 것을 보증하는 ’여권’이 세계통일규격(ICAO9303)이란 

점에서, 백신여권도 일반여권처럼 세계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통일 규격이 필요

Ÿ 향후 디지털 백신여권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위조방지를 위해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이며, 여권의 본래 역할을 감안해 독자개발이 아닌 세계 각국의 규격 통일 논의의 

방향성을 확인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 PWC, 2021.08.06.; 読売新聞,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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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Cerner, ’21년 2분기 실적 호조세 지속

 미국 전자건강기록(EHR)업체인 서너(Cerner)社는 ’21년 2분기 매출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한 15억 달러를 기록

Ÿ 이러한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Cerner의 ’21년 2분기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11%에서 

크게 하락한 3.4%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구조조정과 대형기업 대상 매출액 변화에 기인

Ÿ 영업이익률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Cerner의 영업활동에 대해 업계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M&A, 대형 정부 사업 참여와 같은 기업 활동이 앞으로 매출액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전망

Ÿ ’21년 초 Cerner는 생명과학 기업인 칸타헬스(Kantar Health)를 3억 7,500만 달러에 

인수함에 따라 Cerner의 환자의료기록과 Kantar Health의 생명공학 제약 기술이 결합되어 

신약 개발과 임상시험의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 Cerner는 미국 보훈부(VA)의 전자 의료기록 시스템 현대화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보훈부와 연계된 1,293개의 

의료기관과 9백만명에 달하는 상이군인에 대한 의료기록과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확보

[ Emarketer, 2021.08.03.; Becker’s Health IT , 2021.08.05.]  

영국 NHS, 밀접접촉을 줄일 수 있는 COVID-19 앱 기능 탑재  

 영국 정부는 이용자의 이동 정보를 추적하는 ‘국민보건서비스 COVID-19 앱(NHS COVID-19 

app)’의 업데이트를 통해 얼마나 많은 밀접 접촉이 있었는지를 경고하는 기능 탑재

Ÿ 새로 업데이트된 앱은 블루투스 서비스를 통해 인근 15미터(m) 이내 가입자에게 COVID-19 

양성 감염자의 출몰 정보를 제공

Ÿ 확진자의 자가 격리를 유도하고 감염율을 낮추기 위해 NHS COVID-19 앱은 확진 결과가 

나오기 5일 전부터 밀접 접촉자들을 추적 가능

Ÿ 앱 업데이트를 통해 영국 의료 당국은 감염 경로 조사 과정에서 끊어진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결과적으로 COVID-19에 따른 입원 확률을 줄이고 많은 목숨을 구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

      * 지난 7월, 3주 동안 진행된 과학자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앱 사용으로 인해 1일 2,000건의 추가적인 COVID-19의 

전염을 막을 수 있었으며, 5만건 이상의 COVID-19 전염 경로 파악 및 1,600건의 중증 환자 입원 방지

[ GOV.UK, 2021.08.02.; BBC,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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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디지털헬스 서비스의 관심도 증가

 독일 정보통신산업협회(bitkom)는 ’21년 5월에서 7월 사이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COVID-19 

팬데믹으로 독일 시민이 의료 시스템의 포괄적 디지털화가 시급함을 주목하게 되었다고 분석

Ÿ 독일 시민 75%는 팬데믹과 같은 위기를 디지털 기술로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71%는 

의료 분야의 디지털 서비스 확장에 더 빠른 속도를 요구

Ÿ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여 스마트폰 사용자의 42%가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였고, 7월 1일에 공식 개시되어 얼마 전 스마트폰 앱도 출시된 전자 처방전은 

독일 시민 59%가 사용할 뜻이 있다고 응답

Ÿ ’21년 1월 1일부터 제공되고 있는 전자환자기록부(ePa)는 66%가 앞으로 사용하길 원한다고 

응답하였고, 영상 진료 상담 보급은 지난 1년간 다소 느리게 진행되어 독일 시민 14%만이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으나 50~64세 사용자는 1/5 이상(22%)이 디지털 상담을 이용

Ÿ ’20년 가을부터 제공된 디지털건강앱(DiGA)과 관련, 설문대상 51%가 이명, 수면 장애, 편두통, 

비만 등에 도움이 되는 앱을 장차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

[ bitkom, 2021.07.28; Süddeutsche Zeitung, 2021.07.28.]

헬스케어의 미래, HIMSS 2021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1년 8월 9~13일 기간 중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2021년 의료정보관리시스템 

컨퍼런스(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 2021, HIMSS 

2021)’를 통해 의료 전문가들이 미래 보건 의료시스템의 주요 경향과 시사점을 제시

Ÿ 이번에 개최된 컨퍼런스에 19,300명이 직접 참석하고, 원격으로 5,000명이 참여하는 한편, 

700여개의 전시 부스가 설치되어 진행

Ÿ 주요 전문가들은 공중보건의 인프라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해야 하고, 미래의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이스라엘처럼 공공의료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

Ÿ 또한 △증거 기반의 보건의료시스템이 가장 시급하며 △공중보건데이터를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표준 데이터셋의 개발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적절한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의료 

조직을 확보하고 △보건의료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의 개발 필요성을 촉구

Ÿ 한편으로, 이번 컨퍼런스에서 미래 의료 보건 체계를 선도하는 기술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제시되었으며, 사이버 보안과 팬데믹 상황에서 원격의료, 여성을 위한 디지털헬스 도구 개발의 

중요성 등이 언급

[ Healthcare Dive, 2021.08.13.; Fierce Healthcare,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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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COVID-19 팬데믹과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인해 ’27년까지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가 1,867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

Ÿ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년 1분기는 전년동기대비 원격의료 방문이 거의 

50%, ’20년 3월 마지막 주에 전년동기 대비 154% 급증했으며, ’20년 북미 원격의료 산업은 

연간 약 366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창출 

Ÿ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원격상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1년 5월, 필리핀에 본사를 둔 

원격의료업체인 메드게이트(Medgate)는 COVID-19 이후 원격상담이 170% 증가하는 등 이 지역 

규제기관 및 원격진단 제공업체들은 수요 증가에 따라 원격의료 상담 서비스를 확대 

Ÿ ‘심장병 분야의 원격진료(Telecardiology)’는 심장질환 환자의 관리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 

역할을 담당하며 △고혈압 또는 만성 심부전 환자의 원격모니터링 △정기 검진, 후속 조치 

및 응급상황에 대한 원격상담 △이식된 심장기기를 가진 환자의 원격모니터링에 활용

[ Medtech Intelligence, 2021.08.10.; Global Market  Insights, 2021.06.]

웨어러블,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혁신 가속화

 웨어러블 기술은 스마트워치인 핏빗(Fitbits)이 대중화되면서 크게 발전하고 있으며 데이터 

추적 기능과 원격 헬스케어를 필요로 하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수술후 케어 △여성 생리주기 

모니터링 △첨단 혈압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웨어러블 기기의 혁신이 가속화

Ÿ 장기이식과 같은 복잡한 수술은 수술이 끝난 이후에도 장기적인 입원과 지속적인 케어를 

필요로 하는데, 영국의 Sky Medical Technology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고, 다리에 부착하고 전기 자극을 통해 혈류를 자극하는 웨어러블 기기인 geko를 출시

Ÿ 영국의 의료기기 업체인 Fertility Focus는 여성의 월경 주기를 모니터링하는 웨어버블 센서인 

OvuFirst를 출시했는데, 이 기기는 90%의 정확도로 배란여부와 월경 주기의 불규칙성을 

측정하는 기기로 여성 배란 주기 24시간 이전에 나타나는 체온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

Ÿ 애플 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는 맥파전달시간(Pulse Transit Time, PTT)을 측정하여 

혈압을 재는 반면, 미국의 Valencell은 광혈류 측정(PhotoPlethysmoGraphy, PPG) 방식의 

센서를 사용하여 기존 PPT 방식의 혈압측정 방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 

      * PTT 방식은 센서를 2개 사용해야 하며, 자주 보정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보유

[ Healthcare, 2021.08.04.; Open Access Government,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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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DC, 면역시스템이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가접종 예정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공식적으로 면역체계가 취약한 특정 사람들에게 COVID-19 

백신의 추가접종(booster shot)을 권고한다고 발표하였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예정

Ÿ CDC에 따르면, 이번 권고는 심각하게 면역체계가 훼손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면역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람들은 미적용

Ÿ 이번 CDC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추가접종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Pfizer-BioNTech)와 

모더나(Moderna)의 mRNA 백신을 사용할 것이며, Pfizer-BioNTech 백신은 12세 이상, 

Moderna 백신은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할 예정

Ÿ CDC는 면역체계가 취약한 사람들을 고형암이나 혈액암 환자, 장기 이식 환자, 줄기세포 치료 

환자, HIV 환자 등으로 정의

[ The Hill, 2021.08.13.; CDC, 2021.08.18.]

미국 Bluebird, 유럽에서 사업 철수

 미국 생명공학기업 블루버드(Bluebird)社는 유전자 치료제인 엘리셀(eli-cel)로 치료받은 환자가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알려진 골수암에 걸리고, Lenti-D lentiviral vector의 잠재적인 위험이 

발견되고, 진테글로(Zynteglo)의 매출 부진 등으로 유럽에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

Ÿ Bluebird는 ’21년 초 겸상 적혈구 환자들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대상 환자에서 백혈병과 

골수이형성증후군이 관찰됨에 따라 임상시험을 중단

Ÿ 골수이형성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은 비정상적인 조혈 모세포로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을 의미하며, Lenti-D lentiviral vector는 환자의 혈액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조혈세포 

유전자를 이동시키는데 사용되는 바이러스의 일종

Ÿ 또한 Bluebird는 ‘수혈의존적지중해성빈혈(transfusion-dependent beta-thalassemia)’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제인 진테글로(Zynteglo)의 매출이 부진함에 따라 유럽의 기업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

      * 수혈의존적지중해성빈혈은 베타글로빈의 돌연변이에 의한 비정상적인 적혈구 생산으로 인해 헤모글로빈이 결핍되어 

심한 빈혈을 일으키는 유전질환으로 15~20일 주기로 지속적인 수혈을 받아야 하는 질병

[ Biopharma Dive, 2021.08.09.; Pharma Live,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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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MA, Moderna COVID-19 백신의 12~17세 접종 권고

 유럽의약품청(EMA)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는 새로운 임상시험 결과를 기초로, 미국 

모더나(Moderna)社의 COVID-19 백신 ‘스파이크백스(SpikeVax)’의 접종대상을 12세 이상 

17세 이하 청소년 연령대가 포함되도록 확대할 것을 권고하는 긍정적인 심사결과를 발표 

Ÿ Moderna의 Spikevax는 이미 EMA로부터 COVID-19 백신으로 승인받아 사용되고 있는 

mRNA 백신으로, 이번 청소년 대상 백신 승인 권고는 12~17세 3,7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을 평가한 결과에 기초하고 있으며, EMA의 소아청소년과 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쳤음

Ÿ 이번 임상시험을 평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17세의 항체 형성률은 18~25세의 항체 

형성률에 필적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

Ÿ 이번 임상시험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부작용으로는 접종 부위의 통증과 부어오름, 피로, 두통, 

근육 및 관절통증, 림프절의 확대, 오한, 메스꺼움, 구토 및 발열 등이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은 

성인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 EPR, 2021.07.27.; EMA, 2021.07.23.]  

유럽 EC,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제시

 EU집행위원회(EC)의 최고과학자문그룹(Group of Chief Scientific Advisors)은 인류에 의해 

만들어진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가 이미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견해를 EU집행위원회에 제출

Ÿ 유럽에서는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감염병과 매개 감염에 의한 질병이 나타나고 있으며, 

홍수와 화재와 같은 극단적인 재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보건 부문에 대한 보다 탄력적인 

위험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모든 당사국들이 준수하더라도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의 결과로 

3°C의 온도 상승이 예측되며, 이러한 기후변화는 향후 인류 전체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

Ÿ 이번 최고과학자문그룹의 권고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문과 거버넌스 

수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건강과 관련된 측면을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EU의 모든 보건 

관련 부문의 역량과 대응 능력을 지원해야 함을 언급

Ÿ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과 긴급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을 광범위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취약한 사회적 계층과 지리학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정책과 다양한 감시, 모니터링 

및 평가 등 국가별·지역별 정책 대응이 필요

[ Publicat ions Of f ice of the EU,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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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네릭 사용 촉진정책 동향

 제네릭 사용촉진은 의료비를 억제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란 점에서 일본 정부는 ’20년 9월까지 

제네릭의 수량 점유율 80% 이상을 목표로 사용을 촉진해 왔으나, 제네릭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기존의 사용 촉진책과 목표 설정방법은 한계를 노출

Ÿ 일본의 제네릭 사용촉진책은 △의료제공 측을 대상으로 한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수량 점유율 

중시라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제네릭 보급 초기에는 일정 수준의 합리성을 인정

Ÿ 그러나 최근에는 그 폐해가 두드러지는 상황으로 일단 의료제공 측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는 

’19년 1,400억 엔을 넘어 제네릭 사용을 통한 의료비 억제 효과를 일부 상쇄

Ÿ 또한 제네릭 선택은 환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결여되고 있으며, 수량 점유율을 

중시하면 사용량은 적지만 단가가 높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제네릭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과소평가되는데 최근 상대적으로 고가인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

Ÿ 제네릭 사용촉진 정책의 전환 포인트는 2가지로 △금전적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제네릭이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 사용 시, 차액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제네릭 

사용 수량보다 의료비 억제액 자체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日本総合研究所, 2021.08.04.; 日本経済新聞, 2021.08.03.]

WHO, 3개의 새로운 후보물질 임상시험 착수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는 글로벌 치료제 연구연합체인 ‘솔리다리티(Solidarity)’는  

COVID-19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기 위한 최근 임상시험에서 3개의 새로운 후보약물인 

아르테수네이트(artesunate), 이마티닙(imatinib) 및 인플릭시맙(infliximab)를 테스트할 예정

Ÿ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아르테수네이트, 항암제 이마티닙 및 항말라리아제 인플릭시맙 등 3가지 

치료요법은 2차로 시작하는 ‘Solidarity PLUS’ 프로그램에 따라 52개국에서 COVID-19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할 예정 

Ÿ WHO에 따르면 8월 11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억 3백만 명 이상의 COVID-19 확진자가 

발생되었으며 이는 1억명의 확진자를 넘은 지 불과 6개월만에 2억명을 돌파한 수치

Ÿ 아르테수네이트 제조업체 입카(Ipca), 이마티닙 제조업체 노바티스(Novartis) 및 인플릭시맙의 

제조업체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은 임상시험을 위한 약품을 기부할 예정

Ÿ ’20년 1차 Solidarity Trial에서 4개의 약물인 remdesivir, hydroxychloroquine, lopinavir 

및 interferon은 입원한 COVID-19 환자에게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

[ United Nat ions,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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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해외동향을 요약한 것으로 기관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맞춤형 의료서비스, 소비자 경험과 참여를 촉진

 COVID-19 시대에 고품질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는 소비자 경험과 참여를 촉진시키고 높은 수준의 

소비자 경험, 치료 품질 개선과 함께 향후 불필요한 헬스케어 비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

Ÿ 환자의 적극적 참여에 기초하는 맞춤형 의료는 △환자와 의료 서비스 종사자의 의료 경험 

상승 △의료 서비스의 품질 제고 △의료비 절감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특히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러한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대한 시급성과 중요성이 부각

Ÿ 맞춤형 의료가 헬스케어 서비스의 품질과 소비자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McKinsey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맞춤형 의료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 과정에 

참여할 경우 계획되지 않은 치료를 위한 재입원을 피할 수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30%를 차지

      * McKinsey의 조사는 심각한 질환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사람 중 86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Ÿ 맞춤형 의료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모든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솔루션이 개발되어야 

하며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하며 △치료과정에서 소비자 중심의 향상된 의료 서비스 등이 필요

[ McKinsey &  Company, 2021.08.05.; HIT  Consultant , 2021.08.05.]  

화장품업체 Beiersdorf, 기후중립적 2030 경영목표를 제시

 글로벌 스킨케어업체인 바이어스도르프(Beiersdorf)는 소비자 부문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21년 상반기 그룹 매출이 전년대비 12.3% 증가한 38억 7,000만 유로를 기록했으며, ’30년까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기후중립적 시설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

Ÿ Nivea, Eucerin, Aquaphor와 같은 브랜드를 보유한 Beiersdorf의 ’21년 상반기 매출액 

실적의 호조는 유럽 지역의 7.7%, 북미지역의 11.7%, 아프리카·아시아·호주 지역의 10.5%에 

달하는 높은 판매에 기인

Ÿ 특히 중국의 강력한 매출액 모멘텀과 2년 전에 합병한 코퍼톤(Coppertone 브랜드)이 미국에서 

상당한 실적을 보이는 등 상반기 매출 호조에 큰 역할을 담당

Ÿ 한편으로 Beiersdorf는 ’30년까지 모든 공장에서 기후중립적 생산 방식을 채택할 것이며, 

’22년 1월부터 독일 베를린에 소재한 생산 시설에서 화석연료 대신 바이오가스를 사용하는 

생산방식 전환을 실시할 계획

      * Beiersdorf는 베를린 공장에서 화석연료 대신 바이오메탄과 친환경 방식으로 발전된 전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18년 대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99%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Cosmet ics design- europe, 2021.08.10.; Global Cosmet ic News, 2021.08.11.]  


	표지_405호
	글로벌보건산업동향_405호_목차부터_2021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