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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헬스케어 및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ㅂ

유럽의 정책, 금융, 기업 지도자들로 구성된 유럽정책연구센터(Center for European Policy 

Studies, CEPS)는 현재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보건 시스템의 위기를 극복하고, 유럽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조치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유럽의 

국가간 공조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10대 정책 권고를 제시

[1] 유럽 제약산업의 전략적 육성 필요성

 EU집행위원회(EC)는 유럽 제약산업과 무역 및 산업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점은 파편화되고, 임기응변적이며, 정책간 조율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럽의 경쟁력 우위와 지속가능한 발전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

Ÿ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럽 제약 산업의 기업과 연구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폭넓은 이해와 협력이 요구

Ÿ 이를 위해서 △제약산업의 구성원들 간에 의약산업의 R&D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유 △경쟁력 

제고요인에 대한 파악 △제약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방법 모색 △유럽의 헬스케어와 

건강한 유럽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연계성 등에 대한 숙고가 필요

[2] EU 제약 산업의 현주소

 유럽의 제약산업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자동차 제조업이나 금융, 일반 제품 

제조업을 압도하고 있으며, 유럽의 무역수지 흑자에 가장 크게 기여

Ÿ 유럽의 제약산업은 과학에 기초를 두고 혁신을 제품화하는 역량에 기반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유럽 제약산업의 매출액 대비 R&D 지출은 15%에 이를 정도로, R&D 

역량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COVID-19 대응 측면에서 EU가 취하는 조치는 한계점을 노출

Ÿ 1년이 넘는 COVID-19 대응 기간 동안 EU는 보건 분야의 정책 재설계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보건 정책과 관련 R&D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

Ÿ 백신 정책과 관련하여 EU는 첨단구매협약(advance purchase agreements, APAs)에 

기초하여 공동 조달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달 방식은 지난 시기의 산업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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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관료주의적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게 하고 있으며, 백신이나 관련 시험용 약물의 수출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

Ÿ ’20년 11월에 EC가 제시한 제약산업 전략은 제약산업 부문의 전략적 공급망의 취약점을 

규명하고 약품 공급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제약 산업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이나 분명한 비전 제시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

[3] 연구에 대한 자금지원 동향과 10대 정책 제안

 유럽의 보건 관련 연구의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 규모는 풍부하고 다양하지만, 자금 지원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기업과 공공부문,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노출

Ÿ EU와 개별 국가, 기타 국제 프로그램이 설립한 서로 다른 기구(instruments)들의 운영위원회간에는 

상호작용 측면에서 한계점 노출

Ÿ Horizon 2020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많은 민관협력파트너십(PPP)들이 회원국들과 

협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기구와 활동을 연계하지 못하며 국가 연구전략 시너지 창출에 실패

Ÿ 단순·명료한 EU 보건 연구 환경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이해당사자들은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들의 표준화와 

동기화를 통해 상호간 격차를 해소하고 중복 지원의 방지가 가능

�EU 보건의료분야 연구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의 지형�

: 



포커스

  3

Ÿ 나아가 모든 연구 노력을 모으고 프로젝트간 정보 교환을 촉진하는 EU 통합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고, PPP의 거버넌스는 관리 부담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재설계되어야 하며, 

미충족 의료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R&D에 대한 투자 자금의 비축이 필요

Ÿ EC는 이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해야 하며, 전제조건은 기술주도(technology push) 및 

시장지향(market pull) 등 두 가지 수준의 R&D 환경에서 모든 자금조달 기구의 목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Ÿ 이를 통해 혁신보건이니셔티브(Innovative Health Initiative, IHI)와 같은 새로운 기구가 

프로그램간 격차를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성공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

 유럽정책연구센터(CEPS)는 유럽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건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정책을 제시

[ CEPS, 2021.07.20.; Medical News Today, 2021.08.20.]  

�10대 정책 제언의 주요 내용�

: 

주제 주요 내용

1. 거버넌스

Ÿ 보건 영역에서 EU의 거버넌스가 강화되어야 하며, 증거 기반의 분석과 투명성 제고가 
필요

Ÿ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와 유럽의약품청(EMA)의 확대가 필요

2. 위기 대응
Ÿ 보건비상대응기관(HERA)의 역량을 응급 상황에 집중하고 EMA, ECDC,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구축

3. 역량 점검
Ÿ 유럽 보건 시스템의 위기 대응 역량과 EU 기관간 협력 역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

4. 데이터
Ÿ 유럽 보건 데이터 공간을 창설하고 보건 데이터 표준화 가속화

Ÿ 보건 데이터 공간을 통해 각국 보건 당국과의 협력 강화 및 공동 연구를 촉진

5. R&D

Ÿ EU 차원의 조율된 R&D 지원을 위해 EU집행위원회(EC)는 헬스케어 R&D의 복잡성이 
가지는 문제를 언급할 필요

Ÿ 주요 이해관계자들간의 협력 강화

6. 민관 협력
Ÿ 현재의 의료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보건 분야 연구의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EC)는 공개적 판단기준 등을 제시

7. 공공성 제고
Ÿ 공공 자금 지원에 의한 연구 결과의 공개 확대

Ÿ 보건혁신계획(IHI)의 가장 큰 목표로 연구 결과의 공개를 추진

8. 글로벌화

Ÿ 제약 산업의 글로벌화와 EU의 대외 의존성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전략의 수립 필요성

Ÿ 공급망의 리쇼어링이 아닌 공급선의 다변화와 EU의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9. 기관간 공조
Ÿ 제약산업, 무역, 디지털 및 오픈 마켓 전략과 같은 다양한 정부 기관간 연계된 

정책으로서의 산업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10. EU 조약
Ÿ 팬데믹과 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EU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EU 

조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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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GE Healthcare, 임상 데이터 접근성 개선

 미국 GE헬스케어(GE Healthcare)社는 영상 및 임상플랫폼 등 가상화와 기술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 AWS) 클라우드로 이전하여 의료 공급자와 

인공지능(AI) 개발자가 환자 치료를 위한 임상 데이터 접근성을 개선

Ÿ GE Healthcare는 환자에 대한 치료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진료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와 AI 관련 플랫폼 개발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사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AWS로 이전하기로 결정

Ÿ AWS로 이전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GE의 Edison Health Services 플랫폼과 최신 AI 

기반 영상 소프트웨어인 Edison True PACS picture archive, 통신 시스템 등이며, 

클라우드화로 인해 데이터 저장 비용을 절감과 정보 통합의 속도의 제고를 기대

      * Edison Health Services 시스템은 50페타 바이트에 달하는 의료기록과 영상 및 다양한 장비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는 플랫폼으로, 환자의 조건에 따른 광범한 보고서를 산출하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

[ Fierce Biotech, 2021.08.09.; Business Wire, 2021.08.09.]  

미국 Optum, 감염병 위험을 예측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미국 헬스케어 시스템 전문업체인 옵텀(Optum)社는 ’21년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모델과 결합된 신호 및 지표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적으로 독감 및 COVID의 발병을 1~2주 

앞서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

Ÿ ’19년 미국 전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COVID-19 팬데믹 상황 데이터를 기초로, Optum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및 AI 기반 전염병 계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전염병의 확산 경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료 종사자에게 전염경로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달

      * 특히 이번의 COVID-19는 미래 예측 과정에서 사용되는 과거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며, ’20년 3월까지 

질병 기호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존재

Ÿ Optum의 연구진들은 예측과정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구글 검색 데이터, 의료기관 방문객수, 학술 연구 자료 등의 데이터를 참고하는 한편, 다양한 

지표에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예측 시스템을 구축

[ Healthcare Finance, 2021.08.12.; Healthcard Dive,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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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Ultromics, AI를 활용하여 진단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

 영국 기반의 스타트업 울트로믹스(Ultromics)社의 에코고코어(EchoGo Core)와 에코고프로 

(EchoGo Pro) 플랫폼은 인공지능(AI) 지원 심장초음파영상(echocardiograms) 장비를 

사용하여 의사가 심장 장기와 조직 기능에 영상으로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Ÿ EchoGo Core 플랫폼을 이용한 AI 기반의 심장초음파영상 장비를 개발한 Ultromics는 

3,300만 달러 규모의 Series B 자금 조달에 성공

Ÿ Ultromics의 심장초음파영상 장비는 심부전(heart failure), 아밀로이드증(amyloidosis), 심장 

관상동맥(coronary artery) 질환등을 진단하는데 사용되며, 특히 AI를 이용하여 진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크게 제고

      * 아밀로이드증은 단백질의 형성과정에서 형태에 이상이 생겨 여러 장기와 조직에 섬유질이 형성되는 질환을 지칭

Ÿ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 원인으로 나타나는 질환인 심장질환은 연간 65만 5천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현재 심장 질환에 사용되는 기존 영상 진단 방법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오진률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

[ MobiHealthNews, 2021.08.16.; MDDI Online, 2021.08.16.]

인도, 빅데이터의 중요성으로 다학제적 수요 확대

 인도에서는 양적인 데이터가 아닌 질적 데이터에 기초한 예측과 해석에 의존하던 생물학이나 

화학 분야에서 첨단 통계학과 수학적 분석 도구의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데이터의 정확한 

분석에 도달하기 위한 정량적 접근방법이 중요해지는 추세 

Ÿ 특히 팬데믹 상황에 직면하면서 다학제적 접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한편, 데이터가 급증하고 

있는 헬스케어 인프라와 질병 진단 분야 모두에서 적절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 주는 기술혁신과 

이러한 접근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

Ÿ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인도의 일부 대학에서는 데이터과학(Data Science), 바이오의공학 

(Biomedical Engineeirng), 컴퓨터 공학(Computation Engineering) 학과 등에서 복수 

학위 과정이 개설 

Ÿ 데이터과학 학생의 50%가 이중학제 과정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데이터과학에 기초한 

약품 디자인, 질병예방 등에 적용가능한 다학제적 숙련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The T imes of India, 2021.08.16.; GEN,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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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데이터·헬스·서비스 검토 시 데이터 규정 확인 필수

 일본은 디지털·헬스·서비스 분야는 어떠한 의료·건강 데이터를 어떠한 목적과 용도로 

취급하는지에 따라 데이터 규정 준수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의 목적·기능에 맞는 적절한 

법적요건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절차가 필요

Ÿ EHR를 취급하는 경우는 후생노동성 ‘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의료기관 등이 

대상)과 경제산업성·총무성의 ‘의료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이란 소위 ‘3성(省) 2가이드라인’이 데이터 규정준수 요건

Ÿ 이들 가이드라인은 의료 종사자가 환자의 치료나 진료를 목적으로 작성하고 이후에도 계속 

경과를 확인하면서 치료방침을 검토할 때 이용하는 EHR만이 적용대상

Ÿ 의학적 목적에서 분리된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 관리하는 EHR을 개인이 인수해 PHR사업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이용해 관리하는 경우는 4월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총무성이 

공동 개발한 ‘민간 PHR사업자의 건강검진정보 취급에 관한 기본지침’(3성 PHR지침)을 적용

Ÿ 반면 개인이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직접 측정하고 관리하는 PHR은 3성 PHR 지침 적용대상이 

아니며, 대신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응

[ PWC Japan, 2021.08.19.; 健康産業新聞, 2021.08.10.]

중국, AI+의료 융합 전문인력 부족 직면

 글로벌 인재채용기업인 헤이스(Hays, 瀚纳仕)社에 따르면, 중국이 인공지능(AI) 분야를 

주도하며 전 세계 빅데이터 전문가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산업이 세분화되고 새로운 

응용분야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인재의 수급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

Ÿ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AI+의료건강 산업간 연계를 통해 더욱 발전해 왔으며, 인공지능은 

새로운 형태의 의료건강산업를 변화시키는 원동력 역할을 담당

Ÿ 공중보건, 병원관리, 의료영상, 의료로봇, 약물연구개발, 건강관리, 정밀의료 및 의료지불 

등 세분화된 응용 분야가 등장하고 확산 사례가 증가

Ÿ 유전자시퀀싱, 의료영상, 신약 연구 및 개발, 조기 암 연구, 보조진단, 차세대 시퀀싱기술(NGS) 

및 기타 세분화 트랙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인재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

Ÿ 그러나 AI+ 의료 및 건강 분야는 여전히 인재풀 부족, 인재 공급 및 수요 불균형, 새롭게 

부상하는 교차 분야의 인재 부족, 학제간 전문 인력양성의 불완전성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

[中国电子商会, 2021.08.13.; 中国医疗,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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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COVID-19 백신 최초 정식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Pfizer-BioNTech)社가 개발한 COVID-19 

백신을 최초로 정식 승인하였으며, 16세 이상 개인 대상으로 COVID-19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코머너티(Comirnaty) 제품명으로 판매될 예정

Ÿ ’20년 12월 11일부터 Pfizer-BioNTech COVID-19 백신은 긴급사용승인(EUA)에 따라 16세 

이상의 개인에게 제공되었으며 ’21년 5월 10일부로 승인이 12세에서 15세까지로 확대

Ÿ ’20년 12월 11일, FDA는 Pfizer-BioNTech의 COVID-19 백신에 대하여 16세 이상의 수천 

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의 무작위, 통제, 맹검 임상시험의 안전성 및 유효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첫 번째 EUA 부여

Ÿ COVID-19 백신 투여 후 심근염 및 심낭염은 2차 백신 투여 후 7일 이내에 위험 증가가 

나타났으며, 여성 및 노인 남성에 비해 40세 미만 남성 특히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남성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omirnaty 처방 정보에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고가 포함

      * 심근염(myocarditis)은 심장의 근육에 발생한 염증이며, 심낭염(pericarditis)은 심장을 둘러싼 막에 생긴 염증

[ FDA, 2021.08.23.; CNBC, 2021.08.23.]  

미국 FDA, BlackBerry 제품의 사이버 취약점을 경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의료용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블랙베리(BlackBerry)社의 실시간 운영체계인 

QNX가 해커에 의한 공격에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BlackBerry의 사이버보안 취약성을 경고

Ÿ FDA의 발표에 따르면, 아직까지 QNX 운영체제가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해커들의 공격이 

발생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현재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은 취약점 평가 및 긴급 패치 등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패치의 사용을 권고

      * QNX가 개발하고 Blackberry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 실시간 운영체제는 첨단 기술 의료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계에서 활용

Ÿ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QNX는 적용범위가 넓으면서도 높은 수준의 보안 능력을 보이는 

운영체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도 높고 널리 쓰이는 운영체제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에 대한 우려는 상존한다고 지적

[ Medtech Dive, 2021.08.18.; Polit ico,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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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L’Oréal, 월경주기 추적앱 기업 Clue와 파트너십 체결

 세계 최대의 화장품 기업인 프랑스의 로레알(L’Oréal) 그룹은 최근 세계 최대의 여성 월경 

주기 추적앱을 개발한 클루(Clue)社와 협력관계를 체결하고 앱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피부변화에 대한 맞춤형 정보와 스킨케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

Ÿ L’Oréal은 앱을 통해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에 기초하여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스킨케어 관련 조언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앱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마케팅 계획의 일환

Ÿ L’Oréal 관계자에 따르면, 인간의 호르몬 분비와 피부와의 관계에 대해 아직까지 사람들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이번 제휴 관계에 의해 앱을 통해 얻은 조사 및  

분석 결과는 앱과 Clue의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

Ÿ 향후 L’Oréal은 호르몬 주기에 따른 피부 변화를 추적하는 과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제안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피부과 전문의, 내분비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들과 함께 새로운 컨텐츠 분야를 개척할 예정

[ Glossy, 2021.08.05.; L’Oréal, 2021.08.04.]

EC, Illumina-Grail 인수합병에 대해 강경 입장 고수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최근 유전체 분석업체 일루미나(Illumina)社가 

암진단 바이오스타트업 그레일(Grail)社 인수에 대한 EU의 반독점 관련 규제 심사가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사간 인수합병 완료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견지

Ÿ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도 Illunina가 80억 달러 규모의 Grail의 인수절차에 대해 이번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반독점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한 상태

Ÿ 특히 EC는 Illumina의 이번 Grail의 인수합병 결정이 EU의 반독점 조사에 따른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서, Illumina가 EU의 반독점 조사가 끝날때까지 Grail을 

별도의 회사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경고

      * EC는 EU의 합병 규정 제7조(Article 7 of the Merger Regulation)의 ‘중단 의무(standstill obligation)’를 

위배한 것이며, 이 ‘중단 의무’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인수합병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Ÿ EC에 따르면, 이번 Illumina의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규모가 연간 총매출액의 10%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

[ MDDI Online, 2021.08.22.; ST AT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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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새로운 COVID-19 확산 지역으로 부상

 동남아시아 지역이 지속되는 정치적 불안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같은 지리적,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COVID-19가 확산되는 핫스팟으로 부상

Ÿ 6억 5천만명이 넘는 인구가 있는 동남아 지역의 COVID-19 확진자 급증 상황이 해당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 상황과 같은 지정학 및 사회경제적 요인이 결부되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

Ÿ 동남아시아 지역은 알파, 베타 및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며, 특히 불법 

및 감시되지 않는 경로를 통한 노동자들의 이동과 제한된 백신 공급으로 인해 높은 전염률과 

돌파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의 출현의 위험에 노출

Ÿ ’20년까지 COVID-19 방역모범지역으로 평가받던 동남아 지역은 일일평균 확진자가 ’21년 3월 

12,900명에서 6월 28,800명으로 급증하는 한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9에 이르고 있지만, 

전파경로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 크게 부족한 상황이어서 향후 COVID-19 확산 우려 급증

      * 감염재생산지수는 1명의 확진자의 추가 감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 이상일 경우 확산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

[ Nature, 2021.08.16.; T he Diplomat, 2021.08.19.]

게놈편집 기술,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화되며 새로운 단계에 진입

 미국 바이오 스타트업 인텔리아테라퓨틱스(Intellia Therapeutics)社와 제약회사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Regeneron Pharmaceuticals)社는 게놈편집 기술 CRISPR/Cas9를 이용해 

개발중인 치료제의 임상시험에서 유효한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

Ÿ 전신의 다양한 장기에 이상한 단백질이 침착해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유전성 질환 치료용 

임상시험결과, 양사 치료제가 질환의 원인이 되는 이상 단백질의 수준을 대폭 경감

Ÿ 이번 임상시험은 참여자가 제한되어 있고 관찰기간도 짧지만 CRISPR/Cas9를 이용해 개발 

중인 임상시험에서 나온 최초의 유효한 임상 데이터이기 때문에 의료에 대한 동 기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제시하는 획기적인 성과라는 점이 주목할 부분

Ÿ 한편 게놈편집 기술을 활용하여 일본의 ‘GABA 고축적 토마토’와 미국의 ‘고올레인산 대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OECD에 따르면, 게놈편집 등 바이오기술 관련 

시장규모는 ’30년 약 200조 엔으로 확대될 전망

[日興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 2021.08.17.; 読売新聞, 2021.08.19.]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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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예방과 치료 대책 필요

 암에 의한 여성의 사망에서 자궁경부암(cervical cancer)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이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백신의 공급이 지연됨에 따른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Ÿ 자궁경부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학령기 소녀들에게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는 조치가 필요

Ÿ UNICEF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준으로 ’19년 접종 대상 연령 여학생에 대한 접종비율이 

15%에 달했으나, ’20년에는 13%로 낮아졌으며, 그 결과 ’20년 기준으로 160만명의 여학생에 

대한 접종이 누락

Ÿ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백신면역연합(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GAVI)은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 시스템과 인유두종 백신 프로그램을 

재통합하고, 영양과 위생 및 출산과 관련된 보건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

      * GAVI는 WHO, UNICEF, WB 등의 국제기구와 각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개도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목적으로 

’00년에 설립된 민관협력기구로, 시장가격에 비해 저렴하게 백신을 구입하여 개도국에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 World Economic Forum, 2021.08.18.]  

델타 변이바이러스, 돌파감염 우려로 마스크 착용 필요성 제기

 COVID-19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돌파감염 우려가 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들이 발표됨에 

따라 바이러스 전염 확산을 늦추고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정기적인 검사 및 백신접종 등 기본위생을 강화할 필요성 제기 

Ÿ 의학논문 사전공개사이트 메드아카이브(medRxiv)에 게재된 연구결과와 인도, 미국, 핀란드 

등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COVID-19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의 

비강에서도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백신접종자도 타인에게 감염 우려 가능성 제기

Ÿ 승인된 백신접종이 COVID-19 중증화 및 치사율을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백신의 유효성이 90%에서 66%로 감소한 것을 고려할 때, 백신접종만으로 고령층, 

면역체계 취약계층, 기저질환 환자들을 COVID-19로부터 보호하기가 어려운 상황

Ÿ 현재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작동방식과 전파되는 경로를 보다 잘 이해하고, 가정, 직장 및 

지역사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정기적인 검사 및 백신접종 등을 통해 COVID-19 확산을 늦추는 것이 필요

[ Nat ional Geographic, 2021.08.21.; ST AT  News,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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