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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지털 치료제의 치료개선효과 입증

 미국 페어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社의 오피오이드(Opioid) 사용 장애에 대한 디지털 

치료제(DTx)에 대한 9개월 동안 축적된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가 이를 사용한 결과 대조군보다 

입원 기간이 46% 적었고 치료비용도 2,700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

Ÿ Pear Therapeutics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주 치료 기간 동안 6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치료제인 reSET-O를 처방한 결과, 처방을 사용하지 않은 환자의 치료비는 

11,141달러에 달하는 반면, 디지털 치료 처방을 사용한 환자의 치료비는 8,733달러로 경감

Ÿ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ural therapy, CBT)에 기반하여 개발된 디지털치료제인 

reSET-O는 진통제 오남용에 대한 표준 약물 치료제인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과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개발

Ÿ 치료비 절감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입원 기간의 단축으로, 디지털 치료제를 사용한 환자의 

입원비는 2,693달러인 반면에, 디지털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의 입원비는 6,130달러에 

달하며, 정신과적 서비스나 병리학적 검사 등이 진행될 경우 입원비는 더욱 상승

[ Pharmaphorum, 2021.11.03.; Dovepress, 2021.10.29.]  

독일 Bitkom, ‘노년 삶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 발간

 독일 정보통신산업협회(bitkom)는 독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 간병인, 의료기관, 주택 산업을 

위한 안내서 ‘노년 삶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의 개정판을 발간

Ÿ bitkom 안내서는 디지털화를 통해 노인들에게 스마트 홈 기술을 포함한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 간병인, 주택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구체적 디지털 사용사례 등을 제공

Ÿ 65세에서 74세 사이의 독일인의 80%, 75세 이상은 75%가 디지털화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많은 노인은 더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사용자 친화성과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개인적 지원 서비스 등을 바라고 있다고 답변

Ÿ AI 기반 낙상 방지 기술은 스마트폰 영상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이 낙상 위험을 판단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한 개인적인 권고 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 데이터와 센서 데이터를 알고리즘으로 

평가하는 IoT 플랫폼은 불규칙성을 감지하거나 복약이나 약속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담당

[ bitkom, 2021.11.24.; IT - T imes,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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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DigitalEurope, 4가지 디지털 정책 방향 제시 

 구글, 애플, 삼성이 회원으로 있는 親기업단체 디지털유럽(DigitalEurope)은 보고서를 통해 

1부에서는 유럽에서 의료 데이터 공유 및 사용에 대한 신뢰와 활용을 성공적으로 장려하는 

데 필요한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2부는 회원사들의 15가지 사례 분석

Ÿ  ’21년 기준으로 EHR 데이터를 상호 교환하는 EU 국가는 64%에 불과하며, 디지털보건전략을 

위해 예산배정을 실시한 국가는 68%, 디지털보건시스템 인프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중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

[ DIGITALEUROPE, 2021.11.23.; EPHA, 2021.11.15.]

중국, ’21년 중국 AI+의료 및 생명과학 산업 동향

 중국 시장조사기관 iResearch(艾媒咨询)는 △산업발전단계 △시장규모 △IPO동향 △세분화된 

시장 동향 △향후 트렌드 측면에서 중국의 인공지능(AI)과 의료 및 생명과학 산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

Ÿ (산업발전 단계) AI와 결합된 의료 및 생명과학, 즉 AI 의료는 초기 단계에서 개발 단계로 

이동했으며 AI 의료 응용 프로그램은 초기 단계에서 심층 탐사 단계로 전환

Ÿ (시장 규모) ’20년 중국의 AI 의료 핵심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29억 위안에서 연평균 45.9% 

증가하여 ’25년 59억 위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Ÿ (IPO 동향) AI를 통한 망막진단 분야의 선두업체인 Airdoc(鹰瞳)과 의료 산업에 AI와 빅데이터 

제품을 제공하는 YiduCloud(医渡云) 모두 홍콩 주식 시장에 상장

Ÿ (세분화된 시장 동향) ’20년 중국 AI 의료의 핵심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에서 CDSS의 시장점유율 

29.8%, AI 의료영상이 7.1%를 기록하였으나 ’23년에는 AI 의료영상 시장 규모가 CDSS를 

제치고 AI 의료 핵심 소프트웨어 중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艾媒咨询, 2021.11.18.; 36Kr, 2021.09.27.]

�보건 데이터의 공유와 사용 확산을 위한 EU의 4대 정책 방향�

: 

정책방향 주요 내용

보건 데이터의 혜택
Ÿ 환자와 보건 전문가, 혁신가, 정책 입안자와 보건의료 시스템 자체에 

실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음을 입증

인프라의 보안과 상호 운용성 Ÿ 광범위한 보건 데이터의 유형의 사용이 가능

기존 보건 데이터 공유
Ÿ 보건 데이터에 대한 접근, 공유 및 사용이 질병의 예방과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사용되는 것을 보장

디지털 보건에 대한 이해도
Ÿ EU 회원국과 EU 전역에서 환자 중심으로 설계된 e-헬스 서비스가 환자와 

의료 전문가 모두에게 디지털 보건에 대한 이해력과 관심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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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 ’21년 새롭게 부상하는 의료기술 소개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2021년 새롭게 부상하는 상위 10대 기술 중에는 △질병진단 

호흡감지기 △맞춤형 의약품 제조 △고령화 사회의 유전체학 기술 △무선 바이오마커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와 관련된 의료기술이 포함

Ÿ (질병진단 호흡감지기) 호흡 센서는 혈액 채취보다 훨씬 더 빠른 결과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중요한 건강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비침습적인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진단을 간소화

Ÿ (맞춤형 의약품 제조) 연속생산프로세스제약제조(continuous-flow pharmaceutical 

manufacturing)로도 알려진 온디맨드의약품제조(on-demand drug manufacturing)는 

적은 설비를 활용하여 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원격지나 야전병원에서 의약품 제조가 가능 

Ÿ (고령화 사회의 유전체학 기술)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5년에서 ’50년에 이르면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12%에서 2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후성유전학(epigenetics)과 

오믹스(omics) 기술 진보를 통해 노인들의 질병과 그에 수반되는 사망 위험 예측이 가능

Ÿ (무선 바이오마커 의료기기) 현재 100개 이상의 회사가 바이오마커를 식별하고 추적하기 위하여 

중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될 무선, 휴대용,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

[ World Economic Forum, 2021.11.16.]

중·저소득국가, COVID-19로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 확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COVID-19는 선진국가, 개도국 및 저소득 국가 간의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한 격차를 악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팬데믹이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 

(LMIC)들이 수년간 추진해 오던 디지털의료 플랫폼을 채택하도록 촉진

Ÿ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McKinsey)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은 감염병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할 뿐 아니라, 1차 보건의료 시스템 자체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

Ÿ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로 △국가 주도의 강력한 파트너십과 환경의 조성 

△채택 가능한 수준의 기술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역량의 

축적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능력 등이 제시

Ÿ LMIC의 주요 성공사례로 디지털 헬스케어 도구를 신속하게 보급한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 기존 질병 감시 플랫폼을 빠르게 확대한 나이지리아, 질병 체크를 위해 챗봇을 도입한 

남아공, 텍스트 송수신 기반의 의료비지불 및 환자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 케냐 등을 소개

[ McKinsey& Company, 2021.11.10.; reliefweb, 2021.10.05.]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1.12.13

4  

 4대 보건산업

미국 ITIF,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

 미국 싱크탱크중의 하나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지난 30년 동안 반도체 제조능력의 70%를 상실한 이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

Ÿ 미국은 혁신적인 산업을 발전시키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른 국가에게 

제조 및 생산역량을 빼앗기는 상황에 직면

Ÿ 반도체, 태양광 발전 패널, 통신장비 등의 분야에서 외국 정부들이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을 

통해 세계 시장을 확대한 결과 미국의 생산능력과 시장지배력이 점차 잠식되었으며,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에 실패

Ÿ 바이오 의약품 분야와 같은 첨단분야에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미국의 혁신과 제조역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가격에 대한 통제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의 

강화, R&D 및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전략 등을 전개할 필요성을 강조

 

[ IT IF, 2021.11.22.]  

영국 Biobank, 20만명의 WGS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

 영국 바이오뱅크(Biobank)의 20만명의 전장유전체분석(whole genome sequencing, WGS) 

데이터가 암이나 심장 질환, 치매와 같은 질환에 대한 이해 증진과 치료법 개발을 위해,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

Ÿ Biobank의 20만명의 WGS 데이터가 보안 기능이 설치된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전세계 

연구자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유전자 염기서열 데이터의 공개 중 최대 규모이며, 생명과학 

및 산업 분야에서 영국의 선도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

      * 전장유전체분석(WGS)는 1번 염색체부터 23번 성염색체까지 인간의 전체 염기서열을 읽어 분석하는 방법

Ÿ ’06년에 설립된 UK Biobank는 영국 전역에서 50만명의 참가자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90개 이상의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3,000개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에 데이터를 제공

Ÿ 이번 유전자 염기서열 데이터의 공개는 유전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보다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다양한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UKRI,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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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브랜드 Lush, 소셜 미디어 활동 잠정 중단 선언

 영국계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러쉬(Lush)는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취해질 때까지’ 일부 소셜 미디어 계정을 비활성화하겠다고 선언

Ÿ Lush 측이 이번에 발표한 잠정 중지 대상 소셜 미디어는 Instagram, Facebook, TikTok, 

Snapchat이며, 이번 조치는 Lush가 진출한 전 세계 48개국 전체에 해당되며, 보다 나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할 때까지 Twitter와 YouTube 계정의 운영은 지속할 예정

      * 북미 Lush Cosmetics의 Instagram 팔로워 수는 4백만명이며, Facebook의 팔로워 수는 120만명으로 추산

Ÿ Lush의 소셜 미디어 계정의 중지는 소셜 미디어들이 사용자들의 정신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인지해야 하고, 사용자들에게 좋든 싫든 무조건 관련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알고리즘 기반의 운영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

[ CISION, 2021.11.22.; BBC.com, 2021.11.23.]

약제내성균, COVID-19과 함께 새로운 건강 위협으로 부상

 특별한 치료제나 치료법이 없는 COVID-19 펜데믹처럼 약제내성균(薬剤耐性, AMR) 역시 

향후 세계로 확산되면 유효한 항균제가 없어 사망자가 늘어나고 경제적인 타격과 함께 사회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Ÿ 영국 정부가 위탁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세계적으로 매년 70만 명이 약제내성을 원인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대책을 취하지 않을 경우, ’50년까지 아시아 및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매년 

1,000만 명의 사망자(25%는 약제내성이 있는 결핵군이 원인)가 발생할 전망

Ÿ 약제 내성균에 효과가 있는 약제 개발은 시급한 과제임에도 일본과 미국은 1980년대를 피크로 

항균제 신규 승인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낮은 수익성 △신약개발 탐색의 높은 난이도 

△약제내성균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어렵다는 점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

Ÿ 실제로 일본의 ’89년∼’18년 의약품 시장은 1.87배(5조 5,260억 엔→10조 3,374억 엔)로 

커졌지만, 항균제 시장은 9,655억 엔에서 2,195억 엔까지 감소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존슨앤존슨 같은 대형 제약회사가 잇따라 항균제 시장에서 철수

Ÿ 향후 항균제의 적절한 사용과 효과적인 지표를 검토하는 약제 내성균 발생 억제정책과  신약개발 

기업들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풀(pull)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항균제 개발정책이 필요

      * 풀(Pull)형 인센티브는 이익보증제도처럼 약가, 특허, 시장참여 보수 등에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정책

[国立国会図書館, 2021.11.16.; 日本経済新聞,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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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새로운 COVID-19 변이 바이러스를 Omicron으로 명명

 COVID-19 변이바이러스가 남아프카에서 발생된 이후 세계보건기구(WHO)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 위해 조치를 내리기 위해 특별미팅을 개최하고 오미크론(Omicron, B.1.1.5239)으로 명명

Ÿ 11월 9일, B.1.1.529 변이 바이러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수집된 표본에서 탐지된 후 

최근 몇 주 동안 빠르게 확산되어 급격히 COVID-19 확진자수가 증가

Ÿ 11월 26일, SARS-CoV-2 바이러스 진화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가그룹인 

기술자문그룹(TAG-VE)은 이 변이체를 우려변이(Variant of Concern, VOC)로 지정해야 

한다고 WHO에 권고했으며 WHO는 B.1.1.529를 Omicron이라는 VOC로 지정

Ÿ TAG-VE는 성명서를 통해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최근 확진자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Omicron 

요인 때문인지 또는 다른 요인 때문인지 파악하기 위한 역학 연구가 진행중이며, 다른 변이체 

감염에 비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지 여부가 아직은 불명확하다는 점을 강조

Ÿ 그러나 TAG-VE는 COVID-19에 감염되었던 사람들이 델타 변이바이러스와 같은 다른 VOC와 

비교할 때 Omicron에 의해 보다 쉽게 재감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재확인 

[ WHO, 2021.11.26.; United Nat ions, 2021.11.28.]

바이오의약 산업, R&D 혁신에 의해 생산성 제고 및 출시 비용 경감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액센츄어(Accenture)는 보고서를 통해 바이오제약 조직이 R&D 혁신을 

통해 평균 치료제 출시비용을 미화 10억 달러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치료제 당 최대 4억 5천만 달러의 추가 수익 기회 창출이 가능하다고 언급

Ÿ 성공적으로 개발된 치료제의 출시 비용이 26억~67억 달러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디지털과 데이터 중심의 연구와 보다 신속하고 스마트한 개발 방법이 도입될 경우 이 출시 

비용이 12억~17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경감

Ÿ 현재 선진국 의료 시장의 구입적정성 격차(affordability gap) 규모는 ’28년까지 3천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미국의 가구(family)당 의료보험료는 평균 55% 

상승하였으며, 환자의 30%는 의약품 가격 때문에 처방된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Ÿ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첨단 세포 및 유전자 치료와 신기술을 결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특정 질병의 징후와 환자의 바이오마커를 결합하는 형태의 디지털 기반 데이터 중심 연구를 

추진하고 △머신러닝과 실세계 데이터를 결합하여 보다 신속하고 스마트한 방안 마련 필요

[ Accenture, 2021.10.26.; Brookings,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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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해외동향을 요약한 것으로 기관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세계 의약품 시장, ’20년 약 1조 3,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일본 의약산업정책연구소(医薬産業政策研究所)는 의약품 세계 매출액 상위 100개 품목의 기본특허를 

조사해 신약 출원 기업을 보고하고 있으며 최근 ’20년 의약품 시장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

Ÿ IQVIA World Review Analyst 2021에 따르면 ’20년 의약품 시장은 1조 3,054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2.6% 증가했으며, 의약품 매출액 상위 100개 품목(이하 상위품목)의 매출 

합계는 4,352억 달러, 시장 점유율은 약 33%를 기록

Ÿ 상위품목을 약효 분류별로 구분하면 ’19년과 마찬가지로 항악성 종양치료제·면역조절제가 

32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화기관용제 및 대사성 의약품, 일반적인 전신용 항생제, 

중추신경계용제가 각각 19개, 13개, 12개 품목을 기록

Ÿ 상위품목의 기본특허 출원 기업의 국적별 의약품의 수는 미국이 49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스위스(10개), 일본과 영국(9개), 독일(8개) 등이 차지

Ÿ 한편 상위품목의 세계 매출액 합계에서 국적별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미국이 49개 

품목으로 51%를 차지하고 일본은 9개 품목으로 매출액의 7%, 독일은 8개 품목이지만 매출액 

상위 10위권에 3개 품목이 포함돼 있어 일본보다 많은 16%의 비율을 차지

[医薬産業政策研究所, 2021.11.02.; 日刊薬業, 2021.11.09.]

의료용 로봇 시장, ’25년 12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헬스케어 분야의 로봇기술 혁신은 의료인의 스킬 육성, 수술, 연구 및 치료 등의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용 로봇 시장 규모는 ’20년 59억 달러 수준에서 연평균 

16.5% 증가하여 ’25년에는 127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

Ÿ Boston Dynamics는 체온, 호흡수, 맥박수, 산소포화도를 원격으로 측정하는 기술의 R&D에 

집중하고 있으며, UV-C 광선을 이용한 소독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Intuitive Surgical은 

로봇을 이용한 최소침습외과수술(MIS) 방법을 개발

Ÿ Vicarious Surgical는 복부 수술을 빠르고 쉽게 진행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복부수술 

로봇을 ’23년에 출시할 예정이며, Accuray는 대안적인 암치료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방사선 

치료 시스템인 CyberKnife System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

Ÿ Stryker는 정형외과, 수술 기기, 신경기술 및 척추 등 3가지 분야를 운영하는 이 회사는 외과용 

기기를 보조하는 로봇팔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골격 해부학에 의한 3D 모델링으로 고관절 

또는 무릎 관절 수술에 적용되는 Mako 로봇을 제작
 

[ Value The Market, 2021.11.22.; Science Robot ics, 2021.11.10.]


	표지_418호_포커스X
	글로벌보건산업동향_418호_목차부터_2021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