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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CVS Health와 Microsoft, 디지털헬스 부문의 파트너십 체결

 ’21년 12월 2일 미국의 의약품 소매업체인과 클리닉센터 운영업체인 CVS Health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社는 AI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디지털헬스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고 발표

Ÿ 양사의 협력으로 약 300,000명 이상의 CVS Health 직원이 1억 명 이상의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약품 판매 일선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Microsoft의 Teams와 Office 제품군을 통해 고객의 니즈에 더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

Ÿ CVS Health 직원들은 Microsoft의 아주어(Azure)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과 Microsoft의 

헤드마운티드 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 기기인 Hololens, Dynamic 365 Guides 및 Remote 

Assist 등을 이용하여 복잡한 작업을 단순화할 것으로 예상

Ÿ 양사는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관리 및 예측 프로세스의 자동화로 인한 디지털헬스 혁신 추진 

및 의약품 폐기물의 최소화 등을 기대 

 

[ HIT  Infrastructure, 2021.12.05.; Microsof t , 2021.12.02.]  

캐나다 원격의료, 연간 60억 캐나다 달러의 경제적 효과 발생

 캐나다는 원격의료의 빠른 확산으로 병원에서 소비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이나 방문 예약을 놓치는 횟수를 줄이는 동시에, 직접 의사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연간 약 6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Ÿ 비영리 연구기관인 랜드유럽(RAND Europe)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원격의료 확대로 병원 방문에 

따른 시간적 비용으로 연간 50억 캐나다 달러, 효율적인 예약시스템과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 

감소로 연간 1.5억 캐나다 달러, 원격상담으로 연간 6억 캐나다 달러의 비용절감이 가능 

Ÿ 그러나 연구진들은 원격의료 서비스가 특정 사회 경제적 계층에 의해 주로 사용될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의료 불균형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의료 서비스 자체의 이용도를 높임으로써 

전반적인 의료비 지출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

Ÿ 따라서, 연구진들은 원격의료가 잠재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발생시키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효율 측면의 부정적인 효과와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

[ RAND, 2021.12.06.; Medical Xpress,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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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CSS, 헬스케어 분야의 사이버보안 규제 강화 필요성 제기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교(ETH Zürich)의 보안연구센터(CSS)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COVID-19 팬데믹 기간동안 의료 분야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으며, 정부, 시민 

사회 및 업계의 전문가들은 책임과 기대를 명확히 하는 사이버 보안 규제 강화를 요구

Ÿ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기록이나 수술 예약 등의 중요한 개인의료정보의 유출 사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21년 10월 이스라엘에서는 29만명에 달하는 환자들의 의료기록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와 유사한 개인정보의 탈취 시도는 지속적으로 발생

Ÿ EU의 사이버 보안 관련 규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포괄적이고 발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다루지 못하는 윤리적 가치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공공 정책과 

함께 인권 차원의 접근과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상황

      * 이러한 국제 공조의 사례로는 EU에서 추진 중인 공공과 민간의 정보 공유를 통한 국제적인 정책 추진 계획이나 

미국에서 ’21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랜섬웨어대처계획(Counter Ransomware Initiative) 등이 있음 

[ ETH Zürich, 2021.12.01.; Help Net  Security, 2021.12.08.]

AI, 신속한 COVID-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일조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COVID-19 백신 접종이 바이러스 확산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되었고 COVID-19 관련 경구용 치료제가 약 2년 만에 실용화

Ÿ 신약개발은 장기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1,000만 개∼10억 개로 알려진 

화합물 가운데 신약의 근간이 되는 리드 화합물(제일 처음에 발견한 화합물)을 찾아내고 효과, 

안전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해 최적의 화합물을 조합하고 찾아내는 과정

Ÿ COVID-19 백신의 주류가 된 소위 mRNA 방식의 백신 개발은 복잡한 단백질 구조를 분석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지만 COVID-19 국면에서는 AI와 딥러닝을 

통해 단기간에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는데 성공 

Ÿ 이처럼 AI가 신약개발에 활용되기 시작함으로써 신약이 실용화 단계까지 걸리는 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있으며, 실제로 COVID-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은 백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는 2주 이내에 이용할 수 있고 3개월 정도면 백신의 출시가 가능

Ÿ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COVID-19와의 전쟁은 상당기간 계속되겠지만, 신약개발에 

필요한 방대한 정보나 과거 데이터를 최근에는 AI가 딥러닝을 통해 빠르게 분석하여 적합한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三井住友DS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 2021.12.07.; 日経ビジネス,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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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Coviu, 원격상처진료 도구 개발

 호주 스타트업 원격의료(Telehealth) 기업 코비우(Coviu)社는 원격상처진료(remote wound 

care)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상처진료 도구 키트를 ’26년에 출시될 예정

Ÿ Coviu는 정부연구기관 CSIRO, 웨스턴NSW州일차진료네트워크, 시드니대학(University of 

Sydney), 시드니공과대학(UTS), 보험회사 Australian Unity와 공동으로 원격 상처진료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툴킷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 

Ÿ Coviu는 ’22년 개발을 시작할 프로젝트를 위해 연방정부의 의료연구미래기금(Medical 

Research Future Fund)으로부터 약 650만 호주달러(U$45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Coviu는 ’26년에 자사의 플랫폼에서 디지털 상처진료 툴킷을 출시할 계획

Ÿ 제품개발 이후 실무자는 AI 기반 모바일 영상을 통해 원격으로 상처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상처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인해 상처진료 특히 감염과 상처 또는 약물에 

대한 환자의 신체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

[ Mobi Health News, 2021.12.07.; Pulse+ IT  2021.11.29.]

WEF 챗봇프레임워크, 4개기관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챗봇 인공지능(Chatbot AI) 기술이 헬스케어에서 

빠른 속도로 적용되어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공동 개발한 Chatbots RESET 프레임워크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   

Ÿ Chatbots RESET 프레임워크는 △AI 및 헬스케어 윤리원칙에서 신중하게 선택되고 헬스케어 

분야의 챗봇 활용에서 제시된 10가지 원칙과 △각 원칙에 대하여 헬스케어 분야의 챗봇 배치의 

다양한 단계에서 필요한 권장사항 형태의 운영화 조치 등 두 부분으로 구성 

      * 10가지 원칙은 효능(efficacy), 데이터 보호(data protection), 인간대리인(human agency),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공정성(fairness),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 무결성(integrity), 포용성(inclusiveness), 

안전/무해성(Safety/non-maleficence)으로 구성

Ÿ ’20년 12월 챗봇 RESET 프레임워크가 공개된 이후, 독일 AI 앱 아다헬스(Ada Health), 

대화형 AI 플랫폼을 제공하는 옴니봇AI(OmniBot AI), 인도 아폴로병원(Apollo Hospitals), 

테크마힌드라(Tech Mahindra) 등 4개의 기관이 Chatbots RESET 프레임워크를 시범 운영 

Ÿ 4개 기관은 Chatbots RESET 프레임워크에서 권장되는 운영화 조치를 활용하여, 적합한 원칙을 

선택하고,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산출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

[ World Economic Forum,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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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COVID-19 변종이 감염 진단에 미치는 영향 발표

 최근 COVID-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Omicron)이 크게 확산되는 등 다양한 변종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유전자증폭(PCR) 등 분자 

기반의 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목록화하여 발표

Ÿ FDA는 임상실험실 직원 및 헬스케어 제공자에게 COVID-19 변종으로 인해 SARS-CoV-2의 

검색를 위한 분자 시험에서 위음성 테스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

      *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음성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환자의 병력이나 증상을 자세히 살펴야 하며, 현재 

바이러스의 변이가 진단능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

Ÿ FDA는 Omicron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진단 능력이 감소될 수 있는 진단 시약으로 Meridian 

Bioscience와 Tide Laboratories 등의 사례와 이를 사용하는 진단분석 의료기관의 목록을 제시

[ FDA, 2021.12.06.; Medtech Dive, 2021.12.06.]

미국, Omicron 변종 확산 관련 새 방역지침 발표

  미국에서 오미크론(omicron) 변종이 최소 39개 주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COVID-19 확진자의 

3%를 차지함에 따라,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화이자(Pfzer) 또는 모더나(Mordena)社 

백신의 추가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백악관은 新COVID-19 대응방안을 마련 

Ÿ Omicron 변종은 미국 전역 39개 주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 미국에서 전체 확진자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정지역인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확진자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Ÿ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는 몇 개월 이내에 omicron이 유럽에서 지배적인 COVID-19 변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ECDC 수학모델링 예측치에 따르면 Omicron 우려변이(VOC)가 

EU/EEA 지역에서 발생되는 SARS-CoV-2 감염의 50%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

Ÿ 이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12월 2일 트윈데믹(twindemic) 즉 독감과 Omicron으로 촉발된 

COVID-19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 9가지 대책방안 마련 

      * 방안은 △모든 성인을 위한 부스터접종 △어린이들을 위한 예방 접종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무료 테스트 확대 

△안전한 국제 여행을 위한 공중보건 프로토콜 마련 △직장 보호정책 △신속한 COVID-19 대응지원 △입원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치료약 공급 △글로벌 예방접종 노력 △모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대비 방안 등으로 구성

  

[ CNET , 2021.12.18.; White House,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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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SIS, 미-중 보건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과 중국이 비록 글로벌 관점에서 경쟁관계임에도 

불구하고 COVID-19 위기를 발판으로 보건안보에 대한 양국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

Ÿ CSIS의 미국보건안보강화위원회(Commission on Strengthening America’s Health 

Security)에 의해 ’21년 봄에 발족된 미-중보건안보협력실무그룹은 양국간 잠재적인 협력 

분야를 탐색하여 앞으로 추구해야 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안을 발표

Ÿ 미-중 양국간 협력을 확대할 분야로 실무그룹은 △백신과 치료 △여행 △공중보건 인프라 △바이오 

안전과 바이오 안보 △공급망의 탄력성과 안보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 등 6가지 의제를 제시

      * 실무그룹은 6가지 의제 중에서 △여행 △공중보건 인프라 △공급망의 탄력성과 안보 문제는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대표적인 의제로 평가하고, 백신과 치료 등의 다른 영역은 보건 안보를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역이지만 본질적이고 정치적 장애물이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평가

[ CSIS, 2021.12.01.; SCMP, 2021.12.02.]

영국 Nesta, 사람중심의 보건·의료혁신 방향 제시

 영국의 민간 싱크탱크 네스타(Nesta)는 지난 10년간 발생한 보건의료 분야의 혁신을 분석하였고, 

GoodGym, The Cares Family, British Red Cross 등 사람중심의 보건·의료(health and 

care) 혁신을 성공적으로 확장한 스타트업, 구호단체, 파트너십의 사례를 제시

Ÿ 실제로 추진되는 혁신은 부문과 지역 및 비즈니스 모델과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 형태를 달리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 혁신은 △사고방식 △구축방식 △행동방식 

△생태계조성이라는 4가지 핵심 영역에 초점을 맞춰 영향력을 확대하고 성공을 지원 

Ÿ (사고방식) 보건의료 체계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 과감한 아이디어 

등에 기초한 혁신을 구상하는 방식

Ÿ (구축방식) 상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에 맞는 혁신 방안을 구축하고, 지역 시민들에게 

혁신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

Ÿ (행동방식) 시민들의 생활 양식과 가치구조를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식

Ÿ (생태계조성) 혁신의 영역과 시스템 리더십을 구축하고 새로운 혁신에 대한 접근법을 

통합함으로써 시민 기반과 시민들이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들을 형성

[ Nesta, 2021.11.25.; GOV.UK,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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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BMBF, 암 연구 프로젝트에 3,000만 유로 지원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국가항암10년사업(Nationale Dekade gegen Krebs)’의 일부로서 

암의 치료저항과 항(抗)전이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에 향후 5년간 3,000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

      * ‘국가항암10년사업’은 ’19년 BMBF가 연방보건부와 파트너들과 함께 발족한 사업으로 환자가 긴밀히 참여하며 

암 연구를 결정적으로 촉진하고 환자의 치유와 회복에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

Ÿ BMBF는 ‘국가항암10년사업’의 실무그룹의 권고에 따라  ‘종양 이질성, 종양의 클론성 진화, 

치료 저항’ 등의 연구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환자 대표가 참여하는 국제 심사단이 연구 지원 

대상으로 두 개의 컨소시엄을 추천

Ÿ HEROES-AYA 컨소시엄은 주로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 발병하여 현저한 종양 이질성을 보이고 

치료가 어려운 골육종 및 연조직 육종의 사례에서의 종양 이질성 연구에 전념할 예정이며, 

SATURN3 컨소시엄의 초점은 유방암, 결장암 및 췌장암의 내성 발달의 이면을 상세히 연구

[ BMBF, 2021.11.18.; Dekade- gegen- Krebs, 2021.11.18.]

일본, 개인유전정보를 이용한 사업 분야의 가이드라인 재검토

 일본 경제산업성은 ’23년 4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디지털사회 형성을 위한 

관련법 일부가 시행됨에 따라 ‘경제산업분야 가운데 개인의 유전정보를 이용한 사업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Ÿ 경제산업성이 소관하는 사업 분야의 적절한 개인 유전정보 취급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 가이드라인은 현재 개인 유전정보를 ‘익명화’한 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

      * ‘익명화’는 특정한 개인의 정보가 법령, 동 가이드라인 또는 사업계획에 반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개인정보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

Ÿ 현행 가이드라인은 유전정보를 본인에게 전달할 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다른 정보와 조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의 재검토가 필요

Ÿ 이에 경제산업성은 동 가이드라인 상의 ‘익명화’에 대해 ‘이름 등 삭제조치’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해당 개인 유전정보에 포함된 이름, 생년월일 및 기타 기술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Ÿ 또한 개인식별부호에 해당하지 않는 짧은 DNA 염기배열정보를 사업에 이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동 가이드라인 상의 ‘가명 가공정보’ ‘익명 가공정보’ 정의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할 예정

[経済産業省, 2021.12.08.; 遺伝情報取扱協会,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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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해외동향을 요약한 것으로 기관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인도 FICCI, COVID-19의 3차 확산세 대응 방안 제시

 인도상공회의소(FICCI)는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인 EY와 공동으로 다양한 측면의 국제 

통계치와 인도 국내 상황을 비교·분석하고 COVID-19의 제3차 확산세에 대한 예방, 계획, 

준비 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 

Ÿ 과거 하루에 40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를 위해 90~100만개에 달하는 병상이 

필요했던 인도의 상황을 감안해보면, 인도 내에서 20만개의 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

Ÿ 앞으로 닥칠 3차 확산세가 과거의 50% 수준(1일 신규 확진자 20만명)에 머문다 하더라도 

3~40만개의 병상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예측

Ÿ COVID-19 환자의 관리를 위해서는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규모 확충이 가능한 COVID-19 

중증도 환자를 위한 케어 센터나 환자 이송 케어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치료 센터는 위증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의 대처 능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Ÿ 또한 제3차 확산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누적된 피로 정도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환자의 급격한 증가세를 막을 수 있도록 축제기간에 시민들의 이동이나 모임을 

제한하는 등의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

[ FICCI, 2021.11.02.; Express Healthcare, 2021.11.02.]

화장품, 2022년의 미용 시장 트렌드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2022년의 미용(beauty) 시장에서 10대 초반의 스킨케어 

제품과 디지털 기반의 화장품 구매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용 마스크팩과 

지속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둔 제품들이 시장의 관심을 끌 전망

Ÿ (스킨케어의 부상) 재택 근무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기존의 색조화장품 대신 스킨케어 제품이 

고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피부의 유형과 조건에 따른 전문가들의 처방에 기초한 미용 

관련 브랜드들은 과학적 결과에 기초한 증거를 제시하여 고객들의 관심을 유도

Ÿ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증가) 고객들이 지속가능성을 의식하는 수준이 높아지면서, 거의 

모든 기업들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나 리필 패키지, 공정 및 윤리적 원료 조달과 

과소비 지양 제품 등의 출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객들의 변화되고 있는 요구에 부응

Ÿ (디지털화) 인공지능, 3D 프린팅, 증강 현실과 DNA 분석 등의 기술이 미용 시장에 진입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가운데, 더 많은 화장품 브랜드들이 화장용 브러시나 뷰티 마스크 등에 3D 

프린팅 기술을 적극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

[ Daily Mail Online, 2021.12.08.; Cosmetic Design, 2021.12.09.]


	표지_419호_포커스X
	글로벌보건산업동향_419호_목차부터_2021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