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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전통적인 치료방식에서 일부 홈케어로 이동 예상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McKinsey)는 미국 메디케어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및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A) 수요자 중 최대 2,650억 달러 규모의 의료서비스 서비스가 ’25년까지 

전통적인 병원 치료 형태에서 홈케어(Care at Home)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

Ÿ 미국에서 질병 부담 증가와 헬스케어 비용 상승으로 홈케어(Care at Home) 서비스를 촉진하였지만, 

COVID-19로 촉발된 △가상 케어의 성장 △홈케어 치료옵션에 대한 긍정적 평가 △새로운 기술과 

기능의 출현 △디지털헬스 시장에 대한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홈케어 방식 채택이 가속화

Ÿ ’21년 2월, 원격의료의 사용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38배 높았으며 조사된 소비자의 약 40%는 

앞으로 원격의료를 계속 사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급성기 후(post-acute)’ 및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많은 환자는 홈케어 치료옵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

      * 미국 보건복지부의 ’21년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통해 실시된 메디케어 방문의 비율은 ’19년 약 

840,000건에서 ’20년에 5,270만 명으로 증가 

Ÿ 디지털헬스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조달규모는 ’21년에 29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년 149억 

달러와 ’19년 82억 달러에 비해 크게 신장하여 홈케어 서비스 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

[ McKinsey& Company, 2022.02.01.; MDDI Online, 2022.02.04.]  

프랑스 Withings, 소비자 중심의 건강 솔루션 전략 추진

 프랑스 스마트 기기 개발회사 위딩스(Withings)는 향후 3년 동안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 

개발에 3천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건강 및 피트니스 앱 8fit社을 인수하여 

소비자 중심 기술 개발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 중심의 건강 솔루션(Consumer-centric health solutions)이라는 개념은 팬데믹 이후 관련 업계에서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작용

Ÿ ’14년부터 출시된 8fit의 데이터 기반 플랫폼은 개인 맞춤형 식단과 운동량을 제시할 뿐 

아니라 셀프 케어와 관련된 다양한 권고나 조언을 제시하는 기능을 보유

Ÿ 이번 인수 합병은 Withings가 ’22년 1월 신경 손상을 감지하는 센서를 개발하는 Impeto 

Medical의 합병 발표에 뒤이어 두 번째로 추진된 합병

[ Fierce Healthcare, 2022.02.05.; Tech EU,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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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게이단렌, 온라인 활용을 통한 헬스케어의 선택지 확대 전망

 일본 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는 △건강관리·증진 △진료 △조제·복약지도 

△수술 △간병 △임상시험 분야에서 온라인 헬스케어가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온라인과 

대면을 적절하게 조합해 보다 질 높은 헬스케어를 실현할 것이라고 전망 

Ÿ 스마트폰 앱 등의 플랫폼을 통해 인생의 다양한 국면에서 적절한 안내·관리에 의한 건강관리가 

가능하고 초진·재진, 질환의 종류에 관계없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한 후에 자신의 생활 스타일이나 

질병의 상황에 맞춰 진료부터 복약지도·약 수령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

Ÿ 약국은 점포별로 기능을 분화·연계함으로써 로봇 등을 이용해 대물(對物) 업무를 효율화하고 약사는 

전문성을 활용한 대인 업무에 집중해 환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복약지도 실시할 수 있으며, 

거주지에 관계없이 환자가 생활하는 지역 의료권에서 품질 높은 수술 가능

Ÿ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요(要)간병자의 만족도 향상, 중증화 예방은 물론 간병 관련 

스텝의 업무 효율성은 높이고 부담은 경감할 수 있으며, 온라인 진료나 디지털 기기 등을 

활용해 피험자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임상시험에 참여가 가능

[日本経済団体連合会, 2022.01.18.; Med IT  Tech, 2022.01.19.]

디지털 치료제, ’22년 발전 방향

 디지털 치료제 분야는 증가하는 임상증가에 의해 꾸준히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향후 임상증거 

및 FDA 등 규제당국의 상용화 승인으로 인해 디지털 치료제 사용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Ÿ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는 증거 기반의 의학적 평가를 거친 소프트웨어와 기기로, 

통증이나 당뇨, 불안증, 스트레스 장애 및 천식과 같은 다양한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에 사용

Ÿ 치료제의 새로운 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는 실제 의료 상황에서 효능이 입증되면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

Ÿ 뇌의 인지 기능을 강화하도록 설계된 기술을 선보인 알킬리인터랙티브(Akili Interactive)社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승인된 비디오게임 치료제인 엔데버Rx(EndeavorRx)를 통해 

어린이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주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초점 

      * 의학 전문지 Lancet의 연구에 따르면, Akili Interactive의 기기 사용자의 절반 가량이 실제 효과를 경험

Ÿ 통증 완화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카이아헬스(Kaia Health)社는 근골격계(MSK) 

통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

[ mHealth Intell igence, 2022.02.04.; MobiHealthNews,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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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 분야, ’22년 투자 전망

 시장정보업체 헬스케어다이브(Healthcare Dive)에 따르면, ’22년 디지털헬스 분야는 

△디지털치료제 △개인 맞춤형 의약품 △정신건강 △만성질환관리 △인프라투자 △핀테크 

영역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

Ÿ 미국 기반 디지털헬스 스타트업은 ’21년에 전년대비 두 배 증가한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자본을 조달했으며, 시장 전문가들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조심스럽지만 ’22년에도 디지털헬스 

분야에 대한 투자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견지

Ÿ (디지털 치료제 및 개인 맞춤형 의약품) 미국 디지털 치료제 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난 7년 

동안 연평균 40% 증가했으며,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ML) 기반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스타트업에 투자가 집중될 전망

Ÿ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관리) COVID-19로 인해 투자가 강화되고 있는 정신건강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21년에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한 51억 달러 규모였으며, 만성질환관리의 하나인 

근골격계(MSK)에 대한 투자는 ’21년에 전년대비 6배 증가한 14억 달러를 기록

Ÿ (인프라투자 및 핀테크) 보건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인프라기업에 대한 

투자와 선구매후결제(BNPL) 플랫폼과 같은 핀테크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될 전망 

[ Healthcare Dive, 2022.01.25.; Biopharma Dive, 2022.02.07.]

헬스케어 산업, ’22년 이후 직면할 다섯 가지 주요 이슈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팬데믹 상황과 디지털 전환에 영향을 받을 

△디지털 기술의 개입 △가정/지역참여 치료 △과학·기술의 가속화 △인재 채용 △건강형평성 

등 향후 3~5년간 헬스케어 산업이 직면한 5가지 당면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Ÿ 헬스케어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개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며, 1차 진료의 

60%는 원격의료 형태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일정 관리의 유연성, 새로운 작업 모델, 의료 

서비스 접근의 개선, 의료 서비스 품질의 유지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

Ÿ 병원 내 진료를 넘어서는 재택 및 지역사회의 케어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환자들의 선호체계 

변화에 부응하는 기기, 치료법, 의약품 등의 개발과 혁신 과학·기술의 가속화가 필요

Ÿ 전문가 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데이터 입력의 자동화 등의 첨단 기술 도입이 필요하며, 의료 

서비스 취약 계층을 위해 의료 제품이나 서비스가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MedCityNews, 2022.01.12.; mHealth Intelligence,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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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의료비용 절감을 촉진

 미국 정책연구기관 랜드(RAND)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동안 미국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암 및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고가의약품을 대체하여 

384억 달러 또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총 의료 지출액의 5.9%까지 절감할 것으로 전망

      * 바이오의약품(biologics)은 살아있는 생물로부터 제조된 복잡한 약물이며 인슐린,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을 차단하는 

단일클론 항체, 암, 다발성 경화증, 기타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는 다양한 의약품 등을 지칭

Ÿ 바이오의약품은 ’17년 기준 미국 처방의 2%에 불과했지만 암 및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인해 전체 처방약 지출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출시는 가격을 인하시키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담당

Ÿ ’21년부터 ’25년까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시밀러로 인한 바이오의약품 의료비 절감액은 

전체 절감액의 약 2/3로 예상되며,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 휴미라(Humira)를 대체할 

바이오시밀러가 가장 큰 규모인 195억 달러를 절감시킬 것으로 추정 

[ RAND, 2022.01.10.; AJMC, 2022.01.04.]  

일본,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의료제공 체제 공백 우려

 일본은 COVID-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Omicron) 확대로 재택치료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확진자에게 필요한 의료제공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1월 26일 기준 하루 평균 

PCR 검사능력은 약 38만 건에 불과하여 의료제공 체제 공백 우려감 증가

Ÿ 미국과 영국의 경우, 환자정보공유플랫폼인 통합의료네트워크(Integrated Healthcare 

Network, IHN)에 지역 개업의들이 참여해 PCR검사를 실시하고 치료에 나서면서 IHN측과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PCR검사 희망자 전원을 검사해도 의료제공 체제가 기능을 유지

Ÿ 미국은 의료진 가운데 오미크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의료 스텝 부족이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IHN 가운데는 CDC가 규정한 위기대응 레벨3에 입각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이고 관리자가 허락한 경증·무증상 의료진을 격리기간 없이 직장에 복귀시키는 곳이 등장

Ÿ 일본 전문가들은 국공립 병원을 축으로 한 일본판 공립 IHN을 전국에 설치하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처럼 유사시에 강력한 의료제공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

[キヤノングロㅡバル戦略研究所, 2022.01.31.; NIID 国立感染症研究所,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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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C, 유럽의 암 극복 계획을 위한 이니셔티브 개시

 EU집행위원회(EC)는 1년 전 발표한 ‘유럽 암 극복 계획(Europe’s Beating Cancer Plan)’의 

일환으로 암 예방, 조기 발견, 치료 및 케어를 위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암 질환 치료에 있어서 

성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개시

Ÿ 유럽에서 암 발병률이나 암에 의한 사망률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4%와 56%를 

차지할 정도로 남성이 약간의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성의 암 질환 진단은 주로 유방암(’20년 

EU에서 355,000명을 넘는 여성이 진단)에만 집중

Ÿ 조기 발견, 진단, 치료 및 환자 치료의 품질 영역에서 EU 회원국내, 회원국간, 그리고 인구 

그룹 사이에 상당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20년 EU 지역에서 자궁경구암의 경우 발생률(5배 

차이)과 사망률(8배 차이)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

Ÿ 유럽은 △암 불평등 상황 등록 △증거 확보를 위한 암 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 백신 접종에 대한 공동 조치 △청소년 암 생존자 EU 네트워크 구축 

등 암 예방, 조기발견, 치료 및 케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추진

[ European Commission, 2022.02.02.]  

중국, 의료기기의 자국산 확대정책을 강화할 전망

 중국 시장조사기관 iResearch(艾媒咨询)는 의료기기 산업의 거시적 환경, 정책 변화에 직면한 

시장의 변화, 고가 수입 의료기기의 국산화 가능성 등을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  

Ÿ ’20년 전 세계 의료기기 산업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6% 증가한 3조 4,998억 위안인 반면, 

중국의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5.5% 증가한 8,118억 위안으로 전 세계 의료기기 

증가율의 3배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 중

Ÿ 그러나, 중국은 △저조한 연구개발 투자로 혁신역량이 부족하고 △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장벽이 

존재하며 △산업집중도가 낮은 편이며 △관리부문의 중첩성으로 인한 관리효율이 낮은 상태 

Ÿ 중국 정부는 의료기기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병원 건설 및 그로 인한 의료기기 시장수요의 

확대와 자국산 설비의 우선 구매를 장려하고 기존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지 않는 대량구매방식을 

통해 자국산 제품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수입제품의 시장선점효과를 약화시키는 정책 추진

Ÿ 또한 중국 정부는 포괄수가제(DRGs)/병종가치분류(DIP) 추진 등을 통해 병원운영관리능력 

특히 비용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의료기기 등록보유 시스템을 통해 R&D와 제조를 분리하도록 

하여 자국산 의료기기의 품질향상과 혁신속도를 가속화할 예정 

[ iResearch, 2022.01.18.; 36Kr,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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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 ’26년 4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마켓스앤마켓스(MarketsAndMarkets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기능성 화장품 시장은 ’21년 32억 달러에서 연평균 5.2% 증가하여 ’26년 4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 기능성 화장품은 다양한 질병이나 증상을 완화하거나 예방하는 약리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의미하며, 분야별로 

컨디셔닝 제품, 자외선 차단제, 항노화제, 피부 미백제 등으로 구분

Ÿ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독일의 BASF SE, Evonik Industries AG, Clariant 

AG와 같은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유럽에서 기능성 화장품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Ÿ 기능성 화장품의 분야별로 성장 전망을 보면, 항노화 분야의 제품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모발관리 제품들이 그 다음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

Ÿ 지역별로 기능성 화장품의 시장 특성을 보면, 유럽 지역의 기능성 화장품의 시장 규모가 가장 크지만, 

성장세 측면에서는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

[ Happi, 2022.02.03.; PR Newswire, 2022.01.24.]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 감염, 주요 글로벌 건강 위협으로 부상

 의학 학술지 랜셋(Lancet)에 게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 감염은 

거의 5백만 명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으며, ‘주요 글로벌 건강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

      * 항생제는 박테리아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필요한 약제이지만, 감기와 같은 증상에 과도하게 처방되거나 

오용될 경우 항생제가 듣지 않는 박테리아의 출현을 가속화하게 되며, 결국 의료비 증가나 입원기간의 연장, 사망률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

Ÿ 영국 정부와 Bill & Melinda Gares 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연구로 전 세계 204개국의 4억 

7,100만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년 한해에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에 의한 

직접원인 사망자수가 130만명에 달해 HIV나 말라리아에 의한 사망 건수를 훨씬 웃도는 수치

Ÿ 특히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의 감염은 ’19년 사망한 495만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의 출현을 ‘글로벌 보건과 

식료품 안전 및 발전에 대한 최대의 위협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

Ÿ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 280만 명 이상의 항생제 내성 감염이 

발생하며, 그 결과 35,000명 이상이 사망

[ CNBC, 2022.01.20.; The Lancet,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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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산업, ’22년 직면하게 될 6가지 주요 이슈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딜로이트(Deloitte)社는 △건강 형평성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정신건강 및 웰빙 △디지털변혁 △의료과학의 미래 △공공보건 재구성 등 6가지 글로벌 

헬스케어 이슈를 분석한 ’22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전망보고서를 발간

Ÿ 헬스케어 산업은 건강 형평성, 의료 서비스의 질, 낮은 백신 접종률, 긴밀하게 상호 연계되어 

있는 글로벌 인구, 헬스케어 분야 노동자들의 높은 업무 스트레스, COVID-19 이외의 의료 

영역에 대한 수요 감소와 같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

Ÿ COVID-19가 가져온 재앙적 국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선호와 태도의 변화나 생명 과학과 

헬스케어의 융합,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 기술 등에 힘입어 헬스케어 분야는 혁신을 

가속화하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가속화할 수 있는 강력한 기회를 확보

Ÿ 다양한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지만 헬스케어 분야는 COVID-19의 충격을 관리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어 낙관적인 견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새로운 중요 변종의 

출현이 없을 경우 팬데믹에서 인간과 동반관계를 형성하는 엔데믹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Deloit te, 2022.01.25.; Brookings, 2022.01.11.]

글로벌 헬스케어, ’22년 주요 동향 및 전망

 프랑스 컨설팅 및 IT 서비스 제공업체인 캡제미니(Capgemini)社는 ’22년 헬스케어 산업은 

△녹색건강은 모멘텀을 얻을 것이고 △인간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속도가 가속화되고 △환자와 

임상의는 최적화된 선택을 증가시키고 △안전한 상호 운용성 표준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

Ÿ (녹색 건강) COVID-19로 인해 글로벌 리더들이 경제를 재설계하고 ‘깨끗한’ 산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녹색 건강’ 운동도 모멘텀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예술 활동, 원예, 

요리 및 다양한 스포츠와 같은 사회적 처방은 이미 약리학적 개입을 대체하기 시작

Ÿ (인간 중심 의료서비스) 사용자 경험은 새로운 기술의 보편적인 사용을 달성하고 모든 사람의 가치와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전망

Ÿ (디지털 솔루션 선택) COVID-19로 인해 원격 약속 설정 및 상담, 데이터 공유, 분석 및 

모델링 등 다양한 선택 옵션이 창출됨에 따라 환자와 임상의는 디지털과 대면 접촉 중에서 

최적화된 옵션의 채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Ÿ (상호 운용성) 상호 신뢰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한 글로벌 표준이 마련될 경우, 디지털화의 거대한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상호 운용성 구축이 추진될 전망

[ Capgemini, 2022.01.21.; Google Cloud,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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