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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백신산업의 과제 및 산업진흥방향 
COVID-19를 억제할 효과적인 대책을 찾지 못한 가운데 mRNA 백신 등 새로운 모달리티(modality)

를 사용한 백신이 개발되고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예방에 나서며 

백신의 효과를 확인. 일본은 COVID-19 발생 후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안보 측면에서도 

백신산업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현행제도를 재검토하여 미지의 감염증에 대응하는 시책을 간소화 

및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와 관련해 노무라종합연구소(野村総合研究所)는 일본의 백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제도와 산업적 과제를 분석하고 동 산업의 진흥 방향을 제시

[1] COVID-19 팬데믹으로 확인한 백신의 중요성

 COVID-19 확산 이후 각국은 인위적인 면역확보 수단인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자 억제에 나섰으며, 

백신의 효과를 체감한 이후 예방의료 시책의 하나로 백신의 중요성을 재확인

Ÿ 일본은 MMR(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백신, HPV(인체유두종바이러스)백신 부작용 사건 발생 

당시 언론의 과열보도와 근거 없는 소문 확산으로 백신관련 행정이 정체됐고 이후 해외 백신의 

도입이 늦어지면서 백신 접종의 선택지를 확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Ÿ 세계보건기구(WHO)의 예방접종 추천 리스트와 비교해 한때는 접종이 불가능한 백신이 여러 가지 

존재하는 등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VPD)에 대처가 늦는 소위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

Ÿ 미국은 질병관리청(CDC)의 자문기관인 예방접종전문위원회(ACIP)에 학계, 제약회사, 시민 등 

폭 넓은 이해관계자가 모여 1년에 3차례 의견을 교환하고 백신접종 권고를 결정하지만 일본은 

관계자들이 논의하고 백신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조직이 없는 상황 

Ÿ 일본은 COVID-19 확산 이후 국민들이 수차례 접종 가능한 분량의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국내 제약회사들이 백신 개발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는 외국기업의 백신에 의존

Ÿ COVID-19처럼 백신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보호주의적 정책을 취하는 국가들이 나오면 

백신 제조거점이 적은 일본은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백신 확보는 사회보장 

문제를 넘어 국가의 안보문제로 발전

 평상시부터 연구개발에 주력하지 않으면 유사시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백신산업 

진흥이 필요하며, 백신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체제 정비도 필수

Ÿ 신규 감염증에 대응할 백신은 개발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외국기업이 먼저 개발하더라도 

리스크 헤지(hedge) 차원에서 신속한 승인, 제조거점 정비에 나서는 것이 중요

Ÿ 일본은 하나의 질환에 백신 한 개 품목만 승인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정기 예방접종 대상 백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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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불안을 여러 차례 겪은 것이 사실

Ÿ ’20년 9월에는 COVID-19 확산에 따른 감염증 예방 니즈(needs)가 확대되면서 고령자 대상 

폐렴구균 백신인 뉴모바닉스(PPSV23) 공급이 부족해 출하량을 조정

Ÿ 백신공급 불안으로 접종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면 특정연령 접종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백신산업 전체를 진흥해 일본이 백신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

 과거 일본은 감염증 연구가 활발했고 90년대까지는 국내 제약산업이 취급하는 의약품 가운데 

감염증 영역이 상위를 차지했으나 공중위생 향상과 함께 백신산업의 상대적 중요성이 하락

Ÿ 국제적으로도 감염증이 안정된 일본에서 예방접종 같은 경제적 합리성을 찾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 사실이나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감염증 대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그 제도적·산업적 과제를 확인

Ÿ 백신산업 진흥에서 언급되는 과제는 △외국기업의 백신제조 등 임기응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제조거점 증강 △정기접종화 기준 및 검토기간 등 제도의 투명성 개선 △이들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인력 육성 △백신개발 촉진·효과 검증을 위한 RWD기반 정비 등 4가지로 요약

�일본의 백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제도 및 산업적 과제�

: 

[2] 백신산업 부흥을 위한 산업진흥방안

 일본 백신산업의 부흥을 위해 백신업계는 ①효과적인 예방의료 접근 실현 ②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방법 ③예방접종·백신에 관련된 자문기구 설치 ④감염증 영역에 대한 재투자·국내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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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의 팬데믹 대응력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Ÿ (효과적인 예방의료 접근 실현) 일본은 ’07년 발표한 백신산업비전에서 감염증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자 국민의 안전이며,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고 새로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Ÿ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백신의 임상시험 단계에서는 부작용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은 부작용 

수집·평가, 접종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목표로 제도를 설계

Ÿ 반면 미국은 백신을 일정 수에 접종한 후 부작용 추적과 항체 획득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는 점에서 

일본도 정기접종 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협의하는 장이 필요

Ÿ (예방접종·백신 관련 자문기구 설치) 미국은 ACIP가 존재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 산하 

검토회가 예방접종·백신 추천에 관련 논의의 전부로, 논의의 투명성, 정보 공개량이 부족

Ÿ ACIP의 의사결정은 정부기관 외에 의료보험자(미국의 경우 민간생보사)에도 영향을 미치며, 

멤버선택 과정, 논의 경위, 투표결과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행정이 관여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특징

Ÿ 반면 선진국에서는 일본처럼 부작용 피해 구제, 국가배상 대응, 승인 심사에 관여한 공무원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보기 어렵고, 이는 일본 백신산업을 후퇴시킨 요인으로 작용

Ÿ 이처럼 조직이 아닌 개인의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정책적인 후퇴가 생기면 백신산업의 장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뿐만 아니라 그 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어떻게 추적할 

것인지도 생각하고 구조를 재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Ÿ (감염증 영역에 대한 재투자 등) 일본은 ’22년도 예산을 통해 백신 연구개발 및 제조 지원 방향을 

제시했으며, 경제산업성은 백신을 비롯한 바이오의약품 개발·생산지원을 표명

Ÿ 후생노동성은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가 전략적 자원배분을 통해 국산백신을 개발하도록 

제시했는데 이러한 하드웨어 체제 정비와 함께 유사시 대응을 고려해 해외에서 개발된 백신의 

조기 평가·승인 구조도 논의할 필요가 있는 상황

Ÿ 미국은 긴급사용허가(EUA)를 통해 사실상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백신사용을 

긴급 승인한 경위가 있지만 일본은 인종에 따른 체질이나 생활습관의 차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심사 없이 백신을 긴급 수입·접종하는 것은 무리

Ÿ 사전에 책정한 심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며 현재 일본에서도 의약품 의료기기 

제도부회가 이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평가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

[ 野村総合研究所, 2022.04.05.; 日経バイオテク,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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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Abbott, 1/4분기 매출액 119억 달러로 예측치를 크게 상회

 미국 애보트(Abbott Laboratories)社는 COVID-19 진단시약에 대한 수요 증가와 관련 사업의 

호조세로 인해 ’22년 1/4분기 매출액이 전년대비 17.5% 증가한 119억 달러를 시현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예상한 컨센서스 추정치 9억 달러를 크게 상회한 수치

Ÿ COVID-19 진단시약의 견조한 수요는 COVID-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따른 미국 

내 및 국제적인 수요의 확산에 기초하고 있는데, COVID-19 진단시약 매출액은 33억 달러로 

전년대비 35% 증가했으며, 이러한 매출액의 90% 이상은 신속진단키트가 차지

Ÿ COVID-19를 제외한 진단시약 매출액은 전년대비 12%, 의료기기 매출은 11.5% 증가

Ÿ Abbott는 COVID-19 진단시약 부문의 ’22년 연간 매출액을 45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출액 전망은 COVID-19가 팬데믹(pandemic)에서 엔데믹(endemic)으로 전환됨에 따라 ’22년 

전반기에 대부분 달성할 것으로 예측

[ Medtech Dive, 2022.04.20.; Abbott , 2022.04.20.]  

미국 의료기기 제조업체, 사이버보안 등에 대한 대응 필요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社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에게 △사이버 보안 △공급업체 

위험 △의료기기 독점금지법 시행에 대해 경고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 

Ÿ 의료기기가 소프트웨어 기반 기기로 전환되며, 새로운 취약성, 복잡한 공급망, 새로운 공급업체 

및 새로운 제품 라인 등으로 인해 사이버보안 위험이 빠르게 증가

Ÿ 사이버보안 전문기업 사이벨럼(Cybellum)의 조사에 의하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사이버보안과 

관련해 제품 보안 전문가의 90% 정도가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 분석 및 규정 준수 

준비와 같은 주요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

      *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은 모든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독점 및 오픈소스), 오픈소스 라이선스 및 특정 

제품의 종속성에 대한 인벤토리를 의미하며, SBOM은 소프트웨어 공급망과 존재할 수 있는 라이선스 준수 그리고 

보안 및 품질 위험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

Ÿ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모든 계약제조업체(CMO)를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감독이 불투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과 유럽의 독점금지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

[ Medical Design &  Outsoursing, 2022.04.21.; T he Verge,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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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Astrazeneca, 암 진단검사 AmoyDx와 파트너십 체결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社는 중국 암 진단검사 개발사 아모이(AmoyDx)社와 

포괄적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양사는 유럽연합(EU)의 PARP 억제제인 린파자(Lynparza)에 대한 

BRCA 테스트를 공동 개발할 예정

     * 린파자(Lynparza)는 아스트라제네카와 MSD가 공동으로 개발한 동종 최초의 PARP(Poly ADP-ribose Polymerase) 

억제제로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 진행성 난소암,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치료제로 승인

Ÿ AmoyDx는 ’21년 초부터 빅파마(Big Pharma)社와 협력하여 난소암의 정밀 치료를 위한 분자 

동반진단 개발, 상동재조합(homologous recombination) 결핍 또는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신체의 능력 중단을 평가하는 테스트를 진행

Ÿ AmoyDx는 유방암 및 난소암 치료를 위해 AstraZeneca의 린파자(Lynparza, 성분명 올라파립 

olaparib)와 함께 사용하는 BRCA1/BRCA2 검사에 대한 중국 승인을 확보

Ÿ 두 회사는 전립선 암 검사에 협력하여 상동재조합복구(homologous recombination repair, 

HRR)를 방해하는 유전자 돌연변이 또는 신체의 DNA 손상 반응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HRR 프로세스를 식별할 예정

[ Fierce Biotech, 2022.04.18.; Biopharm Internat ional, 2022.04.19.]

영국, Long COVID에 대한 네 가지 과학적 접근방법

 영국의 국가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의 통계에 따르면 롱코비드(Long 

COVID)에 대해 한 가지로 귀결되는 원인은 없으나 과학자들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미세혈전 

△교란된 면역체계 △지속적인 감염 △신진대사 장애 등 네 가지 영역에 초점

Ÿ (미세혈전) Long COVID의 일부 증상은 혈전이 신체의 모세혈관을 막는 혈액 응고 및 혈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미한 감염 후에도 뇌가 0.2%에서 2% 사이로 줄어들 수 있으므로 복구되지 

않은 손상은 뇌안개(brain fog)와 같은 증상의 잠재적인 원인으로 작용

Ÿ (교란된 면역 체계와 지속적인 감염) 과학자들은 Long COVID 증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역 체계의 변화를 보고하고 있으며, 감염은 폐와 기도에서 시작되지만 바이러스는 신체의 다른 

부분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지속적인 감염 우려가 발생

Ÿ (신진대사 손상) 바이러스 자체가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를 휴면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빠르게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고 이로 인해 피로감과 뇌안개 증상이 발생된다는 주장이 제기 

[ BBC, 2022.04.02.; ONS,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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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전체연구전략 실행계획 보고서 발표

 영국 보건사회복지부,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 생명과학청은 유전학 및 유전체학 분야에서 

영국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유전자 연구 전략인 ‘게놈 UK(Genome UK)’의 

2022~2025 실행계획 보고서를 발표

Ÿ 게놈 UK 전략은 ’20년 영국 정부가 발표한 유전의학 연구 관련 국가전략으로, 향후 10년 간 

영국의 유전체 과학, 연구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유전연구 생태계 구축이 목표이며, 

본 보고서는 지난 ’21~’22 실행계획에 이어 두 번째 단계인 ’22~’25년 실행계획을 제시

Ÿ 3대 주요 분야 및 5대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데, 3대 주요 분야는 △진단·맞춤의료 △예방·조기발견 

△연구개발 등이며, 5대 테마는 △윤리·신뢰 △환자·대중 참여 △데이터 △인력개발 △산업 등

Ÿ 향후 몇 년 동안 영국 전역의 협력은 공동 게놈 기술 평가 및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 환경에서 

게놈 및 건강 데이터의 보다 나은 통합과 같은 환자를 위한 혜택을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

Ÿ ’25년에는 게놈 UK 10년 기간의 중간 이정표를 세울 예정이며, 향후 3년 동안의 측정가능한 진전은 

성공적인 시행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

[ GOV.UK, 2022.03.18.]  

일본, 색조화장품의 소비행태 변화

 최근 화장품 관련 포털 사이트인 일본의 ‘엣코스메(@cosme)’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COVID-19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볼과 입술, 눈을 강조하는 화장품이 호조세를 보이는 추세

Ÿ 엣코스메(@cosme)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COVID-19 규제가 완화되면서 마스크 사용이 줄어드는 

경향을 반영하여 볼, 입술 및 눈을 강조하는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일본의 화장품 소매 및 관련 미디어 기업인 아이스타일(istyle Inc.)社가 소유한 포털 사이트인 @cosme에 축적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트렌드와 행동 양식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매월 발표

Ÿ ’22년 2월 21일~3월 21일 사이에 @cosme의 회원들이 제품 구매 후에 올린 8만여 개의 리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관심이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주로 스킨케어 제품에 

집중되던 것과 달리 ‘봄맞이 화장품’이라는 키워드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Ÿ 이러한 경향 변화를 반영하여, 아이새도우, 립크림과 립스틱, 볼 블러시 등의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특히 ‘립 라인’이라는 키워드 검색 빈도가 크게 증가

[ Cosmet ics design- asia, 2022.04.21.; Skincare Daily News,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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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산업 최근 동향

 중국의 세포및유전자치료제(Cell and Gene Theapies, CGT) 산업은 규제 환경의 완화, 개선된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자본과 인재의 유입으로 인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  

Ÿ 과학잡지 네이처(Nature)에 게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세포치료 임상시험은 글로벌 CGT 연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혈액 종양학에서 

고형종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표적 및 적응증에 대해 200건 이상의 CAR-T 시험이 진행 중

Ÿ 중국 Fosun과 미국 Kite Pharma(Gilead)의 조인트벤처인 Fosun Kite社의 Yescarta와 중국 

WuXi Apptech와 미국 Juno Therapeutics(BMS)의 조인트벤처인 JW Therapeutics의 

relma-cel은 중국 규제당국(NMPA) 승인을 받아 CAR-T 세포 치료제로 업계를 선도

Ÿ ’22년 1월 Neurophth Therapeutics는 Leber의 유전성 시신경병증에 대한 약물 후보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시험계획(IND) 승인과 유럽의약품청(EMA) 희귀약물 지정을 동시에 

획득했으며, 2월 28일 레전드 바이오텍(Legend Biotech)의 실타셀(cilta-cel)은 FDA의 승인을 획득 

Ÿ 중국은 혈우병 치료제 출시를 위해 ’22년 Belief Biomed는 첫 번째 환자 투여를 완료했으며 

Shanghai Vitalgen BioPharma는 자체 IND를 약물평가센터(CDE)에 제출

[ PharmExec.com, 2022.04.12.; PMLiVE, 2022.03.01.]

WEF, 혁신적인 금융 모델을 통해 전염병 대비 제안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는 혁신적인 금융 모델이 COVID-19로부터 수억 

명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등 공공 및 민간 부문 기금을 최적화하고 재정 위험을 줄여 건강 및 의료 

개입에 대한 접근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분석

Ÿ 모든 국가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백신을 제공하기 위한 전 세계 및 다자간 노력인 코백스(COVAX)는 

Gavi COVAX AMC(Advance Market Commitment)와 같은 메커니즘이 있었기에 가능

Ÿ COVAX AMC는 백신 접근이 어려운 91개 저소득 국가의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현재까지 세계백신면역연합(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GAVI)이 주도하는 COVAX AMC는 12억 회 이상의 COVID-19 백신을 제공

Ÿ COVID-19 오미크론 변종의 출현 등 향후 보다 치명적인 변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금융 모델을 이용해 기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의료 개입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발병을 

조기에 중지시키고 수많은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

[ WEF,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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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

미국 HHS, 탄소배출 저감 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요청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는 병원, 보건 의료 

시스템 및 기타 보건 분야 조직과 기관들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계획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

Ÿ 미국 HHS의 계획에 따르면, 보건 의료 부문의 기업과 조직들이 현재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22년 6월까지 서약하는 것이 주요 내용에 포함

Ÿ 이러한 계획이 추진되는 주된 이유는 기후 변화가 보건 의료 분야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보건 의료 분야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여 

미래의 더 큰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Ÿ 연방 차원의 기관들은 이미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하에 온실가스 배출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 백악관은 기후변화 관련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6월에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들과의 회동을 추진

[ AHA, 2022.04.22.; HHS.gov, 2022.04.22.]  

일본, 새로운 예방의료서비스로 의료·간병비 억제 

 일본 미쓰비시종합연구소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예방의료를 추진하면 ’50년 기준 

요(要)간병자 66만 명, 의료·간병비 6.1조 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Ÿ 일본은 당뇨병, 고혈압 같은 생활습관병 환자 증가로 지난 30년간 1인당 의료비가 2.6배로 늘어났고 

30년 후에는 의료·간병비 공적부담이 현재의 약 2배인 54.6조 엔까지 증가할 전망

Ÿ 일본의 의료·간병보험제도는 우수한 수준이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질병구조 변화와 

사회보장비용 증가를 생각하면 의료·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공적보험의 

‘접근성(이용하기 쉬움)’은 보장하면서 ‘비용’을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

Ÿ 의료·간병제도의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의료·간병체제의 기능 분화 및 연계 △수익과 

부담의 균형 및 급부범위의 적정화를 제시

[ 三菱総合研究所, 2022.03.23.; FPhime,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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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의료관광 표준 개발 추진

 인도 전통의학(Traditional Medicine, TM)의 의료관광을 장려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아유쉬(AYUSH) 

비자’ 도입 계획에 이어, 정부부처의 하나인 AYUSH는 ‘인도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과 공동으로 의료관광 표준을 개발하겠다고 발표

     * 인도 중앙정부 아유쉬(Ayurveda Yoga&Naturopathy Unani Siddha and Homeopathy, AYUSH)는 요가, 유나니, 

아유르베다 등을 의학적 차원에서 표준화하고 연구하는 기관

Ÿ 인도 정부는 ‘인도표준국(BIS)’과 ‘서비스수출진흥위원회(Service Export Promotion Council, 

SEPC)’ 주도로 AYUSH 서비스를 간소화하는 한편, 관광부, 보건부, 외무부, 상무부, 내무부 등 

다양한 부처가 협력하여 의료관광의 가치를 제고할 계획 

Ÿ 인도의 의료관광은 구자라트(Gujarat)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의료관광의 

지원과 촉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구자라트(Gujarat)주는 인도 서부에 있는 주로, 남쪽과 서쪽으로 아라비아 해가 있으며, 북서쪽으로는 파키스탄, 북쪽으로 

라자스탄 주, 동쪽으로는 마디아프라데시 주, 남동쪽으로는 마하라슈트라 주를 각각 경계로 하고 있는 주

 [ Indian Express, 2022.04.22.; PIB, 2022.04.20.]

태국 TAT, 캄보디아의 의료관광 수요에 주목

 태국 관광청(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TAT)은 1,000여건에 달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의료 및 웰니스 패키지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타이에어아시아(Thai Air Asia, TAA)’와 

협력 관계를 구축

Ÿ 태국 관광청은 TAA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국제 여행이 재개됨에 따른 동남아시아 지역의 단거리 

여행객들과 패키지 관광 상품에 초점을 맞출 계획

Ÿ 태국 관광청은 ’22년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가 철폐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110만명에 달하는 

관광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번 TAA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4월에서 7월 

사이에 최소한 18,000건의 태국행 패키지 상품이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Ÿ 관광객 유치 목표를 세부적으로 보면, 캄보디아의 의료관광 수요 외에도 아이들과 함께 오는 

가족들이나 개별 관광객들의 자유 관광 형태인 베트남 관광객 대상 패키지 관광 11,000여 건, 

밀레니얼 세대들과 젊은 커플들로 이루어진 싱가포르의 관광객 대상 3,000여 건 등으로 구성

[ KHMER T imes, 2022.04.06.; Thaiger,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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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22년 의료관광객 유치 100만 명 목표

 이란 보건의료교육부(Ministry of Health and Medical Education)는 매년 100만 명의 의료관광객이 

주로 인접국에서 입국한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21년에 250,000명으로 줄어들었지만 ’22년에는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하여 의료관광객수가 약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Ÿ 이란으로 입국하는 의료관광객의 대부분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인근 국가에서 입국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의 90%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신이 차지 

Ÿ 현재 200개 병원과 클리닉은 이란 국제환자부(International Patients Department, IPD)의 

승인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란은 ’25년 3월~’26년 3월(이란 연도 1404년)에 

연간 의료관광객수를 200만 명으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 

Ÿ 이란은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제회의와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며, 의료관광에 관한 제1회 

국제회의가 이란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골레스탄(Golestan) 지방에서 ’22년 6월에 개최될 예정

[ LaingBuisson, 2022.04.27.; Tehran T imes, 2022.04.26.]

COVID-19, 감염병 종식을 위한 글로벌 로드맵 구축 필요

 전 세계적으로 COVID-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COVID-19 백신의 공평한 생산·공급·유통을 

통한 예방 접종의 범위 확대 및 국가 간 면역력 증진 △각 정부의 증거 기반 공중보건계획 △의료 

종사자와 면역 저하자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 등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 필요

Ÿ COVID-19 감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가별 공중보건 접근방식에는 △모든 규제사항을 철폐(예: 

영국)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완화조치 시행(예: 한국) △‘COVID-19 억제 또는 제로’ 정책 채택(예: 

홍콩 및 중국 본토)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Ÿ 대부분의 정부는 감염병 완화를 위해, ’22년 2월 12일 현재 152개국은 모든 공공장소에서 안면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114개국에서는 대규모 무증상 검사가 시행되고 있고, 접촉 추적은 136개국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중 77개국은 모든 확진자에 대한 추적을 수행

Ÿ COVID-19에 대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감염병이 고소득국가(HIC)와 중저소득국가(LMIC)에서 

곧 동시에 끝날 것이라는 시나리오이며, 두 번째로, 감염병이 LMIC보다 HIC에서 덜 파괴적일 것이라는 

시나리오이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감염성이 높고 면역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변종의 출현

 

[ Nature Medicine, 2022.04.05.; GOV.UK,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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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COVID-19 장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전략 제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COVID-19 바이러스와 장기적으로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서, COVID-19의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과 장기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제사회와 

각국 보건당국이 추진해야 할 글로벌 장기 대응 전략을 제시

Ÿ IMF는 △공평한 백신 접근성 확보 △변이 바이러스 모니터링과 탄력적인 대응 △지속가능한 전략으로의 

전환과 보건 시스템의 통합 △위험완화 전략 수립 등 COVID-19의 불확실성과 장기적인 위험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4가지의 새로운 장기전략을 제시

Ÿ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는 광범위한 정책 및 의료 지원 도구들(toolkit)을 통해 보다 공평한 백신 접근성을 

확보해야 하며, 바이러스 변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 도구들을 동태적인 시스템으로 개선

Ÿ 또한 COVID-19 대응 전략도 현재까지 추진해 온 단기적인 긴급 대응에서, 사회적으로 우선 해결해야 

할 이슈들과 보건이 통합된 지속가능한 전략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COVID-19를 능가하는 미래 전염병의 

발병 가능성을 대비할 수 있는 위험 완화 전략의 수립이 필요

Ÿ IMF는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가 이러한 장기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 ’22년에 150억 달러, 이후에도 

매년 100억 달러 규모의 전염병 대응 자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IMF, 2022.04.05.]  

OECD, COVID-19 환경에서의 글로벌 공급망의 역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COVID-19 팬데믹 기간동안 수요가 급증했던 COVID-19 백신, 

안면 마스크, 진단시약의 수급 안정화와 무역 및 글로벌 공급망의 역할을 분석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필수적인 제품들의 공급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

Ÿ (COVID-19 백신) 심각한 공급 부족 상태이던 COVID-19 백신은 ’21년 전반기에 전년도에 비해 

공급이 26% 증가함에 따라 백신 자체 생산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한 공급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다른 유형의 질병에 대한 백신 공급을 신속하게 대체

Ÿ (안면 마스크) ’20년 1분기 동안 미국에서 안면 마스크의 수입 규모는 가격이나 물량 측면에서 

모두 15배 이상의 급증세를 보였고, 캐나다, EU,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초기에는 

주로 중국산 제품이 사용되었으나, 이후 수입 수요의 급감과 공급선의 다변화 등이 빠르게 진행

Ÿ (진단시약 키트) 비강에 사용되는 면봉, 검체 운송 수단, 진단용 약물, 기타 플라스틱 소모품 등으로 

구성되는 진단시약 키트는 팬데믹 기간 동안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진단용 

약물은 팬데믹 이전 시기에 비해 77%나 증가

[ OECD,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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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Epic Systems, Guardant Health와 협력체계 구축

 미국 헬스케어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 에픽시스템즈(Epic Systems)社는 정밀한 암진단 기술 확보와 

의사의 신속한 암 진단 처방을 위해, 자사의 주력 제품인 전자건강기록(EHR)에 정밀종양 전문업체인 

가던트헬스(Guardant Health)社의 진단 과정을 통합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

Ÿ Epic System가 보유한 2억 5천만 명이 넘는 전자건강기록(EHR)과 Guardant Health의 정밀종양 

진단 기술의 결합을 통해 임상 전문가들은 Guardant Health Center 암진단을 신속하게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반적인 진단 업무의 워크플로우가 개선될 전망

Ÿ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지역의 헬스케어 서비스 공급자들, 소형헬스클리닉들은 양사의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건강 검진 과정에 따른 혈액 검사로 조기에 종양을 진단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것으로 기대

[ EHR Intelligence, 2022.04.06.; Healthcare IT  News, 2022.04.04.]  

미국 Cynerio, 병원 로봇에서 사이버보안 취약점 발견

 뉴욕에 기반을 둔 ‘의료사물인테넷(IoMT)’ 보안 회사인 시네리오(Cynerio)社는 4월 초 수백 개의 

병원에서 약물 및 병원 소모품 등을 운반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율이동로봇 ‘Aethon 

TUG’을 해킹할 수 있는 5가지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발표

Ÿ ‘Aethon TUG’과 같은 로봇은 병원에서 무선 전파, 센서 및 기타 기술에 의존하여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며, 무엇에도 부딪치지 않고 복도를 이동하는 데 사용하고, 간단한 작업을 수행하며,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물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

     * 첨단 텔레프레즌스(telepresence) 로봇은 다른 지역의 의료 제공자를 자신의 병실이나 응급실에 있는 것처럼 가상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환자와 연결하고 일부 유도 수술을 수행하는 데 사용

Ÿ 이번에 발견된 취약점은 JekyllBot:5로 불리는 악성코드로 해커는 이를 통해 △중요 약품 적시 

전달 방해 △병원 엘리베이터 및 도어 잠금 시스템을 차단 △민감한 환자 의료 기록에 접근 △로봇이 

사람과 사물에 충돌 △사이버 공격 등의 작업을 실행  

Ÿ 최근 개최된 HIMSS22 컨퍼런스에서 가트너(Gartner) 분석가는 ’25년까지 미국 상위 20개 생명과학 

조직 중 4분의 3이 해킹을 당해 약 100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

[ Health Leaders, 2022.04.21.; ivant i,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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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IW, 노인 간호의 디지털화에 대한 갈등영역과 해결방안 제시

 독일 쾰른경제연구소(IW)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와 노동기술연구소(IAT)의 협력 프로젝트인 

‘노인 간호의 디지털화와 작업 디자인*’에서 3가지 갈등영역을 소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

     * NRW의 노동보건사회부가 자금을 지원하며 ’21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노인 간호 운영의 디지털화 프로세스에 관한 체계적 연구

Ÿ (간호의 디지털화) 디지털화는 일차진료 프로세스(간호 및 소통)에서는 덜 두드러지지만, 이차 

행정 프로세스(관리, 회계 등)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격차 해소 필요

Ÿ (노인 간호에서의 디지털 역량) 간호 인력이 응용능력을 갖추고 전문적, 직무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줄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반면, 프로세스 간 관련성을 인지하는 능력은 덜 중요하다고 

평가되고 있어 디지털 스킬에 대한 의욕과 수용도 촉진 필요

Ÿ (변환 프로세스의 공동 디자인) 참여는 디지털 변환 프로세스의 성공적인 디자인을 위한 핵심요소 

중 하나이나, 공식적·비공식적 참여 관행이 아직 불충분하므로 직원의 디자인 과정 참여를 통해 

직원의 귀속감 향상과 직원-회사 간 유대 강화가 가능

[ IW, 2022.04.08.; ECONSTOR, 2022.04.]

보건데이터 플랫폼, 약품개발 경로 단축 및 치료법 개선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McKinsey)社에 따르면, 참여자들의 신뢰에 기반하는 보건데이터 플랫폼은 

약품 개발을 위한 경로를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혁신적으로 제고 

Ÿ 컴퓨터 성능의 비약적 발달과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물학적인 복잡성과 질병의 발생 메커니즘을 재현하고, 치료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되면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연구개발(R&D)이 가속화 

Ÿ 인공지능(AI) 개발 회사인 딥마인드(DeepMind)社의 알고리즘인 알파폴드(AlphaFold)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고, AI 알고리즘과 방대한 생물학적 시스템에 대한 정보 수집 

역량과 결합하여 특정 생물학적 분자구조가 수행하는 역할을 높은 정밀도로 예측

Ÿ 그러나 낮은 활용 및 분산되고 파편화된 보건의료데이터와 개인정보보와 사이버 보안 등의 이슈들은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에 의한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요인

Ÿ 디지털화와 웨어러블 기기등의 활용을 통한 보건데이터의 광범위한 데이터의 수집, 가상화된 

모니터링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는 보안체계가 강화된 보건의료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

[ McKinsey& Company, 2022.04.19.; Nature,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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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치료제, 반사회적 어린이들의 행동과 감정 조절에 적용 

 반사회적 어린이들의 행동과 성격 교정에 적용되는 디지털 치료제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치료와 알츠하이머, 당뇨 등 성인병 분야의 

치료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

Ÿ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는 어린이들의 잘못된 성향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컴퓨터 게임을 통해 

어린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제어하는 방안이 개발되었으며, 치료 대상인 어린이들은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장비를 부착하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모니터링

Ÿ 이와 같은 장비는 일반적으로 버릇없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반사회적 

성향을 지닌 어린이들을 위한 장비로 감정 조절을 도울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최근에는 주의력 

결핍과 과대행동장애의 개선을 위한 전두엽 기능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게임도 개발

Ÿ 이러한 네트워크화된 디지털 치료는 어린이 뿐 아니라 알츠하이머나 당뇨병, 심장질환과 같은 성인병의 

치료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헬스케어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

[ Capgemini, 2022.03.28.; MIDD Online, 2022.04.01.]

디지털 헬스, 의료환경을 재편하는 5가지 방법 

 디지털 헬스 산업 및 기술은 △사전 예방적, 예측적, 개인화된 치료를 향상시키며 △재택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원격환자모니터링 및 인공지능(AI)분석으로 재입원을 방지하고 △건강 통찰력을 

제공하고 △약물투여 및 의약품 순응도를 제고하는 등 미래의 의료환경을 재편할 것으로 전망

Ÿ 가상진료의 핵심 구성요소인 원격환자모니터링(Remote Patient Monitoring, RPM)은 고도로 

개인화된 데이터 기반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임상의가 급성 및 만성 치료를 사전에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Ÿ 불요불급한 재입원을 피하고 집에서 환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AI를 사용하여 임상 통찰력을 

추출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재입원으로 인한 높은 비용의 경감이 가능 

Ÿ 웨어러블 기기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활력 징후 생체 활동을 모니터링이 용이하게 되고, AI와 

머신러닝 기반 플랫폼은 방대한 데이터와 추세분석을 통해 개인화된 임상 통찰력을 추출하여 

각 개인의 특정 건강 요구 사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능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웨어러블 센서는 점점 보편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은 ’21년부터 ’28년까지 연평균 26.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 Medical Economics, 2022.04.12.; Corporate Wellness,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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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규모, ’22년 1Q 전분기대비 36% 감소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CB Insight의 보고서에 의하면 ’22년 1/4분기(1Q)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자금조달액은 104억 달러로 전분기대비 36%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미국 -37%, 분야별로는 

정신건강 분야 –60%를 기록하는 등 자금조달규모가 크게 감소

Ÿ 분기별 자금조달액도 6분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핀테크와 소매 기술 분야 자금조달액이 각각 

18%, 11% 감소한 것에 비하면 매우 큰 폭으로 감소

Ÿ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전체 디지털 헬스케어 자금조달의 69%와 모든 거래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지난해 4분기에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던 미국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1/4분기 

자금조달액은 72억 달러로 전분기대비 37% 감소

Ÿ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는 정신건강 분야로, 1/4분기 자금조달액은 7억 9,200만 달러로 전년동기 

19억 7천만 달러에서 60% 감소했으며, 분기별 자금조달액도 ’20년 4/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

Ÿ 디지털 치료제 분야의 자금조달액도 4억 9,500만 달러로 전분기의 10억 4천만 달러에 비해 53%  

감소한 반면, 임상시험기술과 헬스 IT 기술 분야의 자금조달액은 각각 5억 8,500만 달러, 23억 

달러로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 
 

[ MedCityNews, 2022.04.14.; Fierce Healthcare, 2022.04.07.]  

의료영상, ML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과제와 성과 

 네이처(Nature)와 파트너 저널인 ‘npj Digital Medicine’에 게재된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료영상 분야에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ML) 기술의 적용이 늦춰지는 이유로 데이터 

사용의 제약, 평가와 관련된 문제, 정보 공개에 따른 인센티브의 부족 등이 지적

Ÿ 의료영상 분석에 ML 기술을 적용하는 단계마다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는데, 데이터의 수집 방법, 

데이터셋의 구축과 분포, 데이터셋 자체의 다양한 편중(bias)이 존재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분석 

목표의 설정 과정, 평가 절차, 적절한 분석 방법의 선정 등에서도 통계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

Ÿ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단계에서도 제시된 분석 결과에 기초한 정보의 유용성 여부, 투명성의 결여, 

중요한 세부정보의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

Ÿ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ML 기술은 복부 탈장(abdominal hernia) 외과 수술과 같은 

매우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치료 과정에서, 탈장 재발 가능성을 85%, 수술 필요 가능성을 72%, 

30일 이내 병원 재방문율을 84%의 확률로 예측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

[ Health IT  Analyt ics, 2022.04.13.; npj Digital Medicine,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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