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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산업, 글로벌 상위 20개사의 ’21년 성과 
’21년 매출액 기준 글로벌 상위 20개 제약사들은 COVID-19 관련 의약품 부문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으며, 이전과 달리 20대 기업 순위에 오른 기업들은 모두 전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오랫동안 연구개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연구개발활동을 기반으로 한 신약의 성과를 기대

[1] ’21년 세계 제약 산업의 주요 특징

 ’21년은 COVID-19를 극복하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사들의 성과가 두드러진 한 해

Ÿ ’21년 매출액 기준 글로벌 상위 20개 제약사들은 최소한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 

중 5개 제약사는 40%가 넘는 고성장세를 시현

Ÿ COVID-19 관련 제품으로 매출액을 견인한 대표적인 회사는 화이자(Pfizer)社로, 전년동기 대비 

거의 2배 가량의 매출액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社는 매출액 

규모 면에서 1위를 차지 

 COVID-19 의약품이 아닌 분야에서는 애브비(AbbVie)社와 머크(Merck)社의 성장세가 주목

Ÿ COVID-19 비관련 의약품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인 제약사는 AbbVie이며, 류머티스 등 

자기면역질환에 적용되는 의약품인 휴미라(Humira)를 앞세워 200억 달러의 매출액을 달성

Ÿ 폐암에 적용되는 면약항암제인 키트루다(Keytruda)로 17%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인 Merck 역시 

COVID-19 비관련 의약품 분야에서 높은 실적을 보인 기업

 COVID-19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20년과 비교해볼 때, ’21년 제약 산업의 지형은 매우 

크게 변화

Ÿ ’21년 세계 20대 제약사들의 경영 성과에서 가장 주목할 지점은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이 없다는 것으로,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낮은 기업은 암젠(Amgen)社와 노바티스(Norvatis)社로 각각 2%와 4% 증가했으며, 

다른 기업들은 최소한 5%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

     * ’20년에는 20대 제약사 중 6개 기업이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했으며,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오직 2개에 

불과했는데, 이는 기업의 인수합병에 기인

Ÿ ’21년에 세계 20대 제약사로 부상한 기업들은 3개 업체이며, COVID-19 백신의 높은 판매고에 

힘입어 바이오엔테크(BioNTech)社가 18위, 모더나(Moderna)社가 19위, 제네릭 전문 기업인 

비아트리스(Viatris)社가 20위로 새롭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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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액 기준 상위 20개 제약사의 순위와 주요 특징

�’21년 매출액 기준 글로벌 상위 20개 제약사의 순위와 특징 �
0: 

순
위 기업명

매출액(십억 USD)
주요 특징

’21년 ’20년

1
Johnson & 

Johnson
93.77 82.58

Ÿ 수년 동안 세계 1위 제약사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며, 소비자 
헬스케어, 제약 및 의료기기의 분야에서 견조한 성장세

2 Pfizer 81.29 41.90 Ÿ COVID-19 백신과 항바이러스제제인 Paxlovid가 매출을 견인

3 Roche 68.70 63.36
Ÿ Avastin, Herceptin, Rituxan과 같은 항암치료제 복제약품의 

시장 잠식 불구하고 신약 부문의 매출액이 증대

4 AbbVie 56.20 45.80
Ÿ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Humira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부 관련 신약인 Rinvoq와 Skyrizi가 시장의 관심대상

5 Novartis 51.63 48.66
Ÿ 염증 치료제인 Cosentyx와 심장약 Entresto을 주력으로 하는 

가운데, 콜레스테롤혈증을 위한 RNA 치료제 Leqvio가 인기

6 Merck 48.70 48.00
Ÿ COVID-19 경구용 치료제 Molnupiravir의 선주문과 면역 

항암 치료제 Keytruda가 매출에 큰 영향

7
Bristol Myers 

Squibb
46.40 42.50

Ÿ 다발성 골수종 항암 치료제 Revlimid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Breyanzi와 Abecma 같은 신약이 주목

8 GlaxoSmithKline 45.98 43.78
Ÿ COVID-19 항체 치료제인 sotrovimab의 ’21년 하반기 

실적이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

9 Sanofi 44.67 39.30
Ÿ 중증 알러지성 질환에 사용되는 Dupixent와 독감 백신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지속

10 AstraZeneca 37.42 26.62
Ÿ 희귀 의약품 전문 기업인 Alexion의 인수에 따른 용혈성요독 

증후군과 중증 근무력증에 적용되는 Soliris 등의 매출 호조세

11 Takeda 31.55 29.25
Ÿ 비핵심 자산의 매각과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Velcade의 매출 

호조로 재무제표 개선

12 Eli Lilly 28.32 24.54
Ÿ 혈당 강하제 Trulicity, 인슐린 주사제 Humalog,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Jardiance, COVID-19 항체 치료제 
bamlanivimab과 etesevimab 등이 호조세를 지속

13 Bayer 28.23 25.71
Ÿ 인수합병과 매각을 반복하면서 매출액도 등락세를 유지하였으나 

황반변성 등의 질환에 사용되는 Eylea의 매출 호조세를 시현

14
Gilead 

Sciences
27.30 24.70

Ÿ COVID-19 항바이러스제인 Veklury가 오미크론 변이에도 
유효하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확대

15 Amgen 25.98 25.42

Ÿ 신약 부문에 대한 사업 집중과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대량 해고를 단행하고, 암 치료제 개발사인 Five Prime 
Therapeutics를 인수와 KRAS inhibitor인 Lumakras의 FDA 
승인 등으로 매출 확대

16
Boehringer 
Ingelheim

24.36 22.29
Ÿ COVID-19의 영향으로 급등락세를 보인 다른 제약사와 달리, 

당뇨 및 심장질환 관련 약품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세 시현

17 Novo Nordisk 22.38 20.24
Ÿ 당뇨병 치료제이자 비만 치료제로 승인된 semaglutide 기반의 

Ozempic, Rybelsus, Wegovy 등으로 성장 기반을 형성

18 BioNTech 22.44 0.55
Ÿ COVID-19 백신의 개발로 ’20~’21년 매출액 증가율이 

2,200%에 달하는 급증세를 시현

19 Moderna 18.47 0.80
Ÿ BioNTech와 마찬가지로 COVID-19 백신으로 전년대비 

2,000%가 넘는 성장세를 시현

20 Viatris 17.81 11.82
Ÿ 제네릭 제약사 Mylan과 Pfizer의 제네릭 부문인 Upjohn의 

합병으로 ’20년에 출범한 Viatris는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 
중국 등에서 매출액 호조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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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 측면에서 본 주요 제약사들의 전망

 Pfizer와 제휴사 BioNTech는 ’21년 연간 매출액의 45%가 COVID-19 백신일 정도로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이는 지속적인 mRNA 기반의 바이러스 백신 연구개발의 성과

Ÿ COVID-19로 인해 엄청난 매출 신장세를 보인 Pfizer, Moderna, AstraZeneca, 그리고 Johnson 

& Johnson과 같은 기업들은 수년에 걸쳐 mRNA 기반의 바이러스 백신 관련 연구를 지속

Ÿ 소형 바이오테크 기업인 Moderna 역시 COVID-19가 확산되기 10년 전부터 mRNA 플랫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

 생명공학 부문의 전략 컨설팅 기업 IDEA Pharma는 ‘제약 산업의 혁신과 발명지수(Pharmaceutical 

Innovation and Invention Index, PII)’를 발표

Ÿ PII에서 1위를 차지한 Pfizer는 COVID-19 백신 외에도 진드기매개뇌염 백신 TicoVac의 FDA 승인, 

성인 폐렴 백신 Prevnar 20 등이 혁신 활동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으며, Merck와 Sanofi와 함께 

FDA의 신약 승인을 받은 주요 기업

Ÿ 2위를 차지한 AstraZeneca는 비 mRNA COVID-19 백신에서 확실한 성과를 보이는 한편, 1일 1회 

복용이라는 편리성에 힘입어 폐암 치료제 Tagrisso가 매출을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항암 치료제와 

신장 질환 치료제, 희귀질환 치료제를 기반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Ÿ PII로 3위를 기록한 Regeneron은 COVID-19 단일클론 항체 칵테일 제재인 REGN-COV2가 주목받은 

바 있으며, 기존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급성장세가 기대

Ÿ PII 기준 4위를 차지한 Johnson & Johnson 역시 COVID-19 백신의 주요 공급자이기도 하지만, 

암 치료제인 Darzalex, 항염증 제제 Stelara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

     * 최근 FDA의 승인을 받은 폐암 치료제 Rybrevant와 1년 2회 주사로 조현병을 치료하는 향정신병 제재 Invega Hafyera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제품

Ÿ Johnson & Johnson과 공동으로 PII 4위를 차지한 Merck & Co는 비 COVID-19 분야에서 AbbVie의  

자가면역 치료제 Humira에 뒤이은 매출액을 기록한 면역 항암 제재 Keytruda를 보유하고 있으며, 

악성 흑색종부터 폐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모노클론 항체 제재의 성과가 기대

Ÿ 이외에도 PII 기준 6위를 차지한 BeiGene은 종양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춘 중국 

기업이며, 7위를 기록한 일본 최대의 제약사 Takeda는 최근 승인을 받은 폐암 치료제 Exkivity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제품

 

[ Fierce Pharma, 2022.04.12.; Fortune,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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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Illumina, 협업을 통해 차세대 유전체학을 주도

 미국 샌디에고 소재 바이오테크 기업 일루미나(Illumina)는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으로 암의 치료와 약물의 

작용 기전 분석, 환자 맞춤형 치료 개발, 공중 보건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연구로 주목받고 있으며, 협업을 

통해 차세대 유전체학을 주도

Ÿ Illumina는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진단을 통해 △암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방법을 제공 △치료 과정에서 

사용되는 약물의 부작용 정도의 예측 △환자 맞춤형 치료제의 개발 △새로운 COVID-19 변이 추적을 

통한 공공 보건에 기여 △희귀질환을 보다 손쉽게 규명하고 치료하는 등의 가능성을 제시

Ÿ Illumina의 연구 성과는 개방형 연구개발 혁신이라고 지칭되는 독특한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오픈이노베이션은 정보과학, 데이터 보안, 신속 염기서열 

분석 등과 관련된 다양한 스타트업에 대한 신규 투자와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통해 추진

     * Illumina는 국제기구인 아프리카 유니온(African Union) 등과 협력하여 ‘아프리카 병원균 유전체 이니셔티브(Africa 

Pathogen Genomics Initiative, PGI)’를 추진하고 있으며, 6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

[ Fast Company, 2022.04.25.; Seeking Alpha, 2022.04.09.]  

미국 Nkarta, NK 세포를 이용한 혈액암 치료법 제시

 미국 제약사 엔카르타(Nkara)社는 세포 수준의 면역 요법인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 NK 

세포)’를 이용한 두 가지 혈액암 치료법의 초기 연구 결과를 공개 

Ÿ NK 세포에 기초한 면역 치료제업체인 Nkarta는 미국의 MD Anderson 암센터와 독일의 바이오테크 

기업 Affimed社 등과 협력하여 ‘키메라항원수용체T세포(Chimeric antigen receptor T cell, 

CAR-T세포)’ 치료법처럼 부작용의 잠재적 위험성 없이 혈액암의 치료 가능성을 제시

     * NK 세포는 바이러스 및 암세포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백혈구 세포로 선천성 림프구 세포의 일종이며, CAR-T 세포 

치료는 생명공학 기술로 만들어낸 인공적인 T세포인 CAR-T세포를 사용한 항암치료를 의미 

Ÿ NK세포 기반의 치료는 간단하게 사전 제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복잡한 물류와 제조 과정이 동반되어야 

하는 기존의 환자 맞춤형 치료요법에 비해 주목받고 있으나, 현재 NK 세포 기반 치료는 효과의 지속 

기간 및 CAR-T 치료 대비 우월성 등 대비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태

 

[ Biopharma Dive, 2022.04.25.; MedCityNews,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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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화장품 및 장난감 제품의 안전규정 변경 예정

 영국 제품안전표준국(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은 특정 화학물질의 허용수준 

변경을 위해 ’09년에 제정된 화장품규정(Regulation(EC) No 1223/2009)에 대한 기술 부속서와 

’11년 장난감 안전규정에 대한 부록2(Schedule 2)을 개정할 계획

Ÿ 대상 화학 물질은 △‘화학안전에 대한 과학자문그룹(SAG-CS)’이 평가한 화학물질 △라벨링 및 포장 

규정에 따라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또는 생식독생물질(CMR)’로 분류된 화학물질 △천식과 호흡기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 방향제(Fragrance allergens)’ 등 세 가지 범주로 분류 

     * SAG-CS: Scientific Advisory Group on the Chemical Safety, CMR: Carcinogenic, Mutagenic or Reprotoxic

Ÿ 화장품과 영국 분류·라벨링·패키징(Great Britai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GB CLP) 규정에 따라 카테고리 1A, 1B 또는 2에서 CMR로 분류된 물질은 부속서 3~6에 포함되지 

않는 한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CMR 화학물질 제한을 강화

Ÿ CMR 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 방향제 포함 제품은 ’22년 10월 15일 이후 시장에 출시될 수 없지만 

’22년 12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었으며, SAG-CS가 평가한 화학물질 포함 

제품은 ’22년 12월 15일 이후 시장에 출시될 수 없지만 ’23년 3월 15일까지 유예기간 부여 

[ GOV.UK, 2022.04.27.]

독일 IW, ’21년 제약 산업의 주요 지표 분석

 독일 쾰른경제연구소(IW)는 ’21년 독일 경제 회복세의 일반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 부문에 

힘입어 뚜렷한 성장세를 기록한 제약 산업에 주목하며 독일 거점 제약 산업의 지원을 제언

Ÿ 제약 산업은 ’21년 주문은 3.2% 증가에 불과했지만, 전년 대비 생산 가치는 5.8%가 증가하고 

매출은 8.5% 증가하며 3가지 산업 지표에서 ’19년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

Ÿ ’21년 하반기 산업 전반의 상승세가 물류 문제와 산업 전반에 걸친 생산 중단으로 말미암아 다시 

둔화된 반면, 제약 산업은 정반대의 발전 양상을 보이며 전년 동 분기 대비 주문 지수는 3분기에 

12.5%, 4분기에 14.3% 증가하고 생산지수도 각각 11.3%와 10.1% 상승을 기록

Ÿ ’21년 하반기에 5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 매출이 로컬 매출을 앞지르는 등 산업 지표의 긍정적 

발전 방향은 COVID-19 백신 생산이 제약 산업 전체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시사

     *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의 mRNA 기반 백신은 대부분 독일에서 생산되며, ’21년 한해 전 세계 생산량은 최대 30억 도즈에 

달하였고, ’21년 의료용 백신의 생산 가치는 전년 동 분기 대비 2분기 178%, 3분기 323%, 4분기 141% 성장

[ IW, 2022.04.13.; MEDCONWEB,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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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료정책기구, 자국산 백신의 연구개발·생산체제 강화 제언

 일본 의료정책기구(日本医療政策機構)는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백신의 연구개발 

및 생산체제 구축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향후 발생될 팬데믹에 대비해 △백신 연구개발·생산체제 

강화 △임상시험 환경 정비 △백신의 약사제도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Ÿ (백신 연구개발·생산체제 강화)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유사시 백신의 연구개발 및 생산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사령탑을 중심으로 한 산관학 협력 체제를 강화

     * 평소에도 △프로토 타입 백신 개발·생산을 통해 유사시 즉시 대응체제 강화 △공장과 생산설비에 2개의 기능을 갖도록 

하는 듀얼유스(dual use)에 필요한 조건 검토 △유망한 기초연구를 지원해 연구 환경 개선 등에 대응

Ÿ (임상시험 환경 정비) 공적인 대규모 임상시험 시설을 정비하고 소아를 비롯한 특정 집단의 임상시험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임상시험의 필요성과 

그 윤리성·안전성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 강화

Ÿ (백신의 약사제도 개혁) 유사시 국산백신의 일본판 긴급사용 허가를 정비하고 국내에서 긴급사용 

허가를 얻은 백신의 해외사용 허가 취득을 지원하는 한편 특례승인, 긴급사용 허가 후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

 

[ 日本医療政策機構, 2022.04.27.; 経済産業省, 2022.03.25.]  

중국 우시, 바이오 의약품 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력

 중국 우시(無錫) 하이테크 파크는 현재 바이오 의약품과 관련 기업 270곳이 입주해 첨단 화학약품, 

바이오 제품, 임상진단, 의료기기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21년도 바이오 의약품 산업 규모는 

전년대비 18.4% 증가한 700억 위안을 돌파

Ÿ 우시 하이테크 파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융합, 우위성의 상호보완’이라는 용지계획을 바탕으로 

협력 체제를 쇄신해 특색 있는 생명과학기술 파크를 건설하여 바이오 의약품 기업, 자금, 기술, 

인재가 모여 특색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수립

Ÿ 동 파크가 제정한 ‘정책의견’에 따르면, 연간 최고로 약제혁신 2,000만 위안, 의료기기·체외진단 

분야 500만 엔, 제네릭 의약품은 500만 위안, 특별의료목적용 식품 분야 1,000만 위안을 지원

Ÿ 우시 하이테크 파크는 발전 과정에서 국제의약산업 경쟁 참여를 목표로 일련의 혁신 성과를 거뒀으며 

예를 들면 최근 새롭게 연구개발한 약제 약 20종류가 1,2,3상 임상시험에 돌입하여 이 가운데 

3종류의 제네릭 의약품은 동질성 평가가 끝났고 10종류의 약제는 전임상 연구단계에 돌입

 

[ 中国総合研究センタ , 2022.04.26.; 化學工業日報,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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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의료기기 산업 벤처 투자 4.36억 달러 기록

 시장조사기관 GlobalData의 발표에 따르면, ’22년 3월 기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의료기기 산업 벤처 

투자는 4억 3,62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Shanghai Smartee Denti-Technology에 

대한 8천만 달러 투자가 성장을 견인

Ÿ 이러한 투자 실적은 2월의 5억 117만 달러에 비해 13% 줄어든 것이고, 지난 12개월 평균 투자 규모 

5억 6,752만 달러에 비해서는 23.3% 감소한 수치

Ÿ 3월 기준 전 세계 의료기기 산업의 벤처 투자 21억 3천만 달러 중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20.48%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에서 발생한 투자는 3억 1,929만 달러로 14.99%를 차지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은 벤처 투자를 유치

Ÿ 투자 건수로 보면, 3월 기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투자 건수는 34건으로 전기 대비 17.24% 증가했으며, 

지난 12개월 평균 대비 5.56% 감소했으며, 투자건수 역시 중국이 2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개별 투자 건을 보면, Shanghai Smartee Denti-Technology에 대한 8천만 달러 투자가 최대 규모이며, 다음으로는 

JinYi Capital의 Shanghai Lito Medical Technology에 대한 6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기록

[ Medical Device Network, 2022.04.27.; CISION, 2022.03.23.]  

헬스케어 산업, ’22년 M&A 전망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은 성장을 위해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22년에도 M&A는 

활발하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혁신적인 바이오, 의료기기 기업은 매력적인 대상이 될 전망

Ÿ ’21년 헬스케어 업계 M&A건수 및 금액은 전년대비 각각 32%와 65%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며 거래금액 

증가는 50억 달러 이상의 메가딜 증가가 한 요인이었으며 PE펀드를 통한 M&A도 증가

Ÿ 향후 6개월에서 1년 사이 전통 제약회사들은 OTC의약품과 혁신성 낮은 사업은 매각하고 

세포치료·유전자치료·차세대 치료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가진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할 것으로 전망

     * COVID-19 팬데믹 장기화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향후에도 백신 수요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mRNA제조 

과정 효율화, 백신회사가 직면한 설비상의 과제에 대처할 수 있는 혁신기업에 투자자들이 관심

Ÿ 또한 자동화나 임상의사 결정 지원 등의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자케어나 

가상의 환자케어를 제공하는 원격의료기업, 헬스테크 기업, 데이터 분석 기업은 다양한 가치창조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

[ PwC Japan, 2022.03.10.; EY Japan,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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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

미국, 온보딩 개선이 필요한 Medicare Advantage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McKinsey)의 설문 조사 분석에 따르면, 미국 65세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MA)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Ÿ MA 프로그램 등록자수와 보급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21년 MA 회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기 가입자의 대부분이 메디케어(payer)와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초기 접점인 ‘온보딩(onboarding)’ 프로세스에 불만족스럽다고 답변 

     * ’15년 이후 미국 전역의 메디케어 수혜자 수는 5,400만 명에서 6,400만명으로 19%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총 등록자수는 1,700만 명에서 2,900만 명으로 65% 증가한 반면,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불리는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FFS)’ 메디케어 등록자수는 100만명 감소

Ÿ MA 가입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의료보험을 설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를 평가하도록 

요청받은 비율은 19%, 공공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한 비율 역시 5%에 불과, Medicare 관계자들이 

집으로 방문하거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비율도 10% 미만이었다고 답변

[ McKinsey& Company, 2022.04.18.; Becker’s Payer Issues, 2022.04.19.]  

미국 병원, ’22년 1/4분기 M&A 거래실적 최저치 기록

 미국의 병원 M&A 거래실적은 ’22년 1/4분기에 12건으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병원 조사기관 카우프만홀 

(Kaufman Hall)이 ’16년 이후 병원 거래실적을 집계한 이래로 분기 실적 최저치를 기록

Ÿ 연간 수익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인 ‘메가 거래’는 ’21년에는 전년 대비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으나, 

’22년 1/4분기에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4건은 평균 수익이 1억 달러 미만

Ÿ 1/4분기에 발표된 12건의 거래의 경우, 총 거래규모는 29억 5천만 달러에 달하여 역사적 평균보다 

훨씬 낮았으며 ’21년 1분기의 기록적인 88억 달러 대비 크게 감소한 수치

Ÿ 주요 거래 사례로는 테넷(Tenet)이 5개의 병원과 플로리다 남부의 관련 의사 진료그룹을 스튜어드 

헬스케어(Steward Health Care)에 11억 달러에 판매하였고, HCA가 4개의 조지아 병원을 애틀랜타의 

대표 병원인 피드몬트 헬스케어(Piedmont Healthcare)에 9억 5천만 달러에 매각

 

[ Healthcare Dive, 2022.04.08.; Becker’s Hospital Review,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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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민간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 증가

 영국은 신속한 치료를 위해 민간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 진단 및 컨설턴트 등 민간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성장의 관건이 될 전망

Ÿ 영국의 본인부담(self-pay) 시장의 성장은 국민건강서비스(NHS)의 수술 대기자 증가와 NHS 수요 

관리전략에 기인하고 있으며, 민간 의료서비스 치료를 더 많이 찾는 추세에 따라 민간 GP, 컨설턴트 

및 진단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추세

Ÿ 주로 정형외과, 안과, 위장병학,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에 제한적인 자금 조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NHS의 수요관리 전략도 민간 초기 상담 및 진단에 대한 관심을 제고

Ÿ 가격 투명성 및 지불 계획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사람들이 ‘개인 의료’를 선택하기가 보다 

용이해졌으며, 일부 NHS 본인부담환자병동(NHS private patient unit)은 정보와 가격을 공개하여  

소비자에게 치료 경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

 [ LaingBuisson, 2022.04.27.; Business Wire, 2022.05.06.]

멕시코, 의료관광의 발전으로 안과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 

 멕시코의 안과 의료기기(Ophthalmic Devices)에 대한 수요가 최근 몇 년 동안 멕시코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관광의 활성화와 발전으로 인해 이러한 수요를 촉진

Ÿ 멕시코는 진단, 수술, 시력교정에 필요한 안과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의들의 수요가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관광의 발전과 제약 산업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향후 멕시코의 안과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Ÿ 멕시코의 노인인구는 안과 관련 질환에 걸리기 쉬운 것으로 밝혀졌으며, 콘택트렌즈 제품 부문이 

노인인구의 시력장애와 인식제고 등의 요인에 의해 멕시코 안과 의료기기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백내장 수술용 의료기기가 그 뒤를 이을 전망 

Ÿ 멕시코의 안과 의료기기의 주요 수요처는 병원 및 클리닉이며,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 

니덱(Nidek), 알콘(Alcon), 에실로인터내셔널(Essilor International) 및 칼자이스(Carl Zeiss) 

등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

 [ BioSpace, 2022.05.10.; NPR,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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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공중보건과 관련 최악의 상황에 직면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는 공중 보건과 관련된 의료 시설, 

관련 노동자, 필수 의약품 조달 등의 모든 국면에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

Ÿ COVID-19 백신 접종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우크라이나는 이번 러시아의 

침공으로 공공 보건의료 시스템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으며, 다양한 감염병 발병에 대한 우려 확산

Ÿ 전쟁 발발 후 8주 만에 5백만 명의 국제 난민이 발생하고, 이미 수백만 명이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 

국내 타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진료와 의료품 공급 등과 관련된 지역 보건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염병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

Ÿ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 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비영리정부기구(International 

NGO, INGO)들과 EU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INGO의 적극적인 의료 

활동과 응급 의료품 수송 지원을 위한 통행 보장 등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 CSIS, 2022.04.22.; OCHA, 2022.03.03.]  

일본 JTB, 방일 외국인 의료비 결제지원 서비스 제공

 일본 최대 여행사 JTB(Japan Travel Bureau)는 의료를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및 비즈니스 또는 관광 목적으로 일본을 찾은 외국인을 수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비 

결제를 위한 ‘다통화(多通貨) 결제 서비스’와 ‘입원 의료비 보증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

Ÿ COVID-19 확산 이전 일본은 외국인 여행자가 의료비를 미납한 경우, 귀국 후에 미지불금을 회수할 

수단이 은행 입금밖에 없어 의료비 회수가 어렵고, 입원 시 보증인을 세우는 절차가 복잡하여 

의료기관이나 환자 모두에게 의료비 결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

Ÿ 다통화 결제 서비스는 환자가 일본을 방문하기 전 보증금을 지불하거나 귀국 후 경과관찰비용을 

납부하는 등 일본에 체류하지 않아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환자는 자국 통화로 결제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는 엔화로 입금되기 때문에 환율변동 리스크를 최소화

Ÿ 입원의료비 보증서비스는 냅(NAP)임대보증社가 일본 거주자를 대상으로 제공해 왔으나 동 사가 

JTB와 제휴하면서 의료 인바운드나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도 대상에 추가

Ÿ 동 서비스는 △입원 후 발생하는 추가 의료비 등 환자의 예상을 넘는 의료비로 인한 미납사태를 

막고 △의료기관의 사무부담을 경감해주며 △의료기관별로 설정된 보증료를 환자에게 받기 때문에 

연대 보증인이나 복잡한 절차가 불필요하고 △미수금 발생 시 보증도 실시하는 것 등이 장점

 

[ PR T imes, 2022.04.08.; 観光経済新聞,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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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DOT, 의료관광 적극 추진

 필리핀 관광부(Department of Tourism, DOT)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의료관광과 웰니스관광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비용과 경쟁력 있는 의료시설, 

의료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필리핀의 장점을 활용하여 의료관광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

Ÿ DOT는 필리핀 의료관광 상품을 둘러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와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필리핀을 의료관광 선호 대상지역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 생태계와 의료시설 

네트워크의 연계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추진

Ÿ 필리핀 DOT 베르나데트 로물로 푸얏(Bernadette Romulo-Puyat) 장관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와 마카티메디컬센터(Makati Medical Center)와의 협력을 통해 관광객의 

의료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언급

Ÿ 또한 DOT는 ’22년 4월 마닐라에서 제21회 세계여행관광협의회(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WTTC) 글로벌 정상회의를 개최한 후 ‘MICE’ 행사를 위한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중요한 

표준(gold standard)’을 개발하여 관광활동 영역에 건강과 안전을 제도화하고 규정화

     * MICE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네 분야를 통틀어 말하는 

서비스 산업을 지칭

 

[ Manila Bullet in, 2022.05.04.; WTT C, 2022.04.20.]

OECD, COVID-19 지원으로 ’21년 ODA 크게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ODA)는 

선진국들이 COVID-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20년 대비 4.4% 증가한 ’21년 1,79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로 상승

Ÿ ’21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들이 

제공한 공식 ODA에는 개발도상국에 COVID-19 백신을 제공하는 데 지출된 6억 3천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ODA의 3.5%에 해당

     * ODA는 선진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공여하는 증여나 차관

Ÿ 가장 큰 증가폭은 이탈리아(+34.5%), 한국(+20.7%), 슬로베니아(+19.0%), 아일랜드(+14.8%), 

미국(+14.4%), 뉴질랜드(+13.8%), 스페인(+12.5%), 일본(+12.1%), 아이슬란드(+11.7%) 순이며, 

양자 간 ODA에서 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55%), 한국(36%), 프랑스(23%) 순

[ OECD,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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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Teledoc, Livongo의 인수로 ’22년 수익성 악화 전망

 미국 원격의료업체 텔레닥(Teledoc)社는 당뇨 및 고혈압 환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리봉고(Livongo)社의 

인수로 인해 발생한 66억 달러의 비용 계상으로 ’22년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Ÿ Teledoc은 당뇨 등 만성질환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Livongo 인수에 따른 

66억 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계상함에 따라, ’22년 1/4분기 실적은 기업 전체로 67억 달러, 주식 1주 

당 41.57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적자 규모를 기록

Ÿ Teledoc은 이번에 발생한 비용 항목을 비현금성 영업권 손실 비용(non-cash goodwill impairment 

charge) 항목으로 계상함에 따라 기업의 현금흐름이나 유동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

Ÿ ’20년 초 병원이나 의료기관 등에 원격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 InTouch Health를 6억 달러에 

인수한 데 이어 10월에 Livongo를 185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가상 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관련 기업의 M&A를 적극 추진

 

[ Fierce Healthcare, 2022.04.28.; T eledoc Health, 2022.04.27.]  

미국 Walmart, 당뇨병관리 원격의료 플랫폼 공개

 미국 대형 소매업체인 월마트(Walmart)는 미국당뇨협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와 협력하여 

증거 기반의 가상 당뇨병관리 플랫폼인 ‘월마트 당뇨병관리 가상케어 프로그램(Walmart Health Virtual 

Care Diabetes Program)’을 공개

Ÿ Walmart가 공개한 원격의료 플랫폼은 고용주와 의료보험 가입자들로 하여금 피고용인들과 가족들의 

당뇨병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동되는 스탠드얼론(standalone) 시스템 형태이거나 

기존 의료 및 행동 교정 관리 시스템과 결합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발

Ÿ Walmart는 동 플랫폼을 통해 개인 맞춤형 당뇨병 교육과 행동 교정을 통한 당뇨병 관리는 물론, 

과거 병력이나 식습관 등을 감안하여 의료 전문가와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Ÿ 미국 전역 4,600개 이상의 Walmart 약국에서 건강 관리에 필요한 백신 접종, 저가의 인슐린과 당뇨병 

치료제 처방, 혈당 검사 키트 등을 제공할 계획

 

[ Drug Delivery, 2022.04.28.; Walmart,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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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PLS, AI를 활용한 보건 비즈니스 모델 

 독일의 학습시스템 플랫폼(Plattform Lernende Systeme, PLS)은 보건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비즈니스가 독일에서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개요를 제시

Ÿ PLS는 독일 하이테크 포럼의 자율시스템 분과와 독일공학한림원(Acatech)의 제안으로 연방교육연구부가 

’17년 1월에 출범시킨 AI 기반의 자가학습 시스템 개발 플랫폼을 지칭

Ÿ 독일 의료기술 부문의 기업 93%가 직원 25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며, 특히 스타트업은 AI 의료제품을 

위한 자금조달과 제품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적절한 훈련 데이터의 부족, 데이터 보안 문제, 

AI 전문지식의 부족, 사용자의 수용도 결핍 등 기타 장애 요인도 다수

Ÿ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서는 △환급이나 전문적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제품 허가, 자금조달, 책임 귀속 등에서 AI의 특수성을 고려한 투명하고 간소화된 새로운 절차의 

논의가 필요하고 △새로운 유형의 AI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수익 모델의 창출이 필수

[ PLS, 2022.04.25.; IDW, 2022.04.20.]

일본 소니, 의료 플랫폼 업체와 합작회사 설립

 일본 소니(Sony)社와 의료 플랫폼 업체인 엠쓰리(M3)가 합작 설립한 서플리엠(SapplyM)社는 

디지털 치료제(DTx) 시장의 선점을 위해, △재택 재활을 지원하는 신체기능 개선 사업 △고령기의 

노쇠함을 예방하는 사업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의료센싱 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발표

Ÿ 서플리엠의 재택재활서비스 앱 ‘리허카츠’는 소니가 연구개발한 자세추정기술AI*를 활용한 것이 

특징으로, 화상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가 집에서도 혼자 바른 자세로 운동이 가능한지를 확인

     * 딥러닝 기반의 AI 알고리즘으로 화면의 어떤 부분에 인물이 찍혀도 인식이 가능하며 신속한 계산과 정밀함을 동시에 실현한 

것이 강점으로 운동 분석용 알고리즘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운동 중인 자세에도 이용 가능

Ÿ 리허카츠는 신체 움직임을 바르게 평가하거나 환자에게 맞는 트레이닝 방법을 제안하는 동시에 

물리치료사와 소통하면서 원격으로 강의도 가능해 혼자서는 지속하기 어려운 재활을 지원

Ÿ 서플리엠 측은 앞으로 개발할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례로 심박 등의 데이터를 측정해 의료 종사자와 

공유함으로써 건강관리와 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공개했으며 당뇨병 등의 통증관리, 수면 시 

무호흡 같은 다른 질환에도 대응할 방침

Ÿ 리허카츠는 아직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서플리엠은 앞으로도 다양한 치료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으로 장기적으로는 보험을 이용해 환자의 부담을 경감한 프로그램 개발도 고려

 

[ Business Insider, 2022.04.27.; CNET  Japan,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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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AI 안저 영상분야  

 중국 의료영상 인공지능(A) 기업 잉퉁커지(鹰瞳科技)에 따르면, AI 의료영상 시장에서 AI 망막 

영상 부문이 ’19년에서 ’21년까지 연평균 171.0% 증가하는 등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

     * 안저(眼底)는 눈의 안쪽 표면으로 수정체의 반대 부분이며, 망막과 시신경유두, 황반, 망막중심오목, 후극이 안저에 포함

Ÿ ‘2017년 중국위생및계획생육통계연감’에 따르면, 중국에는 약 4억 명의 만성 안질환 환자, 외래 환자 

1억 1천만 명 이상, 입원 환자는 450만 명 이상이 있는 반면, 안과 의사는 36,000명에 불과 

Ÿ 폐 영상, 심혈관 영상, 흉부 영상은 일반적으로 대형 병원에 적용하여 하드웨어 장비를 번들로 

판매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반면, 안저 AI는 상위 3개 병원이나 검안 센터 등을 통해 판매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더 넓은 편

Ÿ 중국 시장조사기관 아이미디어리서치(iiMedia Research, 艾媒咨询)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네티즌의 80% 이상이 인공지능(AI)의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AI 

응용분야로서 교통 분야와 의료 분야가 각각 45.2%와 40.5%를 차지

[ 36Kr, 2022.04.26.; 新浪科技, 2022.04.22.]  

베트남 VMood 앱,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을 지원

 캐나다 연구진은 베트남 정부 등으로부터 총 28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된 ‘VMood’이라고 

불리는 휴대폰용 ‘mHealth’ 앱을 통해 베트남 전역의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서비스 개선을 지원할 예정

Ÿ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Simon Fraser University, SFU)의 보건과학 교수인 John O’Neil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inistry of Labo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MOLISA), 캐나다의 

Grand Challenges Canada, 호주 및 베트남의 여러 연구 파트너와 협력하여 앱을 개발 

     * Grand Challenges Canada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중요한 글로벌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혁신에 투자하는 캐나다의 

비영리 단체

Ÿ 자기관리 앱은 사용자를 정신건강 자원과 연결시키고 전국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위한 데이터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사회 내 사회 복지사 및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울증과 불안에 관한 교육 기회를 개선할 수 있도록 MOLISA를 지원할 예정

Ÿ 성인과 어린이의 우울 및 불안 장애는 거의 1억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베트남에서 흔한 질환이며, 

일차의료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종종 일반적인 정신건강 관리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의료 직원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

[ EurekAlert ! , 2022.04.07.; Simon Fraser University,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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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인테크, 기술 선진국들이 주목하는 최신 분야

 ‘브레인테크’는 美 뉴럴링크(Neuralink)社가 생각만으로 기계 조작이 가능한 BMI 개발을 발표하며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AI기술, 뇌 계측기기 성능향상과 소형화로 연구가 가속화

Ÿ 뇌 과학과 IT를 융합한 브레인테크(Braintech)는 인지상태, 감각체험 등의 활동을 MRI나 

EEG(Electroencephalography) 같은 전용장비로 계측하고 그 결과를 디코딩, 뉴로피드백, 

BMI(Brain Machine Interface)에 응용하는 기술

Ÿ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대형 국가프로젝트나 뇌 데이터 취득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미국은 ’13년 

대규모 뇌연구 계획인 ‘Brain Initiative’ 창설을 발표하고 10년간 4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뇌의 동적인 전체 모습을 밝히는 신기술을 개발 중

Ÿ 뇌 계측 방법은 수술로 전극을 삽입해 뇌 활동을 취득하는 침습형과 수술 없이 인체 외부에서 

취득하는 비침습형으로 나뉘며 침습형은 정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지만 신체부담이 크고 

일상생활에 이용할 수 없어 대부분 의료용으로 활용

Ÿ 비침습형의 경우 기존 계측방법에 비해 일상생활 속에서 뇌 활동 측정이 가능한 간이형 디바이스가 

개발되고 있지만 디바이스 안전성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정비 및 표준화, 디바이스의 정밀도 향상과 

관리가 중요

[ 日本総合研究所, 2022.04.15.; 日本經濟新聞, 2022.03.08.]

클라우드, 미래 헬스케어를 연결시키는 도구

 클라우드 컴퓨팅은 △국경을 넘어서는 원격수술 △스마트 구급차에서의 치료 △IoT 의료기기와 

실시간 연결 △의료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전자환자기록(Electronic Patient Records, EPR)  

△비식별 데이터로 세계보건위기 예방 등 이전보다 개선된 의료서비스를 제공

Ÿ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는 ’21년에는 새로운 디지털 작업량의 30%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에 결합되었지만 ’25년에는 9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Ÿ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산업 중 하나는 의료이며, 의료 산업은 

환자기록, 의료기기 등을 통해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인해 클라우드 연결의 이점을 극대화

Ÿ 클라우드 내에서 모든 유형의 건강 관련 데이터를 연결, 합성 및 분석한 다음 필요에 따라 공급자 

또는 소비자에게 즉시 전달하는 것이며, 클라우드에 연결하면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하는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

 [ T he New Stack, 2022.05.02.; Microsoft  Industry Blog,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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