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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백신과 치료제 특허 출원 동향
팬데믹 국면에서 COVID-19를 극복하고자 하는 주목할 만한 연구와 혁신 노력으로 COVID-19 

백신과 치료제 영역에서 특허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한 가운데, 이러한 특허 출원 동향의 증가에는 

기업과 대학 및 연구 기관들의 기여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현재 COVID-19 

백신과 관련된 특허 출원에 따른 심사청구 건수에서 선두를 유지. 한편으로, 백신의 개발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과 mRNA 방식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치료제는 저분자 및 생물학적 제재 등이 

주목받고 있는데, 앞으로 팬데믹 극복과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기관 간 공동연구에 기반한 공동 

특허 방식의 확산이 필요

[1] COVID-19 백신 및 치료제 특허 출원 동향

 COVID-19 팬데믹 국면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연구와 혁신 노력이 전개되었으며, 

COVID-19 백신과 치료제 영역에서 특허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

❙팬데믹 기간 중 COVID-19 관련 특허 출원 관련 추이❙
: 

Ÿ ’20년 초부터 ’21년 9월 기간 동안 COVID-19와 관련된 기술 영역에서 총 5,293건의 특허 

출원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었으며, 이 중에서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에 따른 심사청구 건수는 

1,465건이며, 백신 개발 관련 특허 출원에 따른 심사청구 건수는 총 417건으로 추산

Ÿ 1941~2011년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 백신 관련 활성 성분에 대한 특허 출원에 따른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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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는 500건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2000년대 초반 SARS의 급증 시기에도 공개된 

특허 출원 건수는 1,000건 미만에 불과 

 COVID-19 관련 특허 활동은 팬데믹 초기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

Ÿ 전 세계적으로 COVID-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팬데믹 초기에 

이미 치료제 31건과 백신 19건의 특허 출원에 따른 심사청구 및 공개건수가 집계

      * COVID-19 치료제 및 백신 관련 특허 출원 활동은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CNIPA),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미국 

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의 3개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2] COVID-19 백신 및 치료제 특허 출원의 주요 특징

 특허 출원 동향의 증가에는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기여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로 보면, 

현재 중국은 COVID-19 백신과 관련된 특허 출원에 따른 심사청구 건수에서 선두를 유지

Ÿ 특허출원자의 유형을 보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비중보다 약간 높은데, 

기업은 백신에서 49%, 치료제에서 44%를 차지하였으며, 대학과 연구기관은 백신에서 44%, 

치료제에서 41%를 차지

Ÿ 백신 분야에서 5대 특허 출원 국가는 중국, 미국, 러시아, 영국, 인도 순이며, 치료제 분야에서는 중국, 

미국, 인도, 한국, 러시아 순

 COVID-19 백신의 개발은 전통적인 플랫폼과 새로운 플랫폼 모두에서 개발되고 있는데, 바이러스 벡터 

방식과 mRNA 방식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시험 건수 기준 특허 데이터로도 mRNA  

백신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Ÿ 백신 개발 플랫폼은 약독성 백신(live attenuated vaccines), 단백질 소단위 백신(protein subunit 

vaccines) 등과 같은 전통적 플랫폼의 백신부터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에서 DNA 및 mRNA 백신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

Ÿ 신기술 기반 플랫폼보다 전통적인 플랫폼 기반 백신의 특허 출원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통적인 백신 플랫폼 중에서는 단백질 소단위 백신 플랫폼 기반의 특허 출원 비중이 46%로 가장 

많으며,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플랫폼 비중 23%, RNA 방식의 플랫폼 비중은 12% 각각 차지

Ÿ 임상시험 데이터를 기준으로 특허 출원 동향을 보면, 단백질 소단위 백신이 34%로 가장 많으며, 출원건수 

기준 12%인 RNA 백신이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임상 연구에서 신기술 기반 플랫폼의 확산 

모멘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Ÿ 바이러스 벡터 방식과 mRNA와 같은 신기술 기반 플랫폼의 비중은 35%이며, 이 중에서 특히 m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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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이 특허 출원 건수로는 12%에 지나지 않지만, 임상시험 건수로는 20%를 차지한다는 것을 통해 

향후 mRNA 방식과 같은 신기술 기반 플랫폼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

 COVID-19 치료제 역시 다양한 플랫폼에서 개발되는 가운데, 기존 약품의 목적 변경을 위한 특허 출원이 

대부분이며, 저분자 및 생물학적 제제 등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도 진행

Ÿ COVID-19 치료제 분야에서는 합성 화합물인 저분자(small molecules) 제제와 항체나 비항체 

펩타이드/단백질 기반의 생물학적 제제로 나눠볼 수 있는데, COVID-19 치료제 특허 출원 분야 역시 

저분자 제제 54%, 생물학적 제제 36%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Ÿ 임상 시험 기준으로는 저분자 기반 제제 보다는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합성 제제에 대한 특허 

출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비율이 보여주는 것은 제약 업계에서 보다 정교한 생물학적 

신약 개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임상시험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

Ÿ 생물학적 제제의 증가율이 높은 가운데, 항체 관련 제제의 비중이 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항체 부문 중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중화항체와 같은 새로운 방법이나 인간의 면역체계를 조절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구분

[3] 평가와 시사점

 공동 특허 출원이 실제 심사청구로 이어지는 확률은 1/5에 지나지 않으며, 공동 특허 출원은 

약품의 개발과 임상시험 및 제조 단계 등 비교적 제품 개발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공동연구 및 특허 출원의 활성화가 필요

Ÿ 실제로 복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특허 출원에 따른 심사청구 건수를 보면, 백신의 경우 417개의 

출원 중 87개가, 치료제의 경우 1,465건의 출원 중 289개가 복수의 특허 심사 기관의 청구 건수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

Ÿ 복수의 기관이나 주체가 협력하는 심사청구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높다고 볼 수 없으나, 약품 개발 

생애주기 과정에서 후반기에 해당하는 실제 제조과정에 근접하거나 임상 시험에서 가시적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경우에 복수의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협력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Ÿ 대형 제약사와 비교적 소규모인 바이오테크 기업들 간의, 그리고 대학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간의 

협력이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

      * 예를 들어 경구용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몰루피라비르(molnupiravir)의 개발에는 제조 단계에서 미국 에모리(Emory) 대학교, 

대형 제약사 머크(Merck)社, 국제의약품특허풀(Medicines Patent Pool, MPP) 간의 협정을 통해 복제 약품을 중저소득 

국가에 공급하는 것을 중개

[WIPO, 2022.03.11.; WHO, 2022.05.17.]

https://www.wipo.int/edocs/pubdocs/en/wipo-pub-1075-en-covid-19-related-vaccines-and-therapeutics.pdf
https://www.who.int/news-room/questions-and-answers/item/coronavirus-disease-(covid-19)-vaccines?gclid=Cj0KCQjw2MWVBhCQARIsAIjbwoNJ68F1gmtrBkyZ9jxHgQ4gIfmzw-eQDwrICV0uhiaKn7nuPRPNWLkaAqnAEALw_wcB&topicsurvey=v8kj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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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FDA, 3/4분기 승인 검토예정인 주요 의약품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2년 3/4분기에 ’22년 가을에 예상되는 COVID-19 확진자수 급증에 앞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적용될 수 있는 COVID-19 백신 부스터 제형, 미국 아밀릭스(Amylyx 

Pharmaceuticals)社가 개발한 ALS 치료제 등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약 5종을 승인 검토할 예정 

Ÿ FDA는 9월 말까지 5년 만에 처음으로 루게릭병으로 더 잘 알려진 Amylyx Pharmaceuticals社의 

근위축성측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에 대한 신약을 승인할 예정 

Ÿ 미국 블루버드바이오(Bluebird bio)社의 베타지중해빈혈(beta thalassemia) 치료제 베티셀(beti-cel) 및 

대뇌부신백질영양증(CALD) 치료제 엘리셀(eli-cel)과 미국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ristol Myers Squibb, 

BMS)社의 판상건선 치료제인 듀크라바시티닙(deucravacitinib)도 승인  검토대상 

      * deucravacitinib은 티로신키나아제2(TYK2)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경구제로, 현재 중등도에서 중증 판상건선(plaque 

psoriasis) 치료제로 개발

Ÿ 스위스 노바티스(Novartis)社와 중국 베이진(Beigene)社가 공동으로 식도 편평세포암(esophageal 

squamous cell carcinoma, ESCC) 치료제로 개발한 PD-1 면역관문억제제 티스렐리주맙(tislelizumab)도 

3/4분기 시장에서 주목받는 제품

[Biopharma Dive, 2022.06.29.; Politico, 2022.06.28.] 

미국 Brookings,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FDA 역할 강조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Brookings) 연구소와 South California 대학교의 보건 정책 및 경제를 

위한 샤퍼(Schaffer) 센터는 특허로 보호되는 기존 약품을 복제한 제네릭 의약품의 제약 시장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과정과 관련 법규정의 변화를 촉구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

Ÿ 1992년에 발효된, 의약품 승인을 신청한 제약기업 등이 신약 승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방의약품신청자수수료법(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 PDUFA)이 ’22년 9월 

30일의 일몰 기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는 후속 입법을 준비

Ÿ 이번에 진행되는 PDUFA의 후속 입법에는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앞당기고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약사들이 특허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시민 청원(Citizen Petition) 제도의 

개혁을 통해 의약품 시장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닌 FDA로 권한을 이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Brookings, 2022.06.14.; FDA, 2022.04.18.]  

https://www.biopharmadive.com/news/5-fda-approval-decisions-third-quarter-2022/625983/
https://www.politico.com/news/2022/06/28/fda-strain-update-covid-19-boosters-00042943
https://www.brookings.edu/essay/the-fda-could-do-more-to-promote-generic-competition-heres-how/
https://www.fda.gov/drugs/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fda-drug-competition-action-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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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MHRA, 글로벌 표준 확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

 영국의 의약품및헬스케어제품규제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글로벌 표준을 확립하기 위해 IMDRF, ICH, MDIC 등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3개 국제 협력 기구에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

❙MHRA 참여 국제협력기구 ❙
: 

국제협력기구 주요 역할
국제 의료기기 규제 포럼

(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y Forum, IMDRF)

Ÿ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일본, 미국,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축이 되어 
전 세계 의료기기 관련 규제를 조율하고 수렴하기 위해 ’11년 10월에 발족한 국제 
연구 조직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기술적 요건 
조율 국제 위원회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ICH)

Ÿ 다양한 국가에서 상이한 법률과 승인 기간에 따라 불일치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의료용 제품의 출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기구

Ÿ 유럽과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1990년에 발족했으며, 의약품과 의료용 기기의 
안전, 품질 및 효과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

의료기기 혁신 컨소시엄

(Medical Devices Innovation 
Consortium, MDIC)

Ÿ 의료기기 분야의 기업, 관련 비영리 단체 및 환자 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정부 규제기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의료기기 기술의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14년에 설립한 민간 기구로 미국이 주도

[GOV.UK, 2022.06.16.] 

독일 Beiersdorf 등, 100% 순환 팩키징 병 제조

 독일 화장품기업 바이어스도르프(Beiersdorf)를 중심으로 스위스 화학기업 클라리언트(Clariant), 

독일 포장라벨 인쇄용 잉크업체 지그베르크(Siegwerk), 오스트리아 화학기업인 보레알리스 

(Borealis)는 공동으로 100% 순환 패키징 병을 생산

Ÿ ‘Design4Circularity’라고 명명된 공동 협업은 고품질 비주얼과 독특한 모양을 가진 100%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 용기를 만드는 것에 초점

Ÿ Clariant, Siegwerk, Borealis 및 Beiersdorf 4개사는 100% 회수된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을 

기반으로 각 사의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보다 깨끗한 투입 폐기물 흐름을 생성하고 고부가가치 

포장 솔루션을 설계

Ÿ Borealis는 재활용 기술 솔루션인 ‘Borcycle M’을 기반으로 고품질 ‘소비자사용후재활용(Post-Consumer 

Recycled, PCR)’ 기법을 프로젝트에 도입했으며 Clariant는 PCR 품질을 보장하고 각 재활용 단계에서 

폴리머 사슬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제 솔루션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

      * PCR 용기는 폐플라스틱에서 원료를 추출하여 생산하는 친환경 화장품 용기를 지칭

[Premium Beauty, 2022.06.26.; Global Cosmetic Industry, 2022.06.24.]

https://www.gov.uk/government/news/mhra-joins-international-partnerships-to-set-global-standards-for-medicines-and-medical-devices-regulation--2
https://www.premiumbeautynews.com/en/beiersdorf-clariant-siegwerk-and,20523
https://www.gcimagazine.com/packaging/news/22288977/clariant-corp-design4circularity-collaboration-clariant-siegwerk-borealis-beiersdo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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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체외진단의료기기 신규정 적용 

 유럽에서는 ’22년 5월 26일부터 HIV 검사, 임신 검사 또는 COVID-19 검사와 같은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규정(in-vitro medical devices Regulation, IVDR)이 적용 

      * ’17년 공식 발효된 유럽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이 5년의 전환 기간 이후 ’22년 5월 26일부터 본격 시행

Ÿ 체외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기기는 질병의 진단, 예방, 모니터링, 예측, 예후, 치료 또는 완화를 

위한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여 생명을 구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담당

Ÿ 새로운 규정은 △새로운 위험 기반 기기분류시스템 △기기 성능 평가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엄격한 

규칙 △독립적인 적합성 평가기관(인증기관)의 참여 확대를 통해 체외 진단 의료기기의 품질, 

안전성 및 신뢰성을 개선

Ÿ 또한 유럽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Eudamed)에는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경제 운영자 

등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환자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 제공기능이 강화되었고, 출시된 관련 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  

[European Commission, 2022.05.25.]

일본, ’22년 당뇨병 시장 6,810억 엔 규모로 예측

 일본 야노(矢野)경제연구소는 당뇨병 시장이 가격경쟁과 인슐린 요법 도입 등을 배경으로 자가 혈당측정기 

시장은 축소되고 치료제는 SGLT2 저해제와 GLP-1 수용체 작용제가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22년도 일본의 당뇨병 시장 규모를 6,810억 엔으로 예측

Ÿ 자가 혈당측정기 시장은 자가혈당측정(self-measurement of blood glucose, SMBG)기기 본체의 

가격경쟁과 인슐린 요법 도입 등을 배경으로 축소세가 이어지는 반면, 당뇨병 치료제 시장은 SGLT2 

저해제와 GLP-1 수용체 작용제 등 혈당 강하제가 확대 기조를 보이는 상황

Ÿ 자가 혈당측정기는 24시간 혈당 변동폭을 확인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CGM)가 계속 출시되고 있고 보험적용이 확대되면서 CGM기기가 확대되는 추세

Ÿ 당뇨병 치료제는 SGLT2 저해제와 기존제품의 보험적용 확대로 ’21년도 시장 규모는 1,000억 엔을 

돌파했을 것으로 보이며 GLP-1 수용체 작용제는 경구 치료제 등 신제품의 매출확대 등이 기여

Ÿ 일본 당뇨병 시장은 ’25년 7,000억 엔을 돌파하겠지만 ’26년은 6,923억 엔에 그칠 전망으로 자가 

혈당측정기 시장이 미세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당뇨병 치료제 시장은 약가개정의 영향 등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矢野経済研究所, 2022.06.20.; NEWSCAST, 2022.06.06.]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3288
https://www.yano.co.jp/press-release/show/press_id/3003
https://newscast.jp/news/354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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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헬스케어 분야에서 주목받는 5개 스타트업

 일본 기업으로 향하는 외국인 자본 규모가 제약되는 가운데, ’21년 기준으로 일본의 바이오테크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9,800만 달러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Chordia Therapeutics와 같은 스타트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

Ÿ 일본은 타케다(Takeda) 제약 등 바이오테크 분야의 세계적인 거대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의약 

부문의 스타트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스타트업들은 

자국 벤처캐피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

Ÿ 그러나 ’21년 의료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모가 9,800만 달러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특히 주목받는 기업은 Chordia Therapeutics, Heartseed, LUCA Science 등 5개 기업

❙일본 5개 스타트업의 주요개발동향 ❙
: 

기업 설립연도 주요개발동향
Chordia Therapeutics 2017 Ÿ 종양세포의 RNA 복제 과정을 교란하는 약품을 개발

Heartseed 2015
Ÿ 환자의 피부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심장 근육 세포로 변형하는 

기술을 개발
LUCA Science 2018 Ÿ 세포내 에너지 생산 조직인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한 치료법을 개발

Modulus Discovery 2016 Ÿ 암이나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저분자 치료제를 개발
Noile-Immune Biotech 2015 Ÿ 암질환에 CAR-T 기반 치료제를 개발

[Labiotech, 2022.06.15.; CISION, 2022.06.07.]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27년 864억 5,000만 달러 전망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를 포함하여 건강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SaMD 시장은 ’19년 184억 9,000만 

달러에서 ’27년 864억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Ÿ SaMD의 예로는 MRI, X선 또는 CT 스캔, 기타 병력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며,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분석을 통해 △이상현상을 식별하고 △의사가 진단 및 치료 

결정을 내리고 △환자의 진행 상황과 치료에 대한 반응을 모니터링하며 △질병 발병 위험을 예측

Ÿ SaMD에 대한 수요 증가의 잠재적 이점을 실현하려면 환자 안전 및 의료 효과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가 필요

Ÿ 공식적인 규제 승인과 SaMD 실제 사용의 효과적인 자율 규제를 지원할 수 있는 비공식적 개입을 

위해서는 △시판전 승인 요건과 시판 후 감시 간의 균형 △자주 변경되는 기술 규제 △SaMD의 

분류 및 정의의 조화 △규제 및 정책 개발의 중심에 최종 사용자의 요구 사항 반영 등이 필요

[RAND, 2022.06.10.; GOV.UK, 2022.06.26.]

https://www.labiotech.eu/best-biotech/japan-hottest-biotech-healthcare/
https://en.prnasia.com/releases/apac/chordia-therapeutics-announces-interim-results-of-the-phase-1-clinical-trial-of-clk-inhibitor-ctx-712-at-the-2022-asco-annual-meeting-364089.shtml
https://www.rand.org/blog/2022/06/when-it-meets-medical-innovation-regulatory-and-policy.html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consultation-on-the-future-regulation-of-medical-devices-in-the-united-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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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

미국,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전략 강조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전 연령대에서 전례없는 정신건강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 성인 5명 중 

2명은 불안과 우울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절반 이상의 부모가 자녀의 정신건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강조 

Ÿ 연방 정부 전반에 걸쳐 행정부는 정신건강 및 약물 남용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이미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 ARP)에 따라 약 40억 달러 투자

Ÿ FY23 예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전략을 실행하고 건강 서비스 혁신을 위해 10년에 

걸쳐 270억 달러가 넘는 재량자금조달(Discretionary Funding)과 1,000억 달러가 넘는 

의무자금조달(Mandatory Funding)을 제안

Ÿ 미국 행정부는 △부족한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 시스템 강화 △케어 

접근성 향상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과 회복을 촉진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 

투자 등 세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보완 조치를 실시할 예정

[White House, 2022.05.31.]
 

미국 GAO, Animal Rule 적용에 대한 의견 제시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시행 중인 동물 실험으로 인체 임상시험을 대신하는 동물실험갈음유정(Animal 

Rule)의 적용에 있어서 화학이나 생물학적 물질, 방사능 물질 등의 위험 요인 노출 가능성에 대비한 

의료 조치가 강구되어야 함을 지적 

Ÿ ’01년 미국에서 탄저균 테러가 발생하자 ‘화학·생물학·방사능·핵(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CBRN)’ 작용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며, 이에 FDA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경우 동물실험으로 효능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Animal Rule(’02)을  수립

Ÿ 현재 FDA는 이러한 Animal Rule에 기반하여 의약품의 효과성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유형을 

명확히하는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러한 지침 하에서 16건의 의료적 조치에 대해 승인

Ÿ GAO는 Animal Rule에 대한 평가 지침 준수를 인센티브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평가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자원을 집약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GAO, 2022.06.16.]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5/31/fact-sheet-biden-harris-administration-highlights-strategy-to-address-the-national-mental-health-crisis/
https://www.gao.gov/products/gao-22-1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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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중남미와 협력 강화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와 스페인은 ‘백신의 지역 내 생산, 의료 및 헬스케어 

관련 기술, 보건의료 시스템 회복력 강화를 위한 EU-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파트너십’을 출범하여 

유럽과 중남미 지역 간 사회·경제적 및 과학적 유대를 강화한다고 발표

Ÿ 이 파트너십은 중남미 지역의 제조 역량을 확충하고, 보다 고품질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코로나 엔데믹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전염성 질병이나 다양한 비전염성 질환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Ÿ EU-스페인에 의해 추진되는 이번 파트너십은 ’21년에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국가공동체 

(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CELAC)’에 의해 제시된 

‘보건문제자체해결능력제고 계획(Plan for self-sufficiency in health matters)’의 실행을 적극 

지원할 예정

Ÿ 추가적으로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중남미 지역의 의약품 공급망과 제조 역량 제고를 위한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 기술 이전,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 등을 위한 다각적으로 활동이 전개될 예정

[European Commission, 2022.06.22.] 

말레이시아,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의료관광 촉진 

 말레이시아의료관광협의회(Malaysia Healthcare Travel Council, MHTC)는 퍼블리씨티(PubliCT.io, 

이전 명칭 Supernewsroom)와 협력하여 말레이시아 및 전 세계적으로 의료관광 홍보

      * Supernewsroom은 말레이시아에 기반을 둔 아시아 최초의 DIY 디지털 홍보 플랫폼 

Ÿ 파트너십을 통해 80개 MHTC 회원 병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의료관광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3,000개 국제 파트너와의 연결을 지원

Ÿ 말레이시아에서 최대 15일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검역 없는 여행을 위해 예방 접종을 완전히 

마친 해외 여행자를 환영

Ÿ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입국자는 더 이상 출발 전 및 도착 시 COVID-19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을 완화할 예정 

Ÿ 말레이시아의 eVISA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Malaysia Airlines, Malindo Air, AirAsia, 

IndiGo 및 Air India Express를 통해 인도와 말레이시아 사이에 매주 18,000개 이상의 좌석 제공

 [LaingBuisson, 2022.06.18.; Business Today, 2022.05.17.]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3890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new-partnership-promotes-malaysia-medical-travel/
https://www.businesstoday.com.my/2022/05/17/collaboration-between-mhtc-and-publict-io-to-attract-800-million-healthcare-travellers/#:~:text=The%20Malaysia%20Travel%20Healthcare%20Council,million%20in%20revenue%20this%20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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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QBA, 스위스와 의료관광 투자 기회 모색 

 카타르기업인협회(Qatari Businessmen Association, QBA)는 주 카타르 스위스 대사인 HE Edgar 

Doerig가 이끄는 의료관광 및 의료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스위스 기업 및 병원 대표단과 양국 간의 

협력방안 모색

Ÿ 스위스 방문단은 관광 및 의료관광과 같은 다양한 부문에서 카타르-스위스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망한 기회가 있음을 강조하며 향후 카타르와 스위스 간의 협력관계가 강화될 전망 

Ÿ 카타르와 스위스 간의 교역량이 ’20년 QR26억에서 ’21년 QR50억 이상으로 92% 증가하였으며, 

카타르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중 스위스의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부상

Ÿ ’23년은 양국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며, 양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질 ’22년 카타르 월드컵을 

계기로 제네바와 카타르 수도인 도하(Doha)에서 자동차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

[The Peninsula, 2022.06.12.; Get Me, 2022.06.12.]

이집트, 증강현실을 사용하여 의료관광을 촉진 

 이집트의 보건총국(General Authority for Health Care은 이집트의 관광 부문이 COVID-19 대유행에 

이어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되자, 손실을 보상하고 향후 의료관광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메타버스 기술을 사용한다고 발표

Ÿ ‘We Take Care of You in Egypt’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이집트는 의료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이집트 내 최초 ‘3D 가상현실’ 기술 출시를 발표

Ÿ 메타버스 기술과 3D 가상현실 기술을 사용하여 건강보험 적용 지역(Port Said, Luxor, Ismailia)의 

의료시설을 소개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상 세계의 주요 기능과 호텔 편의시설 등을 

소개

      * 포트사이드(Port Said)는 이집트 북동부 수에즈 운하 북쪽 끝에 있는 항구도시, 룩소르(Luxor)는 이집트 남부에 있는 

도시, 이스마일리아(Ismailia)는 이집트 북동부 이스마일리아 주의 주도

Ÿ 이러한 유형의 가상 서비스 제공이 이집트의 Vision 2030의 지속 가능한 건강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헬스케어 부문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생성할 것으로 기대

Ÿ 최신 현대 기술을 사용하여 의료관광을 촉진할 경우, 관광의 활성화와 지원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원하는 목표의 달성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특히 전 세계에게 이집트를 방문하도록 용이하게 전달이 

가능 

[AL-Monitor, 2022.06.18.; Egypt Today, 2022.06.15.]

https://thepeninsulaqatar.com/article/12/06/2022/qba-explores-investment-opportunities-in-medical-tourism-in-switzerland
https://getmelivenews.com/qba-explores-investment-opportunities-in-swiss-medical-tourism/12312/
https://www.al-monitor.com/originals/2022/06/egypt-uses-augmented-reality-promote-medical-tourism
https://www.egypttoday.com/Article/1/116811/Highlights-8-years-of-unprecedented-attention-directed-to-Egypt%E2%80%99s-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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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헬스케어, 국제 투자자들의 투자 증가

 중동 지역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헬스케어 관련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동 지역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일본의 마루베니(Marubeni Corporation)社는 

UAE 두바이에 위치한루나투스(Lunatus Marketing & Consulting)社에 대한 투자를 발표

Ÿ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최대  규모이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제약 및 의료기기 

제조 기업인 루나투스(Lunatus)社는 해당 국가의 의료 규제 및 마케팅, 판매, 유통 및 공급망 

관리 일체를 턴키 베이스의 솔루션을 제공

Ÿ 일본의 종합 상사이자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마루베니(Marubeni)社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지역에 광범한 헬스케어 및 의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보유

Ÿ 중동및아프리카(Middle East and Africa, MENA)에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Lunatus와 

일본의 Marubeni는 일본의 고품질 제약 및 의료기기 역량과 중동 지역의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매칭하고, ASEAN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 협정을 체결

[Zawya, 2022.06.09.; Mid-East Information, 2022.06.12.] 
 

COVID-19, 일상적인 헬스케어 시스템에 미친 영향

 COVID-19의 확산에 따른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심장병 △당뇨병 △면역질환 △암진단 

및 치료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기 등 헬스케어 시스템 전체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분석

Ÿ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심장질환의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의 수가 감소해 특히 중저소득 

국가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에서는 ’21년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

Ÿ 한편으로 전 세계에서 팬데믹 이전에 비해 소아 질환 방지를 위한 백신 접종률이 하락했으며, 

영국에서는 긴급하게 암 관련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38만 명이 전문의를 방문하지 

못했고, 암 진단을 위해 6주 이상 대기해야 하는 인원이 10배나 증가한 상황이 발생

Ÿ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긴급치료가 

아닌 선택적 치료를 위한 대기자 명단이 600만 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440만 명에 비하면 

높은 수준

Ÿ COVID-19 팬데믹으로 야기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될 것이며, 이미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열악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예견됨에 

따라 국가의 헬스케어 시스템에 보다 적극적인 자금 확보와 지원이 시급한 실정

[The Conversation, 2022.06.23.; The Lancet, 2022.05.27.]

https://www.zawya.com/en/press-release/companies-news/middle-east-healthcare-industry-continues-to-attract-international-investors-k9e6kbsc
https://mid-east.info/middle-east-healthcare-industry-continues-to-attract-international-investors-marubeni-acquires-a-minority-stake-in-lunatus-a-middle-east-healthcare-turnkey-solutions-provider/
https://theconversation.com/five-ways-the-pandemic-has-affected-routine-medical-care-184712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dia/article/PIIS2213-8587(22)00131-0/fulltext#seccestitl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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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Mayo Clinic, BD와 파트너십 협약 체결

 미국의 대형병원 메이요클리닉(Mayo Clinic)은 Mayo Clinic Platform을 활용하여 비식별화된 환자 

정보에 기반하여 의료기기에 대한 출시 후 시장 반응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의료첨단기술 회사인 

벡톤디킨슨(Becton, Dickinson and Company, BD)社와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

Ÿ Mayo와 BD 간의 파트너십으로 구축되는 데이터셋은 ‘Mayo Clinic Platform_Discover’이며, 이 

데이터셋에는 1천만명에 달하는 환자와 전문 의료진 관련 정보, 12억 개의 진단 시험 결과, 300만 

개의 심장 초음파 정보, 6억 4천만 개의 진료기록이 포함될 전망

Ÿ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구축하기 위해 이 플랫폼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게 되며, 

환자의 진료 경과에 따라 데이터셋 역시 지속적으로 갱신되는데, 환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모든 데이터는 비식별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한편, 보안을 위한 다층 구조를 가지게 설계

Ÿ 의료 장비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함에 따라, 환자들의 진료 

과정에 대한 경험과 니즈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보다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 수립에 기여하게 될 전망

[Health IT Analytics, 2022.06.14.; Fierce Biotech, 2022.06.14.] 

GE 헬스케어, 병원 환자 모니터링 무선 웨어러블 출시 

 미국 GE 헬스케어(GE Healthcare)는 환자가 입원 중에 착용하도록 설계된 무선 휴대용 센서 세트를 

통해 임상의가 일상적인 회진을 하지 않고도 병원환자의 활력 징후를 더 쉽게 추적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의료기기인 무선 웨어러블 출시

Ÿ GE의 포트레이트 모바일(Portrait Mobile) 시스템에는 환자의 호흡수, 맥박 및 산소 포화도를 캡처하는 

웨어러블 센서 패치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폰과 같은 방수 모바일 모니터가 포함

Ÿ GE는 병원 환자의 약 65%가 지속적이지 않고 수동으로 모니터링되며 간호사와 의사가 4~6시간마다 

현장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오피오이드 진통제(opioid painkillers)가 사람의 호흡 속도를 

낮추고 주요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회복상태 중인 긴급환자의 90% 이상이 포함되고 있다고 추정

Ÿ GE의 유선, 병상 바이탈 사인 모니터 및 원격 측정 장치 포트폴리오를 보완하도록 설계된 포트레이트 

모바일은 유럽에서 사용하기 위한 CE 마크를 받았지만 아직 미국 FDA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

[Fierce Biotech, 2022.06.23.; Mass Device, 2022.06.21.] 

https://healthitanalytics.com/news/mayo-clinic-platform-strikes-partnership-to-analyze-medical-device-use
https://www.fiercebiotech.com/medtech/bd-pairs-mayo-clinics-real-world-data-platform-device-development
https://www.fiercebiotech.com/medtech/ge-healthcare-debuts-wireless-wearable-hospital-patient-monitor
https://www.massdevice.com/ge-healthcare-wireless-patient-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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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Y, 데이터 기반 최적화된 의료 플랫폼 제안 

 일본은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사회보장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기초로 보다 

개인에게 최적화된 의료 제공을 추구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의료체제를 실현하는 열쇠가 될 전망이며, 

이를 위해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EY는 새로운 의약·의료 플랫폼 ‘라이프 사이언스 4.0’을 제안

Ÿ 일본 후생노동성이 ’21년 9월 책정한 ‘의약품산업비전’은 게놈 기반 신약개발, 빅데이터 이용·활용, 

글로벌화 같은 의약품 산업의 변화를 고려해 우수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신약개발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지만 혁신적인 신약창출은 과거에 비해 어려워진 상황

Ÿ 신약개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개인의 병인(病因)에 관련된 특정 분자를 타깃으로 한 약제를 

사용하는 ‘개별화 의료’는 확실한 효과와 조기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료비 삭감이 가능

Ÿ 이를 실현하려면 유전자 분석 등 첨단기술과 더불어 의료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으로, 임상현장에서 

매일 축적되는 ‘실제임상자료(Real World Data, RWD)’를 분석하면 환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는 물론 약제의 연구개발에도 활용 가능

[EY Japan, 2022.06.17.; Sankei Biz, 2022.06.17.]

일본·미국, 특허분석을 통해 본 디지털 치료 분야

 일본 의료기기산업연구소(医療機器産業研究所)는 디지털 치료를 포함하고 있는 의료정보 분야의 

특허를 분석해 미국과 일본의 디지털 치료 분야에서 주요 촉진요인과 키워드를 비교 검토

Ÿ 의료정보 분야의 적용기술과 적응증 관점에서 주요 촉진요인과 키워드를 살펴보면 일본은 ‘의료용 

화상, 예측, 센서, 중추신경·정신, 생체데이터’가, 미국은 ‘센서, 혈관, 의료용 화상, 심장, 

중추신경·정신, 앱’에 관한 적용기술과 적응증에 대한 특허출원이 많은 것을 확인

❙특허분석을 바탕으로 한 일본과 미국의 주요 촉진요인❙
: 

구분 일본 미국

특허출원 수
의료용 화상, 예측, 센서, 생체데이터, 
중추신경·정신

로봇, 빅데이터, VRAR, 센서, 앱

피인용 수
의료용 화상, 중추신경·정신, 예측, 
생체데이터, 혈관, 심장

센서, 혈관, 앱, 심장, 의료용 화상, 
중수신경·정신

특허출원 1건당 피인용수 앱, 심장, 혈관 로봇, 빅데이터, VRAR, 센서, 앱

특허기술
의료용 화상과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진단평가 및 목표한 상태로 이끄는 기술과 
앱 및 유저 인터페이스에 관한 기술

센서와 기기를 이용한 환자정보 
분석·평가·모니터링에 관한 기술 및 
그것을 실현하는 알고리즘에 관한 기술

[医療機器産業研究所, 2022.06.20.; ASCII, 2022.02.14.]

https://www.ey.com/ja_jp/careers/consulting/the-world-of-life-science-4dot0-where-the-pharmaceutical-ecosystem-creates-value
https://www.sankeibiz.jp/article/20220617-VPPHIMRMGNAVJJLYWNI22QD2UE/
http://www.jaame.or.jp/mdsi/mdsirp-files/mdsirp036_summary.pdf
https://ascii.jp/elem/000/004/082/408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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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웨어러블산업,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중국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환경, 사용자, 미래 시장, 산업 발전추세, 경쟁상황 및 개발 동향을 

분석한 시장조사업체인 이관(易观)에 따르면, 중국이 고령화 사회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웨어러블 

의료기기산업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Ÿ 중국은 ’20년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5%인 1억 9천만 명으로 고령화 국제기준 

7%보다 6.5%p 높은 수준으로 고령화 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만성병 관리와 간병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웨어러블이 보유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응급치료 기능에 힘입어 산업이 크게 확대될 전망

Ÿ ’20년 1인당 평균 보건비용은 5,112.34위안이며, ’16년 대비 53.6% 증가하였으며, COVID-19로 

인한 마스크, 소독액 등 일상적인 소비지출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COVID-19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로 인해 웨어러블의 원격의료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으로 웨어러블 산업이 확대

Ÿ 또한 ’21년 ’사물인터넷신인프라건설3년행동계획(物联网新型基础设施建设三年行动计划, 2021~ 

2023年)’ 등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웨어러블의 보급·확대 지원정책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시현

      * 중국정부는 ’19년 ‘건강산업질적발전촉진행동요강(促进健康产业高质量发展行动纲要, 2019~2022年)’과 ’20년 

‘전략적신흥산업투자확대를통한신성장점신성장극육성에관한지도의견(关于扩大战略投资性新兴产业投资培育壮大新 

增长点增长极的指导意见)’ 정책 등을 발표

[新浪科技, 2022.06.13.; 199IT, 2022.06.13.] 

중동 Tamer, 디지털 ‘재택병원’ 플랫폼을 제공 

 중동의 선도적인 의료 유통회사인 타머(Tamer)社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하는 3,400만 명의 

사람들에게 Huma社의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재택병원'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

      * Tamer Group은 사우디 및 중동 지역 사회의 선도적인 의료, 미용관리, 소비재 및 제3자 물류 회사 

Ÿ 심혈관 질환(Cardiovascular disease, CVD)과 당뇨병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조기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며, CVD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망의 37%와 관련되어 있으며, 당뇨병은 최소 13%의 

인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질환

Ÿ ‘재택병원’ 시스템은 환자 앱과 임상 포털로 구성되며, 이미 잉글랜드, 웨일즈, 독일 및 UAE 전역에서 

CVD, COVID-19, 근골격 수술 등의 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

Ÿ 재택병원 시스템은 다양한 방법으로 CVD 및 당뇨병 환자를 돕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당뇨병의 

경우 영국 런던의 의료 컨소시엄과의 초기 작업에서 환자의 체중이 4.1kg 감소했고 평균 혈당 

수치(HbA1c)가 17mmol/mol 감소

[Zawya, 2022.05.16.; CISION, 2022.05.16.]

https://finance.sina.com.cn/tech/2022-06-13/doc-imizirau8063094.shtml
http://www.199it.com/archives/1418802.html
https://www.zawya.com/en/press-release/companies-news/huma-and-tamer-bring-digital-hospital-at-home-platform-to-the-kingdom-of-saudi-arabia-sriyplaj
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huma-and-tamer-bring-digital-hospital-at-home-platform-to-the-kingdom-of-saudi-arabia-to-tackle-diabetes-and-cardiovascular-disease-3015479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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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Docty, AI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제공

 인도 독티(Docty)社는 ’25년까지 인도 최대 규모의 기업과 고객 간(B2C)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총 100곳에 디지털 헬스케어용 네트워크 단말기를 설치할 계획 

Ÿ 인도는 산간벽지에 거주하는 빈곤층이 질 좋은 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들 지역에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으며 원격의료 플랫폼 Docty.ai를 제공하는 Docty社는 

그 해결책으로 전국에 디지털 헬스케어용 네트워크 단말을 설치하기로 결정

Ÿ 단말기 설치로 인도 농촌인구의 65%를 커버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동 사는 이미 20곳에서 단말기 

가동을 시작했으며 단말기를 확대하기 위해 100여 개 점포와 제휴를 체결

Ÿ 디지털 헬스케어가 산간지역까지 확대되려면 인공지능(AI)나 머신러닝(ML)의 힘이 반드시 

필요한데, Docty社가 개발한 감정 인덱스(emotion index)는 얼굴인식 기능을 사용해 환자의 

감정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이해해 적절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

Ÿ 산간벽지에 디지털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것은 전문가 부족, 디지털 인프라 미정비,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 등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Docty社는 현지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환자가 

네트워크 단말의 디지털 헬스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Science Portal India, 2022.05.26.; INDiAai, 2022.04.22.]

가상 헬스케어, 건강 형평성과 보건 서비스 개선 사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ITU/UNESCO의 광대역통신위원회 워킹그룹의 가상 

헬스케어 솔루션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르완다와 칠레, 미국, 뉴질랜드, 독일, 영국에서 전개되는 가상 

솔루션의 영향을 평가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 

Ÿ 커뮤니티 기반의 의료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르완다에서는 가상 헬스케어 시스템의 도입과 이에 

따른 맞춤형 케어 확대로 ’20년 기준 전 인구의 88%가 의료보험 체계의 혜택을 입는 것으로 평가

Ÿ 도시와 농촌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상 헬스케어 시스템을 도입한 칠레에서는 농촌 

지역에서 방사선 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전문의의 진료에 접근하게 되는 속도가 크게 개선

Ÿ 가상 헬스케어 솔루션의 도입으로 미국에서는 농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이 가시적이며, 뉴질랜드 

역시 마오리족으로 대표되는 소수 민족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는 한편, 독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포용성이 제고

Ÿ 영국에서도 가상 헬스케어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데이터 윤리 프레임워크(Data Ethics 

Framework)와 같은 포용적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

[WEF, 2022.06.16.] 

https://spap.jst.go.jp/india/news/220505/topic_ni_01.html
https://indiaai.gov.in/article/ai-bringing-digi-healthcare-to-the-doors-of-rural-india
https://www.weforum.org/agenda/2022/06/health-care-equity-digi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