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중국, 의약품 등의 시장환경 및 
주요 법제 동향

2022.� 07.� 18. Vol. 436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

FOCUS



1

포커스

중국, 의약품 등의 시장환경 및 주요 법제 동향 ·························································1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Zimmer Biomet, 센서가 부착된 무릎 임플란트 개발 ····································4

미국의 J&J, 유전성 안구질환에 대한 연구성과 발표 ·················································4

독일, 숙련 노동자 부족에 직면한 제약산업 ································································5

스위스 Novatis, 비용 절감을 위해 7% 인력 감축 ····················································5

유럽 ECDC, POCT기기 검토 결과 발표 ···································································6

일본, 의료기기 산업 현황 ··························································································6

일본 제약회사, 향후 해결해야 하는 ESG과제 ··························································7

중국 WuXi, 고효능 API 생산 시설 발표 ···································································7



 

2

의료서비스

미국 UCSD, 멕시코 체중 감량 수술 센터와 협력 ·························································8

영국,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성과와 한계 ······································································8

포르투갈 Algarve, 유럽 의료관광이 활성화된 지역 ·······················································9

크로아티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출시 ··············································9

터키, 30억 달러의 의료관광 수익 창출 기대 ······························································10

일본, 미국 CDC 모델을 도입하여 감염병 대응책 마련 ···············································10

사우디 MoH, 새로운 건강지주회사의 역할 발표 ·························································11

WHO, 원숭이두창에 대한 PHEIC 회의 결과 발표 ···················································11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Epic Systems, EHR 통합 발표 ·······································································12

미국 Merck,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위한 MDSS 출시 ··············································12

미국 GE Healthcare, 인도에 5G 혁신연구소 개소 ····················································13

영국, 디지털 보건 및 사회적 돌봄을 위한 계획 발표 ··················································13

유럽 EC, COVID-19 디지털 증명서 효력 1년 연장 제안 ··········································14

중국, 디지털화는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 ··················································14

아시아·태평양,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를 구현하는 방법 ················································15

디지털 치료제, 질병치료의 새로운 수단으로 역할 담당 ···············································15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2.07.18

Volume 436



1

 중국, 의약품 등의 시장환경 및 주요 법제 동향
중국은 공급적인 측면의 구조개혁을 통해 양적 확대에서 품질이 높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제13차 전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공표한 ‘제14차 5개년 계획 및 ’35년까지

의 장기목표 요강안’은 새로운 경제발전 방식으로 내수 기반의 ‘국내 대순환’이 중심이 되는 ‘국내·국제 

쌍순환’이란 방향성을 제시. 이들 정책이 진전됨에 따라 중앙정부 지도하에 환경·에너지 절약·의료·화

장품·의료기기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법제도가 발표되고 있으며 본 자료는 중국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 비즈니스 환경과 관련 법제도 동향을 정리

[1] 의약품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1년 1월∼12월 의약품(중의약 포함)의 중국 국내시장 매출액은 5,82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9.9% 증가

Ÿ 중국 국내 의약품 시장 성장률은 10%를 밑도는 상황이 정착되고 있지만 의약품은 국가비전인 ‘건강중국 

2030’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소득수준 향상과 의료보험제도 개혁 상황에 따라 중국 의약품 

수요는 계속 견조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

Ÿ 의료보험제도 개혁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의료비를 억제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소득이 낮은 

지방으로까지 의약품을 공급시키려는 사회보장적인 목적도 포함

Ÿ 국무원 ‘의료보장제도 개혁 심화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보장국이 ’21년도 의약품 목록조정 업무방안을 

공개하고 있으며 신약의 가격상담제도 및 제네릭 대량구매 입찰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약품관리법’ 개정안이 ’19년 12월 시행되면서 의료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의약품 관련 법률 정비

Ÿ (약품관리법) 개정 배경에는 과거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난립하는 한편 가짜 약과 저품질 제네릭이 

대거 유통되고 품질이 좋은 의약품은 해외 수입약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존재

Ÿ 개정된 ‘약품관리법’ 시행에 맞춰 ‘약품등록관리방법’ ‘약품생산감독관리방법’이 ’20년 7월 정식 시행

Ÿ 한편 동법은 온라인 의약품 판매를 일정조건 하에서 용인하고 있어 향후 온라인 진료 보급과 맞물려 

중국 의약품 유통판매 구조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규제당국은 향후 동법의 

실시 세칙이 될 각종 방법(弁法) 및 규범 등을 정비할 예정

Ÿ 중국 최초의 ‘백신관리법’이 ’19년 12월 11일부터, ‘약품임상시험 품질관리규범’ ‘화학약품등록분류 

및 신청자료 요구’가 ’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21년 5월 24일자로 ‘약품검사관리방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등 개정 약품관리법에 관련된 법제도 움직임이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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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의약품시판 승인취득제도(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 MAH)) 개정된 약품관리법을 바탕으로 

중국 국내 특정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된 MAH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Ÿ 기존 법은 의약품 회사에만 의약품 시판권을 부여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의약품 연구개발기구나 개발자도 

시판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품질을 모두 책임지는 조건으로 의약품 회사에 

생산을 위탁해 시판이 가능해진 상황

[2] 의료기기

 중국은 국가비전 ‘중국건강 2030’ 실현을 위해 의료제도 정비 및 의료개혁 실시로 의료기술 발전과 

의료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비 억제에 대응한다는 방침

Ÿ 중국도 급격한 고령화와 생활습관 서구화 같은 환경 요인으로 암, 심장병, 혈관질환 등 3대 성인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도 증가하면서 예방, 조기진단·치료 외에 재활, 

간병 등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니즈도 고도화·다양화

Ÿ 중국 헬스케어 산업 시장규모는 ’30년 16조 위안에 이르고 의료기기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생명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의료기기 제품은 건전한 시장경쟁을 유지하면서 의약품 감독관리 

당국이 품질과 안전 측면에서 적절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

 중국 의료기기 업계는 국가의약품감독국의 ‘의료기기 표준화 및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의견’(’21년 

3월 26일 공표)에 입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기기 제품의 연구개발, 생산, 사용 

등 전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관리시스템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Ÿ 동 의견의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한 개정판 ‘의료기계 감독관리조례’가 ’21년 6월, ‘의료기기 등록 및 

신고관리방법’이 ’21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등 의료기기 업계의 품질확보 및 생산관리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들이 개편

Ÿ (의료기계 감독관리조례) ’00년 제정 후 ’17년까지 3차례 개정됐으며 의료기기를 유형으로 분류 관리

Ÿ 제1등급 의료기기는 신고제를 채용하고 제2등급, 제3등급 의료기기는 제품판매에 허가제를 도입해 

등록인과 신고인 및 판매허가증 소유인 제도 등의 규정을 두고 그 정의를 명확하게 정리

Ÿ 중국시장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경우, 제2등급 및 제3등급 의료기기의 국외 등록신청인 또는 제1등급 

의료기기 국외 신고인은 중국 내 법인을 지정해 국무원 약품감독관리 부문에 등록자료, 신고자료, 국외 

등록신청인 또는 소재국 또는 지역의 주관(主管)부문이 승인한 판매증명 문서를 제출할 필요

Ÿ (혁신(創新)의료기기 특별심사절차) 제2등급, 제3등급 의료기기 등록 및 신고 심사 시 자사의 핵심기술로 

중국 발명특허권을 소유한 혁신형 의료기기에 대한 우선 심사 프로세스, 소위 퍼스트트랙 부여를 규정

Ÿ 제품의 작동원리나 기구가 중국 내에서 최초로 채용된 것으로 성능 및 안전에 큰 개선이 있고 기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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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선진레벨에 도달해 임상응용에 현저한 가치가 인정되는 것 등이 요건

[3] 화장품 

 ’21년 중국 화장품 소매 시장은 COVID-19의 영향을 계속 받았지만 e커머스 시장 회복, 정부의 

경기대책, 해외여행 불가능으로 인한 국내로의 소비회귀 등에 힘입어 대폭 회복

Ÿ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1년 중국 국내 화장품시장 매출액은 4,02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8.4%(전년도 3,400억 위안)성장하며 최근 8년 사이 최대 신장폭을 기록

Ÿ 화장품 생산설비와 생산 환경에 엄격한 요건을 적용한 ‘화장품 생산품질관리규범’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중국 화장품의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중국 화장품 업계는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国家医薬品監督管理局)이 발표한 일련의 정책과 법규제 

개편으로 품질이 향상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 움직임도 강화

Ÿ (제14차 5개년 계획) 중국 화장품의 미들 및 하이엔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화장품의 품질향상과 신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업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중·고급 화장품 분야에서 자국 브랜드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시 

Ÿ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기존 ‘화장품 위생감독조례’가 ’90년 1월 시행된 이래 약 30년만에 화장품 

분야 관리규정을 재검토한 것으로 ’21년 1월부터 정식으로 시행

Ÿ 중국 당국은 새로운 조례의 포인트로 △팡관푸(放管服)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간소화 및 

서비스의 최적화 개혁) 추진 △품질에 대한 기업의 안전책임 명확화 △화장품의 리스크에 맞는 

분류 관리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엄격화 등을 언급

Ÿ 특히 조례는 ’22년 7월 시행되는 ‘화장품 제조품질 관리규범’에 따라 제조품질관리 시스템을 

확립하는 동시에 공급업자 선택, 원료 검사, 제조과정의 품질 통제, 설비관리, 제품검사 등 관리 

전반에 관한 규정을 확립하고 운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조관리 규정을 강화

Ÿ (화장품 효능선언평가규범)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 효능평가 업무를 과학적으로 

실시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화장품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으로, 

중국 내에서 화장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동 규범에 따라 효능선언평가를 실시

Ÿ (화장품 불량반응(不良反応)모니터링관리방법) ’22년 10월 시행될 예정으로 국가약품가독관리국이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관리업무를 소관하며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의 플랫폼을 구축해 정보를 관리할 예정

[日本テピア株式会社, 2022.06.21; 経済産業省, 2022.03.]

https://www.meti.go.jp/meti_lib/report/2021FY/000073.pdf
https://www.meti.go.jp/policy/mono_info_service/healthcare/iryou/downloadfiles/pdf/r3fy_medicaldevic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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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Zimmer Biomet, 센서가 부착된 무릎 임플란트 개발 

 무릎과 어깨 및 엉덩이 부위의 인공관절과 임플란트를 생산하는 미국 짐머바이오메트(Zimmer Biomet)社와 

의료용 임플란트 제품에 데이터를 생성 및 축적하는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인 카나리아메디컬(Canary 

Medical)社는 센서가 내장된 인공관절을 공동 개발

Ÿ 센서가 내장된 무릎 임플란트가 개발됨에 따라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 의사들은 자신들의 수술로 환자의 

몸에 삽입한 인공관절이 제대로 자리잡고 작동하는지를 인공관절에 통합된 센서와 처리장치들이 보내는 

신호에 기반하여 확인 가능

Ÿ 현재 인공관절이 발신하는 데이터는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으며, 제3자의 웹사이트에 의한 데이터와 

비교 분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팬데믹 이후 환자의 상태 등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

Ÿ 현재 양 사가 공동 개발한 센서와 프로세서가 내장된 인공관절은 수술을 받은 환자의 움직임의 범위, 

걸음걸이수, 이동 거리, 인체 내 관절의 움직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발신하지만, 이러한 데이터가 

환자들을 돕기 위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Medtech Dive, 2022.06.28.; Zimmer Biomet, 2022.02.07.] 

미국의 J&J, 유전성 안구질환에 대한 연구성과 발표

 미국의 대형 제약사인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社와 파트너사인 영국의 바이오테크 기업 

메이라GTx(MeiraGTx)는 유전성 안구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 시험을 공동으로 추진한 후, 안전하고 

시력 기능의 개선에 큰 성과를 보인 연구결과를 발표

Ÿ 이번 치료는 심각한 망막색소 변성 질환(X-linked retinitis pigmentosa, XLRP)을 앓고 있는 환자들 

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1상 및 2상 결과로, 이번 임상실험 과정에서 보고된 부작용은 대부분 

유전자 치료가 아닌 수술 과정에서 동반된 부작용이라고 MeiraGTx측은 언급

Ÿ 이번 임상시험 결과에서 양 사는 미로찾기나 망막 자극 반응과 같은 기능적 시각이 치료 후 6개월 

뒤에 크게 개선된 점을 부각

Ÿ 양 사는 안전성 및 효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LUMEOS라고 불리는 3상 연구의 등록 및 환자 투약은 

진행 중이며, 성공하면 회사는 ’24년에 승인을 받기 위해 유전자 치료법을 규제 당국에 제출할 계획

[Biopharma Dive, 2022.06.28.; MeiraGTx, 2022.06.28.] 

https://www.medtechdive.com/news/zimmer-biomet-canary-smart-knee-implants/626133/
https://investor.zimmerbiomet.com/news-and-events/news/2022/02-07-2022-113037327#:~:text=(NYSE%20and%20SIX%3A%20ZBH),on%20a%20constant%20currency%20basis.
https://www.biopharmadive.com/news/johnson-johnson-meiragtx-xlrp-gene-therapy-study-results/626205/
https://investors.meiragtx.com/news-releases/news-release-details/meiragtx-announces-positive-top-line-data-mgt009-phas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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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숙련 노동자 부족에 직면한 제약산업

 독일 쾰른경제연구소(IW)는 독일 제약기업이 숙련 노동자 부족으로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측면이나 전환 과제를 고려하면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 우려되어 이는 혁신적 제약산업의 

경쟁에서 독일의 입지를 고려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분석

Ÿ 독일 전역에서 제약 관련 IT 직종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제약기업에서뿐 

아니라 컴퓨터공학, 비즈니스 정보학,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전문가 구인이 점증하며 노동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

Ÿ 고도로 복잡한 약물의 연구·개발·생산에 전문화된 독일의 제약산업에서 디지털화의 진전 없이 

성공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IT 분야의 장기적 병목은 미래 입지의 향방을 제동

Ÿ 혁신적 생명공학 제약거점으로서의 독일의 입지가 더 강화되어야 하는 이때, 오버바이에른 생명공학 

클러스터의 병목 분석 결과*는 병목으로 인한 영향을 명확히 설명

      * ’21년 오버바이에른 제약 관련 직종 공급초과(공석) 비율은 연구개발 26%, 생산 30%, IT 42% 등

[IW, 2022.06.24.; aerzteblatt.de, 2022.07.]

스위스 Novatis, 비용 절감을 위해 7% 인력 감축

 스위스 제약업체 노바티스(Novatis)가 ’24년까지 최소 10억 달러를 절감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직원 10만 8,000명 중 7%에 해당하는 약 8,000명을 정리해고

Ÿ Novatis는 비용 절감 등 구조조정을 통해 ’26년까지 매출 성장이 최소 4%가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전략적 구조 조정의 또 다른 부분은 Novartis의 제약 및 종양학 사업부를 통합 

Ÿ Novatis는 ’21년 경쟁사인 로슈(Roche)의 지분 33%를 되돌려주고 현금 207억 달러를 

확보하였으며, ’22년 말까지 산도즈(Sandoz) 제네릭 사업부의 매각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

Ÿ 종양학 및 제약 부문의 통합으로 탄생할 새로운 혁신약품(Innovative Medicines International) 

사업부는 마리-프랑스 추딘(Marie-France Tschudin) 사장이 운영할 예정

Ÿ Novatis는 소외열대질환(neglected tropical diseases, NTD)에 대한 키갈리(Kigali) 선언을 

지지하고 말라리아 및 NTD에 대한 키갈리 정상회의에서 NTD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5년에 

걸쳐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

      *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54개국으로 구성된 영연방(Commonwealth)의 지도자들이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인 소외열대질환(NTD)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월20~25일 르완다 수도 키갈리(Kigali)에서 회동

[BioSpace, 2022.06.28.; WIRTSCHAFT, 2022.06.28.]

https://www.iwkoeln.de/studien/jasmina-kirchhoff-lydia-malin-simon-schumacher-fachkraeftebedarfe-in-zeiten-transformatorischer-herausforderungen.html
https://www.aerzteblatt.de/archiv/225810/Krankenhaeuser-Sorge-vor-Liquiditaetsengpaessen
https://www.biospace.com/article/novartis-expected-to-slash-as-many-as-8-000-jobs/?s=114#:~:text=Swiss%20biopharma%20giant%20Novartis%20plans,to%201%2C400%20positions%20in%20Switzerland.
https://www.tagesanzeiger.ch/novartis-entlaesst-mehr-als-jeden-zehnten-angestellten-2314061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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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CDC, POCT기기 검토 결과 발표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CDC)는  EU 및 

EEA 지역을 대상으로 질병 발생 현장에서 사용하는 진단기기(Point of care testing, POCT)의 유용성, 

사용과 이에 따른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POCT가 기존의 검사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

Ÿ ECDC가 EU 및 EEA 지역 국가와 영국 등 26개국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등 질병의 진단을 위한 

POCT 기기의 유용성과 사용에 따른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국가 중 50%에서 매독, 

클라미디아 요도염, B형 및 C형 간염 등의 진단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 확인

Ÿ POCT 진단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스페인의 경우, 14개 질병에 대해 이미 기존의 진단방법을 POCT가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교차 분석 결과에서도 POCT는 기존의 진단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으로 확인

Ÿ COVID-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POCT가 전염병의 감시와 예방 및 통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검체를 수집해서 중앙 검사 기관으로 보내는 기존 방식과 함께 신속하고 

신뢰성 높은 POCT 기기의 개발과 보급이 확대가 필요

[ECDC, 2022.06.10.] 

일본, 의료기기 산업 현황

 일본은 높은 소재기술을 활용해 저침습 튜브나 카테터 등 고품질 의료기기를 생산해 왔고 고해상 화상진단장비, 

고성능 측정기기 등에 강점을 갖고 있지만 최근 의료기기 수급동향을 보면 수입이 생산을 상회

Ÿ 일본 후생노동성 ‘약사공업생산동태통계(薬事工業生産動態統計)’에 따르면, ’20년 일본 국내용 의료기기 

출하(出荷)는 3조 9,400억 엔, 수출은 9,900억 엔을 기록했으며 이들 수요에 생산은 2조 4,300억 

엔, 수입은 2조 9,400억 엔의 공급으로 대응해 ’19년에 이어 계속 수입이 생산을 상회

Ÿ ’20년 생산금액이 1,000억 엔을 넘는 상위 10종류가 국내용 출하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1위에서 

3위는 순환계 카테터가 중심인 의료용 취관 및 체액유도관, 인공관절, 혈액투석 여과기 등이 차지

Ÿ ’20년 수출금액 상위 10종류가 수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1위는 내시경에 사용되는 의료용 

경(鏡), 2위와 3위는 ‘혈액검사용 기구’와 ‘의료용 취관 및 체액유도관’으로 수출 상위 품목은 고도의 

기술을 겸비한 의료장비와 의료기구가 많은 것이 특징

Ÿ 수출내용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과 미국에는 의료용 취관 및 체액유도관 수출이 많고 독일과 한국은 

혈액검사용 기구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20년 수입금액 상위 10종류 가운데 1위는 

고정기구 및 인공관절, 2위는 의료용 취관 및 체액유도관, 3위는 스텐트, 심장 페이스메이커 등이 차지

[ニッセイ基礎研究所, 2022.06.21.; 厚生労働省, 2022.03.15.]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60e1c0c4-eac4-11ec-a534-01aa75ed71a1/language-en/format-PDF/source-259948148
https://www.nli-research.co.jp/files/topics/71477_ext_18_0.pdf?site=nli
https://www.mhlw.go.jp/topics/yakuji/2022/03/geppo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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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약회사, 향후 해결해야 하는 ESG과제 

 일본 제약회사도 지속 가능성 대응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활동을 검토하는 곳은 극히 일부로, 일본 제약업계의 친환경·사회적책임경영·지배구조 개선 등 ESG과제를 

생각했을 때 중요한 테마는 △공급망 관리 △데이터 보안 △의약품 안전성으로 요약

Ÿ (공급망 관리)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공급망 관리는 각국 규제 준수 및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는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의 원재료 조달부터 

판매까지 일련의 흐름을 효율화하고 의사결정을 최적화하는 것이 바람직

Ÿ (데이터 보안) 의약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가치사슬 안에서 취급하는 개인 데이터와 기업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으로, 신약개발 시 게놈 데이터 활용 및 개인건강기록(PHR)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사업으로 이행 등을 고려했을 때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테마

Ÿ (의약품의 안전성) 기본적으로 일본 제약회사는 다양한 법령과 규칙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최근 세포치료, 바이오 의약품 등장으로 품질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보고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정비·강화하는 것이 중요

      *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는 ‘바이오 기술·의약품’에서 장래 

재무에 영향이 큰 지속가능 공개 주제로 공급망 관리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지정

[KPMG, 2022.06.09.; BUSINESS INSIDER, 2022.02.16.]

중국 WuXi, 고효능 API 생산 시설 발표 

 중국 우시앱텍(WuXi AppTec)의 자회사인 우시스타(Wuxi STA)社는 중국 장쑤성(Jiangsu) 

창저우(Changzhou)에 고효능 활성제약성분(high-potency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HPAPI) 생산 시설을 오픈하면서 제조시설을 확대

Ÿ 우시스타(Wuxi STA)는 이번 생산설비 확대로 인해 WuXi STA의 고효능 활성제약성분의 개발 

및 제조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두 개의 제조시설(창저우와 상하이)을 보유

Ÿ 창저우(Changzhou) 공장은 복합접합체양식(complex conjugate modalities)으로 만들어진 치료법을 

개발하는 바이오의약품위탁개발·생산(CDMO) 고객을 위해 링커(linkers), 올리고뉴클레오티드 

(oligonucleotides) 및 펩티드(peptides)를 처리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보유

Ÿ ’22년 초 WuXi STA는 상하이 근처의 와이가오차오(Waigaoqiao) 시설이 첫 번째 미국 

식품의약국(FDA) 의약품 사전 승인 검사와 중국 규제기관인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NMPA)의 두 가지 추가 사전 승인 검사를 통과

[Fierce Pharma, 2022.06.28.; STA Pharma, 2022.06.24.]

https://home.kpmg/jp/ja/home/insights/2022/06/esg-issues-pharmaceutical.html
https://www.businessinsider.jp/post-250313
https://www.fiercepharma.com/manufacturing/wuxi-debuts-another-high-potency-api-production-facility-china
https://www.stapharma.com/en/news/newsroom/wuxi-sta-opens-another-high-potency-api-plant-in-changzhou-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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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

미국 UCSD, 멕시코 체중 감량 수술 센터와 협력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대학(UC San Diego, UCSD)은 멕시코 티후아나(Tijuana)에 있는 

국제대사의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Metabolic Medicine, IIMM)와 양측의 안전과 

치료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협력 진행

Ÿ 티후아나의 IIMM의 체중감량수술센터는 북부 국경 도시에 위치한 새로 설립되었으며, 비만 환자의 

체중 감량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만 수술(Bariatric surgery)이라고도 알려진 체중 감량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

Ÿ IIMM 외과 센터는 전 세계의 의료 기관 및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미국 기반 비영리 조직인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UC 샌디에고 

최소 침습 외과와 IIMM 간의 중요한 협력을 통해 연간 8억 달러 산업인 티후아나 지역 의료관광의 

성공 모색

[San Diego Union Tribune, 2022.06.03.; LaingBuisson, 2022.06.22.] 
 

영국,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성과와 한계 

 유럽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 감시기구, 런던 정경대, 영국 보건 재단 등이 참여한 공동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재정지원과 거버넌스 및 조직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22년 

기준 잉글랜드 지역에서 선별 치료를 위해 6백만 명 이상이 대기가 필요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

      * 유럽 보건의료체계정책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런던 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 영국보건재단(The Health Foundation), 엑시터대학교(University of Exeter), 민간 보건 싱크탱크인 

누필드 트러스트(Nuffield Trust) 등은 ‘United Kingdom: Health system review 2022’ 보고서를 공동 발간

Ÿ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보건의료 체계는 저소득층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의료 보호, 지역별로 다양한 

니즈에 대한 체계적 분배, 의료 기술 평가에 대한 강력하고 투명한 접근, 당뇨나 신장 질환과 같은 

특정 만성 질환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

Ÿ 그러나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보건과 사회적 돌봄의 통합이나 지자체 간의 협력, 실시간 데이터 

교환의 어려움 등의 한계점이 부각

Ÿ 또한 의료 불평등, 보건 및 사회적 돌봄에 대한 자금 부족, 다른 고소득 국가에 비해 낮은 의료진의 

수준, 지역별로 상이한 판단 기준 등은 영국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

[European Observatory, 2022.05.11.; LaingBussion, 2022.06.27.] 

https://www.sandiegouniontribune.com/news/border-baja-california/story/2022-06-03/ucsd-partners-weight-loss-surgical-center-tijuana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new-usa-mexico-medical-collaboration/
https://eurohealthobservatory.who.int/publications/i/united-kingdom-health-system-review-2022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uk-health-system-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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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Algarve, 유럽 의료관광이 활성화된 지역

 포르투갈 알가르베(Algarve) 지역은 민간병원이 크게 발전하였으며, 병원 대부분 고도로 숙련된 

의료진과 첨단 및 최신 기술 구비 

      * 알가르베(Agarve) 지역은 포르투갈 남부 파루(Faro)현을 중심으로 한 지방을 통칭하는 지명

Ÿ 알가르베(Algarve) 지역에는 세 개의 사립 병원 그룹이 있는데, 그 중 하나로 포루투갈 남부 파루(Faro) 

현에 위치한 가장 큰 병원인 ‘알가르베민간병원(Algarve Private Hospitals, HPA)’으로, 파루공항(Faro 

Airport)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크고 현대적인 병원으로 유명

Ÿ 감벨라스(Gambelas)의 호스피털파티큘라(Hospital Particular)는 암 치료에서 심장 수술 및 정형외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문 분야를 제공

Ÿ 리스본(Lisbon)의 HPA 알보르병원(Alvor Hospital)은 성형 수술을 제공하며 현재 인접한 호텔인 

Longevity Health&Wellness Hotel을 제공하여 건강 및 미용 치료를 연장하고 회복기간 동안 숙박 

시설을 제공

Ÿ 리스본(Lisbon)과 포르투(Porto)에는 모든 유형의 수술과 치료를 제공하는 사립 병원도 있으며 18개의 

병원과 클리닉을 보유하고 있는 커프(CUF) 그룹이 리스본과 포르투에서 가장 잘 알려진 그룹

 [LaingBuisson, 2022.06.12.; Portugal News, 2022.05.14.]

크로아티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출시

 크로아티아(Croatia)에 대한 의료관광 수요를 흡수할 뿐 아니라, 크로아티아의 수도인 자그레브 

(Zagreb)에 의료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선도주자인 20개의 의료기관들을 

조직화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22년 10월 출시될 예정

Ÿ ZagrebMed라는 이름의 이 디지털 플랫폼에는 Agram, Bagatin, IVF Zagreb, LF Medical 등 

크로아티아의 대표적인 12개 의료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플랫폼에는 크로아티아 ‘재건 

및회복계획(Recovery and Resilience Plan)’인 대규모 자금 지원이 투자될 예정

      * 현재 크로아티아에는 주로 이탈리아에서 치과 진료를 위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크로아티아 정부는 이 치과 진료 

관광객들이 인근 국가인 알바니아, 헝가리, 세르비아 등지로 분산될 가능성을 우려

Ÿ 기존 의료관광 수요에 더해 크로아티아 관광업계에 스파, 요양 및 기타 건강 지향 관광 상품을 구축할 

수 있도록 1.3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 계획에는 의료 및 요양 관광을 위한 의료 

및 숙박 시설의 신축과 보수,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

[LaingBuisson, 2022.06.21.; Travel and Tour World, 2022.06.23.]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portugal-a-hidden-gem-of-european-medical-tourism/
https://www.theportugalnews.com/news/2022-05-14/health-tourism-portugal-has-a-lot-to-offer/67030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croatian-digital-platform-for-medical-tourism/
https://www.travelandtourworld.com/news/article/new-digital-platform-for-boosting-health-and-medical-tourism-in-croa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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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30억 달러의 의료관광 수익 창출 기대

 터키의 최상의 의료관광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터키에 방문하는 외국인환자가 모발이식수술을 

위해 1인당 3,000달러, 장기 이식과 암 치료를 위해 7,500~10만 달러를 쓰고, ’22년에 환자 

수와 수익이 전년대비 30~40% 증가할 경우를 가정할 경우, 인바운드 의료관광으로 총 3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추정

Ÿ 터키 국가통계기관인 투르크스탯(TURKSTAT) 데이터에 따르면 ’19년에 662,000명의 의료관광객이 

터키를 방문하여 16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반면, ’20년에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388,000명으로 의료관광객이 감소했으며 매출도 5억 4,900만 달러에 불과

Ÿ ’21년에는 642,000명의 의료관광객이 방문하여 14억 9,00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22년 1분기에는 

285,000명의 의료관광객이 방문하여 3억 3,200만 달러의 수익을 실현

Ÿ 외국인 환자가 가장 선호하는 임상치료는 부인과 질환 및 출생, 내과 질환, 안과 질환, 의학적 미생물학, 

일반 외과, 치과, 정형외과 및 외상과, 감염 질환, 인후염 순

Ÿ 일부 지역 전문가들은 의료관광에 대한 TURKSTAT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정부통계에 

750,000건의 모발이식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반영할 경우 ’21년 127만 명의 의료관광객이 터키를 

방문하였을 것으로 추정

[LaingBuisson, 2022.06.22.; Bangkok Post, 2022.01.14.]

일본, 미국 CDC 모델을 도입하여 감염병 대응책 마련

 일본 정부는 새로운 감염증 대책의 핵심으로 국립감염증연구소(国立感染症研究所)와 국립국제의료 

연구센터(国立国際医療研究センター)를 통합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를 모델로 한 ‘일본판 CDC’를 창설할 예정

Ÿ 이와 더불어 감염증 대책을 담당할 ‘내각 감염증 위기관리청’을 신설하는 등 COVID-19와 같은 위기에 

대비해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의료제공 체제를 구축하기로 결정

Ÿ 이는 의료기관에 병상 확보 및 건강관찰 실시 등을 요구하는 국가와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권한을 강화해 

평상시부터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목적

Ÿ 도도부현(都道府県)이 평상시에 의료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협정에는 제공할 수 있는 

병상 수, 발열환자 수용인원, 온라인 진료를 포함한 건강관찰 여부 등을 명시

Ÿ 유사시에는 사전 계약사항이 지켜지도록 이행상황을 공표하거나 지사에게 권고·지시 권한을 인정할 

방침이며 다음 임시국회에 감염증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

[東京新聞, 2022.06.18.; 朝日新聞, 2022.06.18.]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could-turkey-hit-us3-billion-from-medical-travel/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2247455/medical-tourism-looking-up
https://www.tokyo-np.co.jp/article/184040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Q6K6VM1Q6JUTFL01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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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MoH, 새로운 건강지주회사의 역할 발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새로 설립을 승인한 건강지주회사(Health Holding Company, HHC)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가 관리했던 일상적인 의료 업무를 담당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디지털 헬스 프로그램 및 가상 의료서비스의 확대 등의 분야에 초점을 맞출 예정

Ÿ 새로 설립된 HHC는 향후 헬스클러스터를 통해 의료서비스와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에 주력하는 

반면, MoH는 전국의 모든 공공 및 민간 보건기관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데 집중할 계획 

Ÿ 디지털 헬스 프로그램 및 가상의료서비스 확대와 같은 분야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우디 의료시스템의 

전반적인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된 HHC는 암과 신장재활을 포함한 전문 서비스와 

심장학, 혈관 신경학 및 외상 분야의 중환자 치료를 제공할 예정

Ÿ 헬스케어 분야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핵심 영역이며, ’30년까지 290개의 병원과 2,300개의 

일차보건센터를 민영화하려는 계획 추진 중 

[Healthcare IT News, 2022.06.08.; ARAB News, 2022.06.02.]

WHO, 원숭이두창에 대한 PHEIC 회의 결과 발표

 세계보건기구(WHO)는 6월 23일 다국가 원숭이두창(monkeypox) 발병에 관해 국제보건규정(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 회의를 소집한 결과 원숭이두창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

Ÿ WHO 사무국(WHO Secretariat)은 ’22년 5월 초부터 47개국에서 3,040건의 사례가 WHO에 

보고됐다고 강조하면서 글로벌 역학 상황을 제시

Ÿ 이전에 원숭이두창 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많은 국가에서 전파가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 WHO 유럽 

지역 국가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보고

Ÿ 보고된 사례 중 평균 잠복기는 8.5일로 추정되며, 4.2~17.3일(네덜란드 18건 기준) 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감염 간격(Mean serial interval)은 9.8일로 추정

Ÿ WHO 사무국은 ‘다국가 원숭이두창 발병 억제를 위한 WHO 전략 계획’ 초안을 제출했으며, 이 계획은 

질병 인식을 높이고 영향을 받는 인구 그룹이 직면한 위험에 따라 안전한 행동과 보호 조치를 

진행하도록채택하도록 중점을 두며 민첩하며 협력적인 접근 방식의 전략을 강조

Ÿ 위원회는 현 단계에서 발병이 PHEIC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지만 이번 사태의 긴급성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인정했으며, 발병의 추가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

[WHO, 2022.06.25.; Medical News Today, 2022.06.27.]

https://www.healthcareitnews.com/news/emea/saudi-ministry-health-announces-role-new-health-holding-company
https://www.arabnews.com/node/2095616/business-economy
https://www.who.int/news/item/25-06-2022-meeting-of-the-international-health-regulations-(2005)-emergency-committee--regarding-the-multi-country-monkeypox-outbreak
https://www.medicalnewstoday.com/articles/onkeypox-not-a-public-health-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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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Epic Systems, EHR 통합 발표

 미국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업체인 에픽시스템즈(Epic Systems)社는 유전자 검사 및 정밀 의학 

회사인 미리어드제네틱스(Myriad Genetics)社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환자가 유전자 검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Epic 전자의료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통합을 지원한다고 발표

Ÿ 이번 양 사 간의 전자의료기록(EHR) 통합으로, Epic이 보유한 2억 5천만여명에 달하는 환자들의 

의료기록과 광범한 유전자 검사 기록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환자들은 

Myriad의 유전자 기록과 다양한 건강 관련 정보를 EHR 포털을 통해 한번에 열람이 가능

Ÿ 이번 EHR의 통합으로 의사가 Myriad의 유전자 테스트 및 검토 기록 결과를 Epic의 플랫폼을 통해 

직접 받아볼 수 있음에 따라 진료 업무 흐름이 개선되고 환자의 유전적 특성을 직접 검토할 수 있음에 

따라 치료 결과와 환자의 경험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

Ÿ Epic의 Myriad와의 EHR 통합 발표 직전에 Epic은 정밀 종양 치료 전문 기업인 Huardant Health와의 

파트너십 구축도 발표했는데, 이러한 Epic의 지속적인 EHR 통합 작업은 의사들이 보다 폭 넓은 환자 

기록 접근을 통해 질병에 대한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전망

[EHR Intelligence, 2022.06.29.; Healthcare IT News, 2022.06.28.] 

미국 Merck,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위한 MDSS 출시 

 미국 머크(Merck)社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시장에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머크디지털사이언스스튜디오(Merck Digital Sciences Studio, MDSS) 출시를 발표

Ÿ MDSS는 직접 투자하거나, 애저(Azure)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액세스, Merck社의 임상 과학자와 

협력,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초기 단계의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을 지원 

      * MDSS는 Merck Global Health Innovation Fund, Northpond Ventures 및 McKesson Ventures의 투자를 받아 

머크社와 뉴저지 이노베이션 인스티튜트(New Jersey Innovation Institute, NJII)가 공동으로 설립

Ÿ MDSS는 멘토링, 코칭, 교육, 지원, 커뮤니티 및 디지털 건강 및 생명공학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제공하는 10개월 간의 실습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Ÿ MDSS는 최대 15만 달러의 미국 무보증 전환사채인 컨버터블노트(convertible notes)와 최대 15만 

달러의 Azure 컴퓨팅 크레딧을 포함하여 Microsoft의 Founders Hub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

[HIT Consultant, 2022.06.29.; Merck, 2022.06.29.] 

https://ehrintelligence.com/news/epic-ehr-integration-expands-patient-access-to-genetic-testing
https://www.healthcareitnews.com/news/epic-myriad-genetics-collaborate-ehr-integration-genetic-testing
https://hitconsultant.net/2022/06/29/merck-digital-sciences-studio-launches/
https://www.merck.com/news/merck-announces-the-launch-of-the-merck-digital-sciences-studio-to-help-healthcare-startups-quickly-bring-their-innovations-to-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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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E Healthcare, 인도에 5G 혁신연구소 개소

 미국 GE헬스케어(GE Healthcare)는 ’22년 7월 7일 인도 벵갈루루(Bengaluru)에 전 세계 최초의 5G 

혁신연구소를 개소했다고 발표

Ÿ 혁신연구소는 테스트 및 개발을 위한 민간 5G 네트워크를 포함한 최첨단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미래에 대비한 제품 및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 역할을 수행할 예정

Ÿ 혁신연구소는 학계, 의료 산업 및 신생 기업을 위한 협업 생태계를 위한 전문 지식과 플랫폼을 제공하여 

새로운 솔루션 탐색을 촉진하고, 5G 지원 정밀의료 사용 사례의 검증타당성(validation) 및 

적격성평가(qualification)를 할 수 있도록 지원

Ÿ 또한 인공지능(AI)/머신러닝(ML),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엣지컴퓨팅 및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기술의 상호작용을 위한 ‘통로 역할’을 담당할 예정

Ÿ GE Healthcare는 5G와 관련된 고속 연결이 소규모 클리닉을 대규모 전문 병원 또는 방사선 센터와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연구소를 통해 인도와 전세계의 농촌 

및 교외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

[Mass Device, 2022.07.07.; Business Today.In, 2022.07.07.]

영국, 디지털 보건 및 사회적 돌봄을 위한 계획 발표

 진료시간 단축, 병원 공간의 효율적 사용, COVID-19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디지털 보건 및 사회적 돌봄을 위한 계획(Plan 

for Digital Health and Social Care)’을 발표

Ÿ 영국 정부는 의료시스템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을 보다 신속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스템의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등을 디지털 기술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

Ÿ 영국 국립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통해 병원의 진료 

예약이나 사회적 돌봄에 대한 가상 컨설팅, 가정의의 진단 결과 통보 등, 시민들이 의료 및 사회적 돌봄과 

관련된 정보 취득 경로를 개선하여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Ÿ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원격 환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23년 3월까지 5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1년 기준으로 이미 28만명이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를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 이번에 발표된 NHS의 디지털화 계획의 추진을 위해 영국 정부는 20억 파운드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

[GOV.UK, 2022.06.29.] 

https://www.massdevice.com/ge-healthcare-5g-innovation-lab-india/
https://www.businesstoday.in/lifestyle/health/story/ge-healthcare-launches-worlds-first-5g-innovation-lab-in-india-340720-2022-07-0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plan-for-digital-health-and-social-care/a-plan-for-digital-health-and-social-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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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C, COVID-19 디지털 증명서 효력 1년 연장 제안

 유럽연합(EU)의 COVID-19 디지털 증명서의 효력을 1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EU집행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의 제안에 대해 EU 의회가 합의함에 따라, ’22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는 EU 전역의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백신 증명서의 효력이 연장

Ÿ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의회의 결정으로 현재까지 18억 개가 발행된 이 증명서의 효력이 연장됨에 

따라, EU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여행의 안전성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입장을 

표명

Ÿ 이번 결정 외에도 EU 의회와 EC는 디지털 증명서 시스템에 EU 시민들의 임상 실험의 참가 여부나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탑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에도 합의

Ÿ 앞으로 EU 의회와 EC는 COVID-19 관련 규제 적용 기간의 단축 필요성과 디지털 COVID-19 증명서의 

효과를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22년 12월 31일까지 발간할 예정

[European Commission, 2022.06.13.] 

중국, 디지털화는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 

 중국의 디지털화는 의료 및 보건 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되어 산업 경쟁 구도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전망

Ÿ 중국의 규제 정책은 의료 공급 측면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심화하여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설계

Ÿ 중국의 디지털화는 △AI와 결합된 약물 연구개발 △의료로봇 △확장현실(XR) △디지털트윈 △디지털 치료제 

등을 중심으로 최첨단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 

Ÿ AI와 결합된 약물 연구개발은 검증 단계에 있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이며, 의료로봇은 수술 

및 재활로봇 분야가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확장현실은 질병치료, 임상지원, 재활훈련, 의학 

교육 및 훈련, 의료간호와 같은 여러 분야에 활발하고 적용되고 있는 단계

Ÿ 디지털트윈과 디지털 치료제(DTx)는 점진적으로 발전 및 성숙할 것으로 예상되며 ‘삼유삼고(三有三高)’ 

가 있는 디지털 치료제 기업(안과, 정신과 등)은 계속해서 투자자의 주목을 받을 것이고, 선도 기업들이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어 다른 기업들의 시장참여를 촉진할 전망

      * 삼유삼고(三有三高)는 명확한 적응증 및 원칙 메커니즘, 근거 기반 의학적 증거에 대한 명확한 지원, 명확한 지불자 

등 3가지가 있으며, 기본 환자 수, 성장률, 지불 의지 등 3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 

[199IT, 2022.06.22.; 搜狐, 2022.05.1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3695
http://www.199it.com/archives/1435609.html
https://www.sohu.com/a/546535601_121207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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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태평양,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를 구현하는 방법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인구 증가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맞춤형 형태로 

지속 가능한 의료 케어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은 디지털 디바이드의 극복과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

Ÿ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으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뿐 아니라 노령화 

속도 역시 가장 빠른 지역임과 동시에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Ÿ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환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의료서비스의 접근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디지털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과 확장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데이터와 관련된 규제 프레임워크의 개선이 필요

[World Economic Forum, 2022.06.20.] 

디지털 치료제, 질병치료의 새로운 수단으로 역할 담당

 디지털 치료제(DTx)는 일본에서 2개 품목이 승인을 받았고 세계적으로는 생활습관병 치료부터 

정신적 증상 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DTx가 제품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

Ÿ 일본 최초의 DTx인 ‘니코틴 중독 치료용 앱’은 금연치료 보조 시스템으로, 스마트폰 앱과 사용자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흡연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기계(CO 검사기기)를 연결한 제품으로 ’20년 

약사승인을 얻었고 같은 해 12월부터 보험이 적용

Ÿ ’22년 3월초 약사승인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 일본의 두 번째 DTx인 ‘고혈압 치료용 앱’은 환자별로 

개별화된 ‘치료 가이던스’를 환자에게 제공

      * 치료 가이던스는 혈압 모니터링과 생활습관 기록을 기초로 개개인에 맞는 ‘식사, 운동, 수면 등에 관한 지식과 행동개선 

정보’로 구성되며 의사는 앱을 이용해 환자의 생활습관 개선상황을 확인

Ÿ ’1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초 승인한 이후 ’20년까지 당뇨병, 심부전,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마약성진통제사용장애, 만성불면증, ADHD, PTSD 같은 질환에 대한 DTx가 제품화됐고, 

DTx는 표준적인 치료와 치료제를 병용함으로써 기존 치료보다 큰 치료효과를 도출

Ÿ 한편 Digital Therapeutics Alliance가 Product Library로 게재하고 있는 DTx개발기업 16곳 

가운데 75%는 비상장기업이고 88%는 사원수 11∼200명 규모, 또한 세계 최초로 DTx가 시장에 

나온 ’10년 이후 창업한 기업은 75%, 이 가운데 33%는 ’16년 이후 창업한 것으로 분석

[STI Horizon, 2022.06.27.;　ASCII, 2022.02.14.]

https://www.weforum.org/agenda/2022/06/how-to-make-data-enabled-healthcare-a-reality-in-asia-pacific/
https://www.nistep.go.jp/activities/sti-horizon%E8%AA%8C/vol-08no-02/stih00298
https://ascii.jp/elem/000/004/082/408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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