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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디지털 헬스와 사회적 돌봄을 위한 정책 발표
영국 정부는 시민들의 보건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니즈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맞춤형 보건 및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고 보건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경험을 개선하고, 보건 및 사회적 돌봄의 역량을 전환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 및 사회적 돌봄을 위한 계획(Plan for Digital Health and Social Care)’을 발표

[1] 개요와 목표

 영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는 최근 헬스케어와 사회적 돌봄의 

디지털 전환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계획을 발표

Ÿ 헬스케어와 사회적 돌봄의 디지털화는 △시민들의 보건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니즈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맞춤형 보건 및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고 보건의 불평등을 완화

Ÿ 또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경험을 개선하고 △보건 및 사회적 돌봄의 

역량을 전환하는 등의 4가지 목표를 설정

Ÿ 보고서를 통해 사회 부문마다 상이한 디지털 전환의 목표의 구체화, 분야별로 상이한 투자 전략의 

수립, 디지털 전환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한 액션 플랜에 대한 지침을 제공

[2] 주요 내용

 보다 나은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디지털화

Ÿ 강력한 디지털 기반은 장기적인 시스템 전환을 위한 플랫폼으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 및 사회적 돌봄 기록의 디지털화 △평생에 걸친 보건 및 사회적 돌봄 

기록의 구축 △디지털 지원 진단 등 선결과제의 해결이 필요

Ÿ (보건 및 사회적 돌봄 기록의 디지털화) 통합돌봄시스템(integrated care systems, ICSs)과 이 

체계에 대한 NHS의 신뢰는 ’25년 3월까지 완료되는 전자의료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s, 

EHR)과 같은 핵심 디지털 역량의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사회적 돌봄 차원에서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목표는 돌봄서비스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 

CQC)에 등록된 사회적 돌봄 기록의 80%를 ’24년 3월까지 디지털화

  - 이러한 목표는 디지털화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며, 디지털 전환의 성공은 보건 및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최전선에 종사하는 관련 인력들이 행정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맞춤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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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

Ÿ (평생에 걸친 보건 및 사회적 돌봄 기록의 구축) ’25년 3월까지 ICS에 속하는 모든 의료기관들은 

개인의 보건 및 사회적 돌봄 기록에 접속 및 기록 조회가 가능하게 될 전망

Ÿ (디지털 지원 진단)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 공유 및 진료 의사결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디지털 기능이 확보될 전망

  - 이러한 기술들은 시민들의 집이나 집 인근 지역에서 실시하는 역학 진단, 대기 시간 단축, 보다 신속한 

진료 및 의료서비스가 어려운 지역의 서비스 질 제고와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

 독립적인 건강한 삶의 지원

Ÿ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채널 수준을 제공)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직접 통제하는 역량을 부여하게 

될 것이며, 시민들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양한 보건 및 사회적 돌봄 기관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보건 및 사회적 돌봄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

Ÿ (신뢰에 기반하는 디지털 전환) 기존의 보건 및 사회적 돌봄 체계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며, 디지털 서비스를 선호하지 않거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경우, 전통적인 서비스는 여전히 작동하게 될 전망

Ÿ (디지털 채널을 통한 NHS 서비스의 포터블화) 앞으로 3년 동안, 시민들이 건강관리와 보다 나은 

삶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NHS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의 기능을 제고

Ÿ (디지털 기반 자가 진단 및 치료) 보건 및 사회적 돌봄 서비스 전 영역에 걸쳐, 사용성이 증명되고,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제품의 확산을 지원

 실증된 기술 채택의 가속화

Ÿ (기술 R&D 파트너십의 체계화) 우수한 기술들이 보건 및 사회적 돌봄 체계에서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 혁신가들과 서비스 일선 인력들이 개발 과정에서 상호 협력이 필요

  - 기술 개발자들과 서비스 인력들 사이의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지원하고 

있으며, NHS가 혁신 관련 산업 및 금융기관과 추진하고 있는 상업적 차원의 협상을 지원

Ÿ (보건 및 사회적 돌봄 영역에서 보다 나은 기술의 구매) NHS 및 관련 기관들은 자신들과 시민들의 

니즈에도 부응하는 기술을 구매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상호운용성, 사용 편의성, 의학적 안전성, 

사이버 보안 및 지속가능성의 충족이 필요 

  -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제품의 표준을 인식하고 NHS와 관련 서비스 기관들의 

인증을 얻기 위한 실증을 진행해야 하며, 영국 정부는 보다 투명한 표준의 수립을 추진하며, 기술 

도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보건 및 사회적 돌봄 체계 차원에서 구매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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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관리 감독의 조화

Ÿ 모든 ICS가 일정 수준의 디지털 전환을 ’25년까지 달성하도록 하고 더 나은 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은 모든 관리 감독 기능과 결합된 진행이 필요

Ÿ (디지털 전환 촉진에 규제 수단을 사용) NHS와 CQC의 감독 기능을 이용하여, 보건 및 사회적 

돌봄 관련 기관들에게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분명한 신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

 - 이러한 규제 개선 방향에는 디지털 전환의 목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필수적이고 중요한 표준의 

수립,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방법 등이 포함

Ÿ (표준의 확립) 보건의료 및 사회적 돌봄 영역의 기관들과 관련 제품의 공급자들에게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기술 및 데이터 표준을 명확화하고 이러한 기술 및 데이터 표준에는 관련 조직의 

표준 달성과 표준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원도 포함

Ÿ (사회적 돌봄에 대한 지원) 영국 정부는 사회적 돌봄 관련 기관들이 디지털 전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3년동안 영국 정부는 최소한 1억 5천만 파운드를 투입하고 이러한 지원에는 

초고속 통신망의 연결과 디지털 숙련 축적, 사이버 회복력 증대 등이 포함

 

[3] 계획 수립 과정과 구체적인 투자 계획

 축적된 영국의 디지털화 경험과 신기술의 특징

Ÿ 지난 20년 동안 영국 정부는 보건 및 사회적 돌봄 체계에서 디지털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특히 팬데믹 기간의 경험을 통해 보건 및 사회적 

돌봄 영역에 특수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요건 등을 수립

  - 이러한 경험들은 스마트 폰에서 백신 접종 이력을 조회하거나 가상 병실의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건 및 사회적 돌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를 구축

Ÿ 신기술은 유연하면서도 개인의 특성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기술은 현재 보건과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직면하고 있는 시의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전망 

 보건의료 및 사회적 돌봄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 계획과 방향

Ÿ NHS의 디지털화를 위해 20억 파운드를 투입하고 사회적 돌봄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 1억 5천만 파운드를 투입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적 돌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첫 번째 대규모 투자

Ÿ 데이터 기반의 연결과 보안 강화, 데이터 공유, 전국 단위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 관련 기획 및 

연구 등을 추진하고, 팬데믹 이후의 보건 및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복구하고 NHS 애플리케이션의 

개선을 위한 전환 경로를 구축

[GOV.UK,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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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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FDA, JYNNEOS 백신에 대한 EUA 발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8월 9일 진네오스(JYNNEOS)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승인(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을 발표하여 의료 제공자가 원숭이두창 감염 위험이 높은 18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피부층에 투약하는 피하 주사로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Ÿ 피부층에 접종하는 방식으로 투약할 경우 기존 사용 가능한 총 용량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하며, EUA는 

원숭이두창 감염 위험이 높은 연령대인 18세 이상의 개인에게 백신 사용을 허용

Ÿ 변형된 우두앙카라바이러스(Modified Vaccinia Ankara, MVA) 백신인 JYNNEOS는 천연두 

및 원숭이두창 질병 예방을 위해 ’19년 승인

      * MVA는 매우 약화된 우두바이러스로, 다른 유전자를 발현하도록 재조작되었으며 사람에게 경피, 피하, 근육주사 등으로 

투여돼 천연두를 예방

Ÿ JYNNEOS는 4주(28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하며, JYNNEOS의 1회 용량이 현재 발병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을 통제하는 데 충분한 효능을 제공할 것이라는 과학적 데이터는 없는 상태

[FDA, 2022.08.09.; White House, 2022.08.09.] 

미국 Zimmer Biomet, 수술로봇의 스마트화를 추진 

 미국 외과용 수술 로봇 기업인 짐머바이어메트(Zimmer Biomet)社는 미국 최대의 학술연구 전문 병원과 

공동으로 정형외과 수술에 적용되는 하드웨어에 새로운 AI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고관절과 슬관절 치환 

로봇의 스마트화 계획을 발표

Ÿ Zimmer Biomet는 정형외과 병원인 Hospital for Special Surgery와 공동으로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관절 치환술의 치료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3년간 추진하며, 프로젝트의 성과는 고관절과 

슬관절 수술에 사용되는 Zimmer Biomet의 로사(Rosa) 로봇에 적용할 예정

Ÿ 이외에도 Zimmer Biomet는 수술 후 환자의 회복 정도 예측과 자사의 디지털 헬스 및 스마트폰 앱에 

’22년 초에 공개한 자사 최초의 AI 도구인 ZBEdge를 적용할 예정

Ÿ 미국 인디애나 州에 소재한 Zimmer는 뉴욕과 플로리다에 병원을 가지고 있는 Hospital for Special 

Surgery의 진료 경험을 활용하여 로봇 관절 치환술에 새로운 AI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

[Fierce Biotech, 2022.07.29.; Becker’s Spine Review, 2022.07.28.]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monkeypox-update-fda-authorizes-emergency-use-jynneos-vaccine-increase-vaccine-supply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8/09/fact-sheet-biden-administration-announces-key-actions-and-implementation-plan-to-increase-vaccine-supply/
https://www.fiercebiotech.com/medtech/zimmer-biomet-plans-ai-center-smarten-its-hip-knee-replacement-robots
https://www.beckersspine.com/robotics/item/54835-hss-zimmer-biomet-to-develop-ai-robotic-joint-replacement-cent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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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AstraZeneca, 유방암 첫 치료제 FDA 승인 획득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8월 5일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와 일본 다이이치산쿄 (Daiichi 

Sankyo)가 공동 개발한 엔허투(Enhertu) 치료제를 HER2라는 단백질 수치가 낮은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이는 이 환자군에 대해 승인된 최초의 표적 약물

Ÿ 1998년 허셉틴(Herceptin)이라는 ‘상피세포증식인자수용체2(HER2)’ 표적 약물의 승인은 

의사들에게 단백질에 양성인 유방암을 퇴치하는 강력한 치료법을 제공

Ÿ Enhertu는 일반적으로 음성으로 간주되었으나 발현이 HER2 매우 낮은 수준의 종양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이전에 HER2 음성으로 분류되었던 유방암 환자의 약 

60%가 이제 HER2 발현이 낮은(HER2-low) 환자로 분류되어 Enhertu의 투여가 가능

Ÿ HER2-음성 암은 지금까지 가장 흔한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미국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는 

250,000명 이상의 사람들 중 80%에서 85% 사이를 차지

Ÿ 의료학술지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Enhertu를 사용한 치료가 

화학요법에 비해 질병 진행 위험을 절반으로 줄이고 사망 위험을 3분의 1로 낮추는 것으로 분석

[Biopharma Dive, 2022.08.05.; Fierce Pharma, 2022.08.05.]

영국 NHS, 제1형 당뇨 환자들에게 무채혈 혈당 측정기 제공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는 채혈이 필요없이 환자의 팔에 부착하는 장치가 

전송하는 신호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의사에게 전송하여 항상 혈당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혈당 측정기를 제1형 당뇨 환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로 결정

      * 제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 반응에 의한 베타 세포 손상 등의 원인에 기인하는 당뇨병으로 성인에서 발병하는 제2형과 

달리, 어린 나이에 발병할 확률이 높은 질환

Ÿ 혈당을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기기는 매우 고가의 장비였으나, 이번에 NHS는 무채혈 혈당 측정기 

제조업체인 덱스콤(DEXCOM)과의 협상을 통해, 기존 채혈 기반 혈당 측정기와 유사한 가격으로 무채혈 

혈당 측정기를 공급하기로 결정

Ÿ Dexcom ONE Real Time-Continuous Glucose Monitoring이라는 이름의 이 혈당 측정기는 팔에 

부착하는 병뚜껑 정도 크기의 센서를 통해 최대 10일간 연속적으로 혈당 측정이 가능

Ÿ NHS와 DEXCOM과의 이번 협상을 통해 제1형 당뇨 환자들의 20%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며,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제품의 출시를 통해 당뇨 환자들의 혈당 관리가 쉬워짐과 동시에 병원에 가야 하는 

횟수를 크게 줄이고, 당뇨 관련 합병증에 의한 NHS의 부담도 크게 경감될 전망

[NHS England, 2022.08.02.; PMLive, 2022.08.05.]

https://www.biopharmadive.com/news/enhertu-her2-low-breast-cancer-fda-approval-astrazeneca/629003/
https://www.fiercepharma.com/pharma/historic-fda-nod-astrazeneca-daiichis-enhertu-snags-ultrafast-approval-broad-her2-low-breast
https://www.england.nhs.uk/2022/08/nhs-to-roll-out-life-changing-glucose-monitors-to-all-type-1-diabetes-patients/
https://www.pmlive.com/pharma_news/nhs_england_to_roll_out_continuous_glucose_monitors_to_all_those_with_type_1_diabetes_145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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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Sanofi, 중국 생명공학 기업에 3억 유로 투자

 프랑스 제약회사 사노피(Sanofi)社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제약 시장인 중국에서 두가지의 

새로운 암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중국 생명공학 기업 이노벤트(Innovent)社에 

3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결정

Ÿ 4억 유로의 추가 투자를 옵션으로 하는 Sanofi의 이번 투자 결정 이후에 Sanofi와 Innovent 양사는 

tusamitamab ravtansine(투사미타맙 라브탄산, SAR408701) 및 SAR444245와 면역관문억제제인 

신틸리맙(sintilimab)의 병용 요법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공동 추진할 예정

Ÿ 현재 Sanofi는 위암과 기타 고형암에 적용되는 항암제의 2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Innovent는 Sanofi의 

항암제가 중국 내에서 승인될 경우, 최대 8천만 유로에 달하는 로얄티를 지급하는 계약을 Sanofi와 

맺었으며, 중국 내에서 약품 개발에 대한 역할을 담당할 전망

[Pharmaphorum, 2022.08.05.; PMLive, 2022.08.05.]

일본, COVID-19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남성 화장품 시장

 화장품 시장은 COVID-19 영향으로 부진을 겪고 있으며 인구감소를 고려하면 큰 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젊은 남성의 스킨케어 수요 증가로 남성 화장품 시장은 ’22년에도 전년대비 2% 성장할 전망

Ÿ 대표적 화장품 회사인 시세이도(資生堂)는 중간 가격대를 공략한다는 전략으로 새로운 남성 화장품 

브랜드 ‘SIDEKICK’을 런칭하고 도쿄 직영점에서 6월 선행 판매를 시작

Ÿ 동 사는 10대부터 25세까지 Z세대를 타깃으로 거대시장인 중국에서 7월 판매에 나설 예정으로 중국 

내 판매동향을 보고 일본과 아시아 각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

Ÿ 남성 화장품 시장에는 신규 참여도 잇따르고 있는데 산토리 웰니스(Suntory Wellness)가 40대 이상을 

타깃으로 한 남성용 스킨케어 상품을 출시했고 ’20년 동 시장에 참여한 알파블(ALPHABLE)은 인터넷 

판매로 ’22년 9월 출하실적이 전년동기대비 3배로 급장할 것으로 전망

Ÿ 시장조사기관인 후지경제(富士経済)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1년 남성 화장품 시장은 전년대비 2.9% 

증가한 1,550억 엔 규모를 기록하고 ’22년은 2.1% 증가한 1,583억 엔에 이를 전망

Ÿ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던 스킨케어 수요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견조한 움직임을 보였고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피부 트러블로 고심하는 이들이 늘어난 데다 원격근무와 화상회의가 증가하면서 

화면으로 자신의 얼굴을 볼 기회가 늘어난 점이 스킨케어 수요를 확대시킨 것으로 분석

[NEWWITCH, 2022.07.10.; J-CAST, 2022.08.08.] 

https://pharmaphorum.com/news/sanofi-looks-east-with-e300m-innovent-cancer-alliance/
https://www.pmlive.com/pharma_news/sanofi_and_innovent_biologics_to_develop_oncology_drugs_for_patients_in_china_1453080
https://newswitch.jp/p/32883
https://www.j-cast.com/kaisha/2022/08/08442671.html?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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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도약단계에 있는 제약산업

 인도의 국내 제약산업은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춘 특허 정책과 우수한 인력의 축적에 기인하고 

있으며, 최근 성장세가 확대되는 양상

Ÿ 인도의 제약 산업은 좋은 정책과 풍부한 인재가 어떻게 높은 성과를 보여주는지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인도 정부는 1970년대부터 제품 특허가 아닌 과정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리지널 특허권자에 대한 

로얄티 지급 없이도 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제약사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

Ÿ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인 딜로이트(Deloitte)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도의 제약 산업은 70년대에 

2,200여개사에서 1995년에는 24,000개사로 확대

Ÿ 인도 제약산업의 최근 동향을 보면, 인도 국내의 제약 시장 성장세는 ’20년 7월의 13.7%에서 ’21년 

17.7%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의 제약 시장 규모는 현재 420억 달러에서 ’24년까지 650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 규모를 보일 전망

[The Hindu, 2022.07.25.; Business Standard, 2022.07.11.]

글로벌 정형외과, 상위 10개사 최근 매출 규모 동향

 글로벌 정형외과 의료기기업체들이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Annual Report)에 게재된 정형외과 

비즈니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계 10대 정형외과 의료기기 회사의 연간 매출규모 및 전년대비 

성장률 동향을 파악

❙글로벌 정형외과 의료기기업체 상위 10개사 실적 (최근 연간보고서)❙
: 

회사 국가(본사소재지) 연간매출규모
(10억 달러) 증가율(%)

Stryker 미국(Michigan) 17.1 +19.2%
Johnson&Johnson (자회사 DePuy 

Synthes)
미국(Massachusetts 등) 8.6 +10.6%

Zimmer Biomet (ZimVie 분사 제외) 미국(Indiana 등) 6.8 +11.6
Medtronic (Cranial&Spinal Technologies) 미국(Tennessee 등) 4.5 +3.9%

Smith+Nephew (Orthopaedics+Sports 
Medicine)

영국(London) 3.7 +14.3%

Enovis (DJO 포함한 舊 Colfax’s Medical 
Technology 부문)

미국(Delaware) 1.4 +27.3%

NuVasive 미국(San Diego) 1.1 +8.0%
Globus Medical 미국(Pennsylvania) 0.958 +21.4%

ZimVie (Spine 사업부) 미국(Colorado) 0.54 +2.1%
Orthofix 미국(Texas) 0.465 +14.2%

[MASS Device, 2022.08.10.; Becker's Spine Review, 2022.07.29.]

https://www.thehindu.com/brandhub/the-giant-leap-of-indias-pharmaceutical-industry/article65670866.ece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companies/indian-pharma-industry-may-rebound-to-8-11-growth-rate-says-alkem-122071101015_1.html
https://www.massdevice.com/10-largest-orthopedic-device-companies-in-the-world-2022/
https://www.beckersspine.com/orthopedic/item/54853-10-largest-orthopedic-device-companies-by-revenu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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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

미국, 공공 보건 시스템의 공평성 제고 필요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McKinsey)社는 COVID-19가 유행병(pandemic)에서 풍토병(endemic)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국은 더 강력하고 공평한 공공 보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 

Ÿ 미국은 현재 COVID-19 팬데믹에서  엔데믹 상황으로 인식되는 시점에 이르게 됨에 따라 공공 보건 

시스템의 재구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

Ÿ 2년 간 미국의 공공 보건 시스템은 진단과 백신 접종,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지속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누적된 취약 집단의 의료서비스 접근의 불공평성이 부각

Ÿ 공공 보건 시스템의 공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보건 상태를 추적하는 역량의 확대와 

△다양한 인종 및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의 공공 보건 시스템 의사결정 참여가 필요

Ÿ 또한 △증거 기반 접근법의 지속과 △투명성과 공감 능력에 기반한 합리성에 기초한 소통 채널의 확보 

등 4가지 전략의 추진이 필요

[McKinsey&Company, 2022.06.30.; AMA, 2022.04.01.]

스페인, 영국령 Gibraltar에 대한 新의료서비스 정책 발표

 스페인 정부는 ’22년 7월 1일부터 영국령 지브롤터(Gibraltar) 주민들에게 더이상 스페인에서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Ÿ Gibraltar 인구가 3~4만 명에 불과하며 진료가 필요한 경우 영국에서 의료 전문가가 비행기를 타고 

방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며, 현지의 비싼 의료비와 부족한 의료시설로 인해 현지인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국경을 넘어가서 스페인에서 무료 진료를 받는 것이 관행

Ÿ 브렉시트(Brexit) 이후 스페인은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Gibraltar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마련하였지만 ’22년 7월 1일부터 Gibraltar 주민들이 

더이상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됨에 따라 기존 법령은 폐기

Ÿ 이에 대응하여 Gibraltar 총리는 스페인 시민도 Gibraltar에서 무료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발표하였으며 

스페인 방문 시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의료 보장이 포함된 여행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 

[LaingBuisson, 2022.08.03.; Euro Weekly News, 2022.06.30.]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public-and-social-sector/our-insights/pandemic-to-endemic-where-do-us-public-health-systems-go-from-here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public-health/how-we-will-know-when-covid-19-has-become-endemic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gibraltar-residents-lose-access-to-free-spanish-healthcare/
https://euroweeklynews.com/2022/06/30/gibraltar-residents-free-healthcare-in-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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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료 인바운드 유치 정책 추진

 일본 정부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헬스케어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 인바운드를 강화해 

헬스케어 수요를 흡수하고 자국 헬스케어 기술 및 서비스를 충실히 한다는 목표를 설정

Ÿ 일본은 ’13년 8월 발표한 ‘향후 의료의 국제전개에 관한 합의’를 시작으로 의료사업을 국제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의료 인바운드는 중점시책의 하나로 내각관방 건강·의료전략실,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관광청 등이 연계하여 추진

Ÿ 한편 ’21년에는 COVID-19의 영향으로 외국인 환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 

세계 의료 인바운드를 흡수하기 위한 대응책을 입안·실시하는 동시에 중국, 베트남 등의 잠재고객 

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Ÿ 지난 ’15∼’19년 일본이 발급한 의료 체류비자는 중국인이 전체의 70∼80%를 차지하는 등 ’15년부터 

중국 의료 방문자 및 수요는 성장하고 있으며 베트남인도 연율 약 11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중국인의 약 4분의 1수준

      * 의료 목적으로 일본을 찾을 수 있는 잠재고객을 개척하기 위해 중국 의료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한 일본의 

강점을 세미나 형식으로 소개하고, 베트남의 경우 환자유치 시 경제적인 문제나 분야별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

Ÿ 의료 목적으로 일본을 찾는 경우 의료서비스마다 고객의 중시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마케팅 시책의 

방향성을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

[経済産業省, 2022.08.04.; 観光庁, 2022.07.19.]

중국 ByteDance, 병원 그룹 인수를 통해 의료 분야 진출

 스마트폰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ByteDance)社는 최근 중국 

전역에서 아동 및 여성 전문 고급병원을 운영하는 암케어(Amcare)社를 인수하면서 의료 분야에 진출

Ÿ 언론 보도에 따르며, ByteDance의 Amcare 인수 대금은 15억 달러로 알려졌으나, ByteDance 측은 

이번 인수 건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인수가격을 밝히는 것은 거부하고 있는 상태

Ÿ 지난 몇 년간 중국 정부는 텐센트(Tencent)의 대형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회사의 인수를 불허하는 

등, 첨단 기술기업에 대한 반경쟁 규제 조치를 확대하는 추세 

Ÿ 그러나 ByteDance의 주된 사업 영역인 콘텐츠 부문과 별로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번 Amcare의 

인수는 중국이나 미국의 대형 인터넷 기업들의 사업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쉽게 관찰되고 있으며, 

그외 Tencent의 경우 병원을 개설하였으며, Alibaba와 JD.com은 온라인 약국을 운영

[Tech Crunch, 2022.08.09.; CNBC, 2022.08.10.] 

https://www.meti.go.jp/meti_lib/report/2021FY/000202.pdf
https://www.mlit.go.jp/kankocho/page08_000145.html
https://techcrunch.com/2022/08/09/tiktok-bytedance-bought-a-hospital-china/
https://www.cnbc.com/2022/08/10/tiktok-parent-bytedance-acquires-private-hospital-ch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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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2.08.29

인도, 의료관광 발전을 위한 ‘Heal in India’ 계획 발표

 인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22년 8월 15일 제75회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발표한 

‘Heal in India’ 계획은 인도를 의료 및 웰빙 여행의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Ÿ 인도 정부는 자국 내 10여 개 국제공항에 의료 관련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고, 다국어를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Heal in India’ 계획에는 의료서비스를 목적으로 인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비자 발급을 간소화할 것을 주된 내용이 포함될 예정

Ÿ 이 계획은 인도를 의료 및 웰빙 관광의 중심축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8월 말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인도 보건부는 해외의 의료 

관광 수요자들의 방문을 높이는 다양한 조치를 실행할 계획

Ÿ 현재 인도에는 아프리카, 남미, 남아시아, 걸프 지역의 44개국에서 대규모 외국인 환자가 방문하고 

있으며, 의료 관광객들의 주요 방문요인은 인도의 경쟁력있는 의료비용과 진료의 품질

[Mint, 2022.08.07.; Bizz Buzz, 2022.08.07.] 

카타르, 스위스와 의료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될 전망

 카타르기업인협회(Qatari Businessmen Association, QBA)는 의료관광 및 의료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스위스 기업 및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이 부문의 성장을 위한 투자 기회를 모색

Ÿ 카타르와 스위스 양국 간 교역은 ’20년 26억 QR(미화 7억 달러)에서 ’21년 50억 QR(미화 13억 

7,000만 달러) 이상으로 거의 두 배증가하였고 스위스는 걸프 지역 국가들의 주요관광지로 부상

Ÿ 헬스 부문과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카타르 사업가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카타르와 스위스와의 

관계는 의료를 포함하여 많은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양국 민간 부문 간의 협력관계가 향후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질 전망 

Ÿ 스위스 의료시설은 고품질 치료를 제공하고 세계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전 세계에서 환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제네바 지역은 최고의 사립 병원인 Hôpital de La Tour는 아랍 환자들에게 특별한 

서비스와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등 걸프지역 관광객을 위한 의료관광지로 계속 성장할 전망

Ÿ 아랍 환자들에게 특별히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아랍어를 구사하는 간호사 및 의료코디네이터 고용, 

번역 서비스 제공, 고급 개인 스위트룸, 리무진 서비스, 컨시어지 서비스, 호텔 예약 등이 포함

Ÿ Hôpital de La Tour은 새로 도입된 HighCare 검진방식에 따라 HighCare 1, HighCare 2 및 

Stay@mybest Health Check의 세 가지 플랜을 제공하며 플랜 별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 

[LaingBuisson, 2022.08.16.; Gulf Times, 2022.07.12.]

https://www.livemint.com/news/india/heal-in-india-govt-plans-these-facilities-for-international-patients-at-10-airports-in-bid-to-boost-medical-tourism-11659871788300.html
https://www.bizzbuzz.news/politics/heal-in-india-initiative-to-boost-medical-tourism-1158027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growing-inbound-medical-travel-qatar-to-switzerland/
https://www.gulf-times.com/story/720894/Qatar-Switzerland-to-see-further-strengthening-of-bilateral-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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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SEHA, 의료관광 산업에 활력 제공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UAE)의 최대 통합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아부다비병원관리청(Abu 

Dhabi Health Services Company, SEHA)의 원격의료 서비스는 아부다비의 의료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중

Ÿ ’20년 이후로 570,355개의 원격진료 예약은 가상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원격의료 

서비스는 아부다비에서 치료를 원하는 외국인 환자가 선호하는 수단으로 빠르게 정착 

Ÿ ’21년에 약 50,000건의 가상 상담을 통해 SEHA의 원격의료 가상 외래 환자 클리닉은 아부다비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전 세계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또한 SEHA는 정신과 환자를 위한 전문 

원격진료 서비스와 SEHA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출시

Ÿ 원격진료 서비스의 사례로서, 최근 SEHA 타암병원(Tawam Hospital) 의사들은 해외 원격진료 환자에게 

최소 침습 척추 수술(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을 성공적으로 완료

      * Tawam 병원은 ICU, ER, MRI, X-Ray, 병리학, 실험실, 약국, 전문 클리닉, 고도의 경험과 자격을 갖춘 의료 컨설턴트 

보유 및 효율적인 예약 프로세스와 적은 대기시간이 특징

[ZAWYA, 2022.08.10.; Gulf News, 2022.08.10.]
 

멕시코, 처방전 필요 없는 제약 관광이 증가 

 멕시코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진통제나 진정제를 구입하기 위해 특수 목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어 약물 관광이라고도 불리는 제약 관광이 증가하는 추세

Ÿ 미국은 ‘대형 제약회사(Big pharma)’가 부과하는 의약품 가격이 매우 높고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한 

반면, 멕시코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처방전이 필요 없이 약품의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가 창출

Ÿ 강력한 오피오이드 진통제인 트라마돌(Tramadol)은 100mg 정제 60개에 멕시코에서 500페소(미화 

약 27 달러)로 미국과 거의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지만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처방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건강 보험이 없는 사람들도 이용 가능

      * 트라마돌(Tramadol)은 중간 정도에서 좀 더 심각한 정도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오피오이드 진통제

Ÿ Tramadol, 트리루단(Triludan) 및 아타락스(Atarax) 등은 일반의약품(OTC)으로 의사 처방전이 필요 

없으며, 신경안정제인 발륨(Valium) 및 자낙스(Xanax) 등은 처방전이 필요하지만 많은 약국에는 

형식적인 상담 후 서류를 제공할 목적으로 특별히 사내 의사 사무실이 있어 처방전을 쉽게 제공

Ÿ 그러나 항히스타민제인 Triludan은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및 캐나다에서 

더 이상 승인되지 않고 있으며, 때때로 멀미 및 알레르기 관련 가려움증에 권장되는 Atarax는 주요 

과다 복용 위험은 아니지만 알코올과 혼합되는 경우 극심한 졸음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 위험에 노출

 [ITIJ, 2022.07.29.; NPR, 2022.07.09.]

https://www.zawya.com/en/press-release/companies-news/sehas-telemedicine-services-provide-a-boost-to-abu-dhabis-medical-tourism-industry-yxloud9a
https://gulfnews.com/uae/how-sehas-telemedicine-service-is-helping-overseas-patients-1.89831473
https://www.itij.com/latest/long-read/medical-tourism-rise	
https://www.npr.org/2022/07/09/1110667080/americans-in-border-states-are-traveling-to-mexico-for-abortion-me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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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Apple,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추진 방법 제시

 미국 애플(Apple)社는 애플워치(Apple Watch) 및 아이폰(iPhone)의 개인 건강 및 피트니스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Apple은 연구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력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추진하는 접근방법을 제시

Ÿ Apple의 건강 및 피트니스 기능은 △사용자에게 건강 앱에서 건강 데이터를 저장하고 볼 수 있는 

중앙의 안전한 장소와 △Apple Watch가 사용자의 건강을 위한 지능형 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

Ÿ 또한 △더 나은 건강 결과를 위해 사용자가 일상적인 건강과 피트니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과 △개발자 도구를 사용하여 혁신적인 제3자 건강 및 피트니스 앱을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

Ÿ iPhone에 있는 건강 기록들은 Apple 개발자 도구를 사용하여 타사에서 개발한 앱 및 기기와 함께 

건강 앱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로 의사-환자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

[HIT Consultant, 2022.07.26.; APPLE, 2022.07.] 

미국 Linus Health, 뇌 건강 진단 플랫폼 출시

 뇌 건강 혁신과 관련된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인 리누스헬스(Linus 

Health)社는 7월 27일 알츠하이머나 정신능력 감퇴 등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아이패드 기반 뇌 

건강 진단 플랫폼을 미국 전역의 의료 기관에 공급한다고 발표

Ÿ 이 플랫폼은 뇌신경의 이상을 조기에 감지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진료를 가능하게 하며, 디지털 인식 

및 평가 기술과 의사와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기능을 결합한 서비스형소프트웨어 

(Software as a Service, SaaS) 기반 플랫폼의 형태를 보유

Ÿ 미국에서 알츠하이머나 뇌신경 이상 질환을 가진 환자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현재 6백만명에서 향후 

30년동안 두배 이상 증가하여 1,300만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뇌 관련 

환자의 증가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

Ÿ 이번에 출시된 Linus Health의 아이패드 기반으로 설계된 핵심인지평가(Core Cognitive Evaluation) 

플랫폼은 DCTclock이라고 명명되었으며, 검사 대상에게 제시하는 설문을 통해 10분 안에 뇌 신경의 

건강에 대한 양적이고 질적인 정보를 제공

[Bio IT World, 2022.07.27.; Healthcare IT News, 2022.07.26.] 

https://hitconsultant.net/2022/07/26/apple-digital-health-report/
https://www.apple.com/newsroom/pdfs/Health-Report-July-2022.pdf
https://www.bio-itworld.com/news/2022/07/28/linus-health-launches-first-ipad-based-brain-health-platform-for-early-detection-of-alzheimer-s-and-other-dementias-in-primary-care
https://www.healthcareitnews.com/news/how-ai-can-power-early-detection-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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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yncThink, 시선추적 기술로 유럽 시장에 진출

 미국 신경 관련 첨단 기술 회사 씽크싱크(SyncThink)는 EU와 영국에서 시선 추적 기반 신경 기술 솔루션에 

대한 CE 마크 인증을 획득

Ÿ SyncThink의 시선 추적 기술은 안구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정보를 계량화하는 시선 추적 센서와 관련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결합하여 검사 대상의 신경학적 이상이나 관련 질병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Ÿ 이 기술은 현재 병원이나 재활센터, 운동 선수의 훈련장, 군대 및 중추 신경 관련 의약품 개발 회사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Ÿ SyncThink는 CE 인증 획득에 따라 이번 달 안으로 EU와 영국에서 시선 추적 시스템을 출시할 예정이며, 

가상현실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피코인터랙티브(Pico Interactive)社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Pico Neo 3 Pro Eye 헤드셋에 통합한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도 추진

[MDDI Online, 2022.08.11.; Fierce Biotech, 2022.08.11.] 

중국, ’22년 AI 의약품 연구개발 동향

 중국 36Kr연구원(36氪研究院)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의 의약품 

개발 프로세스를 크게 단축시키고 개발 비용 절감, 치료 성공률 증대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AI 의약품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Ÿ AI 의약품 연구개발이란 제약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딥러닝 및 기타 AI 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실험을 

대체하고 약물 구조, 효능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약물 연구개발을 최적화하는 기술적 수단

Ÿ 최근 중국 AI 의약품 연구개발 기업 자금 조달 규모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양상을 보이나 대부분은 

초기 자금 조달 단계 수준에 불과 

Ÿ XBIOME(未知君)·Accutar Biotech(冰洲石)·Insilico Medicine(英矽智能)의 3개사가 연구개발한 

파이프라인은 임상 1기에 진입하였으나, 기술 장벽 등 한계로 현재 출시된 AI 의약품은 전무

Ÿ 정책지원·기술발전·시장수요 등의 영향으로 중국 AI 의약품 연구개발 시장은 한동안 높은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신약개발 주기 등을 고려해 볼 때 ’22~’25년은 여전히 테스트 기간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

Ÿ 다만 △시장규모 확대 △연구효율 증가 △AI 의약품 연구개발 기업의 융자 가속화 등에 힘입어 

중국 AI 의약품 연구개발 시장은 CAGR 38.39%를 기록하며 △’22년 2억 9,200만 위안 △’25년 

7억 7,400만 위안으로 꾸준히 확대될 전망

[36氪研究院, 2022.08.02.; 新华网 2022.04.25.] 

https://www.mddionline.com/digital-health/syncthink-bring-eye-tracking-tech-europe
https://www.fiercebiotech.com/medtech/syncthinks-brain-testing-vr-tech-goes-international-ce-mark-approval
https://36kr.com/p/1853996210327169
http://www.news.cn/tech/20220425/d9df1bce75bd46ad947c1e96cf804a75/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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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의료용 화상처리 방법인 ‘REFERS’ 개발

 홍콩대학 연구팀은 다양한 질병의 진단효율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의료 종사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용 화상처리 방법인 ‘판단용 프리 텍스트 진단리뷰(Reviewing Free-text 

Reports for Supervision, REFERS)’를 개발

Ÿ 현대 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용 화상은 다양한 질병 치료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높였고 최근에는 AI활용이 가속화됐지만 AI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기존의 의료용 화상진단은 대량의 

애노테이션(annotation,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사전 가공)이 필요 

Ÿ 추출된 애노테이션의 정밀도는 인간의 노동과 다양한 자연언어처리(NLP) 도구에 따라 달라지고 

시간과 비용 문제가 있는데, 홍콩대학 연구팀은 이를 해결할 새로운 방법인 ‘REFERS’를 개발

Ÿ 연구팀은 ‘수십만 개 이상의 방사선 진단 판단입력을 동시에 자동 취득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90% 

삭감할 수 있고 정밀도는 AI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기존의 의료용 화상진단을 상회’한다고 설명

Ÿ 연구팀은 심장비대, 폐수, 폐렴, 기흉 같은 14개의 일반적인 흉부질환에 관한 37만 개의 X선 화상 

외에 방사선 진단서 등의 공개DB를 사용해 REFERS의 트레이닝을 실시

[Science Portal China, 2022.07.28.;　JCV, 2022.07.12.]

말레이시아 Qmed Asia, 원격의료 키오스크 출시

 말레이시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큐메드아시아(Qmed Asia)社는 직원들의 건강 

검진 기능을 가진 원격의료 키오스크(Kiosk)를 출시

Ÿ Qmed GO라는 이름의 이 키오스크는 미니 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클라우드 기술 

기반의 의료 IoT 기기로, Qmed GO, Qmeg GO Plus와 Qmed GO Lite의 3가지 버전으로 출시

Ÿ 면허를 가진 일반의의 원격 온라인 건강 검진과 진단과 관련된 컨설팅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16가지의 건강 관련 생체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Qmed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건강 기록을 축적하고 

제시하는 기능을 보유

Ÿ 글로벌 자문기업 Willis Towers Watson의 분석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고용주가 부담하는 

의료보험 관련 비용은 7.6% 증가하고 특히 말레이시아의 증가세는 가장 높은 16.2%에 달할 것으로 전망

Ÿ 이러한 의료보험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업과 의료기관들은 원격의료 

등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전달 포트폴리오를 강구하고 있는데, Qmed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건강 진단 

키오스크는 직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MobiHealthNews, 2022.08.08.; News5H.com, 2022.08.08.] 

https://spc.jst.go.jp/experiences/science/st_2226.html
https://www.japancv.co.jp/column/4793/
https://www.mobihealthnews.com/news/asia/malaysia-based-startup-qmed-asia-launches-telehealth-kiosk-corporate-employers
https://news5h.com/malaysia-based-startup-qmed-asia-launches-telehealth-kiosk-for-corporate-recrui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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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어러블, 스마트폰 앱과 혈압 모니터링 연구 결과

 미국 의학협회내과학회지(JAMA Internal Medicine)에 게재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systolic blood pressure)의 변화가 기준선에서 6개월까지의 변화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연결되는 혈압 모니터와 전통적인 기기 사용자에서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

Ÿ 미국 헬로하트(Hello Heart) 및 리빙고(Livongo) 등은 연결된 혈압 모니터를 중심으로 고혈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개인 사용자는 수년동안 연결 기능이 부족한 장치와 모바일 앱을 통해 

집에서 혈압을 확인하여 첨단 기술이 결과를 개선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

Ÿ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미국 내 전국환자중심임상연구네트워크인 PCORnet에 참여한 23개의 

의료 시스템은 통제되지 않은 고혈압을 앓고 있는 2,101명의 사람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표준 가정용 

혈압 모니터 또는 관련 앱이 있는 스마트폰 연결 장치를 사용

Ÿ 6개월 후, 수축기 혈압은 스마트폰 연결 기기를 사용한 코호트의 기준선에서 10.8mm Hg로 떨어진 

반면, 대조군 코호트에서 수축기 혈압의 감소가 10.6mm Hg가 나오는 등 연구진은 스마트폰 연결 

장치가 혈압을 낮추는 기능면에서 전통적인 모니터보다 낫지 않다고 결론

[Medtech Dive, 2022.08.16.; Jama Network, 2022.07.11.] 

상호운용성, 재택간호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조건 

 재택간호프로그램이 개인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의료팀과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개선된 환자 경험과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반드시 필요

Ÿ 상호운용성은 새로운 재택 헬스프로그램 및 디지털 헬스 도구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원격진료를 

위한 개별 솔루션들은 상호운용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의료 시스템 IT 팀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기에는 

너무 많은 작업을 생성

Ÿ 개별적인 솔루션은 환자 건강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의 재택간호를 방해하며, 중복된 워크플로우와 

증가된 관리 작업 등 상호운용이 불가능한 솔루션의 비용은 너무 큰 편

Ÿ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에서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실행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맥락과 

이력을 계층화한 다음 임상의나 환자가 올바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식과 위치에서 해당 정보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는 재택간호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Ÿ 임상의가 원격으로 환자를 치료할 때, 임상적 결정을 내리려면 최신 바이탈판독값, 증상 및 환자의 나머지 

상황과 병력에 대한 가시성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이 필요

 [Fierce Healthcare, 2022.08.02.; MIT Sloan, 2022.08.03.]

https://www.medtechdive.com/news/smartphone-blood-pressure-monitors-study/629739/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94971
https://www.fiercehealthcare.com/digital-health/industry-voices-can-care-home-succeed-long-term-not-without-interoperability
https://mitsloan.mit.edu/ideas-made-to-matter/4-trends-driving-platform-adoption-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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