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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AI 관련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AI) 기술은 최근 10여년간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역량이 빠르게 증대되

는 것에 대해, 정책 입안자와 학자, 논자들은 우려를 표명. 이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관련 규제의 유형이나 목적은 윤리적 측면의 대응과 같은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 지출 등의 재무적 경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인공지능 확산 

초기 단계의 규제는 안전이나 편견 및 차별 문제 등에 대한 기업 경각심 증대를 통해 소비자 

복지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며, 알고리즘 책임 법안과 같은 광범한 규제의 도입은 여러 가지 

유형의 복잡한 효과를 가지며, 산업 부문별로 어떤 영향이 존재할지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고, 인공지능 관련 솔루션의 개발과 도입과 관련하여 규제 정보에 대한 보다 세세한 분석과 

설명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이 제시

[1] 인공지능 관련 규제의 주요 동향

 알고리즘 구현 과정에서 저변에 깔린 편견이나 데이터 프라이버시, 투명성과 같은 첨예한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가져올 잠재적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정책 

및 규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

Ÿ 미국에서 인공지능의 사용은 불법행위를 다루는 법률과 계약 관련 법률, 고용차별 금지 관련 법률 

등의 다양한 민법 조항들에 의해 암묵적으로 규제

Ÿ 인공지능의 영향이 광범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이 어떻게 윤리나 정치적 고려에 

기초한 자율적인 규제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책입안이나 재판 등의 의사 결정 

과정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

 정책 입안자들과 일반 대중들은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기존의 법령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과 규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

Ÿ ‘2022년 알고리즘책임법안(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of 2022)’은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자체 평가,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사용 여부, 업무 적용 프로세스와 시스템 

디자인 및 데이터의 수집과 사용 등에 대한 공개를 주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19년 최초로 발의

Ÿ ‘2022년 알고리즘책임법안’은 현재 의회에서 계류중이지만,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규제는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을 지난 ’20년 1월부터 발효

Ÿ CCPA는 모든 유형의 상거래 행위에 있어서 캘리포니아 주 소재 기업과 거주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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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는 영역에서 데이터의 처리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영역을 감시하는 내용을 포함

Ÿ 이외에도 특정 영역의 규제도 있는데, 미국 식품의약국(FDA), 도로교통안전국(NHTSA), 연방거래위원회 

(FTC) 등은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자체적인 접근 방법을 개발 및 적용

Ÿ 현재 인공지능 규제는 초기단계이지만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률 수정, 새로운 일반 규제 

도입, 특화된 영역의 규제와 같은 몇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

[2] 인공지능 기술 규제 정책에 대한 경영진의 반응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관련 규제의 유형이나 목적은 인공지능 기술의 채택과 관련하여 

윤리적 측면의 대응과 같은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Ÿ 현재 경영진들이 머신러닝이나 자연어 처리 등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얼마나 채택하려는 의향이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경영진들은 평균 3.4개의 비즈니스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채택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Ÿ 일반 AI 규제, 기관별 규제, 기존 민법 등에 의한 규제,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 등의 규제 유형에 따른 

경영진들의 반응을 보면, 윤리적 측면에 대한 인식 정도와, 규제 유형별 인공지능 기술의 채택 정도 

간에는 역-상관관계가 존재하고, 규제 도입의 효과는 모두 인공지능 기술의 채택 정도를 감소시킴

❙유형별 규제와 기업의 윤리적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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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관련 규제의 유형이나 목적은 인공지능 기술의 채택과 관련하여 분야별 지출 등의 재무적 

경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Ÿ 부문별 규제의 유형과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따른 지출 유형 간의 회귀 분석에 따른 계수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기업 경영진들은 인공지능 전략 개발에 15%, 고용에 19%를, 교육훈련에 16%를, 인공지능 

패키지 구입에 15%를, 데이터/컴퓨팅 관련 지출에 13%를, 연구개발에 22%의 자원을 할당

Ÿ 부문별 규제에 따른 영향을 보면, 일반 AI 규제, 기관별 규제, 기존 AI 관련 규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의 도입은 인공지능 관련 자원 할당을 2~3% 증가시키고 있는 반면, 인공지능 관련 규제의 도입은 

교육훈련이나 인공지능 관련 패키지의 구매와는 역-상관관계

 전반적으로 평가해보면, 인공기능 규제에 대한 정보가 증가할수록 인공지능의 채택에 따른 잠재적인 혁신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안전이나 편견에 대한 경각심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 복지는 개선

[3] 정책적 시사점

 인공지능 관련 규제는 인공지능 기술의 채택 속도를 늦춤으로써 혁신 속도를 일부 늦추는 효과가 

있지만, 인공지능 확산의 초기 단계에서 기관별 규제는 안전이나 편견 및 차별 문제 등에 대한 

기업 경각심 증대를 통해 소비자 복지가 증가

Ÿ 규제가 혁신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기업은 기존에 소홀했던 영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혁신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혁신과 기업이 

인공지능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수준을 구별할 필요성이 제기

 알고리즘책임법안과 같은 광범한 규제의 도입은 여러 가지 유형의 복잡한 효과를 가지며, 산업 

부문별로 어떤 영향이 존재할지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필요

Ÿ 산업 부문과 기업 규모별로 경영진의 응답 패턴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은 인공지능 

관련 규제에 대하여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

 기업의 경영진들은 도입되는 규제가 기업의 활동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완전하게 인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제 도입과 관련된 정보는 인공지능 관련 솔루션의 개발과 도입과 

관련하여 보다 세세한 분석과 설명이 필요

Ÿ 도입되는 규제에 대한 경영진들의 이해 정도가 높아질수록, 경영진들의 시각은 변화되는데, 도입되는 

규제 간의 불일치성은 가급적인 인공지능 기술 도입 초기에 교정이 필요

[Brookings, 2022.07.28.; Oxford Academic, 2022.04.23.]

https://www.brookings.edu/research/how-does-information-about-ai-regulation-affect-managers-choices/
https://academic.oup.com/jleo/advance-article-abstract/doi/10.1093/jleo/ewac004/6573247?login=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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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Mount Sinai, 인간 유전체 시퀀싱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

 미국 마운트시나이헬스시스템(Mount Sinai Health System)은 뉴욕 기반의 리제네런 유전학센터(Regeneron 

Genetics Center, RGC)와 함께 향후 5년 동안 100만 명의 환자를 등록하는 ‘Mount Sinai Million Health 

Discoverys Program’이라는 새로운 인간 유전체 시퀀싱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

      * 마운트시나이헬스시스템(Mount Sinai Health System)은 미국 뉴욕시에 있는 병원 네트워크로, 8개의 병원 캠퍼스, Icahn 

School of Medicine at Mount Sinai와 Phillips School of Nursing at Mount Sinai Beth Israel 등으로 구성

Ÿ Mount Sinai Million Health Discovery Program은 동의한 환자를 등록하고 그들의 DNA를 

시퀀싱하고 분석한 후 시퀀스 데이터를 연구원이 연구할 수 있도록 전자의료기록을 익명 또는 

‘비식별화’ 버전에 연결

Ÿ 디지털 헬스 솔루션 회사인 바이브런트헬스(Vibrent Health)社는 전자동의(e-consenting), 

데이터 수집 및 임상연구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

Ÿ 또한 이 프로그램은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1백만 All of Us Research 

프로그램’을 위한 기술 플랫폼 역할을 담당한 Vibrent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

[News Medical Life Sciences, 2022.08.12.; Fierce Healthcare, 2022.08.12.] 

미국 Pfizer, 오미크론 대응 백신 FDA에 긴급 승인 요청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Pfizer)社와 독일 바이오엔테크(BioNTech)社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오미크론 

변이 BA.4/BA.5에 대응하는 2가 COVID-19 부스터샷의 긴급사용승인(emergency use authorizations, 

EUAs) 신청을 완료했고, 8월 31일 FDA는 이를 승인

Ÿ Pfizer와 BioNTech가 FDA에 신청한 2가 백신은 SARS-CoV-2 원형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코딩한 mRNA와 오미크론 변이 BA.4/BA.5 변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코딩한 mRNA의 

두가지 성분을 동시에 보유

Ÿ 이번에 신청한 개량 백신의 대상은 12세 이상이며, 용량은 30μg으로, 양사의 발표에 따르면 이 백신은 

2상과 3상 임상 실험에서 오미크론 BA.1과 BA.2, BA.4/5에도 강력한 중화항체 반응을 보이며, 임상실험 

결과, 안정성과 바이러스 저항성은 물론, 면역원성(immunogenecity) 등에서 높은 평가를 획득

      * 2가(bivalent) 백신은 원조 COVID-19 바이러스 원형과 오미크론 변이 등에 동시에 작용하는 백신을 의미

[BioPharma Reporter, 2022.08.23.; FDA, 2022.08.31.]  

https://www.news-medical.net/news/20220812/Mount-Sinai-and-Regeneron-Genetics-Center-launch-a-new-human-genome-sequencing-research-project.aspx
https://www.fiercehealthcare.com/providers/mount-sinai-regeneron-announces-plans-sequence-and-study-1m-patients-genomes
https://www.biopharma-reporter.com/Article/2022/08/23/Pfizer-and-BioNTech-submit-Omicron-booster-EUA-application-to-US-FDA#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coronavirus-covid-19-update-fda-authorizes-moderna-pfizer-biontech-bivalent-covid-19-vaccines-use


5

미국 Estee Lauder, 견조한 ’22년 회계연도 실적

 미국 에스티로더(Estee Lauder)社의 FY22년 순매출은 미주, 유럽, 중동및아프리카(EMEA)에서 보여준 

두 자릿수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9% 증가한 177억 4천만 달러를 기록

Ÿ Estee Lauder의 순영업매출(Organic net sale)은 전년대비 8% 증가했는데, 채널별로 보면 전통적인 

소매업체의 매출액 증가와 함께 두자리수에 달하는 글로벌 온라인 및 여행 관련 면세점 매출에 기인하고 

있으며, 기간별로 보면, 작년 4분기 이후의 매출 회복세에 기인

Ÿ Estee Lauder가 보유한 브랜드별로 보면, La Mer, M·A·C와 Jo Malone London 등의 9개 브랜드 

제품들이 두자리 숫자의 순영업매출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그룹 전체의 매출액 증가를 견인

Ÿ 스킨케어의 순매출 증가세는 미국에서 증가한 반면, 중동및아프리카(EMEA) 지역에서는 둔화되었고, 색조 

화장품과 향수, 헤어케어 제품은 대부분의 브랜드와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며, ’23 회계연도에도  순영업 

매출은 성장 엔진의 다변화와 제품 혁신,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Beauty Packaging, 2022.08.18.; Business Wire, 2022.08.18.] 

유럽 HERA, HIPRA와 백신 공동조달 계약 체결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의 산하기관인 유럽보건비상준비대응국(Health 

Preparedness and Response Authority, HERA)은 단백질 기반 백신의 일종인 COVID-19 백신 

공급을 위해 히프라휴먼헬스(HIPRA HUMAN HEALTH)社와 공동조달 프레임워크 계약을 체결

Ÿ 유럽에서 COVID-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이 협정은 스페인 제약‧백신기업 HIPRA가 

개발한 백신이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즉시 참여 국가에서 HIPRA 백신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Ÿ 유럽에서 COVID-19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가을과 겨울에 접어들면서 최대한의 대비를 하기 

위해 HIPRA 백신은 회원국과 시민을 위한 광범위한 백신 포트폴리오를 보완하는 또 다른 옵션을 

추가 제공할 예정

Ÿ HIPRA와의 공동 조달 계약을 통해 이미 AstraZeneca,  Sanofi-GSK,  Janssen,  BioNtech-Pfizer,  

Moderna, Novavax 및 Valneva와 체결한 계약을 포함하여 EU 백신 전략을 통해 확보한 광범위한 

백신 포트폴리오를 보완할 예정

Ÿ 현재 EMA에서 지속적으로 검토 중인 HIPRA ‘2가 재조합 단백질 백신(bivalent recombinant 

protein)’은 이전에 예방 접종을 받은 16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추가 용량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HIPRA 백신은 2~8°C의 냉장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

[European Commission, 2022.08.02.]

https://www.beautypackaging.com/contents/view_breaking-news/2022-08-18/the-estee-lauder-companies-delivers-strong-results-in-fiscal-2022/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220818005035/en/The-Est%C3%A9e-Lauder-Companies-Reports-Excellent-Fiscal-2022-Result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4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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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BeiGene,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Ontada와 전략적 제휴 체결

 중국의 항암제 전문 생명공학기업 바이진(BeiGene)社는 미국 지역사회 종양 치료 개선을 위해 

실제증거데이터 회사인 온타다(Ontada)社와 전략적 제휴 발표 

Ÿ BeiGene은 종양학 프랜차이즈를 구축하고 있으며, 암 약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Ontada의 

실제임상근거(Real World Evidence,  RWE) 플랫폼을 활용하여 ‘암 약물의 재정적 영향과 가치에 

대한 지역 사회 교육을 개선’하고 ‘종양학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모색

Ÿ 또한 맥케슨(McKesson)社의 실제임상근거(RWE)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자회사 Ontada와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에서 일련의 새로운 캠페인을 진행

Ÿ 최근 몇 년 동안 BeiGene은 암 분야에서 지명도를 얻고 있으며, ’19년 미국에서 FDA 승인을 

얻은 BTK 억제제 Brukinsa와 중국에서 승인된 PD-1 항체 tislelizumab 및 PARP 억제제 

pamiparib을 포함한 세 가지 승인된 약물을 보유

[Fierce Pharma, 2022.08.19.; Business Wire, 2022.08.15.]

정형외과 업체, 공급 부족과 병원 예산 강화로 어려움에 직면

 미국 존슨앤존슨(J&J) 등 정형외과 회사들 2분기 실적에 따르면, 일부기업은 시술 규모 증가로 

매출 호조를 보였지만, 여전히 공급 부족과 병원 예산 강화로 어려움에 직면

Ÿ 시장조사기관 RBC Capital Markets에 따르면,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 스트라이커 

(Stryker), 스미스앤네퓨(Smith&Nephew) 및 짐머바이어메트(Zimmer Biomet) 등 ’22년 

2/4분기에 글로벌 관절재건(joint reconstruction)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

Ÿ 많은 병원들이 병원 예산이 강화됨에 따라 대형 장비를 완전히 구매하기보다는 임대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정형외과 회사들은 반도체 부족과 재료 비용 증가 등 ’22년 

상반기의 공급 문제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Ÿ 강력한 고객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Stryke와 Zimmer Biomet의 경우, 2분기의 무릎과 엉덩이 

수술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고, J&J와 Smith & Nephew는 둘 다 감소

❙고관절 및 무릎 인공관절 매출 성장률(’22년 2/4분기) ❙
: 

구분 Stryker Zimmer Biomet Johnson& Johnson Smith&Nephew
고관절 매출 +3.2% +2.7% -0.7% -7.7%

무릎 인공관절 매출 +5.5% +5.9% -0.1% -1.3% 

[Medtech Dive, 2022.08.15.; Robot Report, 2022.07.26.]

https://www.fiercepharma.com/marketing/china-biopharma-beigene-teams-real-evidence-data-firm-ontada-campaign-better-cancer-drug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220815005080/en/BeiGene-Announces-Strategic-Alliance-with-Ontada-to-Improve-U.S.-Community-Oncology-Care
https://www.medtechdive.com/news/q2-2022-earnings-orthopedics-procedures-robots/629361/
https://www.therobotreport.com/surgical-robotics-maker-intuitive-misses-mark-in-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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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차세대 RNA 기술 동향

 제약회사들은 단백질의 형성과 유전자의 조절에 필수적인 RNA의 잠재력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미국 모더나(Moderna)社와 독일 바이오엔테크 

(BioNTech)社가 COVID-19 백신을 개발하면서 mRNA 기술이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 

Ÿ COVID-19 백신의 핵심 성분의 지속기간은 인체내에서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항체를 형성하거나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공격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지만, 다양한 질병으로 대상을 확대하기에는 핵심성분의 

지속기간이 짧은 것이 단점

Ÿ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RNA 간섭 현상과 역배열올리고핵산염(antisense oligonucleotides) 

등의 다양한 RNA 기술이 개발되어왔으며, 최근 새로운 과학적 도구에 기반한 바이오테크 스타트업들이 

차세대 RNA 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

Ÿ RNA 기반 신약 개발로 주목되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Laronde, Orna Therapeutics, Shape 

Therapeutics 등 9개 기업이 주목되고 있으며, 암이나 다양한 감염증을 대상으로 RNA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투자 회사와 거대 제약사 등 다양한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

[Biopharma Dive, 2022.08.23.; PMLiVE, 2022.08.18.] 

임상시험, 지형이 변화되고 후원 기업의 중요성이 부각

 제약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신약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 역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규모 임상시험보다 희귀질환이나 특정 바이오마커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임상시험의 숫자가 

급증하는 등, 임상시험 자체의 지형도 변화하고 있는 추세

Ÿ 한정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 건수의 21%만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임상시험의 

속도 역시 둔화되고 있는 양상

Ÿ 경영컨설팅업체 베인(Bain)社가 진행한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경험이 축적된 기업 후원자를 확보한 

연구자들은 평균적으로 두배 더 많은 임상시험 지원자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요인이 고객의 경험이나 기업 후원자의 경험 또는 명성 등에 기인

Ÿ 연구자 입장에서도 경험이 축적된 기업 후원자들은 연구자들의 행정 업무를 경감시키고, 복잡한 계약 

관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예산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 

과정에서 이들 기업 후원자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

[Bain&Company, 2022.08.11.; Business Wire, 2022.08.23.] 

https://www.biopharmadive.com/news/rna-next-gen-drugs-technology-biotech-startups/630203/
https://www.pmlive.com/pharma_news/merck_and_orna_partner_in_a_deal_worth_$3.5bn_to_advance_next_generation_rna_technology_1453517
https://www.bain.com/insights/the-clinical-trial-challenge-to-win-patients-win-over-physicians/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220823005100/en/Worldwide-Clinical-Trials-Expands-Global-Footprint-of-Large-Molecule-Services-with-New-Lab-at-Bioanalytical-Center-of-Excellence


8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2.09.13

 의료서비스

미국 GAO, 의료수요 급증에 대한 공중보건의 대응성 검토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환자 급증 상황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 

현황을 검토한 결과, 의료인력과 필요한 물자의 공급, 의료 공간 확보 및 정보 확산 측면에서 COVID-19 

팬데믹 상황과 유사한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

Ÿ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의료기관 역량평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미국 회계감사원이 8개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 급증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평가한 결과, 의료인력이나 물자 및 공간, 정보 

측면에서 문제점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

Ÿ 미국 보건부(Health and Human Services, HHS)를 통해 조사된 8개 병원의 현황을 보면 모든 병원에서 

환자의 급증과 의료인력의 질병 등의 요인으로 간호 인력의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감염증상에 

대비하기 위한 개인보호장비와 같은 의료 장비 확보 등에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

Ÿ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 헬스케어 관련 조직 간 연합체 형성을 통한 병원 

지원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HHS 자금을 지원받은 지역 기반의 헬스케어 조직들은 △병원의 환자 

이송 지원 △의료 현장에 필요한 장비의 확보와 배분 협력 △의료정보의 확산 등에 대한 공조가 필요 

[GAO, 2022.08.17] 

프랑스, ’22년 의료관광 가치가 45억 9,200만 달러로 예상

 시장조사기관 퓨처마켓인사이트(Future Market Insights, FMI)에 따르면, 프랑스 의료관광 시장은 

’22년에 45억 9,200만 달러로 예상되며, ’32년까지 연평균 8.5% 증가할 것으로 전망 

Ÿ 프랑스의 의료관광은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자국 내에서는 치료 및 수술비용이 비싸고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경과 고급 비만 수술, 치과 치료 및 고품질 미용 수술을 제공하는 등 프랑스의 

고도로 발달된 의료시설과 기술에 힘입어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추세

Ÿ ’15년에 그동안 의료관광을 금지했던 프랑스는 파리미국병원(American Hospital of Paris), 

구스타브루시암연구소(Gustave Roussy Cancer Center) 등 최대 40개 시설을 세계 최고 수준의 

외부 환자 위탁센터로 탈바꿈해 업계를 부활

Ÿ 의료관광 사업 확대의 주요 동인은 △항공료 절감 △개발 도상국의 소득 증가 △고품질 의료 

수요 증가 △의료관광 산업을 촉진하려는 프랑스 정부와 관련 이해당사들의 협력 등에 기인

[Accesswire, 2022.08.17.; Travel Market Report, 2022.08.03.]

https://www.gao.gov/products/gao-22-105461
https://www.accesswire.com/712475/France-Medical-Tourism-Industry-to-Top-US-4592-Mn-in-2022-Amid-Rapid-Expansion-Private-Healthcare-Infrastructure-Future-Market-Insights-Inc
https://www.travelmarketreport.com/articles/France-Drops-Remaining-COVID-19-Requirements-for-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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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튀르키예)항공,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터키항공(Turkish Airlines)은 성장하는 튀르키예(Türkiye, 舊 터키)의 의료관광이 ’23년에 50억 달러의 

매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수출업자협회(Service Exporters’ Association, 

HİB)와 계약을 체결

Ÿ 8월 18일에 서명된 계약에 따라 터키 국적기는 의료서비스 산업에서 운영되는 HİB의 700개 

이상의 회원사와 협력할 예정이며, 터키항공과 체결한 협력 협약으로 ’23년에 150만 명의 환자를 

수용하고 50억 달러의 수출 수익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

Ÿ ’21년 튀르키예 서비스 수출 산업의 수출 수익이 전년 대비 60% 증가한 581억 달러, 무역 흑자 

26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2년 상반기에 이 부문의 매출은 연간 기준으로 69% 성장하여 330억 

달러에 이르렀고 무역 흑자는 145억 달러를 달성

Ÿ HİB에 따르면, ’21년 의료관광 산업의 수출 수익이 16억 달러에 달했으며 ’22년 수출 수익 기대치는 

2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Daily News, 2022.08.20.; Mondaq, 2022.07.07]
 

일본 경제산업성, 미래의 건강증진을 위한 ‘액션플랜 2022’ 공표

 일본 경제산업성 건강·의료新산업협의회는 COVID-19 확대를 배경으로 건강에 대한 의식과 생활이 

변화하고 있으며 향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예방 및 건강증진 구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미래 건강증진을 위한 ‘액션플랜 2022’를 공표

Ÿ 액션플랜은 예방·건강증진을 위해 개인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개인이 올바른 건강 

지식을 갖고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등을 활용하면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현재 자신의 상태나 향후 질병 위험을 지표 등을 이용해 ‘가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Ÿ 액션플랜은 △예방·건강증진에 대한 투자 촉진 △예방·건강증진의 신뢰성 확보 △디지털 헬스 

추진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

Ÿ 예방·건강증진에 대한 투자 촉진 방안은 직장 내 착실한 건강경영 발전을 위한 대응 및 건강 스코어링 

보드(Scoring Board) 활용 등 보험자를 중심으로 한 대응을 제시하였고, 예방·건강증진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증거에 입각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사회 적용, 헬스케어 서비스의 품질 확보를 위한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

Ÿ 디지털 헬스는 건강·의료 등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정비 및 AI·IoT기술의 사회 적용 대응 등의 

추진을 강조하였고, 혁신 생태계 강화는 네트워크나 제도 면에서 혁신 창출 지원 강화와 함께 자금조달 

지원책으로 헬스케어 분야 민관펀드를 통한 리스크 머니 공급 등을 포함

[経済産業省, 2022.07.29.; 日本商工会議所, 2022.08.08.]

https://www.hurriyetdailynews.com/turkish-airlines-to-help-boost-medical-tourism-176267
https://www.mondaq.com/turkey/healthcare/1209568/medical-tourism-and-health-tourism-in-turkey?healthcare-series-18
https://www.meti.go.jp/shingikai/mono_info_service/kenko_iryo/pdf/20220729_1.pdf
https://www.jcci.or.jp/news/trend-box/2022/08081338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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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료서비스 비용 직접 정산에 관한 통지 발표

 중국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保局)과 재정부는 성(省) 단위를 초과하는 지역 간 직접 의료비 정산 

사업은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개혁 조치라고 강조하며 

‘기본 건강보험 미가입 지역의 의료서비스 비용 직접 정산에 관한 통지’를 발표

Ÿ (추진배경) 지역 간 의료비 직접 정산 전면 추진을 기반으로 타지역 진료를 활성화하고, 고혈압· 

당뇨병·악성종양 화학요법 등 5대 만성질환 대상 전국 1/2이상 지역을 아우르는 직접 정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타지역 진료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함 등 문제 해결 도모

Ÿ (추진목표) ’25년까지 타지역 진료 직접 정산 제도와 관리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통합된 의료보험 정보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타지역 입원비 등 직접 정산율을 70%까지 

높이고 지역 간 연계망을 활용한 지정 의료기관 외래 비율을 2배 확대

Ÿ (추진사항) △입원환자, 일반 외래환자 및 만성질환 환자의 직접 정산 정책 통일 △원격진료에 따른 

접수, 정산, 조정 등 3대 문제 개선 △지역 간 진료 자금 관리 책임 강화 △의료보험 정보화 및 

표준화 지원 역량 강화 △지역 간 진료 직접 정산 기금 관리·감독 확대 

 - 지정 의료기관의 직접 정산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응급구조비 △입원기간 중 원외 검사 및 

치료비 △진료지역의 관리 규정에 부합하고 제 3자의 책임이 없는 외상치료비 등을 포함 

 - 「기본 의료보험 타지역 진료 직접 정산 처리규정」을 통해 범위·신청서류·진료 관리·선수금 

관리·의료비 정산·심사 및 감사 등 내용을 명시하여 각급 의료보험기관의 업무 역량 강화

[国家医保局, 2022.07.28.; 人民网 2022.08.22.] 

인도 GoMedii,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저렴한 의료관광 서비스 제공

 인도의 헬스테크 플랫폼인 고메디(GoMedii)社는 의료관광을 위해 인도를 찾는 아프리카와 방글라데시 

등 해외 환자를 위해 고품질의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지원 역할을 담당

Ÿ GoMedii는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지역에서 의료가치여행촉진자(Medical Value Travel 

Facilitator, MVTF)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 SAARC는 방글라데시·부탄·인도·몰디브·네팔·파키스탄·스리랑카 등 7개국이 회원국

Ÿ 방글라데시와 아프리카는 GoMedii와 인도 의료관광의 주요 시장이며, 나이지리아, 콩고, 에티오피아 

등과 같은 아프리카 국가는 향후 인도의 의료관광 부문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시장으로 부상 

[Bio Spectrum Asia, 2022.08.17.; PYMNTS, 2022.08.17.]

http://www.gov.cn/zhengce/2022-07/28/content_5703224.htm
http://politics.people.com.cn/n1/2022/0822/c1001-32507697.html
https://www.biospectrumasia.com/news/46/20883/gomedii-eyes-africa-bangladesh-markets-to-boost-medical-tourism-.html
https://www.pymnts.com/healthcare/2022/healthtech-gomedii-targets-africa-bangladesh-to-boost-indias-medical-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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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염병, 원숭이두창 유행에 따른 국제적인 대응 상황 점검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은 인수공통 감염병인 원숭이두창의 발견과 

전파 과정을 분석하고,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의 대응 노력과 백신 관련 현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분석

Ÿ 나아지리아를 방문한 영국 여행객이 ’22년 5월 최초 감염된 이래로, 원숭이두창(Monkeypox)은 전 세계 

75개국으로 확산

      *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발표에 따르면 8월 5일 기준으로 

전 세계 28,000건이 보고되고 있으며, WHO는 ’22년 7월 23일자로 국제적공중보건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를 공표

Ÿ WHO는 원숭이두창의 PHEIC 상황을 공표하면서, △감염 지역에 대한 의료 개입과 보호 △감시 및 

공공보건 조치 강화 △병·의원의 치료, 감염 예방 및 질병 통제 강화 △백신 및 치료제 등의 개발 

가속화 등의 권고를 발표

Ÿ 유럽에서는 원숭이두창 감염자의 동선 추적, 진단,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원숭이두창 백신 11만 도즈 구입 예산안을 수립

Ÿ 미국은 ’22년 6월 28일자로 원숭이두창 백신 1단계 전략을 발표하고 감염병 추적관련 전담조직(National 

Security Council Directorate on Global Health Security and Biodefense)과 협력 관계를 구축

[CRS, 2022.08.10] 

OECD,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투자 필요성 강조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의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 금액으로 OECD 국가 평균 GDP의 

1.4%, 총합계 6,270억 달러를 제시

Ÿ COVID-19는 지난 1세기 동안 경제 위기와 장기적인 사회적 파장을 야기한 가장 중요한 공중 보건 

위기 상황으로 정의되며, 보건의료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투자의 시급성을 강조

Ÿ OECD가 보유한 데이터와 다양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보건의료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투자 영역을 검토한 결과, △예방 활동과 자연적인 방어 기제를 강화하는 활동 강화 △적절한 핵심 

의료 장비의 확보 및 의료정보의 확산 △충분한 숫자의 의료인력 확보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

Ÿ 이러한 영역의 투자는 OECD 국가 평균 GDP의 1.4% 정도로 추산되며, OECD 국가 전체의 투자 

금액 합계는 OECD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 부문 지출의 약 9%로 6,2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OECD, 2022.07.28.]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2191
https://www.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investing-in-health-systems-to-protect-society-and-boost-the-economy_d0aa9188-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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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NHLBI, 웨어러블을 활용한 뇌졸중 예방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심장·폐·혈액연구소(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NHLBI)가 

향후 7년간 3,7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에서 웨어러블 애플워치(Apple Watch)를 활용하여 

심방세동(AFib) 치료제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채택할 예정

Ÿ 현재 불규칙한 심장박동을 가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값비싼 혈액 희석제를 복용해야 하며, 이는 

뇌졸중을 예방하지만 위험한 출혈의 위험도 증가시키고 있어, 새로운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애플워치(Apple Watch)를 활용하여 이러한 약물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채택할 예정

      * 현재 심방세동(AFib)의 표준 치료법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것이며, NHLBI의 3,700만 달러 보조금은 

5,400명을 대상으로 AFib 치료에 대한 ‘자가응급치료(pill-in-pocket)’ 접근 방식을 연구하는 데 사용할 예정

Ÿ ’23년 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7년 간의 연구를 통해 혈액 희석제 표준 과정을 받은 사람들과 

Apple Watch가 장기간의 심방세동을 감지 후에만 약을 복용하도록 지시될 실험 그룹 간의 뇌졸중, 

출혈 및 의료 비용 결과를 비교할 예정 

[STAT, 2022.08.23.; Becker's Hospital Review, 2022.08.29.] 

미국 ONC, 데이터 통합으로 약물 중독 위기에 대응

 미국 보건의료정보기술조정국(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T, ONC)과 질병통제 

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지난 5년 동안 의료정보 데이터의 

통합 프레임워크 구축을 통해 보건의료 시스템과 주정부가 보유한 의료 시스템 간의 데이터 호환을 추진

Ÿ ONC와 CDC가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호환 프레임워크는 미국의 각 주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처방 

의약품모니터링프로그램(prescription drug monitoring programs, PDMPs)’의 통합을 위한 지침을 제시

Ÿ PDMP간의 통합은 물론 전자의료 기록, 보건 정보의 교환과 의약품 시스템과의 통합을 통해 병원, 

일차 진료기관 및 외래 환자들 간의 데이터 호환은 보건의료계의 진료, 관리 및 상호 소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Ÿ ONC와 CDC는 미국의 5개 주에 걸친 8개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존재하는 PDMP와 전자의료기록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개 주의 6개 보건의료 시스템을 시범 통합하여, 이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과 문제점, 시스템 통합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 있는 중

[Healthcare IT News, 2022.08.24.; EHR Intelligence, 2022.06.14.] 

https://www.statnews.com/2022/08/29/apple-watch-afib-stroke-prevention/
https://www.beckershospitalreview.com/cardiology/northwestern-awarded-37m-to-study-wearables-for-afib-treatment.html
https://www.healthcareitnews.com/news/onc-cdc-say-integration-framework-can-combat-opioid-crisis
https://ehrintelligence.com/news/wisconsin-eliminates-cost-barriers-for-epdmp-ehr-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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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NICE, 스마트폰과 연결된 심전도 기기에 대한 지침 발표

 영국 보건임상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은 향정신병 치료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된 심전도 기기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공개

Ÿ 영국 NICE는 조기 가치 평가 시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심장 심실근의 흥분이 개시되고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인 심전도상의 Q파의 시작에서 T파 종료시까지의 시간인 ‘심장QT간격(cardiac QT interval)’을 

측정하는 KardiaMobile 6L의 사용을 권고

Ÿ KardiaMobile 6L은 스마트폰과 연결된 포터블 심전도 측정 기기로,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심장 관련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탐지하고, 의사가 약물 복용 여부를 결정하는 정보를 제공

Ÿ 이 기기는 심장 박동의 장애 정도를 측정하는 휴대용 기기로, 2개는 손가락에 부착하고 하나는 왼쪽 

다리에 부착하는, 총 3개의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개의 전극으로 구성된 기존 심전도 기기의 

기능을 대치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Digital Health, 2022.08.23.; Pharmaphorum, 2022.08.15.] 

프랑스, 의료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지원 공모전 개시 

 프랑스 정부가 ‘의료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지원’ 공모전을 통해 선정 프로젝트에 ’22~’24년 기간 

동안 5,000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

Ÿ 프랑스는 540억 유로 규모의 ‘France 2030’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21년 10월 6억 7,000만 유로 

규모의 ‘디지털 헬스케어(Santé Numérique)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육성 및 

혁신지원을 추진 중 

Ÿ 프랑스는 △의료보험의 방대한 의료행정 데이터베이스 △대규모 코호트 △병원 의료기록 웨어하우스 

보급 활성화 추세 등 의료데이터와 관련된 강점을 보유

Ÿ 이를 활용하여 프랑스 전 영토를 포괄하는 의료데이터 웨어하우스 네트워크를 지역·국가·공동의 

3수준에서 구축하고 강화하여 ‘Health Data Hub’*와 연계함으로써, 보건예방부(Ministère de la 

Santé et de la Prévention)의 책임 아래 관리할 방침

      * 다양한 출처의 건강 데이터 공유를 촉진해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19년 구축된 국가 차원의 건강데이터 플랫폼 

Ÿ 웨어하우스 구축 및 통합을 통해 공공과 민간 주체 모두가 건강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프랑스인의 건강을 위한 의학·과학과 개인 맞춤형 의학의 발전, 전염병·공공보건·보건시스템 

및 치료 품질에 대한 지식 축적 등을 도모

[Bpifrance, 2022.08.11.; Ministère de la Santé et de la Prévention, 2022.08.11.]

https://www.digitalhealth.net/2022/08/nice-recommends-smartphone-linked-ecg-device/
https://pharmaphorum.com/news/nice-backs-alivecors-smartphone-linked-ecg-for-nhs-use/#:~:text=KardiaMobile%206L%20has%20been%20recommended,in%20the%20psychiatric%20service%20setting.%E2%80%9D
https://presse.bpifrance.fr/france-2030-publication-de-lappel-a-projet-pour-la-constitution-et-la-consolidation-dentrepots-de-donnees-hospitaliers/
https://solidarites-sante.gouv.fr/actualites/presse/communiques-de-presse/article/france-2030-publication-de-l-appel-a-projets-pour-la-constitution-et-la


14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2.09.13

호주 Coviu, 소프트웨어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

 ’18년 설립한 원격의료 스타트업 호주 코비우(Coviu)社는 미국에서 환자와 의료전문가를 연결하는 

가상진료 플랫폼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전 세계 직원 수는 50명에서 국제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향후 12개월 동안 직원 수를 두 배로 늘릴 계획

Ÿ 전 세계적으로 90,000명 이상의 임상의가 사용하고 매일 평균 14,000건 이상의 원격의료 상담을 

제공하는 Coviu의 원격의료 플랫폼은 보안 화상회의, 앱 마켓플레이스, 원격환자모니터링, 그룹 

원격의료 진료 및 전화 상담이 가능한 새로운 기능을 제공 

Ÿ Coviu는 더클리니션(The Clinician)社의 디지털헬스 플랫폼 제독(ZEDOC), 프로펠헬스(Propell 

Health)社의 모바일헬스 기기, 2M링고(2M Lingo)社의 주문형 통역 서비스 등 디지털 도구와 통합

Ÿ COVID-19이 시작된 이후 Coviu는 플랫폼 사용량이 60배 이상 증가했으며, 호주에서 팬데믹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약 1,700만 명의 사람들에게 1억 건 이상의 전화 및 비디오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

[Mobi Health News, 2022.08.03.; Telehealth&Telecare Aware, 2022.08.04.] 

일본, SaMD 활용 진료를 평가하는 항목 신설

 일본은 ’22년도 진료보수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형 의료기기(software as Medical device, 

SaMD)를 사용한 진료를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

      * SaMD란 의료기기로 인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진단·치료 목적의 앱이나 AI를 사용한 것도 해당

Ÿ 앱이나 AI를 사용한 SaMD 활용은 앱에 입력된 환자정보를 의사와 공유하거나 AI가 대량의 화상 

데이터 학습으로 의사의 진단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수한 의료제공이 가능하며 의료현장의 부담 

경감은 물론 어디서든 질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

Ÿ 문제는 SaMD를 승인하는 심사체제 정비가 불충분하다는 점으로 AI를 탑재한 경우로만 한정해도 

미국과는 SaMD 승인 건수에서 6∼7배 차이가 있어 SaMD 승인 지연이 의심되는 상황

Ÿ ’20년 11월 ‘프로그램 의료기기 실용화 촉진 패키지 전략(DASH for SaMD)’을 책정하고 상담창구를 

일원화했지만 승인 후에도 AI학습을 지속해야 하는 제품에 대해 일정기간마다 프로그램을 고정해 

성능을 평가하는 등의 규정이 남아 있어 원활한 실용화를 방해

Ÿ ’20년 6월초 각료회의가 결정한 ‘새로운 자본주의 그랜드 디자인 및 실행계획’은 프로그램 의료기기 

실용화 촉진을 위해 ’22년 중 혁신적인 프로그램 의료기기를 지정해 우선 승인·심사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명시

[大和総研, 2022.08.22.; ミクス, 2022.05.30.]

https://www.mobihealthnews.com/news/anz/australian-telehealth-startup-coviu-launches-us
https://telecareaware.com/short-takes-for-thursday-diagnostic-robotics-45m-raise-sages-9m-seed-va-names-ehr-functional-champion-aussie-telehealth-startup-coviu-arrives-in-us/
https://www.dir.co.jp/report/column/20220822_010911.html
https://www.mixonline.jp/tabid55.html?artid=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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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23년부터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 대책 평가·승인 방침

 일본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과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인 약기법(薬機法)을 

개정하고 의료기기 제조·판매 인허가 시 사이버 보안 요건에 대한 평가·승인을 ’23년부터 시작할 예정

Ÿ 국제적인 규제의 조화 및 국경을 초월한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 관련 안전성 향상이란 관점에서 

책정된 ‘국제의료기기 규제당국자포럼(IMDRF)’ 지침을 기초로, 제조판매업자가 일본 의료기기에 

도입할 때 참고할 정보를 담은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 도입에 관한 지침서’를 공개

      * 국제의료기기 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IMDRF)은 의료기기 규제의 

국제협조를 목표로 여러 국가의 규제 동향 관계자가 다양한 주제를 놓고 논의해 의료기기 규제에 관한 문서를 작성·공표

Ÿ 약기법 개정으로 유·무선으로 다른 기기나 네트워크 등과 접속 가능한 의료기기(디지털 의료기기 

포함) 및 해당제품의 부속품 등을 대상으로 기기 구상부터 판매까지 제품수명전주기(Total Product 

Life Cycle, TPLC)에서 사이버 보안 대응 및 리스크 관리 실천이 필요

Ÿ 약기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는 기존의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상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 확보 검토 및 대응을 추가해야 하며 제조·판매하는 의료기기의 해당여부 판정. 대상 의료기기별 

취약성 특정, 사내외 연계체제 확립 등 여러 가지 검토 작업이 필요

[KPMG, 2022.07.28.;　厚生労働省, 2021.12.24.]

빅데이터, 비만 및 만성질환의 근절에 기여

 세계비만연맹(World Obesity Federation)이 ’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의 사람들이 비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데이터 과학, 건강 및 소비자 기술을 상호 연결시키는 새로운 도구들이 

전 세계 비만 및 만성질환의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Ÿ 비만 및 만성적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의 싸움에서 비용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테스트 솔루션이 절실히 필요하며, 데이터 과학 및 머신러닝과 결합된 대사체학(metabolomics) 

연구의 경우 복잡한 고차원 데이터를 몇 가지 중요한 기능으로 축소가 가능

Ÿ 데이터 과학, 건강 및 소비자 기술의 교차점에 있는 새로운 도구는 전 세계 비만 전염병을 근절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빅데이터(big data)와 예측 분석을 함께 사용하면 최적의 결과와 상관관계가 

있는 프로세스의 특성의 식별이 가능

Ÿ 이러한 통찰력은 정밀의학을 사용하여 혁신을 촉진하고 프로세스를 연마하며 지속적인 개선주기를 

위해 결과를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며, 빅데이터는 전 세계의 연구 및 치료를 컴파일하고 AI는 

과학적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하여 공급자가 개인화된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Forbes, 2022.08.19.; IDF, 2022.03.04.] 

https://home.kpmg/jp/ja/home/insights/2022/08/ls-cyber-security-regulation.html
https://www.mhlw.go.jp/content/11121000/000912688.pdf
https://www.forbes.com/sites/forbestechcouncil/2022/08/19/why-knowledge-is-power-in-the-treatment-of-obesity/?sh=2b0051e22ed6
https://www.idf.org/news/259:one-billion-people-globally-estimated-to-be-living-with-obesity-by-2030.html#:~:text=One%20billion%20people%20globally%20estimated%20to%20be%20living%20with%20obesity%20by%202030&text=The%20World%20Obesity%20Atlas%202022,living

	표지_444호
	글로벌보건산업동향_444호_목차부터_2022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