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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일본, 주요 위드&포스트 코로나 대응 정책
일본은 입국자와 귀국자의 COVID-19 검사를 조건부로 면제하고 COVID-19를 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판단해 신규감염자 가운데 중증 환자만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 또한 미국은 9월 

신학기에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후유증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등 뉴노멀로의 이행을 꾸준하게 진행

[1] 일본이 뉴노멀로 이행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일본은 최근 COVID-19 감염증을 인플루엔자와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방침을 놓고 논의를 시작

Ÿ 일본은 현재 COVID-19 바이러스를 감염증법상 ‘2류 상당(2類 相当)’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모든 환자의 이름과 진단경위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태

Ÿ 7차 유행 속에 감염자수가 사상 최다 규모를 보이고 현장의 사무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중증화 위험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

Ÿ COVID-19 바이러스와 공생하는 위드 코로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감염증법상 COVID-19를 

2류에서 5류로 재지정하는 작업이 필요

Ÿ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인플루엔자와 동일시할 수 없는 2가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뉴노멀 이행 계획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얻어야 하는 상황

Ÿ 첫째는 COVID-19 감염이 뇌를 위축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으로, 코로나에 감염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과 비교해 뇌 내 회백질(灰白質), 안와전두피질(眼窩前頭皮質), 해마방회 

(海馬傍回)가 감소했으며 이러한 뇌의 위축은 증상이 심각했던 감염자에게서 확인

Ÿ COVID-19 감염증이 장기적으로 봐서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치매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도 코로나 감염자의 상태를 장기간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Ÿ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반복 감염되면 1차 감염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증상들이 나타나고 

장기간 지속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으로, 이는 ‘한 번 감염되면 다시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가볍게 지나간다’는 낙관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통용되지 않음을 의미

 한편 감염증 대책 전문가인 다니구치 기요스(谷口清州) 국립병원기구 미에(三重)병원  병원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해 가동 허용치(Surge Capacity) 구축 문제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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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가동 허용치란 ‘대규모 재해나 팬데믹이 발생해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이를 수용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의료제공 측의 능력’을 의미

Ÿ 일본은 감염증 대책과 관련한 근본적인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는 향후 병원에 병상확보를 

요청하면서 일정한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반발하는 상황

Ÿ 급성질환에 충분하게 대응하려면 병상과 의료진에 일정한 여유를 확보해야 하는데 병상 가동률이 

낮아지면 곧바로 병상과 인력을 줄인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번 감축한 

인력과 대응능력을 곧바로 원상 복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Ÿ 남은 방법은 특정 의료기관에 위기관리를 위한 가동 허용치를 마련해 두는 의료기관의 기능 집약화로, 

전체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제한된 수요만 있는 전문기능을 핵심병원에 집약하고 위성 진료소 등을 

설치해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진료를 보는 형태

Ÿ 가동 허용치 확보를 위해서는 유사시 인재확보를 목표로 평상시에 인재풀을 구축해 둘 필요가 

있지만 개별 의료기관이 각각 실행하기보다 지역의료연계추진 법인제도를 활용해 인재풀을 광역 

의료권별로 일원 관리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

Ÿ 이를 통해 가동 허용치를 위한 전체적인 비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평상시는 여유 인원을 

다른 의료기관 지원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

[2] 미국은 코로나 정책의 중심을 감염 예방에서 후유증 대책으로 이동하기 시작

 미국은 ’22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이 뉴노멀 이행을 선언하고 사회경제 활동 제한을 철폐했으며 

이후 코로나 사망자가 계속 감소하면서 의료제공 체제도 평시에 가까운 상태로 복구

Ÿ 바이든 대통령은 ’22년 4월 ‘COVID-19의 장기적 영향 대처에 관한 각서’를 내고 보건복지부(HHS)에 

120일 이내에 후유증 연구체제 및 후유증 환자 구제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령

Ÿ 이에 HHS는 8월초 △National Research Action Plan on Long COVID(약칭: The Research 

Plan) △Services and Supports for Longer Term Impacts of COVID19(약칭: Service 

Report)이란 2가지 보고서를 발표

Ÿ COVID-19 후유증 연구를 확충하는 것은 후유증에 시달리는 개인, 가족, 커뮤니티에 적절한 

예방, 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로 보건부 외에 13개 정부기관이 협력

Ÿ The Research Plan 책정상의 기본원칙은 △환자의 치료와 성과 향상을 연구노력의 초점이 되도록 

할 것 △공평한 후유증 의료 접근성 확립 △미국 정부 내외에서 현지 실시되고 있는 후유증 연구를 

가속 △후유증의 영향이 큰 이들이나 커뮤니티와 협력해 우선도 높은 니즈에 대처

Ÿ 한편 Service Report는 연방정부가 주(州)정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 및 조직과 협력해 제공하는 

지원 및 서비스를 상세하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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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코로나 후유증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방정부의 지원 및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의 권리행사 지도부터 의료급부, 커뮤니티 서비스, 금전적 보조, 영양관리, 교육적 질문에 

관련된 지도 등 폭 넓은 내용을 포함

 美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2년 1분기 의료보험 무보험자 비율은 사상 최저인 8%를 기록

Ÿ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는 대부분 공적의료보험인 메디케어 가입자로, 현역시절 메디케어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던 저소득층은 원칙적으로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로 구제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고령자는 형식상 모두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Ÿ 64세 이하 현역 근로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단체 의료보험이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64세 이하 국민 중 무보험자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이 정치문제로 부상

Ÿ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최초로 개혁해 美 국민의 무보험자 비율을 16%(’10년)에서 9%(’15년)까지 

낮추는데 성공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 비율이 다시 10%로 상승

Ÿ 이런 상황에서 COVID-19가 발생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지원을 위한 재원을 사용해 무보험자가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했고, 그 결과 무보험자 비율은 ’22년 1분기에 8%까지 하락

 최근 미국에서는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공익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인 

이동 클리닉 기업을 주목

Ÿ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 거주자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재택케어를 포함한 이동 클리닉으로 특화한 

Homeward Health社는 자사의 의료제공 방법에 대한 과소지(過疎地)의 수요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

Ÿ 공익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 PBC)은 일본의 기시다 정부가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2’에서 밝힌 핵심정책의 하나로, 미국의 주(州)법은 PBC에 대해 이사의 의무로 주주뿐만 

아니라 공익 수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

Ÿ 하버드대학 메디컬 스쿨이 ’92년 설립한 The Family Van은 미국 이동 클리닉 사업의 선구자로, 

이름 그대로 대형 밴에 의료기기를 갖추고 보스턴 지역 빈곤층에게 이동 클리닉 케어 서비스를 제공

Ÿ 설립 초기에는 보스턴 지역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구제에 주력했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 

Ÿ 한편 이동 클리닉 벤처기업인 Homeward가 주목받는 이유는 디지털 의료를 활용해 ‘이동 클리닉은 

고정시설을 갖춘 클리닉 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통념이 잘못됐음을 입증했기 때문

Ÿ 그 결과, 지방에 거주하는 의료보험 가입자를 위한 의료 접근성 확보를 위해 동사와 업무 제휴를 체결하는 

보험회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인구감소로 의료시설이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일본에서 지방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동 클리닉을 검토할 가치가 있음을 시사

[キヤノングローバル戦略研究所, 2022.08.16.; 厚生労働省, 2022.06.10]

https://cigs.canon/uploads/2022/08/Matsuyama_Report_20220816.pdf
https://www.mhlw.go.jp/wp/hakusyo/kaigai/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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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Neurocrine, Diurnal을 5,700만 달러에 인수

 미국 샌디에고에 소재한 신경과학과 내분비 분야 전문 제약업체인 뉴로크린바이오사이언스(Neurocrine 

Biosciences)社는 5,700만 달러로 영국의 생명공학 기업인 다어어랄(Diurnal)社를 인수하는데 

합의했으며, 이 인수합병을 통해 Neurocrine은 유럽에 연구개발과 시장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

Ÿ Neurocrine측은 Diurnal의 1주당 가격을 27.5펜스로 제시했는데, 이는 ’22년 8월 26일 주식시장 

종가에 144%의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도출된 가격이며, 영국 파운드화 기준으로 대략 4,830만 파운드, 

미 달러 기준으로는 5,65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

Ÿ 두 회사는 ’22년 10월 하순이나 11월 초까지 부대 협상을 종결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Neurocrine은 파킨슨 병과 지연성 운동장애(tardive dyskinesia) 등에 처방되는 약품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Diurnal은 만성 호르몬 관련 질병과 관련된 약품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구축

Ÿ Neurocrine 입장에서는 Diurnal의 지리적 이점도 중요한데, 양사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향후 수년동안 

Neurocrine은 Diurnal의 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특히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예정

[Pharmaphorum, 2022.08.30.; Biopharma Dive, 2022.08.30.] 

미국 NIST, 유전체편집용어 표준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는 주도적으로 

유전체편집용어(Genome Editing Terminology)를 표준화

Ÿ ’21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의사 소통의 오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42개의 정확하게 정의된 용어의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록인 유전체 편집 어휘(Genome Editing Vocabulary)를 출판

Ÿ Genome Editing Vocabulary는 이 분야에 대한 최초의 국제 표준이며, 이러한 노력은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산업계, 학계 및 정부 과학자들로 구성된 국제 그룹인 NIST 유전체편집컨소시엄(NIST 

Genome Editing Consortium)이 주도

Ÿ NIST는 ’18년 최초로 유전체편집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서로 경쟁하는 전문가와 조직이 모두를 

위한 분야를 발전시키는 표준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21년 이 컨소시엄에 합류

[NIST, 2022.08.11.]

https://pharmaphorum.com/news/neurocrine-bio-agrees-57m-takeover-of-uk-biotech-diurnal/
https://www.biopharmadive.com/news/neurocrine-diurnal-acquisition-deal-europe/630811/
https://www.nist.gov/news-events/news/2022/08/genome-editing-terminology-standardized-nist-led-ef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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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M, 헬스케어 사업부문을 독립법인으로 분사할 계획

 미국 3M은 80억 달러 규모의 헬스케어 사업을 독립법인으로 분사할 예정이며, 이 거래는 ’23년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유사하게 ’21년 말에 발표된 GE의 180억 달러 규모의 

헬스케어 독립법인과 관련된 거래도 ’23년에 완료될 전망

Ÿ 3M의 헬스케어 사업은 ’21년 약 8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분기별 결과에 따르면 ’22년 상반기 

순매출은 ’21년 동기대비 약 2% 증가하여 ’22년 수익은 전년보다 증가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 

Ÿ 새로 분사되는 헬스케어 회사는 상처케어(wound care), 구강케어(oral care), 의료 IT 및 

바이오제약 여과 제품(filtration products) 등 3M의 헬스케어 기술 포트폴리오에만 집중할 예정

Ÿ 3M은 이전에 발표한 식품 안전 사업 부문을 헬스케어 부문에서 분리할 예정이며, 93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통해 헬스케어 장비업체 니오젠(Neogen)과 합병하여, 9월에 마무리할 예정

Ÿ 헬스케어 사업부문이 분사하게 되면, 현재 ‘New 3M’이라고 하는 미네소타에 본사를 둔 제조 

대기업은 새로운 독립 회사의 지분 20% 미만을 보유

[Fierce Biotech, 2022.07.26.; CNBC, 2022.07.26.]

영국 Dove, 동물실험금지 정책 지지 서명 확산 노력

 영국 유니레버(Unilever)社가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뷰티 브랜드 도브(Dove)는 화장품 산업에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유럽연합(EU)의 정책을 지지하고, 보다 많은 유럽 소비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

Ÿ ’21년 8월 뷰티 브랜드 Dove와 Body Shop은 ‘잔인하지 않은 화장품-동물실험 없는 유럽 선언, Save 

cruelty free cosmetics-Commit to a Europe without animal testing’이라는 이름의 유럽시민 

계획에 대한 유럽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글로벌 동물보호 그룹들과 파트너십의 구축 추진

      * 유럽시민계획(European Citizen Initiative)은 EU의 정책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EU 집행위원회의 정책 결정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청원 메커니즘을 사용하며 시민단체에 의해 주도

Ÿ 유럽시민계획의 서명을 통해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화장품 개발 과정에서 

실험 금지 조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유럽연합(EU)의 화학 업체에 대한 규제와 EU에서 진행되는 

과학 실험의 현대화를 강화하는 규제 도입을 촉구

Ÿ ’22년 8월 31로 설정된 기한을 가지고 실행된 유럽시민계획은 이미 유럽 전역에서 계획 출범 

열흘동안 10만명의 서명을 마쳤으며, 현재 백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는데, 

이번에 Dove는 유럽 시민들의 서명 확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Cosmetics design-europe, 2022.08.26.; Global Cosmetics News, 2022.08.29.] 

https://www.fiercebiotech.com/medtech/3m-separate-8b-healthcare-business-standalone-public-company
https://www.cnbc.com/2022/07/26/3m-will-spin-off-its-health-care-business-into-a-new-public-company.html
https://www.cosmeticsdesign-europe.com/Article/2022/08/26/Animal-testing-ban-cosmetics-EU-needs-protection-via-European-Citizens-Initiative-says-Dove
https://www.globalcosmeticsnews.com/dove-rallies-eu-citizens-to-save-eu-animal-testing-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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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Sanofi, 혈우병 치료제에 대한 FDA 우선심사검토 결정

 프랑스 제약업체인 사노피(Sanofi)社와 희귀병 전문 다국적 제약업체인 스웨덴 소비(Swedish Orphan 

Biovitrum, Sobi)社가 공동으로 개발한 A형 혈우병치료제 ‘에파네스옥토코그알파(Efanesoctocog Alfa, 

초기 개발명 BIVV001)’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우선심사검토(priority review)를 받을 예정

Ÿ 최근 발표된 efanesoctocog alfa의 임상 3상 실험 결과에 따르면, 성인과 12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 1회 치료 결과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출혈 억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Ÿ A형 혈우병은 과도한 출혈을 막아주는 혈액 응고 현상을 촉진하는 VIII 단백질의 기능이 저하될 때 

나타나는 질병으로, 매년 5천명의 남성 중 1명 꼴로 발병하고 있으며, 여성에서는 매우 희귀하게 나타나고 

있는 질환으로 efanesoctocog alfa는 주 1회 투여로 혈우병에 의한 과다 출혈을 예방하는 효과

Ÿ Sanofi와 Sobi의 치료제는 미국 FDA로부터 ’17년 8월에 희귀질환 약품으로 지정되었으며, ’21년 

2월 신속심사대상 지정을 거쳐, ’22년 5월에 혁신치료제지정(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을 

받았으며, EU집행위원회(EC) 역시 ’19년 6월에 희귀병 치료제 지정을 부여

[PMLiVE, 2022.08.30.; Endpoints News, 2022.08.30.] 

덴마크 Novo Nordisk, 비만 위험 테스트 실시

 덴마크 제약업체인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社는 AI와 메타버스를 통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딕비헬스(Digbi Health)社와 공동으로 유전체(genome) 및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기반 

테스트를 통해 비만 예방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

Ÿ Novo Nordisk의 비만 치료제는 ’21년 6월에 승인되었으며, ’22년초 비만치료제 위고비(Wegovy)의 

매출 목표를 두 배로 늘리고 ’25년까지 37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

Ÿ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Digbi 및 스타트업의 디지털 스크리닝 제품과 협력하여 사람의 유전자, 

단백질, 장내 세균 및 생활 방식 데이터가 비만 위험이 높은지 낮은지, 그로 인한 심장 및 대사 

상태의 범위를 예측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탐색

Ÿ 파일럿의 일환으로 진단 테스트와 인공지능 기반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딕비(Digbi)社는 

’21년에 전 세계 비만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시작된 Novo Nordisk의 Global Prevention 

Accelerator Program에 등록

Ÿ 양 사는 9월 말까지 파일럿의 초기 단계를 완료한 후 Digbi의 사용자 기반을 통해 대규모 검증을 

시연하기 위해 Digbi의 플랫폼을 확대할 계획

[Fierce Biotech, 2022.08.22.; CISION, 2022.08.22.]

https://www.pmlive.com/pharma_news/sanofi_and_sobis_efanesoctocog_alfa_granted_fda_priority_review_for_haemophilia_a_1454042
https://endpts.com/sanofi-nabs-priority-review-for-hemophilia-a-program-as-pharma-awaits-fda-decision/
https://www.fiercebiotech.com/medtech/novo-nordisk-explore-obesity-risk-tests-digbi-health-pilot-project
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digbi-health-and-novo-nordisk-pilot-testing-genetic-and-gut-microbiome-based-digital-solutions-for-prevention-of-obesity-and-related-cardiometabolic-conditions-3016095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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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mRNA 기술 연구개발에서 상당한 성과 도출

 백신 및 의약품 개발에 활용되는 mRNA는 감염증 예방, 암 치료, 단백질 대체요법 등에도 응용되고 

있으며 중국 바이오 의약품 기업은 최근 관련기술 연구개발에서 상당한 성과를 도출

Ÿ 해외와 비교하면 중국의 mRNA 백신이나 의약품 연구개발은 출발이 늦어 배열설계, 핵산수식기술, 

송달시스템 플랫폼 같은 면에서는 초기 단계지만, 중국 바이오 의약품 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인 

지원하에 다양한 치료제 연구개발, mRNA 백신 및 관련 산업 체인을 전개

Ÿ 중국 통계에 따르면 현시점에서 중국의 COVID-19 mRNA 백신 제품은 18종류에 이르며 이 밖에도 

중국 기업의 mRNA기술 관련 연구개발은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상황

Ÿ 예를 들면 상하이란췌(上海藍鵲)생물의약유한공사는 하이 스루풋 3D 스크리닝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독자적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송달 시스템을 개발

Ÿ 가신서해(嘉晨西海)생물기술유한공사가 개발한 자가복제 mRNA 중핵 플랫폼 기술은 암 치료제, 개별화 

암 백신, 희소질환 치료 등에 응용 가능하며 동사가 독자 개발한 세계 최초의 자가복제 mRNA 암 

치료제 ‘JCXH-211’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임상시험계획(IND) 신청을 승인

[Science Portal China, 2022.08.30.; JETRO, 2022.08.08.] 

바이오제약, ’22년 CDMOs 동향

 유럽 제약산업 전문매체인 EPR에 따르면, 설문대상 바이오 제약회사의 86.9%가 최소한 일부 

활동을 아웃소싱하여 140억 달러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sations, CDMOs)’ 제조 아웃소싱 산업을 만드는 데 기여

      * CDMOs란 항체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과 위탁개발(CDO·Contract 

Development Organization)을 함께 일컫는 말이며, 세포주를 받아서 생산하면 CMO, DNA로 받아서 세포주를 만든 

후 생산까지 하면 CDO

Ÿ 아웃소싱 활동이 ’20년 18개 영역에서 최근 26개 영역에서 확대되어 아웃소싱 활동이 증가하는 

동안 대부분은 지속적으로 전문화되고 반복적이며 비핵심적이거나 덜 기술적인 활동(예: 포장 

및 출하(fill/finish), 분석 및 무균 테스트, 및 일상적인 테스트)에 집중

Ÿ 가장 많이 아웃소싱된 5개 작업은 분석 테스트(기타 생물검증(86.9%), 독성 테스트(79.4%), 검증 

서비스(75.7%), 제품 특성 테스트(72.9%) 및 세포주 안정성 테스트(67.3%)) 등으로 조사

Ÿ 기업이 바이오의약품 제조를 아웃소싱할 때 주요 고려요인에는 국제 우수제조관리기준(GMP) 표준 

충족, 지적 재산 보호, 회사 품질 표준 준수, 서비스 가격/비용, 작업 수행 능력 입증 등이 포함

[EPR, 2022.08.22.; GlobeNewswire, 2022.08.11.]

https://spc.jst.go.jp/experiences/science/st_2233.html
https://www.jetro.go.jp/biznews/2022/08/af9dd7ce0bf19e01.html
https://www.europeanpharmaceuticalreview.com/news/173809/trends-in-biopharma-contract-manufacturing-2022/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2022/08/11/2496609/0/en/The-biopharmaceutical-contract-manufacturing-market-is-expected-to-grow-at-a-CAGR-of-14-37-during-2022-2027.html#:~:text=The%20biopharmaceutical%20contract%20manufacturing%20market%20is%20The%20biopharmaceutical,%28CMOs%29%20to%20provide%20capabilities%20and%20skills%20as%20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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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

미국, 의료관광 수입 약 19억 달러 감소

 미국 약대 인카네이트워드대학교(University of Incarnate Word, UIW) 의료관광연구센터(Center 

for Medical Tourism Reserch, CMTR)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COVID-19 여행 제한으로 

인해 ’20년과 ’21년에 병원의 의료관광 수입이 약 19억 달러 감소했다고 추정

Ÿ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 따르면 심장 이식, 종양 

치료 및 기타 서비스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의 수입이 ’15년에서 ’19년 사이에 매년 

4% 이상 증가했으며, ’19년 미국은 의료관광으로부터 12억 달러의 초과 수입을 달성

Ÿ COVID-19 여행제한으로 미국의 의료관광 수입은 ’20년과 ’21년에 크게 감소했지만, 일부 의료기관 

경영진은 현재 미국 외국인환자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분석하여 더 많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잠재적인 외국인환자 대상 마케팅 예산을 확대하는 추세

Ÿ 예를 들어 클리블랜드 클리닉(Cleveland Clinic)에서 치료를 받은 외국인환자 수는 팬데믹 첫 

해에 약 50% 감소하여 ’19년 9,150명에서 ’20년 4,939명으로 감소했으나 비행기 여행이 재개되면서 

’21년에 환자 수가 7,686명으로 반등하기 시작

[Advisory, 2022.08.19.; Modern Healthcare, 2022.08.17.] 
 

영국, 치과 아웃바운드 여행 증가

 영국치과의사협회(British Dental Association, BDA)에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낮은 

치료 비용과 짧은 대기시간으로 인해 튀르키예(舊 터키) 등 해외에서 치료를 원하는 영국 치과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Ÿ 그러나 BDA는 해외 치과 치료는 종종 위험하고 건강을 해치거나 많은 환자가 치료 후 본국에서 

재치료 또는 교정해야 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 의료관광을 떠나는 사람들은 

해외 치료를 고려하기 전에 위험과 대안을 충분히 숙지할 것을 촉구

Ÿ BDA 조사는 1,000명의 영국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그 중 94%가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떠난 환자를 진찰했으며 조사한 치과 전문가 중 86%는 치료 후 부정적인 치과 결과를 

경험한 환자를 치료

Ÿ BDA는 치과 치료를 위해 해외여행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치료할 치과 의사의 자격과 

의료경험을 확인하고 치료 합병증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권고

[LaingBuisson, 2022.08.31.; Dentistry, 2022.08.24.]

https://www.advisory.com/daily-briefing/2022/08/19/medical-tourism
https://www.modernhealthcare.com/providers/covid-19-pandemic-dents-medical-tourism-revenue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uk-outbound-dental-travel-grows/
https://dentistry.co.uk/2022/08/24/two-in-five-cannot-afford-dental-appointment-in-th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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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프라이머리 케어 도입을 위해서는 데이터 정비 및 활용이 중요

 일본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의료비 효율화를 위해서는 의료 데이터 정비 및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약국 등이 의료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반이 되는 의료정보 

플랫폼 정비를 높게 평가

Ÿ 일본 정부는 현행제도를 활용해 기존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의료 데이터 

정비·활용은 물론 일본 의료에 부족하다고 오랫동안 지적 받았던 프라이머리 케어를 도입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점에서 다음 3가지를 제언

Ÿ (모든 국민이 프라이머리 케어의 주체인 가정의에 등록하는 제도 도입) 질환의 종류 관계없이 

일단 가정의에게 진찰을 받고 중증인 경우에 한해 전문의를 소개

Ÿ (가정의가 보유한 진료기록상 환자요약 정보의 의료정보 플랫폼 제공 의무화) 가정의가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다른 의료 종사자도 환자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Ÿ (가정의를 위한 표준 전자진료기록 인증 및 보급) 의료정보 플랫폼에 환자 요약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자 진료기록 규격을 공개하고 요건을 충족한 업체의 제품을 인증하는 구조 도입

[日本総合研究所, 2022.08.24.; 読売新聞, 2022.03.28.] 
 

중국, COVID-19 백신공급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으로 영향력 확대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BRI)의 일환으로 ’15년 건강 실크로드(Health 

Silk Road, HSR)와 디지털 실크로드(Digital Silk Road,DSR)의 도입은 인프라 및 건설에서 

건강 및 기술 분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며 다양한 협력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고 COVID-19 

감염병을 넘어 BRI 프레임워크(Framework)의 지속성을 촉진

Ÿ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중동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의 BRI는 서구 국가보다 일찍이 

지역에 백신과 의료용품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Ÿ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Bahrain)과 같은 중동 국가는 현대 중국 의학에 대한 중동 국가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노팜(Sinopharm) 백신을 승인한 최초의 국가 중의 하나

Ÿ 이집트는 중국의 시노박(Sinovac) 백신을 제조한 최초의 아프리카 국가였으며, 중국 제약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카이로 공장은 연간 2억회분 이상, 제2공장은 1일 300만회분을 생산하는데, 이것은 

이집트를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가장 큰 백신 생산국으로 만들 것으로 전망

Ÿ 중국은 ’21년에 아프리카에 총 1억 8천만회분의 백신 접종을 포함하여 120개국과 국제기구에 

20억회분의 백신을 제공했다고 밝혔으며,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가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

[East Asia Forum, 2022.07.29.; Asia Times, 2022.08.08.]

https://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researchfocus/pdf/13650.pdf
https://www.yomiuri.co.jp/choken/kijironko/ckmedical/20220328-OYT8T50101/
https://www.eastasiaforum.org/2022/07/29/chinas-health-silk-road-in-the-middle-east/
https://asiatimes.com/2022/08/future-of-chinas-belt-and-road-lies-in-middle-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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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의료관광 영역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

 인도에서 의료관광 업계에서 최근 입국절차와 여행, 숙박 및 의사/병원의 선호 순위까지 공개하는 

하나의 여행 패키지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의료관광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

Ÿ ’17년 기준으로, 인도로 의료관광을 하는 사람이 49만 5천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20년 기준으로 

의료 관광을 위해 인도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의 55%는 방글라데시 국민이며, 다음으로 이라크,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오만 순으로 추산

Ÿ 시장 조사기관 Global Market Insights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 관광 시장 규모는 ’20년에 

1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2%에 달하여 ’27년에는 37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유망한 시장에 최근 스타트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

Ÿ 의료관광에는 다양한 요인들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료관광 분야에 진출한 

스타트업들은 병원과 연계된 플랫폼을 구축하여 환자의 질병에 맞는 병원과 의사의 추천·교통 

및 숙박·통역·비자 등 의료관광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

Ÿ 이들 스타트업들은 인도의 주요 도시인 델리, 뭄바이, 벵갈루루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6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아유르베다 요가 등 특정 웰니스 분야에 집중하여 틈새 시장을 형성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BusinessToday.In, 2022.07.24.; Medical Buyer, 2022.07.18.] 

태국 Bangkok Dusit, 의료관광 투자 확대

 COVID-19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태국 최대 민간 병원 운영 사인 방콕 두싯 의료 서비스 

그룹(Bangkok Dusit Medical Services Pcl, BDMS)은 의료관광객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COVID-19 치료 및 서비스로 인한 예상 수익 감소를 만회할 외국인환자 수의 반등을 기대

Ÿ 태국 수도 방콕 두짓의 53개 병원 및 기타 관광 핫스팟에서 치료를 원하는 외국인 환자가 전염병 

이전 수준의 약 90%에 도달했으며, 국제환자의 회복은 중동, 호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이 주도

Ÿ 태국은 감염과 사망의 심각성이 완화됨에 따라 9월부터 COVID-19를 ‘위험한’ 전염성 질병에서 

‘모니터링만 필요한’ 질병으로 격하하였으며,  또한 경기 회복을 위해 ’22년 10월부터 ’23년 3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허용할 예정

Ÿ 방콕 두짓(Bangkok Dusit)은 웰빙 관광에 큰 투자를 하고 있으며 5월 회사는 235억 바트(6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로 방콕 중심부에 웰빙 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

[Bloomberg, 2022.08.29.; CNN Press Room, 2022.03.01.]

https://www.businesstoday.in/magazine/health-care/story/start-ups-are-disrupting-the-medical-tourism-space-heres-how-341811-2022-07-18
https://www.medicalbuyer.co.in/start-ups-are-disrupting-the-medical-tourism-space/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8-28/top-thai-hospital-bets-on-tourists-to-counter-covid-revenue-dip
https://cnnpressroom.blogs.cnn.com/2022/03/01/bangkok-dusit-medical-services-embarks-on-sponsorship-campaign-with-cnn-focused-on-global-health-issues-and-healthy-living/


11

UAE, 두바이의 첨단의료시설로 고령 환자 의료서비스를 확대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UAE)의 수도 두바이(Dubai)에 최근 뇌건강과 노화에 

초점을 맞춘 혁신 의료시설이 들어서면서 고령 환자 의료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 

Ÿ ’21년 4월에 두바이에서 개원한 아비브클리닉스(Aviv Clinics)는 고압산소요법(Hyperbaric 

Oxygen Therapy)을 도입하여 1천 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치료법이 노화현상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료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Ÿ Aviv Clinics의 개원을 추진한 기업은 물류업체인 DP World로, UAE에서 Jebel Ali 항만과 

자유무역 지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첨단 의료 시설의 설립에 참여함으로써 노년층 대상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

Ÿ ’21년 기준으로 두바이는 63만 명에 달하는 국제 의료관광객을 수용함에 따라 중동 지역에서 

의료관광 선도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적 배경에는 UAE의 의료 수준에 대한 높은 

신뢰감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

[Gulf Today, 2022.08.05. Arabian Business, 2022.04.03.] 
 

글로벌 의료관광, ’25년까지 1,8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이 향후 3년 동안 1,800억 달러가 넘는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의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의료 비용이 저렴한 개도국에서 

수술 등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

Ÿ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등 고소득 국가의 의료 시스템때문에 의료관광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인근 국가인 멕시코나 캐나다로 의료관광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

Ÿ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의료관광 수요 증가는 전 세계의 병원들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의료관광을 진행하면서 ’25년까지 

연평균 9.7%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

Ÿ ’19년 기준으로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 규모는 1,050억 달러에 달했으며, COVID-19 봉쇄 조치 

영향으로 위축되었으나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23년에 전 세계에서 2,700만 명이 의료관광을 

떠나 1,200억 달러를 기록하고 ’25년에는 1,82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Ÿ 한편으로, 의료관광은 이전에는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암이나 

심혈관 질환 및 신경계 질환 등 고도의 의료서비스로 대상이 확대

[Consultancy-me.com, 2022.08.12.; Schengenvisa News, 2022.08.17.]

https://www.gulftoday.ae/news/2022/08/05/innovative-dubai-medical-facility-targeting-uae-healthy-ageing-sector
https://www.arabianbusiness.com/gcc/uae/why-the-uaes-stem-cell-ambitions-could-lead-to-medical-tourism-boost
https://www.consultancy-me.com/news/5350/medical-tourism-market-could-boom-to-180-billion-by-2025
https://www.schengenvisainfo.com/news/global-medical-tourism-market-to-reach-e180-billion-value-by-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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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KeyCare, 가상치료 플랫폼 개발을 위한 자본 조달 성공

 미국 시카고에 기반을 둔 키케어(KeyCare)社는 에픽(Epic) 기반으로 구축된 가상진료시장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시리즈 A(Series A) 라운드에서 2,400만 달러 자본 조달에 성공

Ÿ KeyCare는 Epic 기반 플랫폼에서 작업하는 가상진료 그룹과 의료 시스템을 연결하는 가상진료 

시장(virtual care marketplace) 중개역할을 담당하며, 의료 시스템에 의료팀을 쉽게 확장하고 

용량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을 설계

Ÿ 플랫폼에서 환자는 자신의 건강 시스템의 마이차트(MyChart) 포털 또는 콜 센터를 통해 다양한 

가상전문가(Virtualists)라고 불리는 가상진료 임상의와 약속 예약이 가능하며, 가상 전문가는 

환자의 종합적인 건강기록에 액세스하고 Epic 시스템에서 방문을 문서화

Ÿ 텔라닥(Teladoc), 바빌론헬스(Babylon Health) 및 오마다헬스(Omada Health)와 같은 다른 

가상 우선 진료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KeyCare는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Epic사의 EHR을 기반으로 구축된 유일한 플랫폼

[Mass Device, 2022.08.17.; MedCityNews, 2022.08.17.] 

미국, ADPPA법안 주요 동향

 데이터 수집 대상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고 개인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보장을 확대하는 ‘미국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법안(American Data and Privacy Protection Act, ADPPA)’이 미국 하원의 

소관 위원회를 통과하고 하원 및 상원의 의결을 앞두고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이 진행

Ÿ 미국의 현행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일컬을 정도로 건강과 금융 관련 개인 

데이터의 보호에 제한된 역할만 수행했으나 ADPPA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근본적으로 바뀔 전망

Ÿ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협력의 결과로 ’22년 7월 20일 하원의 에너지 및 통상위원회를 통과한 

ADPPA는 현재 미국 하원 전체 회의와 상원의 통과를 앞두고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이 진행

Ÿ ADPPA는 개인 데이터 관련 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위해 연방 차원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데이터 

관리 주체의 데이터 사용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보호

Ÿ 또한 데이터의 수집, 처리 및 전송 등 관리 주체의 사용을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데이터를 최소화할 예정

[The Conversation, 2022.08.23.; The National Law Review, 2022.08.25.] 

https://www.massdevice.com/keycare-raises-24m-for-virtual-care-platform/
https://medcitynews.com/2022/08/keycare-gets-24m-to-expand-the-only-virtual-care-platform-built-on-epic/
https://theconversation.com/a-new-us-data-privacy-bill-aims-to-give-you-more-control-over-information-collected-about-you-and-make-businesses-change-how-they-handle-data-188279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what-s-american-data-privacy-and-protection-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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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CSIRO, 팬데믹 데이터 표준 개발 필요성 제기

 호주의 과학 분야 정부기관인 ‘영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CSIRO)’는 향후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팬데믹(pandemic)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의 수집과 공유 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국가 팬데믹 데이터 표준의 개발 필요성을 제안

Ÿ CSIRO는 질병 확산 초기에 수집되는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고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의 

기록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호주의 의료 시스템에서 단일한 데이터 

표준의 결여로 인해 데이터 교환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

Ÿ 현재 호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심지어는 의료기관 별로 데이터 포맷이 독립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의료 관련 데이터 표준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며, 새로운 병원체에 의한 전염병이 확산될 경우 팬데믹 

상황을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상존

Ÿ CSIRO는 팬데믹 데이터에 대한 권고 외에도 위기 상황이 발발할 경우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의료 데이터와 지리정보에 기반한 사회-경제적 데이터와 같은 비의료 데이터의 연계, 스마트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구조 디자인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것도 권고

[Healthcare IT News, 2022.08.30.; CSIRO, 2022.08.29.] 

일본 의료정책기구, 정보기반·시스템 정비를 위한 의견 제시

 일본 의료정책기구는 ‘예방접종·백신의 장기적인 안전성 평가에 기여할 정보기반·시스템 정비를 

위한 제언’을 발표하고 앞으로 요구되는 대응과 관련한 논점을 정리

Ÿ 일본은 ’11년 지역의료재생계획을 시작했으며 이후 ICT를 이용한 지역의료정보연계네트워크(이하 

지역연계NW) 구축이 급증했는데, 이번 COVID-19 사태에서 지역연계NW 사용은 양극화

Ÿ 일본의사회 종합정책연구기구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COVID-19 확산 후 지역연계NW 사용상황 

변화에 대해 약 40%의 지역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지만 나머지는 지역은 정보제공, 정보공유, 

원격회의·연수회·강의, 비대면·접촉기회 경감 등 도움이 되는 이용방법이 있었다고 답변

Ÿ 지역연계NW 사용빈도는 의료기관 등에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정, 조작설명을 하지 못해 등록환자 

수, 등록시설 수가 늘어나지 않은 지역과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비접촉으로 이용 가능한 

지역연계NW를 사용할 기회가 대폭 늘어난 지역으로 구분이 가능

Ÿ 이러한 지역연계NW 지속은 운용비 부담이 큰 과제로 각 지역의 자체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간병종합확보기금 등 교부금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연계NW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가와 행정의 지원이 필요

[日本医師会総合政策研究機構, 2022.08.31.; 日本病院薬剤師会, 2022.06.13.]

https://www.healthcareitnews.com/news/anz/develop-pandemic-data-standards-improve-data-sharing-australias-csiro-suggests
https://www.csiro.au/pandemic
https://www.jmari.med.or.jp/result/working/post-3486/
https://www.dgs-on-line.com/articles/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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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료보건기관 네트워크 보안 관리 방법 마련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3개 부처는 △총칙 △네트워크 보안 관리 △데이터 보안 관리 △감독 관리 

△관리 보장 △부칙의 6장 34개 조항으로 구성된 의료보건기관 네트워크 보안 관리 강화 조치를 발표

Ÿ (적용대상) 의료보건기관 운영 네트워크 보안 관리에 적용되며, 지역 기초 보건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기초 의료보건기관은 이를 참조하여 실시 가능

Ÿ (시행주체) 국가위생건강위원회·국가중의약국·국가질병관리국에서 의료보건기관의 네트워크 보안

업무에 대한 종합 계획·지도·평가·관리감독 등 업무를 담당하며 현 단위 이상의 지방보건위생

행정기관은 관할지역 내 해당기관의 네트워크 보안 지도 감찰 업무를 수행

Ÿ (네트워크 보안 관리) △신규 조성 네트워크에 대해 규획 및 신고 단계에서 네트워크 보안 보호 등급

확정 △네트워크 보안 보호 수요를 분석 정리하고 ‘1개 센터(보안관리센터), 3중 보호(보안 통신 네트워크,

보안 구역 경계, 보안 컴퓨팅 환경)’ 요건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 보호 등급 요건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Ÿ (데이터 보안 관리) △각 의료보건기관의 데이터 수집에 대한 합법적 관리 강화 △데이터 유형 레벨

구분을 기반으로 각기 다른 보안 등급 데이터 암호화 전송 요건 명시 △의료보건기관은 관련 법률표준에

맞춰 적절한 데이터 저장 프레임워크 선정 등 추진

[国家卫生健康委, 2022.08.08.; 21世纪经济报道, 2022.09.02.] 

WEF, 헬스케어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 강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헬스케어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보호의 균형, 헬스케어 데이터를 보안 방법, 의료데이터 규제에 대해 논의

Ÿ 헬스케어 데이터의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헬스케어 데이터의 보안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지만, 헬스케어 데이터에 대한 사이버 공격 역시 ’18년의 1,400만건에서 ’21년 4,500만 건으로

3배나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제도적 규제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

Ÿ 헬스케어 데이터 보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공유와 보안, 데이터의 공개와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방안을 모색하는 서비스 기관이 필요

Ÿ 또한, 데이터의 취급에 있어서 윤리적 기준의 수립과 함께 데이터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충분한 대화에 기초하는 대안 모색 과정이 요구

Ÿ 의료정보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동의가 강제되어야 하며, 데이터의 보안과 안전한 저장

및 종단간 암호화, 가상 사설망의 사용, 주기적인 패스워드의 변경, 데이터 접근시의 2단계 승인 등의

다양한 조치와 함께 의료정보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의 도입도 필요

[World Economic Forum, 2022.08.04.]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2-08/30/content_5707404.htm
http://www.21jingji.com/article/20220902/herald/ef4b1a421b99d179b73ddd5fd91e7edc.html
https://www.weforum.org/agenda/2022/08/the-importance-of-securing-healthcare-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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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연합학습은 유방암 치료 개선의 열쇠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유방 조영술 알고리즘(mammography algorithm)이 최소 

16개로 추산되며, 알고리즘은 암 검출, 암 위험 예측 및 품질 관리를 포함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기술은 유방암 AI를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전망

      * 연합학습(연합 머신러닝)이란 훈련 데이터를 한데 모으지 않고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머신러닝 기술

Ÿ 유방 조영술에서 AI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최근 메타 분석에 따르면, 열악한 품질, 편견 및 추적할 

수 없는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가 지적하고 있으며, 유방암 검진에서 AI 시스템을 사용하여 

임상실무에서 구현하는 데 필요한 품질과 양을 갖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결론

Ÿ 이러한 평가의 주요 원인은 인종, 지리적,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인구의 고품질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이며, 대규모 AI 육성 코호트의 대부분은 국가 등록부와 선별 프로그램이 있는 유럽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미국의 데이터 세트는 단일 센터이며 액세스하기가 유럽보다 어려운 상황

Ÿ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을 통해 연구원은 데이터를 조직 간에 이동할 필요 없이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연합학습은 기관 간에 민감한 환자 데이터를 

공유할 필요가 없으므로 설계상 안전한 것으로 간주

[Fierce Healthcare, 2022.07.26.; Auntminnie.com, 2022.08.29.]

메드테크, AI 기술 발전의 장애요인 분석

 머신러닝은 진단을 개선하고 치료를 목표로 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학을 개선할 수 있지만 

기술 인프라, 관료주의 및 규제 등은 AI 기술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 

Ÿ 디지털 헬스 전문 투자사인 록헬스(Rock Health) 투자 분석에 따르면, ’22년 상반기에만 30억 

달러 이상, ’21년에는 거의 100억 달러를 포함하여 AI 지원 디지털 헬스 스타트업에 투자

Ÿ 의료 분야에서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은 인프라와 관련이 있으며, 의료 시스템은 

알고리즘이 환자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투자로 AI가 사용할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생성했지만 작은 기업들이 활용하기에 인프라 구축은 미진한 상태

Ÿ 또 다른 문제는 모든 의료 시스템이 기술과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이 고유하다는 것이며, 이는 

알고리즘이 모든 곳에서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

Ÿ 많은 데이터가 EHR에서 제공되지만 의료 시스템 간에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데이터 세트를 수집하기가 어려우며, 병원은 개별방문에 대한 완전한 데이터를 가질 수 있지만 환자의 

일부 병력은 다른 병원에 보관되어 총체적인 환자관리에 대한 추론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실정

 [Politico, 2022.08.15.; Advisory Board, 2022.04.21.]

https://www.fiercehealthcare.com/health-tech/industry-voices-keys-improving-breast-cancer-ai-are-your-hospital-pacs
https://www.auntminnie.com/index.aspx?sec=ser&sub=def&pag=dis&ItemID=137808
https://www.politico.com/news/2022/08/15/artificial-intelligence-health-care-00051828
https://www.advisory.com/daily-briefing/2022/04/21/wearable-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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