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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일본, 약가 통제 정책의 시사점
최근 수십년간 진행되어온 일본의 약가 수렴 정책은 자국 바이오 제약업계의 경쟁력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 이러한 일본의 정책은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22년에 도입 예정인 

메디케어 Part D 약가 통제 정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입원 치료 대상 Part A, 외래 진료 대상 

Part B, 민간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처방 의약품 대상 Part C, 처방 의약품 비용지출 상한액을 

규제하는 Part D로 구성. 미국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ITIF)은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해 도입된 

정부-제약사 간 Part D에 포함되는 고가 의약품 가격 협상이 향후 바이오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1] 일본 제약산업의 부흥과 쇠락

 전후 일본의 제약 산업은 1970년대까지 급격한 회복과 부흥세를 보임

Ÿ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황폐화되었던 일본의 제약산업은 1963년부터 본격적인 회복기를 

시작하여 1970년대에 이르면 제약산업의 규모나 매출액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이며, 

1982년에 이르면 미국을 이어 세계 2위를 차지

Ÿ 이러한 R&D 규모에 힘입어 일본에 본사를 둔 기업이 개발한 신규 화학물질 개발 건수는 1980년대에 

130건에 달하고 전 세계 신규 화학물질 개발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9%를 기록

Ÿ 1982년의 영국 특허청에 의해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의약품 가격은 당시 스위스나 독일보다 

17%, 영국보다 40%, 이탈리아나 프랑스에 비해 60% 높았으며 이러한 높은 의약품 가격과 이에 

따른 의료보험 보조금은 일본 제약업계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

 1980년대 초반, 의료 보험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는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으로 인해 일본의 

제약 업계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임

Ÿ 1981년부터 일본 정부가 의약품 가격 통제 정책을 도입하면서 일본의 의약품 가격은 18.6%로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

Ÿ 또한 고령층에 대한 의료비 보장 금액에 제한을 두면서 일본 제약업계의 생산액 연평균 증가율은 

1970년대 5.2%에서 1980년대 3.8%로 둔화되었고, 성장세 둔화는 R&D 역량의 둔화를 초래

Ÿ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제약산업은 혁신 의약품 생산, R&D 투자, 발표 논문수와 특허 출원, 글로벌 

제약 업계가 생산하는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출입 금액 등 다양한 지표 상에서 하락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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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력 평가 가격 기준 제약산업의 R&D 지출 추이(1987~2018)❙
: 

[2] 일본의 의약품 가격 정책이 가져온 영향

 일본의 의약품 가격 정책은 일본 제약 산업의 둔화 뿐 아니라 R&D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Ÿ 1980~1990년대에 일본 정부에 의해 도입된 강력한 약품 가격 규제 정책은 바이오 제약 업계의 

잠재적인 이윤 창출 능력은 물론 혁신 역량과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Ÿ 1995~2018년 동안 일본의 제약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8.5%에서 5.5%로 줄어들었고, 감소율은 

70%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바이오 의약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지 

못한 것도 일본 제약업계의 혁신역량 위축에 영향을 미침

Ÿ 1980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화학 물질의 숫자 중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에 달했으나, 20년 뒤에는 9%로 줄어들고, 2010년대에 접어들면 

이 비중은 7%에 불과

Ÿ ’00~’18년 기간 동안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한 생물학 및 바이오의약품 관련 논문 수는 14,379건에서 

12,001건으로 16.5% 줄어들었으며, 이 기간 동안 미국인 연구자들의 논문수는 약 10% 증가

Ÿ ’00~’15년 기간 동안 일본 제약업계의 국제 특허 출원 건수 역시 1,565건에서 1,460건으로 7% 감소

Ÿ 이러한 R&D 역량과 결과가 부진해지면서 1995~2018년 기간 중 전 세계 제약 업계가 생산하는 

부가가치에서 일본 제약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8.5%에서 5.5%로 70% 감소

      * 일본 바이오제약 업계의 경쟁력 약화는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한편, 기업과 대학의 연계를 약화시켰으며, 

규제 시스템의 변화가 늦어지면서 일본 바이오제약업계의 세계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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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약품 가격 하락이 신화학물질 개발에 미치는 영향(1980~2010년대)❙
: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 변경을 시도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

Ÿ 일본 제약업계의 전반적인 둔화 양상을 인식한 일본 정부는 2010년대 들어 생명 과학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약품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했으나, 위축된 일본 제약업계의 전반적인 성장세와 

경쟁력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다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추세

Ÿ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본의 정책 입안자들은 일본의 바이오제약 업계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관점과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체계의 비용 구조 관리라는 두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규제 시스템의 도입 검토가 필요

[3] 미국의 의약품 가격 정책에 대한 시사점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경직된 의약품 가격은 미국의 기술 우위를 훼손할 가능성 존재

Ÿ 일본의 경험은 정책의 선택에 따라 기초 연구 역량과 특정 업계의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으며, 

특히 1980년대에 도입된 일본의 강력한 의약품 가격 통제 정책은 제약 업계의 혁신을 위한 R&D 

역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상황은 2010년대에도 주기적으로 반복

Ÿ ITIF는 현재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공격적인 의약품 가격 통제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의약품 가격 통제 정책은 전 세계의 생명과학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혁신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ITIF, 2022.07.25.; Health System Tracker, 2022.02.08.]

https://itif.org/publications/2022/07/25/how-japan-squandered-its-biopharmaceutical-competitiveness-a-cautionary-tale/
https://www.healthsystemtracker.org/chart-collection/how-do-prescription-drug-costs-in-the-united-states-compare-to-other-countries/#Generic%20drug%20share%20of%20prescription%20drug%20market,%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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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BMS, GentiBio와 IBD 치료제 개발 계약 체결

 미국 제약회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ristol Myers Squibb, BMS)社와 미국 바이오기업 

젠티바이오(GentiBio)社는 염증성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s, IBD) 치료제 개발을 위해 

19억 달러 계약을 체결

Ÿ 양 사는 염증성장질환(IBD) 환자의 면역관용(immune tolerance)을 복구하고 조직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조절T세포(Regulatory T-cell, Treg)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년간 파트너십을 발표

      * 면역관용(immune tolerance)이란 특정 항원이나 자가항원에 대해 면역계가 공격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

Ÿ BMS는 비공개 현금 선불 계약금과 함께 최대 19억 달러의 개발 및 매출에 따른 단계적 지불금(sales 

milestone payments)과 로열티를 GentiBio에 제공하였으며, BMS는 양 사 보유 프로그램 중 

최대 3개까지 임상시험 단계에서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

Ÿ Treg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T 세포의 특수 하위 집단으로서 T세포 증식과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가면역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PMLiVE, 2022.08.12.; Biopharma Dive, 2022.08.10.] 

미국 Tasso, 가정용 혈액 채취 기기에 대해 FDA 승인 획득

 미국 타소(Tasso)社는 패치 형태의 가정용 혈액 채취 의료기기에 대해 FDA 510(k) 승인을 획득하여 

더 많은 제약회사가 분산된 임상시험에 Tasso+의 사용이 가능

Ÿ 이 기기에는 팔에 부착되는 랜셋(lancet)이 포함되어 있으며 혈액 수집을 위해 테스트 튜브에 

연결되며, 사용자가 팔을 문지르거나 히트 팩(heat pack)을 사용하고 테스트 부위를 소독한 후 

기기 앞면의 버튼을 눌러 모세 혈관 혈액을 채취하기 시작

Ÿ 혈액 채취후 튜브를 제거하고 분석을 위해 실험실에 보낼 수 있으며, Tasso에 따르면 테스트를 

완료하는 데 보통 10-15분이 걸리며, 새로 승인된 Tasso+는 ’22년 4분기에 출시될 예정

Ÿ Tasso의 FDA Class II 의료기기 허가는 전통적인 치료적채혈술(phlebotomy) 관련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개인이 필요할 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환자 치료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전망

Ÿ 경쟁사로는 Everlywell, Cue Health 및 최근 Getlabs와 협력하여 집에서 샘플 수집을 제공하는 Labcorp이 

있으며, 원격의료업체인 Teladoc은 최근 Scarlet Health와의 협력을 통해 가정용 제품을 개발

[MobiHealthNews, 2022.09.14.; Mass Device, 2022.09.14.]

https://www.pmlive.com/pharma_news/bristol_myers_squibb_and_gentibio_in_$1.9bn_deal_to_develop_ibd_therapies_1453276
https://www.biopharmadive.com/news/gentibio-bristol-myers-treg-cell-therapy-ibd/629303/
https://www.mobihealthnews.com/news/tasso-receives-fda-510k-patch-home-blood-collection-device
https://www.massdevice.com/fda-clears-blood-collection-device-ta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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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루푸스에 치료효과가 있는 CAR-T 연구 결과 발표

 독일 연구팀은 항암 면역요법인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chimeric antigen receptor T-cell, 

CAR-T) 치료가 난치성 자가면역 질환인 전신 홍반성 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Ÿ 독일 프리드리히알렉산더대학(Friedrich Alexander University)의 게오르크쉐트(Georg Schett) 

박사 연구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CAR-T는 5명의 루푸스 환자에게서 질병과 관련된 자가항체를 

제거할 수 있었으며 본질적으로 환자에게 새로운 면역 체계를 부여

Ÿ 중증 루푸스를 앓는 6명의 사람들이 CAR-T를 받은 후 질병에서 차도를 얻었으며, 그 결과 연구원들은 

치료하기 어려운 자가면역 질환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전망

Ÿ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미국에서 약 

200,000명의 성인이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라고 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

Ÿ 현재 CAR-T는 약 400,000달러의 값비싼 치료법이며 각 환자에게 맞춤화되기 때문에 만드는 

데 노동 집약적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특정 암에 대해 소수의 CAR-T 제품을 승인

[STAT, 2022.09.15.; Nature Genetics, 2022.09.17.]

독일 Qiagen, 파킨슨병 진단기 개발에 성공

 독일 퀴아젠(Qiagen)社는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업체인 뉴런23(Neuron23)社가 개발하고 있는 파킨슨병 

완화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유전체 시퀀싱 분석기를 개발

Ÿ ’22년 초, 미국의 바이오테크 기업 Neuron23은 파킨슨병 발병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LRRK2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저분자약품(small-molecule drug) 후보 물질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며, 현재 

임상전 개발 단계로 진행

      * LRRK2는 세포 내 리소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로, 이 유전자에 변이가 발생하면 인산화효소(Kinase)를 

과활성해 리소좀 기능이 저해되는 결과를 유발하며 이러한 메커니즘이 파킨슨병을 유발

Ÿ 독일의 의료기기업체 Qiagen은 Neuron23가 개발하고 있는 LRRK2 억제제의 효능을 테스트 및 평가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진단 기기를 개발

Ÿ 이 진단기기는 Qiagen의 차세대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파킨슨병 환자들의 유전체 

중에서 Neuron23이 개발하고 있는 LRRK2 억제제에 반응하는 바이오마커를 중심으로 진단

[Fierce Biotech, 2022.09.16.; Qiagen, 2022.09.14.] 

https://www.statnews.com/2022/09/15/lupus-patients-remission-car-t-therapy/
https://www.businessinsider.in/science/health/news/6-lupus-patients-effectively-cured-by-a-cancer-therapy-and-doctors-say-they-are-blown-away/articleshow/94255558.cms
https://www.fiercebiotech.com/medtech/qiagen-tapped-develop-companion-diagnostic-neuron23-parkinsons-drug
https://corporate.qiagen.com/English/newsroom/press-releases/press-release-details/2022/QIAGEN-and-Neuron23-Partner-to-Develop-Next-Generation-Sequencing-Companion-Diagnostic-for-Novel-Parkinsons-Disease-Drug/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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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C, Roche의 Vabysmo 승인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임상3상 시험 결과를 기초로 스위스 제약업체 

로슈(Roche)가 개발한 시력상실 방지 이중항체 치료제인 바비스모(Vabysmo)를 승인했다고 발표

Ÿ Roche가 개발하고 있는 신생혈관성 황반병성(neovascular or ‘wet’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nAMD)과 당뇨병성 황반부종(diabetic macular edema, DME) 이중 항체 

치료제인 Vabysmo의 임상3상 데이터에 따르면 치료제가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Ÿ 특히 기존의 황반변성이나 황반부종 치료에 사용하는 안구 주사 약물인 애플리버셉트(aflibercept) 

주사에 의한 치료 건수가 3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의료보험 및 보건 시스템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Ÿ 최근 EC는 2년간 3,220명의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4가지의 임상 3상 결과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Vabysmo 승인을 결정

[Globe Newswire, 2022.09.19.; Express Pharma, 2022.09.19.] 

일본, 최초로 개인 대상 전게놈 분석 서비스 제공

 일본의 유전자 분석 서비스 업체 제네시스 헬스케어(ジェネシスヘルスケア)社는 일본 최초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게놈 시퀀싱 유전자 검사키트 ‘GeneLife WGS’ 판매를 8월초 시작

Ÿ 개인을 대상으로 DNA 약 30억 개의 염기쌍의 유전정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일본에서는 

제네시스 헬스케어가 처음이며, 가격은 14만 9,000엔으로 18세 미만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

Ÿ 유전자 검사는 조사하는 유전자의 수와 방법에 따라 2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COVID-19 검사로 잘 알려진 

PCR로 조사하는 방법이며, 또 다른 방법은 비용은 많이 들지만 게놈 가운데 개인차가 있다고 알려진 장소 

가운데 수십만 곳을 한 번에 조사해 100종류 이상의 질병 리스크, 체질, 성격의 경향까지 판정

Ÿ 이번에 제네시스 헬스케어가 판매하는 제품은 연구기관 등에서도 사용하는 차세대 시퀀서라는 최첨단 

DNA 분석기기로 인간의 DNA에 존재하는 약 30억 개의 염기쌍 전체를 조사하는 것으로 기존의 유전자 

검사가 게놈 전체의 0.1% 미만을 조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규모 

Ÿ 검사 자체는 전용 키트를 사용해 타액만 채취하면 되는 간단한 방식이며, 채취한 타액이 검사기관에 

도착하면 6∼8주 정도면 결과를 확인

Ÿ GeneLife WGS는 게놈을 분석해 체질, 성격 같은 질병의 예방이나 건강에 관한 약 360개 항목과 

유전자 연관이 깊은 질환 약 6,200종류에 대한 리스크를 분석하며 분석 대상은 암, 심혈관 질환, 희귀질환 

등을 포함하며 분석에는 동사가 개발한 AI를 활용

[Nikkan Gendai, 2022.09.14.; BUSINESS INSIDER, 2022.08.04.]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2022/09/19/2517947/0/en/European-Commission-approves-Roche-s-Vabysmo-the-first-bispecific-antibody-for-the-eye-for-two-leading-causes-of-vision-loss.html
https://www.expresspharma.in/european-commission-approves-roches-vabysmo-to-treat-vision-loss/
https://www.nikkan-gendai.com/articles/view/pr/311088
https://www.businessinsider.jp/post-25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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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uxi Biologics, FDA·EMA로부터 GMP 인증 획득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社의 의약품 원액공장 2곳과 제형공장 1곳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EU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다수 제품의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인증을 획득

Ÿ 의약품 원액 4공장(MFG4), 원액 5공장(MFG5) 및 제형 2공장(DP2)에서 글로벌 고객사 2곳을 대상으로 

생산한 두 제품에 대해 온라인 출시 비준 사전 검사(PAI) 결과, GMP 인증 획득

Ÿ 원액 5공장과 제형 2공장은 Wuxi Biologics가 최근 투자 확충한 대규모 생산 공장으로, 원액 5공장은 

전체 생산 능력이 6만 리터에 이르며 제형 2공장은 두 번째 바이알(Vial) 무균 제제 생산 공장으로 

모두 EMA 인증을 획득하였고 원액 5공장은 미국 FDA 비준까지 획득

      * Wuxi Biologics는 중국, 미국, 아일랜드, 독일, 싱가포르 등 지역에 10,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고객에게 효율적·경제적인 바이오 의약품 솔루션을 제공

Ÿ Wuxi Biologics는 전 세계 10곳 이상의 의약품 감독관리기관으로부터 25개 인증을 획득하였고, 

현재 의약품 감독관리기관 인증을 획득한 바이오 의약품 원액 및 제제 생산 공장 13곳을 보유

[生物通, 2022.09.21.; PRN Asia, 2022.09.20.]

필리핀 스킨케어 시장, ’26년 15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GlobalData)’에 따르면, 필리핀 스킨케어 시장은 ’21년 11억 달러에서 

연평균 7.7% 증가하여 ’26년에 15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Ÿ 특히 메이크업 리무버 제품군이 동 기간 연평균 7.8% 성장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며, 

페이셜 케어 제품이 연평균 7.7% 성장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예측

Ÿ 필리핀의 스킨케어 제품의 1인당 지출(Per capita expenditure, PCE)은 ’16년 4달러에서 ’21년 

4.6달러로 증가했으나, 낮은 구매력으로 인해 글로벌 평균 9.8달러 및 역내 평균 9.2달러를 하회

Ÿ 향후 ’26년 필리핀 스킨케어 제품의 PCE는 6.1달러로 전망되며, 한편 글로벌 평균은 11.8달러, 

역내 평균은 11.4달러에 이를 것을 추산 

Ÿ ’21년 필리핀 스킨케어시장의 주요 유통 채널은 편의점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슈퍼마켓, 직판, 

건강 및 뷰티 스토어, 약국 등의 순  

Ÿ 스킨케어 시장의 3대 주자로는 유니레버(Unilever), 프록터앤갬블(Procter & Gamble), 

나투라앤코(Natura&Co)이며, 선두 브랜드는 폰즈(Pond’s)와 올레이(Olay) 

[Premium Beauty News, 2022.08.29.; GlobalData, 2022.09.01.]

https://www.ebiotrade.com/newsf/2022-9/20220921065533074.htm
https://www.prnasia.com/story/376010-1.shtml
https://www.premiumbeautynews.com/en/clean-beauty-trend-to-drive-growth,20718
https://www.globaldata.com/store/report/philippines-skincare-market-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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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

미국 FDA, NIH와 공동으로 민관 파트너십 개시

 ’22년 9월 14일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과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은 희귀한 신경 퇴행성 질환에 대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체결

Ÿ FDA와 NIH은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및 기타 희귀 신경 퇴행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희귀신경퇴행성질환 

최상경로(Critical Path for Rare Neurodegenerative Diseases, CP-RND)’ 민관 파트너십을 발표

Ÿ FDA와 NIH는 이 파트너십의 주관 기관으로 ‘최상경로연구소(Critical Path Institute, C-Path)’를 

선정했으며, 이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ALS의 중증화 진행을 막는 치료제를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전략과 치료법 개발 및 임상 테스트를 개발하기 위해 전체 ALS 커뮤니티를 소집할 예정

Ÿ ‘ALS병치료촉진법안(Accelerating Access to Critical Therapies for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ct, ALS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21년 12월 23일에 서명했으며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FDA와 NIH를 통해 늦어도 발효 이후 1년 이내에 민관 파트너십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요청

[FDA, 2022.09.14.; PMLiVE, 2022.09.15.] 

케이맨 제도, 신의료기술을 사용하여 환자 유치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에 위치한 카리브해의 주요 병원 중 하나인 ‘헬스시티케이맨제도 (Health 

City Cayman Islands)’는 수술 치료 효과와 수술 기간을 개선하기 위해 신의료기술을 도입

      * 케이맨 제도는 카리브 해에 있는 그랜드케이맨·케이맨브랙·리틀케이맨 등 3개 섬으로 이루어진 영연방으로 ’20년 기준 

인구 65,536명이며 자메이카 북서쪽 약 29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는 그랜드케이맨 섬의 조지타운임

Ÿ Health City Cayman Islands는 최근 정형외과 수술 결과 개선을 위한 신기술 인수를 발표하였고, 

특히 정형외과 분야에서 수술 부위의 시야를 향상시키는 4K 기술을 갖춘 영국의 의료기기업체인 

스미스앤네퓨(Smith+Nephew)社의 INTELLIO Connected Tower Solution을 구입

Ÿ Health City Cayman Islands는 외과 의사가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수술에서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최근 지역 의료 제공자 

오션메드(OceanMed)社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목록에 로봇 보조 

복강경 수술을 도입

[LaingBuisson, 2022.09.16.; Newswires, 2022.08.18.]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and-nih-launch-public-private-partnership-rare-neurodegenerative-diseases
https://www.pmlive.com/pharma_news/fda_and_nihr_launch_public-private_partnership_for_rare_neurodegenerative_diseases_1455578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using-health-tech-to-attract-patients-to-the-caymans/
https://www.einnews.com/pr_news/586726151/health-city-debuts-game-changing-technology-to-improve-orthopedic-surgical-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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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経団連, 바이오 이코노미 형성을 위한 대응 강화

 일본 경제계는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 산관학,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활약하는 경제권인 

최첨단 ‘바이오 이코노미(バイオエコノミー)’ 조기 형성을 위한 대응을 가속화할 방침

Ÿ 일본경제단체연합회(経団連, 게이단렌)은 바이오 이코노미 형성으로 헬스케어, 식량, 환경 같은 

글로벌 과제 해결책을 검토하는 ‘바이오 이코노미 위원회’를 6월 1일 발족했으며 동 위원회에는 

제약이나 화학 외 타업종 기업 및 스타트업 등 100개 이상의 기업이 등록

Ÿ 이러한 움직임은 기시다 정부가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을 통해 AI, 양자와 함께 바이오를 국익으로 

연결시키는 기술로 규정한 가운데 경제계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도

Ÿ 위원회 측은 바이오 이코노미 실현을 위해서는 연구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일관된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며, 지속적 경제성장과 사회과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기 위해 세계 최첨단 바이오 

이코노미 사회를 구축하고 혁신 창출을 위해 재계도 산관학 연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Ÿ 일본 정부는 바이오 제조기술, 의료, 농림수산업 등을 합한 국내 바이오 이코노미 시장규모를 

’30년 기준 92조 엔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설정

[産經新聞, 2022.09.09.; 経団連, 2022.09.15.]

싱가포르, 소매 성장을 주도하는 의료관광 중심지로 전망

 잘 훈련된 의료 전문가와 최첨단 시설을 갖춘 건강 검진에서 수술에 이르기까지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는 국경이 개방됨에 따라 소비력이 높은 프리미엄 지역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어 향후 의료관광이 싱가포르의 소매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Ÿ ‘싱가포르유솝이스학연구소(Yusof Ishak Institute Singapore)’에 따르면 COVID-19 팬데믹 

이전에 연간 약 500,000명의 외국인환자가 치료를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했지만 COVID-19로 

인해 ’20년 3월 23일부터 단기 방문객에게 국경이 폐쇄되면서 싱가포르 입국이 중단

Ÿ 그러나 COVID-19 팬데믹에 잘 대처한 싱가포르는 실용적이고 신중하며 효과적인 접근 방식으로 

국경 개방 이후 의료관광객들이 첫 해외 휴가 여행지로 선호하는 지역으로 부상

Ÿ 싱가포르는 비용보다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우선시하는 선진 국가 및 지역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이 방문객들의 높은 가처분 소득과 소비력이 싱가포르의 소매 시장 회복을 견인할 전망

Ÿ ’22년 4월 1일에 여행 친화적인 프로토콜이 도입된 이후 치료를 위해 싱가포르에 오는 외국인 

환자(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인도, 베트남, 라오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JLL, 2022.09.09.; Medtrip Info, 2022.09.09.]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909-L4ZSGQXBZ5N27PAQSKA4Y44UXU/
https://www.keidanren.or.jp/journal/times/2022/0915_06.html
https://www.jll.com.au/en/trends-and-insights/research/medical-tourism-helping-to-drive-singapores-retail-growth
https://medtripinfo.com/medical-tourism-helps-drive-retail-growth-in-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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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보건 생태계 개선

 COVID-19는 진단, 기술, 치료 분야에서 전례 없는 민관 의료 협력을 촉진했으며, 백신 접종을 

위한 기술 지원 민관 포털 ‘코윈(CoWin)’이 그 대표적 사례

Ÿ 지난 10년 간 인도의 민관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은 성공적이었으며, 성공 

요인은 민관 파트너십 평가 위원회 구성을 통한 △프로젝트 평가 및 승인 간소화 △투명성 강화 

△경쟁 입찰 프로세스 도입 등임

Ÿ ’21년 남아시아 지역에서 인도는 대규모 프로젝트 25개와 관련해 총 77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역내 다른 국가들과 달리 민간 투자 약정이 전년 대비 49% 증가  

Ÿ PPP를 통해 인도 농촌의 의료 접근성 및 구매력을 개선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는 △(전문성) 

인도 병원의 58%, 의사의 81%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이 농촌 공중보건 시설에 전문성을 제공 등

Ÿ 또한 △(기술) 기술이 접근성 및 구매력을 보장하는 툴이라는 점에서 국가 원격진료서비스인 

‘이산지바니(eSanjeevani)’ 같은 원격의료 이니셔티브의 확대와 △(효율성) PPI 모델은 기존 의료 

인프라 및 자원을 활용해 저렴한 비용을 보장

      * 인도는 의료 접근성에 있어서 도시-농촌 간 큰 격차를 보이는데, △전체 인구 중 28%를 차지하는 도시 인구가 국가 

병상의 66%를 이용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하는 농촌 인구는 국가 병상의 3분의 1을 이용

[World Economic Forum, 2022.09.09.] 
 

이란, 이라크 외국인환자 유치 추진

 이란 케르만샤(Kermanshah) 주정부는 이라크 측 간의 의료관광을 논의하고 여객 운송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양측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새로 설립된 하킴(Hakim)과 마드 병원(Mad 

Hospitals)을 통해 이라크 환자유치를 추진

Ÿ 이라크 승객과 환자가 승인된 가격과 적절한 시설을 갖춘 케르만샤 또는 다른 지역으로 수송될 

수 있도록 국경을 따라 수송 기회를 늘릴 계획

Ÿ 이란은 매년 평균 100만 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22년 4월 보건부 관광청을 관장하는 

모하마드레자 타르조만(Mohammadreza Tarjoman)에 따르면, 주로 인접 국가에서 매년 약 

100만 명의 외국인환자가 이란을 방문

Ÿ 이란을 찾는 외국인환자의 대부분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주변국에서 방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란 병원과 진료소 등 200개의 의료 센터가 외국인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허가를 획득했으며, 

이란 연도 1404년(2025년 3월~2026년 3월)에 연간 의료여행객 수를 약 200만 명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추진

[Tehran Times, 2022.09.21.; MCTH, 2022.08.31.]

https://www.weforum.org/agenda/2022/09/public-private-partnerships-india-healthcare-ecosystem/
https://www.tehrantimes.com/news/476960/Iranian-province-ready-to-host-Iraqi-health-tourists
https://www.mcth.ir/english/news/ID/58908#:~:text=TEHRAN%E2%80%93Iran%20attracted%20more%20than,%2C%E2%80%9D%20IRNA%20reported%20on%20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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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건, 바이러스-박테리아 동시 감염증 주의 필요

 과거 팬데믹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동시 감염이 주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양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면역 시스템과 관련된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Ÿ 전 세계 인구의 최소 3%, 5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1918년 인플루엔자 팬데믹의 샘플을 

분석한 결과, 1918년 팬데믹의 주요 사망원인은 박테리아성 폐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957년과 

2009년의 팬데믹, 최근의 COVID-19 팬데믹 역시 이러한 박테리아성 폐렴이 동반한 것으로 분석

Ÿ 또 다른 팬데믹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이러스성 질환에 의한 감염과 사망은 바이러스 

단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차 박테리아 감염이 높은 사망률의 원인으로 지목

Ÿ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이해는 효과적인 전염병의 진단과 

치료에 결정적일 뿐 아니라, 현재의 팬데믹 상황의 관리와 미래의 팬데믹 예방에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 바이러스를 제어하기 위한 면역 시스템 관련 단백질은 박테리아 관련 질병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짐

Ÿ 인플루엔자에 반응하는 면역 시스템의 작동을 조절하는 분자인 ZBPI(Z-DNA binding protein)가 

폐나 상피 조직에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탐지하고 면역 세포의 작동을 유도하고 박테리아의 

체내 복제를 막는 역할이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동시 감염 치료에 대한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공

[The Conversation, 2022.08.17.; Inverse, 2022.09.04.] 

글로벌 의료관광, 종양치료 관련 ’30년까지 약 135억 달러에 이를 전망

 일본 글로벌 인포메이션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고령자 인구 증가로 ’30년까지 세계 의료관광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저침습 기술의 발달이 ’22년∼’30년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

Ÿ 의료관광 시장은 용도별로 성형외과, 정형외과, 불임치료, 심혈관 외과, 치과구강 외과, 비만치료, 

종양치료 등으로 분류되는데 심혈관 외과 시장은 ’21년 26억 7,480만 달러 이상으로 평가

Ÿ 종양치료와 관련한 의료관광 시장은 ’30년까지 수익이 134억 8,680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암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암치료 시장은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Ÿ 특히 선진국 암 치료비는 고비용이 들고 최근 개도국들도 고도의 치료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향후 

수년간 치료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환자가 증가할 전망

Ÿ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 시장은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중동 및 아프리카 시장은 남아공, 

UAE 등의 의료 인프라 확대를 배경으로 ’21년 8억 7,600만 달러 이상으로 평가

[Global Information, 2022.09.08.; みんなの介護, 2022.04.26.]

https://theconversation.com/when-covid-19-or-flu-viruses-kill-they-often-have-an-accomplice-bacterial-infections-187056
https://www.inverse.com/science/covid-19-flu-viruses-bacterial-super-infections
https://www.dreamnews.jp/press/0000265788/
https://www.excite.co.jp/news/article/Minnanokaigo_news_kaigogaku_no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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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Curebase, 앱 기반 임상시험을 위해 Meru Health와 협력

 미국의 분산형 임상시험 기업 ‘큐어베이스(Curebase)’와 ‘미루헬스(Meru Health)’는 미루헬스의 12주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를 위한 3년 기한의 임상시험을 위해 협력

Ÿ 미루헬스 측은 스마트폰에 기반해 치료사의 안내를 받는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동 프로그램은 

주로 일차진료 환자들의 우울증, 번아웃, 불안을 완화시키는 데에 역점

Ÿ 한편 큐어베이스 측은 분산형 임상시험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과 임상시험 대상자를 

연결하고 서류작업을 간소화하고 원격 연구 관리를 가능하게 함 

Ÿ 임상시험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개념증명 단계) 환자를 15명씩 나누어 한 그룹은 

미루헬스 치료 프로그램을 나머지 그룹은 대면치료 등의 전통적 치료를 받게 하며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단계, RCT) 이 단계에는 임상시험 참가자 300명 및 미국 소재 주요 클리닉 8곳이 포함  

Ÿ 동 임상시험은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소기업혁신연구프로그램(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22년 가을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을 시작으로 

’23년 봄에 완료할 계획

[MobiHealthNews, 2022.09.20.; BioITWorld, 2022.09.19.] 

미국 Fitbit, 스트레스 관리 웨어러블 출시

 미국 구글(Google)社의 자회사 핏빗(Fitbit)과 스타트업 해피헬스(Happy Health)社는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두 가지 새로운 웨어러블 Fitbit Sense 2와 Happy Ring을 출시

Ÿ 수년동안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는 신체적 웰빙을 측정하기 위해 이용되어왔으나, 최근 이 

웨어러블 기기들은 정신적 건강의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시도를 전개

Ÿ ’22년 가을에 출시되는 Fitbit의 Sense 2는 첨단 기술 기업들이 제공하는 웰니스 관련 기능을 신체적 

영역에서 스트레스 관리와 일반적인 정신적 웰빙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Happy 

Health가 스트레스 정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기능을 가진 Happy Ring에서도 확인

Ÿ Fitbit의 Sense 2는 스트레스에 따른 교감신경의 영향으로 변화되는 피부의 땀 분비 정도에 따라 

변화하는 피부 전도 활동(electrodermal activity, EDA)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센서를 갖추고 있으며, 

Happy Health의 Happy Ring 역시 EDA 측정을 통해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보유

[CNET, 2022.09.03.; Digital Trends, 2022.08.24.] 

https://www.mobihealthnews.com/news/curebase-meru-health-partner-study-digital-depression-treatment
https://www.bio-itworld.com/news/2022/09/21/curebase-and-meru-health-to-partner-on-clinical-research-for-app-based-mental-health-treatment-program
https://www.cnet.com/tech/mobile/stressed-out-wearable-gadgets-from-fitbit-apple-and-others-want-to-help/
https://www.digitaltrends.com/mobile/happy-health-smart-rin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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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전정보의 중국 접근성에 대한 우려 확대

 서방과 중국 간의 정치 및 안보 관련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50만명에 달하는 영국 시민들의 DNA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중국 연구자들에게 개방한 상황에 대한 우려가 확대

Ÿ 최근 영국 바이오뱅크(Biobank)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영국의 연구자들과 중국의 연구자들은 300개 

가량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중국 연구자들은 상세한 

유전 정보나 기타 보건 관련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Ÿ 이러한 데이터들은 익명화되고 공개 접근 정책 하에서 공유되고 있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잘못된 사용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요건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영국의 국경 밖에서 진행되는 연구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데이터 사용에 대한 반대 급부로 중국측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의 장치가 미비

Ÿ 데이터 공유에 의한 연구는 국제 관계가 안정적인 때에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협정 등에 기반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것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공 연구의 연구 기한을 단기화하고 별도의 연구 관련 규정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

[The Guardian, 2022.08.20.; UK Daily News, 2022.08.20.] 

유럽, 디지털 공공서비스 국가 간 격차 존재

 유럽에서 디지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지만 디지털 의료 제공에 있어 국가 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몰타,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등 단 3개국만 eHealth 성숙도 점수가 

90% 이상이며 적어도 8개 국가에서 eHealth 성숙도 점수가 50% 미만

Ÿ EU 27개 회원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자유무역연합(EU) 국가,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터키와 같은 EU 후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 보고서는 14,000개 이상의 정부 웹사이트를 

분석하여 전 세계 시민들의 접근성 수준을 측정

Ÿ 몰타의 정부 서비스 중 90% 이상이 국가 디지털 신원확인 시스템(digital identity systems)을 통해 

액세스가 가능하며, 전자정부 벤치마크의 데이터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작은 다른 두 주인 에스토니아와 

룩셈부르크가 몰타 다음으로 디지털 정부 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로 선정

Ÿ 몰타,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등 단 3개국만 eHealth 성숙도 점수가 90% 이상이며, 이는 이 세 국가의 

시민들이 디지털 건강 관련 서비스의 지원을 잘 받고 있음을 의미

Ÿ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병원 의사로부터 ‘전자처방전’을 받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 구축 노력이 현재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뒤쳐지고 있으며,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와 같은 다른 국가는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는 상태

[Techmonitor, 2022.09.21.; European Commission, 2022.07.28.]

https://www.theguardian.com/science/2022/aug/20/fears-over-chinas-access-to-genetic-data-of-uk-citizens
https://ukdaily.news/fears-over-chinas-access-to-uk-citizens-genetic-data-medical-research-46071.html
https://techmonitor.ai/the-future-of-digital-government/wheres-best-europe-book-doctors-appointment-online-malta-ehealth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egovernment-benchmark-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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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디지털헬스 전략 2차 목표 공개

 호주는 ’18년 마이헬스레코드(My Health Record)로 명명한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 등록 의무화 등을 포함한 1차 디지털헬스 전략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다음 

목표를 담은 ‘CORPORATE PLAN 2022-2023’을 발표 

Ÿ 의료DX 추진기관인 호주 디지털헬스청(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은 제1차 디지털헬스 

전략(’18년 7월∼’22년 6월)이 밝힌 7가지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고 평가하며, 실제로 ’21년 12월 

기준 My Health Record 이용자 수는 2,231만 명(호주인구 2,574만 명, ’21년 6월말)으로 추정

Ÿ 이처럼 의료DX를 사회에 적용시키는데 성공한 디지털헬스청이 발표한 다음 목표는 △My Health 

Record 열람 횟수를 국민은 20%, 의료제공자는 15% 확대 △전자처방전 발행건수 20% 확대 

△디지털 헬스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이벤트 350회 실시 등

Ÿ My Health Record를 이용하기 위해 등록한 비율은 ’22년 6월 기준 조제약국 99%, 가정의 

99%, 공립병원 97%이며 보다 상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전문의 등록비율은 23%지만 My Health 

Record가 대상으로 하는 의료제공자 거의 모두가 참가하고 있는 상황 

[キヤノングローバル戦略研究所, 2022.09.21.; MONOist, 2022.09.16.]

중국, 온라인 의료 보건 서비스 소비 동향

 중국 시장조사기관 아이리서치(iResearch, 艾瑞咨询) 연구원은 온라인 의료 보건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 온라인 의료보건 서비스 산업을 요약하고 △향후 서비스 

수요 △소비자 동향 △발전 전망 등을 분석 정리한 소비백서를 발표

Ÿ 인터넷 기술 보급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방식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겼으며 특히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온라인 의료 보건 서비스 플랫폼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Ÿ ’21년 12월 기준 중국의 온라인 의료서비스 이용자 수는 전체 네티즌의 28.9%에 해당하는 2억 9,800만 

명으로 ’20년 12월의 2억 1,480명 대비 38.7% 상승하였으며, 온·오프라인 의료보건 서비스 통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더욱 다양하고 세분화된 시장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

Ÿ 이용자 분석 결과, 25~35세 소비자가 전체의 48.6%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 여성 이용자 점유율은 78.2%에 육박

Ÿ 이용자들은 온라인 의료서비스의 장점으로 △의료 효율 제고 △대기 시간 단축 △교통비 절감 △투명한 

정보 제공 등을 선택하였으며 개선점으로는 △의료진의 전문성 제고 △서비스 수준 제고 △서비스 

방식 및 유형 다양화 등을 제시 

[iResearch, 2022.09.05.; 人民日报 2022.03.11.] 

https://cigs.canon/uploads/2022/09/b3913829331b4da219a45be4f31fd36555b311d2.pdf
https://monoist.itmedia.co.jp/mn/articles/2209/16/news028_2.html
https://www.iresearch.com.cn/Detail/report?id=4057&isfree=0
http://www.gov.cn/xinwen/2022-03/11/content_567841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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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인간 중심 데이터를 제공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big data)는 복잡한 질병에 대한 고처리량 분석을 통해 의료를 혁신하고 

있으며, 빅데이터와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은 기존의 방법을 대신하거나 이와 결합하여 초기 

약물 연구에 사용할 인간 중심 데이터를 제공

Ÿ 또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및 정교한 계산 방법을 사용하여 인간 유전체(genome) 및 기타 

바이오마커(biomarker)를 효율적으로 해석하여 환자치료 및 진단 및 예방 치료의 주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

Ÿ 개인화된 치료 계획에는 발병 위험이 더 높은 질병에 대한 예방 관리가 포함되며, 예를 들어 환자가 

BRCA 1 또는 BRCA 2 유전자 돌연변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암에 대한 선별 검사를 확대

      * BRCA1 (유방암 유전자 1, BReast CAncer gene 1) 및 BRCA2 (유방암 유전자 2, BReast CAncer gene 2) 

Ÿ 또한 AI는 유전 정보, 바이오마커 및 기타 생리학적 데이터에서 통찰력을 생성하여 환자가 다양한 

치료 옵션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이 가능

Ÿ 전통적인 실험실 마우스를 활용할 경우 동물 모델과 인간 사이에서 제대로 해석되지 않는 조건에서 확인할 

수 없는 약물 후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임으로써 약물 발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

[Medical Device Network, 2022.09.23.; CISION, 2022.09.19.]

빅데이터, 의료 기업의 관련 특허 출원 건수 전년 대비 감소 

 ‘글로벌데이터(GlobalData)’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간 의료산업의 빅데이터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33건이며 전년 동기의 69건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며, 동 기간 빅데이터 관련 특허 승인 건수는 

18건으로 전년 동기의 29건 대비 크게 감소

Ÿ 빅데이터는 글로벌데이터가 추적하고 있는 핵심 영역 중 하나이며, 이는 향후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주요 파괴적(disruptive) 힘으로 현재 기업들이 이 부문에 자원을 투자하는 중  

Ÿ 조사 결과, 의료부문의 2분기 최고 빅데이터 혁신 기업은 미국 기반의 ‘존슨앤존슨 

(Johnson&Johnson)’이며,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건 증가 

Ÿ △미국 ‘서너(Cerner Corp)’ 5건 △중국 ‘선전 마인드레이 바이오메디컬 일렉트로닉스(Shenzhen Mindray 

Bio-Medical Electronics Co Ltd)’ 4건 △스위스 ‘호프만 라 로슈(F. Hoffmann-La Roche Ltd)’ 3건  

Ÿ 또한 △일본 ‘시마즈(Shimadzu Corp)’ 3건 △미국 ‘박스터 인터네셔널(Baxter International Inc)’ 

2건 △애질런트 테크놀로지(Agilent Technologies Inc) 1건 △덱스콤(DexCom Inc) 1건 등의 순

[Medical Device Network, 2022.08.30.; VERDICT, 2022.08.23.] 

https://www.medicaldevice-network.com/comment/personalised-medicine-big-data-ai/
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ksm-research-and-innovation-center-and-valo-health-announce-first-of-its-kind-multiyear-collaboration-to-spearhead-preventive-care-and-personalized-medicine-for-patients-301626709.html
https://www.medicaldevice-network.com/analysis/big-data-innovation-among-medical-industry-companies-has-dropped-off-in-the-last-three-months/
https://www.verdict.co.uk/big-data-innovation-among-tech-industry-companies-has-dropped-off-in-the-last-three-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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