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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프라이머리 케어 데이터 정비·활용방안 모색
일본은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과 의료비 효율화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로 의료데이터 정비·활용

을 논의 중이지만, 1차 의료기관인 진료소를 비롯해 중소 의료기관의 진료차트 전자화, 표준화가 

늦어지면서 데이터 활용도 지연되고 있는 상태. 이는 선진국들이 1차 의료기관의 진료차트를 거의 

100% 전자화하고 다른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과 공유하는 한편 2차이용을 목적으로 DB를 정비하고 

있는 것은 것과는 대조적. 본 자료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프라이머리 케어 데이터 정비·활용 상황을 

정리하고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일본 정책 방안을 소개

[1] 디지털 헬스 개혁 추진 중이지만 진료차트 디지털화는 지지부진

 프라이머리 케어(Primary care)는 의료를 3단계로 구분했을 때 1차 의료(일상적으로 친근한 

질병이나 상처 치료)에 해당 

Ÿ 많은 국가들이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 1차 의료 전담의사)를 통해 프라이머리 케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GP등록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GP의 위치를 의료 제도상으로도 보증

Ÿ 원칙적으로 모든 주민은 GP에 등록해 1차 진료를 받은 후 중증인 경우 전문의를 소개받는 방식이며, 

GP는 자신에게 등록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때문에 치료는 물론 예방에도 적극적

Ÿ 반면 일본은 등록제가 없고 프라이머리 케어를 담당하는 진료소를 환자가 증상에 맞게 방문하는 

것이 특징으로, 이런 이유로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일회성이어서 의사가 환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환자의 건강에 대한 의사의 책임도 다소 불분명

Ÿ COVID-19 이후 일본도 1차 의료 전담의사 등록제 등 프라이머리 케어 제도화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했고 프라이머리 케어 관련 데이터 정비·활용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 

Ÿ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 헬스 개혁은 이미 전자화·표준화 된 진료보수명세서 데이터 공유를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포괄적인 의료 데이터를 포함하는 진료차트 데이터 공유는 논의는 활발하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

Ÿ 일본은 ’99년 일정 요건 충족 시 전자매체도 법률이 정한 진료차트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통지가 

나오면서 전자차트가 본격적으로 도입됐으며 ’06년까지 진료소 전자차트 보급률 60% 실현을 

목표로 했지만 ’20년 시점에서도 도입률은 50% 미만

Ÿ 특히 1차 의료기관의 진료차트 전자화, 표준화가 저조한 것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표준화된 

전자차트를 도입할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하는 곳이 많고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 정보를 제공할 

기회도 적어 종이 차트로도 충분하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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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과 네덜란드를 통해 본 해외의 의료 데이터 활용 현황 

 OECD에 따르면, 유럽을 중심으로 프라이머리 케어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는 전자 진료차트가 

거의 100% 보급된 상태

Ÿ 양국의 전자차트 보급은 프라이머리 케어(GP)쪽이 고도의료(병원)보다 훨씬 앞서고 있으며 GP의 

전자차트 데이터가 다른 의료종사자들에 대한 정보 발신원이 되고 있는 것이 공통점

Ÿ 이는 고도의료와 비교해 GP가 사용하는 차트는 기능이 간단해 고도진료를 하는 병원의 전자차트 

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표준화나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이 배경 

Ÿ 프라이머리 케어 역할의 수행, 즉 환자를 지속적으로 케어하고 지역 주민 전체의 건강을 관리하거나 

전문의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전자차트가 필수이며 환자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방대한 데이터의 

❙네덜란드와 영국의 의료 데이터 정비·활용 상황❙
: 

네덜란드 영국

전자

진료차트 

보급 

Ÿ ’00년 국가 주도 하에 전자차트를 네트워크화 
하고 ’02년 국립의료ICT연구소(NICTIZ)가 전자
차트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규격을 정비

Ÿ ’06년 의료기관, 약국 간 의료 데이터를 교환
하는 네트워크 기반인 LSP(National 
Exchange Point) 서비스를 시범 개시

Ÿ ’12년 LSP 운영을 민간 의료제공자 단체인 
VZVZ로 이관

Ÿ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00년대 중반 대부분의 
GP가 전자차트를 도입

Ÿ ’02년 도입이 늦어진 병원의 디지털화와 NHS 전체의 시
스템 상호 운용성 확보를 목표로, 의료 디지털화 프로젝트 
NPfIT(The National Programme for IT)를 시작했으나 
’11년 정권교체 이후 정부가 NPfIT를 해체

Ÿ 단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정보공유 기반인 Spine, 전자처
방전, SCR(Summary Care Records) 등은 지금도 사용

공유 
데이터

 및 

시스템 
개요

Ÿ LSP는 GP의 전자차트 파일(GP’s file) 외에 
요약본인 Professional Summary(PS)를 공유

Ÿ PS는 환자의 현재 건강상태, 최근 4개월간 진
료정보, 검사수치, 약제정보, 알레르기 등의 데
이터를 포함

Ÿ LSP는 네트워크에 환자의 의료정보를 저장하
지 않고 의료기관 간 교환을 중개하며, GP는 
VZVZ의 인증을 받은 전자차트를 사용해 병원, 
약국 등에 PS 제공

Ÿ GP의 전자차트가 표준화되고 Spine이 개발되면서 의료종
사자들은 GP가 작성한 환자요약 정보인 SCR을 공유

Ÿ SCR은 약에 관한 정보가 중심인 기본정보와 병력 등을 
포함한 추가정보로 구성되며, 정보제공에 반대의사를 표명
하지 않은 환자는 SCR이 작성되고 이를 Spine에 업로드

Ÿ GP는 NHS Digital이 인증한 업체의 전자차트를 사용해 
Spine에 SCR을 업로드하며 ’19년 2월 기준 인증업체는 
EMIS, SystemOne, Vision, Evolution 4社로 EMIS가 
과반의 점유율을 보유

2차이용

Ÿ LSP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아 2차이용에 부
적절해 GP로부터 데이터를 별도로 수집해서 
DB를 구축중이며, 연구기관 NIVEL이 관리하
는 Nivel Primary Care Database가 대표적

Ÿ 프라이머리 케어 데이터의 2차이용은 프라이머
리 케어 국제분류(ICPC)에 준거한 전자차트인 
Transhis가 보급

Ÿ SCR에 저장된 데이터는 1차이용을 고려한 것이며 2차이
용은 엄격하게 제한

Ÿ 공적인 프라이머리 케어의 대규모 DB인 CPRD(Clinical 
Practice Research Datalink)를 광범위하게 2차이용

Ÿ CPRD는 의약품규제당국(MHRA)과 국립보건연구원
(NIHR)이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며 GP에 등록된 약 
1,600만 명 환자의 차트 데이터를 포함

효과

Ÿ 전자차트 데이터의 1차이용 효과는 의료종사자 
간 환자 데이터 공유를 통한 의료품질 향상

Ÿ 동 데이터의 2차이용으로 프라이머리 케어 분
야의 우수한 연구 성과 축적 및 임상에 대한 
피드백, GP의 진료 및 연구 양립을 실현

Ÿ SCR은 등록률이 96%를 넘고 의료종사자간 필요한 데이
터 공유로 의료의 품질 향상과 효율화를 실현

Ÿ 프라이머리 케어에 관한 높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립
보건임상평가기구(NICE)가 338개의 진료가이드(’22년 6
월말 기준)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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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는 물론 예방 목적의 자료 검색·집계에도 차트의 전자화가 효율적

[3] 의료데이터 정비·활용을 위해 일본이 추진해야 할 정책 제안

 해외사례를 보면 고도의료에 비해 프라이머리 케어의 전자화나 표준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기대되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일본은 디지털헬스 개혁의 다음 단계로 전자차트를 중심으로 

한 프라이머리 케어의 데이터 정비·활용에 주력하는 것이 적절

Ÿ (프라이머리 케어 제도화) 의료기관을 프라이머리 케어 분야와 고도의료 분야로 분류하고 전국민이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가운데 가정의(이하 GP로 표기)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으로 GP등록제 

도입은 여러 가지 경로로 의료 데이터 정비에 기여할 전망

Ÿ △실제로 프라이머리 케어 담당 의사가 늘어나면서 표준 전자차트 보급을 뒷받침 △프라이머리 

케어와 고도의료 담당 의료기관 구분으로 정책 타깃이 명확해지면 해외 사례처럼 전자차트 보급과 

표준화가 보다 용이 △GP가 작성한 데이터를 확인해 신속하게 환자의 개요를 파악

Ÿ (GP의 환자요약정보 제공 의무화) GP가 작성한 등록환자의 요약 정보를 옵트아웃 방식으로 온라인 

자격확인 기반에 제공하는 의무를 부여해 의료종사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Ÿ 일본의 데이터 헬스 개혁은 다양한 데이터를 연결해 환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려는 측면이 

있지만 GP가 작성한 환자요약 정보를 다른 의료종사자와 공유한다는 생각도 필요

Ÿ GP가 제공해야 할 환자요약 정보는 일반적으로 차트에 기재되고 있는 항목이며 1차이용을 고려하면 

각 항목에 표준코드를 적용하기보다 치료방침,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 환자의 희망사항 등 문장으로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는 구조가 적절

Ÿ (GP용 표준 전자차트 인증 및 보급) 정부가 온라인 자격확인 기반에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표준사양을 공개하고 요건을 충족한 업체의 전자차트를 인증하는 방식

Ÿ 국가의 인증을 받은 전자차트를 이용하면 GP는 환자요약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고, 진료소 

등이 국가가 인증한 전자차트를 도입하는 경우 최초 비용은 국가 보조도 가능

Ÿ 기대되는 GP용 전자차트의 특징은 진료보수명세서 처리용 PC, 전자처방전, 전자진료차트가 일체화 

된 제품이 적절하며 약제정보 등 중복되는 항목도 많아 한번 입력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효율적

Ÿ 네덜란드와 영국이 GP의 데이터를 공유한 것은 약 10년 전으로, 일본도 지금부터 시책을 강구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전문의는 물론 약사, 방문 간호 스테이션의 간호사, 간병인 등 의사 외에도 

환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유·활용할 것인지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

[日本総合研究所, 2022.09.21.; 読売新聞, 2022.03.28]

https://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jrireview/pdf/13700.pdf
https://www.yomiuri.co.jp/choken/kijironko/ckmedical/20220328-OYT8T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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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Abbott, 제2형 당뇨환자의 입원율을 67% 감소

 미국 제약회사 애보트(Abbott)社의 스마트폰 무채혈 연속 혈당 측정 시스템인 프리스타일 리브레(FreeStyle 

Libre)는 유전인자와 함께 과식이나 운동부족 등의 환경 인자나 연령 등이 주요 원인인 제2형 당뇨병 

환자가 FreeStyle Libre를 1년동안 사용할 경우 입원율을 67% 감소시킨다느 연구결과가 발표

Ÿ Abbott의 FreeStyle Libre는 스마트폰과 연동된 무채혈 측정 기기(continuous glucose monitor, 

CGMs)로 최대 14일 동안 연속적으로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성능을 보유

Ÿ 의학 전문 학술지 Journal of Diabetes Technology & Therapeutics에 발표된 이 연구는 5,933명의 

당뇨병 환자를 추적 조사한 프랑스의 의료기록 데이터를 사용

Ÿ 연속 혈당 모니터링이 가능한 FreeStyle Libre를 사용한 이후, 환자들은 급격한 당뇨 관련 대표적인 

질환인 저혈당증(hypoglycemia)이나 당뇨병성케톤산증(diabetic ketoacidosis)과 같은 급성 당뇨병성 

질환을 경험하는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

[Medtech Dive, 2022.09.21.; Fierce Biotech, 2022.09.20.] 

미국 BioMade, 9개 신규 프로젝트 발표 

 미국 국방부(DARPA) 산하의 합성생물제조 연구기관인 바이오메이드(BioMade)는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에 관한 최고회의에서 

미국의 미래 바이오산업의 제조 혁신․교육․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프로젝트 9개를 발표  

      * 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는 9월 12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으로, 

바이오제조 역량 신장, 바이오 기반 제품의 시장 기회 확대, 다양한 인력 훈련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안정되고 

보다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가격 저감을 도모 

Ÿ 동 프로젝트를 통해 도모하는 바는 △새로운 바이오제조 상품 창출 △모범사례 개발 △백신성분 생산 

지원 △바이오산업의 제조 인력 양성 등이며, 부연하면 △바이오 제품의 상용화 준비도를 제고 △바이오 

기반의 폼과 접착제에 필요한 화학제품을 최적화 △발효조 설계를 위한 최첨단 방법론을 개발 

Ÿ 또한 △소외지역을 위해 바이오기술에 역점을 둔 여름캠프 설립, 생명공학 분야에 바이오안보 훈련 

코스 창조, 농촌과 도심 고등학교 내 생명공학 과정 개설 등을 통해 국내 바이오경제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채울 숙련된 인력을 구축 

[Manufacturing USA, 2022.09.21.]  

https://www.medtechdive.com/news/retrospective-study-abbott-freestyle-libre-67-drop-hospitalizations/632306/
https://www.fiercebiotech.com/medtech/abbotts-freestyle-libre-cgm-reduces-type-2-diabetes-hospitalizations-67-study
https://www.manufacturingusa.com/news/summit-national-biotechnology-and-biomanufacturing-initiative-announces-9-new-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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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L’Oreal, 전문피부 화장품 역량을 강화

 프랑스 로레알(L’Oreal)社는 의사 처방 화장품을 제조하는 미국 스킨케어 브랜드인 스킨베터사이언스 

(Skinbetter Science)社를 인수하면서 전문피부 화장품 역량을 강화

Ÿ ’16년에 의약품 제조 업계의 전문가인 Jonah Shacknai, Justin Smith와 Seth Rodner가 공동으로 

설립한 Skinbetter Science는 미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의사 처방 화장품 기업 중의 하나

Ÿ 항노화, 보습, 클린징, 각질 제거, 자외선 차단 등에 효능을 가진 활성 성분을 포함한 혁신적인 제품을 

제조하는 Skinbetter Science는 임상시험을 통해 심도 깊은 이해를 가진 전문가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중

Ÿ ’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9,50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Skinbetter Science는 

L’Oreal과의 합병 이후에도 현 경영 체제를 유지하면서 L’Oreal의 사업 영역의 외연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Premium Beauty News, 2022.09.23.; Beauty Packaging, 2022.09.23.] 

독일 Boehringer Ingelheim, 희귀 피부질환 치료제 첫 승인

 독일 베링거인겔하임(Boehringer Ingelheim)은 희귀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피부질환 범농포성 

건선(generalized pustular psoriasis, GPP)에 대한 항체 치료제인 스페솔리맙(spesolimab)에 

대해 미국에서 첫 규제 승인을 획득

Ÿ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GPP의 특징인 발적(flare)으로 알려진 고통스러운 수포의 파괴적인 발진을 

치료하기 위해 스페비고(Spevigo) 브랜드 이름으로 IL-36 수용체 억제제를 승인했으며, 발적은 

심부전, 신부전 및 패혈증과 같은 합병증이 있는 환자를 입원시킬 만큼 심각한 질환

Ÿ GPP 발적 후 사망률은 2%에서 16% 사이이며 대부분의 사망은 패혈성 쇼크와 심폐 기능 부전으로 

인해 발생

Ÿ Spevigo는 GPP에 대해 최초로 승인된 치료제이자 IL-36 억제제 계열에서 개발을 거쳐 시장에 출시된 

최초의 약물이며 유럽의 규제 기관에서 검토 중이며 ’22년 말 이전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

Ÿ 베링거는 GPP에서 스페솔리맙(spesolimab)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GPP 플레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유지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조사하는 EFFISAYIL-2 시험과 

항체의 장기적인 효능을 조사하기 위한 5년 연장 연구인 EFFSAYIL-ON이 포함

[Pharmaphorum, 2022.09.02.; HCP Live, 2022.09.03.]

https://www.premiumbeautynews.com/en/l-oreal-strengthens-in-dermo,20850
https://www.beautypackaging.com/contents/view_breaking-news/2022-09-23/loreal-acquires-physician-dispensed-brand-skinbetter-science/
https://pharmaphorum.com/news/boehringer-bags-first-approval-for-rare-skin-disease-drug/
https://www.hcplive.com/view/fda-approves-spesolimab-first-generalized-treatment-pustular-psoriasis-flares-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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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C, 전신성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 승인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社의 희귀질환 

사업 부문인 알렉시온파마슈티컬스(Alexion Pharmaceuticals)가 개발한 울토미리스(Ultomiris, 

성분명:ravulizumab)를 전신성 중증 근무력증 표준치료제로 승인

Ÿ Ultomiris의 승인은 항 아세틸콜린 수용체(anti-acetylcholine receptor, AChR) 양성을 보이는 

전신무력증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 승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유럽에서 전신무력증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는 유일한 승인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확대

Ÿ 전신무력증은 전신쇠약을 유발하는 만성 희귀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근육의 기능을 상실하고 시간경과에 

따라 심각한 무력증을 유발시키며 EU내에서 근무력증을 앓는 환자수는 8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근무력증 환자의 80%는 AChR 양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양성 반응은 신경과 근육 연접부에 존재하는 신호 수용체에 

달라붙어 신호 전달을 방해하는 항체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항체의 결합은 면역 체계의 핵심 요인인 보상 기전을 

작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전을 통해 결국 뇌와 근육 사이의 신호 전달을 붕괴

[PMLiVE, 2022.09.23.; Medical Dialogue, 2022.09.25.] 

일본 의료정책기구, ‘암 개별화 의료’ 관련 의료체제 정비 제언

 암 치료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유전자 변이 등 암의 특징에 맞춰 개개인에 적합한 치료를 

실시하는 ‘암 개별화 의료’는 앞으로 암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의 의료정책기구는 암 개별화 의료의 특징을 감안한 의료체제 등의 정비를 제언

Ÿ 암 개별화 의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료 접근성, 인재육성, 연구개발, 약사승인·보험적용, 

환자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과제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

Ÿ 암 개별화 의료는 일반적으로는 △현시점에서는 적응증례가 제한돼 있으며 △유전자 정보를 취급한다는 

점 △검사나 치료비용이 너무 고액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정책과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Ÿ (제언1) 의료제공 체제, 인재, 연구·임상시험, 환자지원책 등 모든 분야에 ‘허브&스포크(Hub&Spokes)형’ 

네트워크를 정비해 인적자원, 지식을 쉽게 집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때 온라인 기술 활용을 포함한 

적극적인 ICT화를 통해 정보와 의료자원의 집적을 효율화

Ÿ (제언2) 유전자 정보 데이터를 정비함과 동시에 유전자 정보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 등이 행해지지 

않도록 유전자 정보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정비 및 국민 홍보를 실시

Ÿ (제언3) 암 개별화 의료의 특징과 임상현장의 니즈에 맞게 약사승인(薬事承認)·보험적용 조건 등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재검토

[日本医療政策機構, 2022.09.21.; DIAMOND, 2022.08.28.] 

https://www.pmlive.com/pharma_news/ec_approves_astrazenecas_ultomiris_as_generalised_myasthenia_gravis_treatment_1455834
https://medicaldialogues.in/news/industry/pharma/astrazeneca-ultomiris-approved-in-europe-for-treatment-of-adults-with-generalised-myasthenia-gravis-99600
https://hgpi.org/research/ncd-pm-20220920.html
https://diamond.jp/articles/-/3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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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료기기 생산 및 운영 등급 감독 강화를 위한 지침 발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은 9월 9일, 각 지역정부의 의약품 관리감독 부서가 

의료기기 등록제도 범위 내에서 의료기기 생산 및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 

Ÿ 동 지침은 성(省) 단위 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이 산업 발전 및 관리감독 현실에 맞춰 관리감독 자원의 기능을 

발휘하고, 각 지역의 실제 생산 및 운영 등급에 부합하는 관리감독 세부 요건을 수립하도록 명시 

Ÿ 의료기기 생산 운영 기업을 리스크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따라 상응하는 

관리감독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

     * 장기간 관리감독 신용 등급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 수준을 적절히 완화하는 반면, 지역 간 위탁 생산 의료기기 

등록 법인 중 위탁 생산만을 수행하는 기업과 타 지역에 창고를 증설한 운영 기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 수준 강화

Ÿ 또한 모든 의약품 관리감독 부서가 지역과 등급을 아우르는 협동 관리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검사 

시 발견한 문제점을 법률규정에 따라 즉시 처리하며 관리감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의료기기 

전체 생명주기에 대한 품질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강조

[药监局, 2022.09.10.; 法治日报, 2022.09.16.]

글로벌 피부 필러 시장, ’31년 약 31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시장조사기관 Research Nester Private社는 세계 피부 필러 시장이 ’21년 약 50억 달러에서 

’31년 약 310억 달러에 이르고, 시장은 ’22년∼’31년 8%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Ÿ 피부 필러는 주사가 가능한 젤 형태로 피부의 볼륨을 회복하거나 주름, 기타 얼굴 라인을 줄이는데 

사용하며, △고령자의 피부 주름치료 확대 △개인 가처분 소득 증가 △미용처치에 대한 전 세계의 수요 

증가 △남성들의 히알루론산 필러 사용 증가 △여성들에게 입술 필러의 인기 상승 등이 주요 성장요인

Ÿ 세계적인 외과적, 비침습적 미용시술 증가로 미국에서는 ’20년 합계 1,328만회의 미용 저침습 

수술이 실시됐는데 여기에는 50∼70세 합계 11만 회의 연부(軟部)조직 충전수술이 포함

Ÿ 피부 필러 시장은 성분에 따라 히알루론산, 칼슘수산화인회석, PMMA, 콜라겐 등으로 나뉘며 

이들 가운데 히알루론산은 피부 필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최대 시장규모를 획득할 전망으로 

히알루론산을 포함하는 미용치료 수는 ’19년 2,870만 건 이상을 차지

Ÿ 지역별로는 북미지역이 ’31년 말까지 최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전망으로, 예를 들어 ’20년 

미국에서는 외과적 및 비침습적 처치를 포함해 1,500만 회 이상의 미용처치가 실시

[SANSPO, 2022.09.16.; NEWSCAST, 2022.09.22.]

http://www.gov.cn/xinwen/2022-09/10/content_5709292.htm
http://www.legaldaily.com.cn/government/content/2022-09/16/content_8782388.htm
https://www.sanspo.com/pressrelease/dreamnews/UQZICG74PZPI7FIKKEICLWYNS4/
https://newscast.jp/news/017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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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

미국, 의료비용 상승으로 아웃바운드 의료관광 증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의료비용 상승으로 의료 및 치과 치료를 위해 의료관광을 떠나는  미국인의 

수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 상승하였으며, HealthCare.com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 781,000명에 비해 올해 787,000명 이상의 미국인이 해외에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

Ÿ ’20년 115,000명 대비 263,000명이 해외에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20년 173,000명 

대비 523,000명이 치과 진료를 위해 여행할 것으로 예상

Ÿ 치과 서비스 가격은 6월에 1.9% 상승했는데, 이는 미국 노동 통계국이 1995년 수치를 추적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률이었으며 의료서비스는 0.7% 상승

Ÿ 미국인들은 멕시코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병원으로 의료여행을 떠나고 있으며, 의료관광 중 5,000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시술이 전체 시술의 ’17년 5%에서 ’22년 22%로 증가

[Benefits Pro, 2022.09.19.; ADA, 2022.07.19.] 

튀르키예, 미국과의 의료관광 활성화 모색

 미국의 환자들은 튀르키예(Türkiye, 舊 터키)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튀르키예에서의 치료비용이 

자국보다 약 35~60% 저렴하기 때문이며, 터키항공은 미국에서 매주 5,000 달러의 

‘의료관광(medical tours)’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등 미국과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

Ÿ ’22년 8월 국적기(flag carrier) 항공사는 지역 의료관광 부문이 ’23년에 50억 달러의 수출 서비스 

수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수출자 협회(Services Exporters’ 

Association, HİB)와 계약을 체결

Ÿ ’22년 8월 18일에 서명된 계약에 따라 국적기는 의료서비스 산업에서 운영되는 HİB의 700개 

이상의 회원사와 협력할 예정

Ÿ 국제보건서비스(International Health Services Inc., USHAŞ)社의 데이터에 따르면 ’22년 

1분기에 대략 290,000명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튀르키예에 방문했으며 의료관광 수익은 

1~3월 기간 동안 3억 3,200만 달러를 창출

Ÿ 튀르키예를 방문하는 의료관광객의 수는 302,000명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의료관광 수입은 ’22년 

2분기에 4억 3,600만 달러로 증가

[Azernews, 2022.09.23.; Hurriyet Daily News, 2022.09.22.]

https://www.benefitspro.com/2022/09/19/medical-travel-exceeds-pre-pandemic-levels-as-a-result-from-rising-costs-and-inflation/?slreturn=20220828074120
https://www.ada.org/publications/ada-news/2022/july/dental-services-affected-by-countrys-high-inflation
https://www.azernews.az/region/199854.html
https://www.hurriyetdailynews.com/turkish-airlines-working-to-boost-medical-tourism-with-us-17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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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위기, 유럽 전역 보건 리스크 발생 가능성 제기

 루마니아 ‘그리고레 T. 포파 의약대(Grigore T. Popa University of Medicine and Pharmacy)’의 

연구진은 600만여 명의 우크라니아 난민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 가져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들 경고하였으며, 우크라이나 난민의 통과국 및 수용국에서 SARS-CoV-2, 

다제내성결핵 등의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동 연구는 의학논문 검색 사이트 펍메드(PubMed)를 비롯해 세계보건기구, 유엔난민기구, 정부 웹사이트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인구 유입으로 발생 가능한 보건 문제 및 각국 공중 보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Ÿ 이에 대한 근거로는 △우크라이나의 백신 2차 접종률은 ’22년 2월 22일 기준 34.4%에 불과 

△ 우크라이나의 돈바스(Donbas) 등 분쟁지역의 위생용품 부족 및 마스크, 의무적 사회적 거리두기, 

신속한 진단검사 등 예방 대응 부재로 인한 SARS-CoV-2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 제기

Ÿ 또한 △’19년 우크라이나의 결핵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77건이며 다제내성 결핵(MDR-TB)의 

치료 성공률은 51%에 그쳐 다른 국가에 다제내성 결핵의 전파 가능성 등을 제시

Ÿ 우크라이나 난민의 보건 니즈 충족을 위해 △보건시스템을 조정해 의무예방접종 계획 및 권장 

백신 관련 국가별 차이 해소 △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난민 출신국에 내재하는 주요 질병의 특수성 

관련 교육 △이민자의 의료 니즈 평가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

[Dove Press, 2022.09.22.; reliefweb, 2022.07.07] 
 

유럽 EC, 암검진정책 발표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회원국들이 암 검진 수용도를 높이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과학적 개발 및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회원국이 유방, 자궁경부암 

및 결장직장암 검진 대상자의 경우 EU 인구의 90%가 ’25년까지 암 검진을 제공받도록 보장할 예정

Ÿ ’20년에는 EU에 거주하는 약 270만 명이 암 진단을 받았으며, 130만 명 이상이 암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며, 추정에 따르면 EU 시민 2명 중 1명은 일생 동안 암에 걸리고 삶의 질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체 암 환자의 절반만 생존

Ÿ 오늘날 유럽의 암퇴치계획(Beating Cancer Plan)에 따라 EC는 EU에서 암 검진을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새로운 권고에 따라 EU 암 검진 계획은 매년 EU에서 진단되는 

모든 신규 사례의 대략 55%를 차지하는 암 유형을 다룰 예정

Ÿ EU4Health 프로그램에 따라 3,850만 유로, 호라이즌유럽(Horizon Europe)에서 6,000만 유로 

규모의 새로운 프로그램의 출시를 위해 재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EC는 ’23년 EU4Health 

프로그램에 따라 암 검진을 위한 추가 자금을 제안할 예정

 [European Commission, 2022.09.20.]

https://www.dovepress.com/health-risks-during-ukrainian-humanitarian-crisis-peer-reviewed-fulltext-article-RMHP
https://reliefweb.int/report/ukraine/conflict-strains-health-system-needs-continue-ukraine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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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암에 대한 세포 요법 치료 사례

 인도에서는 매년 백만 명 이상의 새로운 암 사례가 진단되는 가운데 암 발병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더 높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도 제약 회사와 신생 기업은 미국 대비 10분의 1 

비용으로 암에 대한 세포 요법 기반 치료를 제공할 전망

Ÿ Immunel Therapeutics, Dr Reddy's Laboratories, Shenzhen Pregene Biopharma, ImmunoACT는 

암, 특히 혈액암에 대한 CAR-T 세포 요법을 향후 2년 이내에 인도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

      * CAR-T세포 치료제(Chimeric Antigen Receptor T cell Therapy)는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를 유전적으로 조작해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만든 혈액암 치료제이며, 이 세포는 유전적으로 신체 외부에서 변경되어 체내에 재주입

Ÿ Immunel Therapeutics는 백혈병과 같은 암에 대한 CAR-T 세포 요법이 3년의 기존 치료(경구 

약물, 화학 요법, 골수 이식 사용)를 3주로 단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Ÿ Dr Reddy's Laboratories는 Shenzhen Pregene Biopharma로부터 기술 라이선스를 받아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ImmunoACT는 이 기술을 사용하여 신경모세포종용·뇌암용으로 

2개의 추가 암 치료 제품에 대해 연구

Ÿ 전 세계적으로 CAR-T 세포 요법에 대한 300건의 임상시험이 유럽, 미국, 이스라엘, 중국 및 

호주에 걸친 약물 규제 기관의 승인을 획득

[LaingBuisson, 2022.09.18.; India.com, 2022.07.12.]

아시아·태평양, 2022/2023년 보건 부문의 FDI 및 정책 

 아시아·태평양의 보건 부문에서 해외진출 기업이 투자 대상국에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투자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Green Field FDI)’는 ’08년에 비해 ’21년에 49% 낮았지만, '21년 

동기간에 대비 ’22년 1분기에 78%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22년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

Ÿ ’08~’21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제약 부문은 미화 320억 달러로 가장 많은 신규 투자를 

유치했으며, 의료기기 부문 200억 달러, 생명공학 부문 170억 달러, 헬스케어 부문 108억 달러 

순으로 신규투자를 유치 

Ÿ 그러나 ’22년 1분기에는 제약 부문 9,600만 달러, 의료기기 부문이 급격히 증가한 12억 달러, 

생명공학 부문이 5,500만 달러, 헬스케어 부문은 6,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각각 기록

Ÿ 중국은 ’08~’20년 동안 그린필드 FDI를 가장 많이 유치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도(140억 달러), 

싱가포르(90억 달러), 말레이시아(50억 달러) 순

[UNESCAP, 2022.09.22.]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india-plans-cell-therapy-treatment-for-cancer/
https://www.india.com/health/good-news-for-cancer-patients-in-india-cell-therapy-to-go-cheaper-5508404/
https://www.unescap.org/kp/2022/foreign-direct-investment-and-policies-health-sector-asia-and-pacific-202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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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 향후 지속 가능한 의료 제공을 위한 방안 제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필수 의료서비스가 중단되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예방 접종 범위가 

감소하고 결핵과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3명의 업계 리더의 지속 가능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을 소개

Ÿ (가치 기반 의료) 가치 기반 접근 방식은 환자 중심의 가장 가치 있는 치료에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의료시스템 혁신이 가능

Ÿ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 코로나 팬데믹은 보건의료 시스템의 

균열을 악화시켰고, LSE, WEF 및 AstraZeneca가 ’20년에 처음 설립한 PHSSR과 같이 미래의 

위기를 견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 신속한 대처와 지속 가능한 글로벌 보건 시스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Health System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PHSSR)

Ÿ (공평한 접근을 위한 글로벌 접근성 제고) 충족되지 않은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국가 보건 시스템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의 구축이 필요

[World Economic Forum, 2022.09.23.; United Nations, 2022.]

의료관광, 인도·말레이시아·튀르키예 등 3개국 정책 비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시설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인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인도,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등 3개국 정부의 의료관광에 대한 지원정책 비교 및 효과 분석

Ÿ (인도) 인도는 주로 의료 시설이 부족하고 인도의 낮은 치료 비용이라는 매력적인 요인으로 가난한 

국가에서 환자를 유치하며, 인도 정부는 매년 약 500,000건의 의료관광 비자 프로그램을 제공

Ÿ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의료관광 산업 청사진 2021~2025’에서 말레이시아 

의료관광위원회(Malaysia Healthcare Travel Council, MHTC)는 의료관광 업계 이해 관계자를 

위한 전략과 프레임 워크를 제시하고, 가장 최근의 의료관광 통계에 의거 3억 7,300만 달러의 

의료관광 수입을 보고

Ÿ (튀르키예) 튀르키예(Türkiye, 舊 터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터키에 의료관광을 홍보하는 데 

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공식 TURKSTAT 데이터에 따르면 662,000명의 

외국인환자가 ’19년에 튀르키예를 방문하여 16억 5천만 달러의 관광수익을 기록

      * 외국인환자를 위한 비자 절차는 의료관광위원회, 사립 병원 협회 및 사립대학 협회를 통해 촉진되며 정부는 의료관광 진흥 

지원, 대행사 및 공급자 마케팅 및 판촉 활동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석 비용의 50~70%를 지원

[LaingBuisson, 2022.09.28.; Express Healthcare, 2022.09.22.]

https://www.weforum.org/agenda/2022/09/3-industry-leaders-lay-out-solutions-to-better-protect-global-health-systems/
https://unstats.un.org/sdgs/report/2022/The-Sustainable-Development-Goals-Report-2022.pdf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opinion/does-government-support-for-medical-tourism-pay-off/
https://www.expresshealthcare.in/news/medical-tourism-require-an-inflow-of-cash-to-accelerate-growth/436411/


12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2.10.17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ATA, 팬더믹 종식이 원격 서비스 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미국원격의료협회(American Telehealth Association, ATA)’는 의회의 공중보건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PHE) 종료 여부가 연방 및 州의 원격의료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Ÿ PHE는 90일 단위로 의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는 10월 중순까지는 PHE의 연장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  

Ÿ 현재 원격의료비 급여 및 제공자 관행은 연방 수준에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나, 원격의료 보장 

요건, 원격의료 기반의 서비스 상환, 상환 가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격, 동기식(synchronous)․ 
非동기식 원격의료 및 원격의료 환자 모니터링 규제책 등에 있어서는 州마다 상이 

Ÿ 원격의료의 본질이 보건 접근성이 부재한 곳에 치료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격의료 정책 

수립에 있어 의료 접근성에서의 격차를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Ÿ CVS, 아마존 같은 소매 유통업체가 인수합병을 통해 동 부문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이 같은 동향이 

환자 데이터 보호 방안 등, 원격의료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전망 

[Healthcae IT News, 2022.09.23.; Telehealth.HHS.gov, 2022.08.10.] 

미국 Fitbit, 데이터 기반 RPM 솔루션 공개

 미국 구글(Google)과 계열사 핏빗(Fitbit)은 웨어러블 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에서 유효한 정보를 추출하고 

적절한 치료 가능성을 의료 인력들에게 제시하는 기능을 가진 원격환자모니터링(RPM) 솔루션을 발표

Ÿ Google Cloud와 Fitbit Health Solutions은 자사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Fitbit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병원 밖에서도 환자의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 

인력들에게 상황에 적합한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솔루션인 Device Connect for Fitbit을 출시

Ÿ 이번 솔루션의 출시를 통해 Google은 사람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의료기관들의 보안과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새로운 시각을 얻기 위해 노력할 예정

Ÿ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체온, 심박수, 혈중 산소포화도, 수면 상태, 스트레스, 활동 등을 포함하는 

건강 관련 정보는 Google Cloud BigQuery를 통해 자동적으로 표준화되고, 이러한 표준 데이터에 의해 

인공지능 모델에 기반한 환자 개개인에게 특화된 진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헬스 시스템을 구축

[Health IT Analytics, 2022.09.27.; Google Cloud, 2022.09.27.] 

https://www.healthcareitnews.com/news/ata-whats-ahead-telehealth-policy-after-pandemic
https://telehealth.hhs.gov/providers/policy-changes-during-the-covid-19-public-health-emergency/policy-changes-after-the-covid-19-public-health-emergency/
https://healthitanalytics.com/news/google-fitbit-launch-data-driven-remote-patient-monitoring-solution
https://cloud.google.com/blog/topics/healthcare-life-sciences/google-cloud-fitbit-haga-collaborate-on-pilot-heart-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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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UK Biobank, 영상 스캔 수행 프로젝트 발표

 ’22년 9월 21일 대규모 생물 의학 데이터베이스 및 연구 자원이며 공공-민간 파트너십인 UK 

Biobank는 60,000명의 영국 Biobank 참가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영상 스캔을 수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종단 영상 데이터 세트(longitudinal imaging dataset) 프로젝트를 발표

Ÿ 60,000명의 영국 Biobank 참가자에 대한 전신 반복 이미징 스캔 모음은 중후반의 삶에서 질병 

진행을 평가하기 위해 종단 영상 데이터 세트를 연구원에게 제공할 예정

Ÿ UK Biobank 프로젝트는 △의학연구위원회(MRC)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Alphabet)과 아서 디 

레빈슨(Arthur D Levinson)에 의해 설립된 생명공학 조직인 칼리코생명과학(Calico Life Sciences) 

△자선단체인 챈저커버그이니셔티브(Chan Zuckerberg Initiative, CZI) 등이 추진

Ÿ 3,000만 파운드가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 참가자 집단에서 반복되는 매우 상세한 다중 

장기 영상을 캡처하여 연구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리학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게 지원

[UKRI, 2022.09.21.; Nature, 2022.03.07.]

일본, 개인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예방·건강관리는 ’22년 6월 일본 각료회의가 결정한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 2022’의 ‘사회보장 

분야 경제·재정 일체개혁 강화·추진’에도 기재돼 있으며 각 부처가 수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

Ÿ COVID-19 확산 이후 미디어를 통해 급속하게 보급된 ‘행동변화’라는 말은 예방·건강관리 

분야에서는 건강행동에 관련된 행동의 변화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의 획일적 방식과 달리 전달할 

내용과 전달 방법을 구분해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 것이 행동변화를 유도하는데 효율적

Ÿ 최근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행동변화 효과는 여러 건의 메타분석이 보고되고 있으며 신체활동 

증가 효과는 있지만 혈액 데이터를 비롯한 생리학적 변화나 비만에 대한 효과는 한정적

Ÿ 스마트폰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의 보급으로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을 

통해 디지털 바이오 마커(dBM：Digital Biomarker)를 비교적 쉽게 수집할 수 있어, 디지털 바이오 

마커를 활용해 전달내용이 개별화된 행동변화 접근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Ÿ 그러나 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바이오 마커 외에 개인의 성격이나 심리적 특성 

같은 심층 데이터를 활용해 접근방법 자체도 개인에게 맞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전달방법 개별화를 통한 행동변화 접근법의 고도화 실현이 필요

Ÿ 헬스 커뮤니케이션이 사회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데이터를 행동 디자인적 시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외부환경에도 행동변화를 촉구

[NTT DATA, 2022.09.16.; 経済産業省, 2022.08.08.]

https://www.ukri.org/news/creating-the-worlds-largest-longitudinal-medical-imaging-dataset/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22-04569-5
https://www.nttdata-strategy.com/knowledge/reports/2022/0916/
https://www.meti.go.jp/shingikai/mono_info_service/kenko_iryo/pdf/20220729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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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헬스케어 분야의 기술 혁신 추진 

 인도 정부가 의료 분야의 기술혁신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미션 △인도 정부의 무료 

원격 진료 서비스 △세계 최대 예방접종 추진 △드론 의약품 배송 등 디지털 헬스 사례 소개 

Ÿ (아유슈만 바라트 디지털 미션) ’21년 9월 27일 Narendra Modi 총리가 출범한 ‘아유슈만 바라트 

디지털 미션(Ayushman Bharat Digital Mission)’은 건강과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환자, 

의료 종사자, 구급대원, 병원, 진료소, 연구소, 약국)를 단일 플랫폼으로 모으는 것을 목표

Ÿ (eSanjeevani, 인도 정부의 무료 원격 진료 서비스) ’19년 11월에 시작된 인도 보건부(Union 

Health Ministry)의 국가원격진료서비스(National Telemedicine Service – eSanjeevani)는 

’22년 3월 25일 현재 300만 건 이상의 상담을 제공

Ÿ (Co-win, 세계 최대 예방접종 추진의 근간) 인도의 COVID 예방 접종 프로그램은 COVID-19 

예방 접종 프로그램 세부 정보를 캡처하는 디지털 플랫폼인 CoWIN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CoWIN 

포털은 가까운 예방접종센터 찾기, 예방접종 등록,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까지 원스톱 플랫폼 제공

Ÿ (드론 의약품 배달) ’21년 12월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의 팔가르(Palghar) 지역 행정부는 험준한 

지형에 위치한 외딴 마을에 드론을 사용하여 COVID-19 백신 투여량을 전달하는 실험을 수행

[Swasth India, 2022.09.27.; Open Gov, 2022.09.27.] 

싱가포르 병원, 중앙멸균공급부서의 효율성 제고 

 싱가포르의 병원들이 스웨덴의 의료기기 업체 ‘게팅게(Getinge)’社의 멸균공급관리기술인 T-DOC을 

도입함에 따라, 중앙멸균공급부서(Central Sterilizer Supply Department, CSSD)의 효율성이 제고

      * T-DOC 도입 전 싱가포르 병원의 CSSD에서는 4천여 종의 기기를 관리하고 각 기기의  이동 상황을 추적해 서류에 

기입했으나, 서류에 변경 사항 기입이 지연되면서 기기 설정 에러 및 추적 불가로 인한 재고손실이 발생

Ÿ CSSD의 워크플로우와 대량의 수술 기구의 추적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Getinge社의 T-DOC의 바코드 

기기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오염제거, 조립, 멸균 기록 보존, 장비의 적재 및 하역 등을 

일일단위로 추적 △표준 멸균 프로세스 중 기준치 이탈 시 담당자에게 자동 알람을 발송 

Ÿ 또한 △각 기기를 식별해 추적함으로써 멸균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축 △담당자들은 각 기기의 

수요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미리 기기 세트를 준비시키는 등 데이터 주도의 의사결정이 가능

Ÿ 그 외 T-DOC 도입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기기 

사용에 대해 보다 정확한 금액이 청구되면서 연간 약 50만 싱가포르 달러를 절감 △과도한 재고 

조달비용 감소 및 생산성 증대로 10만 싱가포르 달러를 추가 절감 

[Healthcare IT News, 2022.09.23.; Hospital Healthcare, 2022.09.19.] 

https://swachhindia.ndtv.com/health-for-all-building-a-swasth-india-with-technological-innovations-in-healthcare-71522/
https://opengovasia.com/indian-government-committed-to-better-digital-future/
https://www.healthcareitnews.com/news/asia/digital-traceability-keeps-heart-singapore-hospital-going
https://www.hospitalhealth.com.au/content/technology/hot-product/getinge-australia-t-doc-electronic-traceability-solution-89984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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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의료시스템으로 확대되는 증강 및 가상현실

 메타버스(metaverse)는 인공지능,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 의료기기 인터넷, 로봇공학 등을 

결합해 수술 정밀도를 제고하고 치료에도 사용되는 등, 보건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하는 쇼핑, 놀이, 파티, 진료 등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공간

Ÿ 현재 정신과의 혐오요법에서 증강/가상현실에 기반해 각 환자에게 맞춤화된 환경을 창조해 불안을 

유발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메타버스가 가장 먼저 적용될 

부문으로는 수술 시뮬레이션, 진단 영상, 환자치료 관리, 재활서비스 등이 유력

Ÿ 메타버스가 가져올 변화상으로는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이 메타버스 내에서 환자 자신이 

되어 각자의 디지털 트윈을 테스트에 활용해 수술회복 및 약물반응 등을 예견 △헤드셋 착용만으로도 

전문의와 같은 가상공간에 있는 것이 가능해져 외딴 지역의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 

Ÿ 또한 △감각적 순간이동(sensory teleportation) 아이템을 활용하는 가상의 임상적 세팅에서 

환자와 의사가 실시간 상호작용 △인간 의사와 외과 로봇이 높은 수준의 해상도와 정밀성을 기반으로 

정교한 수술 절차를 수행

[Cureus, 2022.09.12.; Digital Journal, 2022.06.13.] 

가상현실, VR 체험을 통한 치매 치료

 인류의 오랜 과제인 치매 치료는 최근 치료제 개발 외에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을 통해 뇌 기능을 개선하거나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진행

Ÿ 영국 스타트업 버튜헬스(Virtue Health)社가 개발한 ‘룩백(LooKBack)’은 가상현실(VR)을 활용해 

치매환자를 지원하는 디지털 요법 플랫폼으로, ‘FAVORITES’, ‘TOURS’ 등의 메뉴가 있으며 

치매환자의 니즈에 맞게 맞춤형으로 내용을 제작한 것이 특징

Ÿ ’18년 Lookback을 활용한 시범치료 결과, 전체의 60%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됐으며 80%는 

인지기능 자극 효과가 나타났으며 치매케어 전문시설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

Ÿ 미국의 스타트업 렌더버(Rendever)社도 VR체험을 통해 기억을 환기시켜 치매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중으로 지난 5년간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400개 이상의 고령자 시설에 가상현실 플랫폼을 

도입하고 100만 회 이상의 VR체험을 제공

Ÿ VR기기가 모든 증상에 맞게 제작된 것은 아니며, 사용 시 사이버 멀미를 느끼는 환자도 있고, VR기기 

착용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VR기기의 특수성이나 조작의 어려움 등 VR체험 치료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지만, VR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가격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이용은 확대될 전망

[SOMPO, 2022.09.30.; CNET Japan, 2022.06.09.]

https://www.cureus.com/articles/106227-the-trend-of-metaverse-and-augmented--virtual-reality-extending-to-the-healthcare-system#references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life-sciences/our-insights/digital-health-an-opportunity-to-advance-health-equity
https://www.sompo-ri.co.jp/2022/09/30/5709/
https://japan.cnet.com/article/35188524/

	표지_449호
	글로벌보건산업동향_449호_목차부터_2022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