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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OVID-19 대응 계획 연례 보고서 발표
’21년 9월 3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과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가 미래의 위협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역량 전환 방향을 제시하는 ‘미국의 팬데믹 대응 계획: 미국의 역량 전환(American Pandemic 

Preparedness Plan: Transforming Our Capabilities)’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1년동안 미국 

정부는 다양한 역량 전환을 위한 작업을 진행

[1] 미국 행정부가 COVID-19 극복과 미국의 역량 확대를 위한 노력

 백악관 OSTP와 유관 부처는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역량 전환의 성과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첫 번째 연례 보고서를 발표

Ÿ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팬데믹의 위협을 막아내고, 치료하고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백신, 치료제 

개발 및 진단 관련 R&D에서 역량 전환을 이루어내었으며, 긴급상황에 대한 조기 경보를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역량을 축적

Ÿ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소아마비와 같은 과거의 위협부터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새로운 위협에 대해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하수도 샘플링, 질병 관련 데이터의 축적과 분석을 위한 글로벌 조기 경보 

네트워크의 강화 등의 새로운 접근을 유도

 대중의 참여 확대와 신뢰 구축에 방점을 둔 정책을 추진

Ÿ 미래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미 정부는 공중 보건 분야에서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뢰를 

구축하면서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여 사태의 인식과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정책을 전개

[2]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전개한 범정부적 접근

 질병 방어 역량의 제고를 위한 노력

Ÿ 미국 정부에 의한 COVID-19 백신 투자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 백신이 6종 개발되었으며, 이중 4개의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

Ÿ OSTP와 관련 연방 기관들은 지난 3월에 건물 내 청정 대기 요구(Clean Air in Buildings Challenge) 

캠페인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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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러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건물 관리자나 소유자 등에게 적용되는 청정 

실내 공기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질병통제및예방센터(CDC)는 실내 공기 환기 

및 가정 환기 개선 방법과 관련된 가이드를 배포

Ÿ EPA, CDC, 에너지부는 교육부와 함께 효율적이고 건강한 학교(Efficient and Healthy Schools)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자료와 지침을 배포

Ÿ 국립바이오의약품제조혁신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Innovation in Manufacturing 

Biopharmaceuticals, NIIMBL)는 백신 분석 수월성 센터를 설립하여 백신 생산과 품질 제고 

등을 도모

 진단 방법 개발의 가속화를 위해 노력

Ÿ COVID-19 팬데믹 기간 중에 미국 정부의 지원과 공공-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COVID-19 

진단 기술이 신속하게 개발되었으며, 현재까지 바이오메디칼 첨단 연구개발국(Biomedical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BARDA)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은 29개 진단 시약이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

Ÿ BARDA는 COVID-19 및 COVID-19+인플루엔자 진단을 위한 분자 진단 플랫폼에 투자하여 의료 

현장에서 사용을 가능

Ÿ 국립 보건연구소는 COVID-19 진단 시약의 개발과 사용화 및 실사용 부문에서 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신속진단가속화(Rapid Acceleration of Diagnostics, RADx) 계획을 출범

Ÿ COVID-19 외에도 인플루엔자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와 같은 다른 

질병과 같은 미래의 위협 가능성이 있는 질병의 진단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

Ÿ RADx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독립적인 시험 

평가 프로그램(Independent Test Assessment Program)을 추진했다는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보다 높은 품질의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COVID-19 진단 시약의 공급이 가능

Ÿ RADx 기술/첨단 기술 플랫폼(RADx Tech/Advanced Technology Platforms) 프로그램을 통해 

통산 30억회 이상의 임상 시험을 하여 44건의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 

Ÿ 이외에도 COVID-19 변이 바이러스 진단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변이바이러스 태스크포스(Variant 

Task Force)’ 역시 주요한 성과로 제시

 평등한 건강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Ÿ 미국의 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부서들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악화된 보건 불평등 

상황을 초래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

Ÿ 이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공 보건 부문의 책임자들은 진단, 백신접종, 치료 및 개인 보호장비 

지급 등의 의료적 조치 관련 자원 할당에 대한 정책 결정을 신속하게 추진



3

Ÿ ’21년 4월~’22년 1월 기간 동안 국립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과 CDC는 

‘Say Yes! COVID Test’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100만개 이상의 무상 항체 진단 검사 키트를 온라인과 

커뮤니티를 통해 보급하였으며, 그 결과 680만건의 진단을 성사

Ÿ 이러한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는 ’22년 1월부터 시작된, 연방 차원의 무상 진단 프로그램의 설계에 

크게 기여

 제조 혁신을 위한 노력

Ÿ 팬데믹 대응 역량의 제고에 혁신은 결정적인 요인이며 혁신의 성과와 혜택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유연성과 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는 혁신 생태계와 팬데믹 대응성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조기 투자부터 규모 확대를 진행

Ÿ 미국 제조업 육성 정책(Manufacturing USA)은 기술, 공급망, 노동력 발전을 위한 민-관의 대규모 

협력을 통해 첨단 제조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보장하기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

Ÿ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에 의해 지원되는 16개 혁신 기관들은 팬데믹 대응을 위한 광범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상무부가 지원하는 NIIMBLE, 국방부가 지원하는 BioMADE(바이오산업 

제조), AmericaMakes(적층제조), ARM(첨단 로봇) 등이 대표적인 사례

Ÿ 한편으로 국방부 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mRNA나 DNA 기반의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분산 

제조를 위한 월드와이드 온디맨드 핵산(Nucleic Acids On-Demand Worldwide) 프로그램을 출범하여 

mRNA나 DNA 기반의 백신을 일주일 내에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

[3] 미국 행정부 팬데믹 대응 계획의 시사점

 미국은 민-관 합동으로 현재의 COVID-19 상황과 미래의 팬데믹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법을 채택

Ÿ COVID-19 백신의 제조 역량 확보는 물론 일상 생활에서 오염된 공기로 전염되는 질병 예방 

등 다각도의 접근을 시도

Ÿ 질병은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백신 개발과 함께 신속 진단 개발을 가속화하는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것도 중요한 지점으로 파악

 보편적이고 평등한 건강에 대한 권리를 신장하고자 하는 다각도의 노력 역시 주목

Ÿ 전국민의 평등한 건강권 확대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자원 할당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보건 행정의 효율화를 지향

[White House, 2022.09.01.; White House, 2022.09.]

https://www.whitehouse.gov/ostp/news-updates/2022/09/01/fact-sheet-american-pandemic-preparedness-plan-annual-report/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9/09-2022-AP3-FIRST-ANNUAL-REPORT-ON-PROGRES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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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의료기기산업, 외래수술센터 수요에 대응

 미국 첨단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은 외래수술센터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외래수술 

센터 디자인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중

Ÿ 의사들에 따르면 외래수술센터(ambulatory surgical center, ASC)는 환자 입장에서 입원수술 치료에 

비해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 경험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의사 입장에서는 전문 분야에 특화된 장비를 

갖춤으로써 진료 예약이나 수술실 확보가 효율적이며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

Ÿ 현재 미국 전역에서 이러한 ASC는 ’10년 5,000여개에서 현재 6,000개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료기기 업체들은 ASC에 대한 의료기기 공급을 확대

Ÿ 이러한 ASC의 건설이나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만들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매우 고가의 장비인 수술용 로봇의 경우 할부나 리스, 수술 회수 당 비용 지불 

등의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개발

[Medtech Dive, 2022.10.05.; Physician’s Weekly, 2022.09.08.] 

미국 FDA, 4/4분기 승인 검토예정인 주요 의약품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2년 4/4분기에 아펠리스(Apellis), 길리어드(Gilead) 및 GSK의 의약품을 

승인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산제를 시장에서 철회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 

Ÿ FDA는 ’19년 FDA 자문패널이 코비스파마(Covis Pharma)社의 조산 예방약인 메카나(Makena)를 시장에서 

철수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22년 10월 17일 FDA 자문패널 청문회를 개최하여 FDA가 Makena의 시장 

출시를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와 함께 사용 가능한 확인 증거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진행 

Ÿ 영국 GSK社의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한 빈혈치료제인 다프로두스타트(daprodustat)과 미국 바이오 

제약사인 아펠리스(Apellis)社의 지도모양위축(geographic atrophy) 치료제 페그세타코플란 

(Pegcetacoplan)도 4/4분기에 승인검토대상 

      * 지도모양위축은 연령관련 황반변성(AMD)의 진행된 단계로 비가역적인 시력 상실을 초래하는 질환

Ÿ 미국 미라티테라퓨틱스(Mirati Therapeutics)社가 개발한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항암치료제인 아다그라십(adagrasib)과 미국 길리어드(Glead)社가 개발한 HIV 치료제인 

레나카파비르(lenacapavir)도 4/4분기 시장에서 주목받는 제품

[Biopharma Dive, 2022.10.03.; Fierce Pharma, 2022.08.20.] 

https://www.medtechdive.com/news/orthopedic-asc-medical-device-reimbursement/633383/
https://www.physiciansweekly.com/why-physicians-are-opening-ambulatory-surgery-centers
https://www.biopharmadive.com/news/5-fda-approval-decisions-fourth-quarter-2022/632732/
https://www.fiercepharma.com/pharma/covis-granted-fda-hearing-latest-twist-over-controversial-premature-birth-med-mak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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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생물학자 착색피부 모델 개발 

 영국의 인간 피부 미생물학자 랩스킨(Labskin)은 ‘브래드포드대(Bradford University)’와 공조해 

착색피부모델을 개발했으며, 이로써 화장품 및 피부건강 연구의 돌파구를 마련 

Ÿ 착색피부모델은 미생물유전체를 모방하도록 설계되어 3D 연구실에서 배양된 피부 모델에 

멜라닌세포를 통합한 것으로, 스킨케어 제품을 다양한 피부 타입에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동 피부모델은 산학협력을 증진을 위한 영국 정부의 ‘지식이전프로젝트(Knowledge Transfer Project)’의 일환으로, 

랍스킨 측과 이노베이트 UK(Inovate UK)에서 연구 자금을 제공

Ÿ 인종별 피부를 다양한 미생물유전체와 결합함으로써 스킨케어 제품 성분의 안정성 및 효과성을 스킨 타입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과다색소침착의 원인 및 완화 방안을 연구 △자외선 노출 반응 및 피부 광독성(光毒性) 

연구를 위한 이상적 모델을 창조 △제약업계에 재생 가능한 흑색종 모델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Ÿ 동 모델을 통해 화장품 산업계는 피부 건강 및 질환 단계별 멜라닌 생성에 대한 이해는 물론, 

피부독성과의 관련성, 약물대사, 숙주-미생물 간 상호작용 등에 대해서도 통찰을 제공 

[Cosmetic design europe, 2022.09.29.; News Medical.net, 2022.09.27.]

핀란드, 바이오뱅크 기반 관상동맥 질환 연구결과 발표

 핀란드 헬싱키 대학이 주도한 대규모 바이오뱅크 기반 핀젠(FinnGen) 유전자 연구를 통해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유전자 변이를 확인했으며, 보균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균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질환 위험이 약 5분의 1 가량 낮은 것으로 분석

Ÿ 과학저널 커뮤니케이션바이올로지(Communications Biology)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260,000명 

이상의 핀란드 바이오뱅크 샘플 기증자로 구성된 FinnGen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유전자 

변이는 MFGE8 유전자에서 발견되며, 이 유전자는 락타데린(lactadherin)이라는 단백질을 생성

      * Lactadherin은 모유의 유지방구막의 당단백질의 하나로 mucin, butyrophilin과 결합된 복합체이며, 특히 모유중의 

mucin과 lactadherin은 출생 직후 면역력이 약한 유아를 병균의 침입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방어하여 초기 유아의 

생존과 성장 및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Ÿ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수백 가지의 유전적 요인이 이미 확인되었지만 MFGE8 

변이와 같이 질병의 위험을 줄이고 활성 유전자를 직접 나타내는 알려진 변이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

Ÿ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의 주요 원인이며, 심혈관 질환은 핀란드 사망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MFGE8 유전자의 발견은 향후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SciTechDaily, 2022.09.13.; Nature, 2022.08.17.]

https://www.cosmeticsdesign-europe.com/Article/2022/09/29/labskin-pigmented-3d-lab-grown-skin-model-research-and-npd-opportunities-cast
https://www.news-medical.net/news/20220927/Lab-grown-e28098pigmentede28099-skin-equivalent-commercially-available-for-the-first-time.aspx
https://scitechdaily.com/researchers-uncover-a-new-gene-variant-that-can-protect-against-heart-disease/
https://www.nature.com/articles/s42003-022-03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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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2.10.24

중국, ’22년 수술로봇 산업 동향 분석

 중국 쳰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은 중국의 수술로봇 산업사슬 구조를 분석하고 △지역별 

수술로봇 기업 분포 현황 △’22년 중국 수술로봇 주요 제품 현황 △’22년 중국 수술로봇 주요 

상장사 업무추진 계획 등을 요약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Ÿ 수술로봇은 최소침습술 등을 기반으로 개발된 정밀한 의료 설비로, 대개 △수술 콘솔(주조종장치) 

△로봇암이 장착된 수술카트 △영상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며, 전 세계 수술로봇 시장 규모는 ’20년 

기준 83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중국 시장은 그 중 약 5.1%인 4억 달러 수준

Ÿ 중국 내 대표 기업으로는 △Siasun(新松) △Estun(埃斯顿) △Sunny Optical(舜宇光学) 

△Motic(麦克奥迪) 등 산업사슬 업스트림 기업과 △Tinavi(天智航) △Weigao(威⾼) 

△MicroPort(微创) △Broncus(堃博医疗) 등 미들스트림 기업이 해당

Ÿ 주요 기업은 대개 산둥성·장수성·상하이시·저장성 등 창장삼각주 이남 지역에 집중 분포하며,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내시경 수술로봇, 관절 수술로봇, 척추 수술로봇, 경피적 천자술 로봇 등이 

있으며 비뇨기과·정형외과·호흡기외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前瞻产业研究院, 2022.09.24.; 中国证券报, 2022.09.27.] 

중국, ’22년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 식품산업 시장 분석

 중국 쳰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은 ’22년 중국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 식품산업을 주제로 

△시장규모 및 성장률 △기능성 식품산업별 매출 비중(’20년 기준)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 식품 

유형 등을 소개한 분석보고서를 발표

Ÿ 중국의 기능성 식품산업 시장은 ’12년 이후 ’20년까지 연평균 9.47%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이며 

글로벌 평균 성장률인 3.59%를 크게 상회

Ÿ ’18년 기준 427억 900만 달러 규모에서 취안젠(权健)사건(제품 허위광고로 건강보조식품 복용 후 인명사고 

발생) 및 관리감독 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다소 주춤하며 ’19년 438억 4,800만 달러, ’20년 

454억 2,7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1년에는 470억 달러 돌파

Ÿ 중국 기능성 식품제품 분석 결과, 비타민과 건강보조식품이 시장 전체의 54.9%를 차지하여 

미국(51.05%)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운동보조식품 및 다이어트 보조제 등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각각 28.57%, 10.77%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며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 

Ÿ 중국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 식품의 경우,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의 분석 결과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22년에는 900억 위안 수준에 이를 전망

[前瞻产业研究院, 2022.09.16.; 新浪财经, 2022.03.29.] 

https://bg.qianzhan.com/report/detail/300/220923-7295ffb6.html
https://stock.stcn.com/gsdt/202209/t20220927_4881767.html
https://bg.qianzhan.com/report/detail/300/220916-8157e99b.html
https://finance.sina.com.cn/roll/2022-03-29/doc-imcwiwss877913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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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주목할 필요가 있는 10대 스타트업

 글로벌 의료기기업체 중에서 수술 로봇 분야의 CMR Surgical,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의 Hinge Health, 

Pill Robot을 개발한 Endiatx,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Synchron, 분광측정기를 이용한 피부암 

진단 기술을 보유한 DermaSensor 등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

Ÿ 영국 케임브리지에 소재한 CMR Surgical은 작은 수술실에서 사용가능한 휴대용 외과 로봇 수술 플랫폼인 

Versius 로봇의 출시로 벤처캐피탈로부터 6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하였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Hinge Health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집중하고 있으며 ’22년 3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

Ÿ 쉽게 삼킬 수 있는 알약 형태의 소화관 영상 진단 로봇 PillBot을 개발한 Endiatx는 의료기기 디자인 및 

아웃소싱 전문기업이며, 미국 뉴욕에 소재한 Synchron은 혈관 내에 삽입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뇌 절개 수술 대신 혈관을 통한 카테터 시술로 시장정맥동(superior sagittal)으로 삽입하는 기술을 개발

Ÿ 미국 마이애미에 소재한 DermaSensor는 분광측정 기술을 통해 피부암 여부를 30초 안에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22년 1천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

[Medical Design & Outsourcing, 2022.09.26.; CMR Surgical, 2022.09.26.] 

합성생물학, 신산업 창출 가능성의 기술영역과 적용분야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은 생물학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과 유전자 조작 등 공학적 방법을 

구사해 합성세포를 제작하는 등 인간사회에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술 분야로 주목

Ÿ 합성생물학의 큰 특징은 그동안 축적해 온 생물학 연구 성과를 구사하는 동시에 생물학적 접근과는 

다른 시점에서 생명현상의 의문점을 해명하려는 점으로 도쿄공업대학이 ’19년 제작한 ‘빛에서 에너지를 

취득해 단백질을 합성하는 인공세포’가 동 연구의 대표적 사례 

Ÿ 동 분야의 ’21년 자금조달액은 약 180억 달러에 이르고 시장규모는 ’20년 80억 달러에서 ’26년 약 

332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으로 의료, 농업, 재료 등은 합성생물학 기술 적용이 유망한 분야 

Ÿ 의료분야의 경우 장래 인간에게 이식 가능한 장기를 인공 배양하는 기초기술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는데 

쥐의 인공자궁에 줄기세포를 일주일 이상 배양한 결과 일부 줄기세포가 초기단계의 뇌 조직, 박동하는 

심장과 혈류 등을 가진 인공배아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

Ÿ 합성생물학 시장은 앞으로 상당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생체물질이나 유전자 

변형 생물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구환경이나 생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

Ÿ 현재 유전자 조작 미생물 등 생물 자재(資材)에 관한 국제규약은 있지만 국가별로 규제에 대한 해석이나 

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한 비즈니스에서는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규제와 감시가 필요

[三井物産戦略研究所, 2022.09.20.; 未來工学研究所, 2022.05.08.] 

https://www.medicaldesignandoutsourcing.com/medical-device-startups-you-need-to-know-2022/
https://cmrsurgical.com/news/first-patients-in-wales-treated-with-versius
https://www.mitsui.com/mgssi/ja/report/detail/__icsFiles/afieldfile/2022/09/20/2209p_abe.pdf
http://www.ifeng.or.jp/publication/synthetic-biology-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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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

미국, ’27년까지 국가 보건지출 3,700억 달러 증가 예상

 맥킨지앤컴퍼니(McKinsey&Company)社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의 

연간 국가 보건지출이 ’27년까지 3,7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

Ÿ 의료계의 투입비용은 팬데믹 기간인 ’20년 후반~’21년에 급등했으며, ’19년~’22년 기간 △각 

병원 당 인건비는 25% △의약품은 21% △물품은 18% △서비스는 16% 상승

Ÿ 의료 주체별 체감 정도를 살펴보면, 고용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근 3년간 

의료보장비용이 평균 6~7%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해당 의료보장비용이 4% 이상 추가적으로 

증가할 경우 혜택 축소를 고려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95% 

Ÿ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는 ’23년0 

회계연도에 ‘입원환자 전향적 지불보상시스템(Inpatient Prospective Payment System, 

IPPS)’의 인상폭을 4.3%로 확정했으나 의료비용 압력 완화에 역부족인 상태

Ÿ 13개 州 및 워싱턴 D.C.의 72개 보험사 중 68개 업체가 보험료 인상을 요청했으며, 일부는 보험료 

25% 인상안을 모색 중

[McKinsey&Company, 2022.09.19.; Fierce Healthcare, 2022.08.25.] 
 

유럽, 제2차 글로벌 건강전략계획 발표 예정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유럽 지역에서 미래 전염병 및 건강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개괄하고 EU 가치 실현을 정책 비전에 반영하기 위해 ’22년 12월까지 제2차 글로벌 

건강전략계획(Global Health Strategy Plan)을 발표할 예정

Ÿ 세계 보건의 상황이 ’10년의 제1차 EU 글로벌 건강전략계획 이후 극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22년 상반기에 예상되는 최종 계획은 27개 회원국의 견해와 

우선 순위를 반영할 예정

Ÿ 이전의 EU 글로벌 건강 전략은 유럽 선진국(European capitals) 주도로 만들어졌지만 새로운 자문 

접근법은 남반구에 몰려 있는 개발도상국(Global South) 전역의 파트너를 포함시키는 데 중점

Ÿ 초안 작성 과정에서 저소득 및 중소득국가(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LMICs)의 

이해 관계자의 견해를 포함시킨 것은 새로운 건강전략계획의 핵심이며, 저개발국에 자선 지원 

관점에서 파트너십 개념으로 전체적인 틀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

[Health Policy Watch, 2022.09.29.; EEAS, 2022.09.13.]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healthcare-systems-and-services/our-insights/the-gathering-storm-the-transformative-impact-of-inflation-on-the-healthcare-sector
https://www.fiercehealthcare.com/finance/healthcare-pricing-has-yet-reflect-broader-economys-rapid-inflation-analysis-suggests
https://healthpolicy-watch.news/eu-second-global-health-plan-communication/
https://www.eeas.europa.eu/delegations/un-geneva/who-72nd-regional-committee-europe-eu-statement-item-6-%E2%80%93-strengthening-health_en?s=62


9

일본 등,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의료관광 및 과제

 시장조사기관인 비즈윗 리서치앤컨설팅(Bizwit Research & Consulting)은 ’21년 세계 의료관광 

시장 규모는 약 1,178억 달러, 향후 6년간 연평균성장률(CARG)은 12.8%에 이를 것으로 전망

Ÿ 일본은 의료비자 발급을 통해 자국 내 장기체류, 치료를 가능하도록 해왔으며 그 결과 ’11년 

동 비자 발급은 70건에서 ’19년 1,635건으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중국이 80%를 차지 

Ÿ 한편 같은 시기 의료관광객 수는 ’18∼’19년 태국 250만 명, 한국 50만 명, 싱가포르 100만 

명, 말레이시아가 약 122만 명으로 일본의 의료관광 경제효과는 작지만 멀티비자 취득, 일본법인 

개설, 투자 등의 이점으로 일본 체류 시 건강검진, 진료, 치료를 받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

Ÿ 의료관광에서 앞서가는 태국은 ’20년 최대 영리병원 그룹인 Bangkok Dusit Medical Serbicres 

Group(BDMS)이 중국 보험업계 2위 핑안(平安)그룹과 제휴를 체결하고 중국인 환자의 비자취득, 

태국어 통역 등 의료, 여행업과 의료관광에 필요한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체제를 구축

Ÿ 첨단 치료와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찾는 중국인들이 해외 의료로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관광에 

매진하는 국가들은 국제의료 전개 시 자국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

[Frontier Eyes Online, 2022.09.16.; JETRO, 2022.06.22.]
 

인도, 인기 의료허브로 부상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의료관광을 위해 인도를 방문하는 여행객의 숫자가 ’21년에는 전년 

대비 무려 79.4%가 감소하는 등 급감하는 양상을ㄷ 보였으나, 적극적인 여행 유치 노력으로 

’22년에는 전년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도는 최근 세계 1위의 의료관광 대국이 

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전개

Ÿ 지난 10년 동안 인도는 저비용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 명성을 축적

Ÿ △인도의 현대의학은 세계적 수준의 의사와 병원 설비를 보유 △야유르베다, 요가, 판차카르마와 

같은 인도의 전통의학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 △인도 의료서비스와 병원시설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지원하는 등의 이유로 인도는 최근 인기 의료허브로 부상

Ÿ 세계 1위의 의료여행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헬스케어 산업과 장비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며, 환자들이 

편안하게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같은 인프라 구축과 표준화가 필요하며, 건강 보험과 

같은 금융 상품의 판매도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

Ÿ 인도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4년 동안 관련 예산을 3배 이상 증가한 130억 달러로 

늘릴 예정이며, 보건 및 웰빙 관련 사업에 전년 대비 137% 늘어난 287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

[Invest India, 2022.09.12.; FMI, 2022.10.] 

https://frontier-eyes.online/medical-tourism/
https://www.jetro.go.jp/biznews/2022/06/d5d58c7578e7f95f.html
https://www.investindia.gov.in/team-india-blogs/rise-medical-tourism-india
https://www.futuremarketinsights.com/reports/india-medical-tourism-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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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Pune, 회복추세를 보이는 의료관광

 민간 병원에서 개업하는 의사들에 따르면 인도 푸네(Pune)에서 COVID-19로 인해 2년의 공백기를 

가졌던 푸네의 의료관광이 점차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추세

      * 푸네(Pune)는 인도의 데칸고원에 위치한 마하라슈트라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Ÿ 주로 아프리카 국가와 예멘, 오만과 같은 걸프 국가에서 온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푸네를 방문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 환자들은 관절 치환 수술, 이식 수술, 교정 수술을 받기 위해 인도를 방문

Ÿ 푸네는 또한 유학생을 위한 교육 허브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오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치료 비용과 국제 규정을 준수하는 잘 정비된 기반 시설은 이 도시를 의료서비스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도시 연결성과 우수한 의사는 푸네의 의료관광을 개선하는 데 

큰 가치를 보유

Ÿ ’22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Sahyadri 병원에서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를 포함하여 인도 외부에서 

온 환자 약 500명이 방문했으며, 주요 국적은 예멘, 이라크, 오만에서 온 사람들과 탄자니아와 

나이지리아 환자들로 구성

[Hindustan Times, 2022.10.01.; Economic Times, 2022.06.25.]

쿠웨이트 정부, 두바이 안과병원과의 협력 모색

 걸프협력회의(Gulf Coopeation Council, GCC) 회원국 지역에서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안과 

진료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UAE) 두바이를 방문하고 있으며, 쿠웨이트 

보건부는 현재 두바이에 있는 입원환자 전용 안과 시설인 바라케르 UAE(Barraquer UAE) 

안과병원과의 협력을 모색

Ÿ 쿠웨이트 보건부의 대표단은 최근 두바이를 방문하여 쿠웨이트에서 온 안과 환자들이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의 Barraquer UAE 안과 병원에서 안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

Ÿ 이 병원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안과 병원인 바라케르안과센터(Barraquer Ophthalmology 

Centre)의 첫 번째 국제 시설이며, 알자다프(Al Jaddaf)의 5개 층에 걸쳐 있는 30개 침대 안과 

시설에는 바르셀로나의 Barraquer Ophthalmology Center에서 온 8명의 전문 의사를 보유

Ÿ 쿠웨이트 보건부는 백내장, 녹내장 및 굴절 이상을 포함하여 GCC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다양한 

안과 질환을 치료하는 현지 의료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두바이에서 전문 안과 치료를 위해 쿠웨이트 

환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고려

[LaingBuisson, 2022.10.05.; ZAWYA, 2022.09.16.]

https://www.hindustantimes.com/cities/pune-news/post-pandemic-overseas-patients-start-returning-to-pune-for-treatment-101664645797610.html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india/govt-plans-easy-visa-norms-boosting-medical-infra-in-select-cities-to-attract-more-foreign-patients/articleshow/92457402.cms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kuwait-government-considers-paying-for-eye-treatment-in-dubai/
https://www.zawya.com/en/press-release/government-news/kuwait-ministry-of-health-explores-collaboration-with-dubais-1st-dedicated-in-patient-eye-hospital-waa87h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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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아랍관광기구(ATO), 아랍인 전 세계 의료관광의 30% 추정

 아랍관광기구(Arab Tourism Organization, ATO)에 따르면 아랍인은 매년 전 세계 의료관광 

가치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Ÿ ATO는 아랍 국가의 경제 성장, 포용적 개발 및 환경 지속 가능성의 주요 원천으로서 관광 산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관광 관련분야에 리더십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22개 이상의 

아랍 국가에서 기술 지원 프로젝트를 제공

Ÿ ATO는 기업 협력을 강화하고 아랍 국가의 관광 부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파트너십을 개발하기 위해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와 파트너 관계를 체결 

Ÿ ATO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억 달러가 의료관광에 지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장조사기관 IMTJ는 ’18년 세계 의료관광 시장을 100억~150억 달러로 추정

Ÿ ATO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튀니지의 의료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육성정책에 힘입어 의료관광 시장이 향후 10년 동안 2,000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

[LaingBuisson, 2022.09.28.; ZAWYA, 2022.07.20.]
 

영국·미국 등, cVDPV2 소아마비 바이러스 검출

 지난 몇 달 동안 영국, 북아일랜드, 미국 환경 샘플에서 ‘순환 백신 유래 소아마비 바이러스2 

(circulating vaccine derived polio virus 2, cVDPV2)’로 분류되는 ‘사빈유사2형 소아마비 

바이러스(Sabin-like type 2 poliovirus, SL2)’를 검출

Ÿ 영국에서는 ’22년 2월부터 런던 국립생물제제표준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Biological 

Standards and Control, NIBSC)에 위치한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소아마비연구소네트워크 

(Global Polio Laboratory Network, GPLN)가 런던에서 수집한 하수 샘플에서 SL2를 검출

Ÿ 미국에서는 ’22년 4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뉴욕주 록랜드(Rockland) 카운티와 인근 카운티에서 

수집한 환경 샘플에서 SL2가 지속적으로 검출

Ÿ 소아마비는 5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주로 영향을 미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으로, 영구적인 마비(감염 

200건 중 약 1건) 또는 사망(마비된 사람의 5~10%)을 유발

Ÿ ’22년 6월에 개최된 제32차 소아마비 국제보건규정(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IHR) 

비상위원회 회의가 IHR(2005)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소아마비 바이러스의 국제적 확산이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 위험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향후 3개월간 임시 권장사항 연장을 권고

[WHO, 2022.09.14.]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arabs-responsible-for-30-of-call-medical-travel/
https://www.zawya.com/en/business/travel-and-tourism/world-medical-and-recovery-tourism-revenues-estimated-at-100bln-annually-arab-tourism-organization-prupgdft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outbreak-news/item/2022-DON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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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의료분야의 사이버보안 강화

 ’22년 헬스케어사이버보안법(Healthcare Cybersecurity Act of 2022)은 업계 분석 및 인력 교육을 통해 

의료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보안및인프라보안국(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CISA)과 보건복지부(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와의 협력방안을 마련

      * CISA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으로, 미국에 대한 해킹을 방어하는 기관 

Ÿ 헬스케어 시설들의 위반 사례가 ’20년에 55% 증가하여 매월 거의 1백만 명의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2년 9월 미국 하원에 도입된 법안은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 기관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국인의 의료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HHS와 협력하도록 지시할 예정 

Ÿ 의료서비스 제공 비용 증가 외에도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인 공격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는 사이버 복원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

Ÿ 법안이 통과되면 CISA는 의료 자산 및 데이터와 관련된 위험, 해당 분야의 정보 시스템 보안 문제 

및 사이버보안 인력 부족 동향을 일년 이내에 분석하는 상세한 연구를 완료하고, 의료 사이버보안 

인력 교육, 채용 및 유지 문제를 해결할 예정

[Healthcare IT News, 2022.09.27.; AHA, 2022.09.26.]

미국, 시장선점 경쟁을 벌이는 디지털 병리학 분야

 헬스케어 리서치업체인 KLAS 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도입 비용이나 현장의 반발, 자원의 

부족과 같은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고, 아직 태동기에 있는 디지털 병리학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첨단 기술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

Ÿ 설문대상 55개 기업 중 33개 기업이 실시간 디지털 병리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기업들 역시 미래를 대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Ÿ 현실적으로 의료기관들이 디지털 병리학을 도입하는데는 몇가지 장애가 있는데, 응답자의 60%는 디지털 

병리학의 도입에 가장 큰 장애물이 시스템 통합이나 기관 차원의 대규모 조달과 같은 비용이 가장 큰 문제이며, 

기존 병리학자들의 반발, 관련 자원의 부족, 작업 방식의 전환과 같은 지점들이 문제점으로 부각

Ÿ 현재 가장 높은 매출액을 보이는 기업은 영상 처리 시스템으로 유명한 레이카바이오시스템즈(Leica 

Biosystems)이며, 두 번째는 진단 기기 분야에 주로 적용되는 제품을 만드는 필립스(Phillips)가 차지

[Medtech Dive, 2022.09.30.; MDG, 2022.09.30.] 

https://www.healthcareitnews.com/news/house-bill-proposes-new-strategy-protect-patient-data
https://www.aha.org/lettercomment/2022-09-26-aha-voices-support-healthcare-cybersecurity-act-hr-8806
https://www.medtechdive.com/news/digital-pathology-health-IT-vendors-adopters-klas-research/633056/
https://medicaldevices-global.com/digital-pathology-gains-momen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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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하는 디지털 권리장전

 미국 백악관은 최근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사용하는 첨단 기술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시각을 담은 

‘인공지능권리장전(artificial intelligence bill of rights, AI권리장전)’을 발표

Ÿ 백악관은 ‘AI권리장전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의 AI 기술의 개발이나 사용에 있어서 실수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를 준수하도록 

하는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제시

Ÿ 이 보고서는 △미국 시민의 악의적인 의도나 위협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가질 

권리 △공평하고 차별이 없는 알고리즘과 시스템을 가질 권리 △자신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데이터의 잘못된 사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을 가질 권리 등에 관한 원칙을 제시

Ÿ 또한 △첨단 기술과 데이터 사용자들은 어느 대목에서 자동화된 기술이 사용되는지를 알 권리 △첨단 

기술과 데이터 사용자들은 AI사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그 데이터와 관련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 등에 관한 총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

[Fierce Healthcare, 2022.10.05.; White House, 2022.10.] 

스웨덴 Doccla, 가상병동을 운용하는 스타트업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스웨덴 스타트업 ‘닥클라(Doccla)’는 미국의 벤처캐피털(VC) ‘제너럴 

케털리스트(General Catalyst)’가 주도한 시리즈 A 펀딩에서 1,7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

Ÿ Doccla는 병원에 원격환자 모니터링 플랫폼을 판매한 뒤 ‘가상병동(virtual ward)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 1년 전 시드머니 330만 달러를 유치

Ÿ Doccla는 ’19년 설립되어 팬데믹 기간에 원격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를 출시해 현재 영국의 

통합치료시스템(ICS) 중 20%를 점유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지금까지 5만여 명의 환자를 모니터링 

Ÿ 동 플랫폼을 기반으로 △병원 임상직원은 원격 치료 환자의 활력징후 모니터링이 가능 △가택 

모니터링을 통해 조기 퇴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여유 침상을 신규 입원 환자에게 제공 가능

Ÿ 여유 침상 확보가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인구 1천명 당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의 침상 

수는 2.4개로 OECD EU 국가의 평균 4.6개, 독일의 7.9개를 하회하기 때문 

Ÿ Doccla의 E2E 원격환자 모니터링 서비스의 차별성으로는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증진을 위한 

큰 글꼴의 스마트폰 등, 모니터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 △소프트웨어 통합, 물류, 소비자 서비스를 

지원 △고령자 및 디지털 미숙자들을 위한 기술을 지원 △병원 직원의 업무량을 저감

[Tech Crunch, 2022.09.29.; Tech.eu, 2022.09.29.] 

https://www.fiercehealthcare.com/ai-and-machine-learning/biden-administrations-blueprint-ai-bill-rights-lays-out-voluntary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lueprint-for-an-AI-Bill-of-Rights.pdf
https://techcrunch.com/2022/09/28/doccla-series-a/?guccounter=1&guce_referrer=aHR0cHM6Ly93d3cuZ29vZ2xlLmNvbS8&guce_referrer_sig=AQAAADScCMksT05uJP5KKcSB38HIpE6Z132e5dXbWI9QUTSsXT4XFCc1nR8GZfo1cQqqtzwsVJOkb05fV9qIGOZYeO5n520aVQn_V9m0jenbRt88SSi6MC0OdESiYy2zrESVopx6BcFm-QRmkTPOrUrwp-0HWgQr0KAyLwCN8Dwas6Vf
https://tech.eu/2022/09/29/uk-based-virtual-ward-company-doccla-raises-ps15-million-to-enable-early-discharge-of-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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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별화 웰니스 서비스 활용 방안에 주목

 최근 건강·의료·간병영역에서 웰니스 데이터(Wellness data)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이들 데이터의 유기적 연결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기술혁신 활용을 목표로 한 데이터 헬스 

개혁의 일환으로 관련 데이터 활용을 주목

Ÿ 웰니스 데이터 축적 및 활용은 일반인, 환자 본인, 의료종사자를 넘어 공적보험·민간보험 모두 

피보험자와 가입자에 대한 제공가치를 향상시키고 질병 리스크를 낮춰 급부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인센티브는 충분

Ÿ 디지털 기술 진전과 애플워치나 핏빗(Fitbit)처럼 모바일 단말기 보급으로 개인의 웰니스 데이터를 

취득·축적하고 맞춤형 조언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다수 등장

Ÿ 여기에 데이터 취득 방법,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계속 진화하면서 일상생활을 파고들어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있는데 일례로 식사관리 솔루션인 ‘칼로마마 플러스’는 식사기록, 걸음 

수·운동데이터, 수면 데이터 등 여러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개인의 목표에 맞게 조언

Ÿ 웰니스 데이터 축적과 이를 이용한 디지털헬스 보급은 지금까지는 분리돼 있던 생활·행동 데이터 

및 건강검진 결과를 연결하고 시계열로 분석함으로써 ‘행동’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검증

[野村総合研究所, 2022.10.04.; 東京都, 2022.03.04.]

싱가포르, 가택모바일입원치료 프로그램 실시

 싱가포르 보건부 산하 ‘보건혁신국(Office of Healthcare Transformation)’은 공중보건 클러스터 

3곳과 제휴해 각 기관별 가택 입원 시범 프로그램을 확대 

      * 3개 시범 프로그랭은 △국립대의 NUHS@Home △상가포르종합병원의 SGH@Home △위슌헬스메디커홈(Yishun 

Health Medical Home)이며, 피부감염, 요로감염, COVID-19 감염 환자들에게 가상병동 입원 옵션을 제공

Ÿ 동 프로그램은 보건부의 지원 하에 규제 및 금융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환자들에게는 

표준 병원 입원 시 제공되는 의료기금 보장과 유사한 보조금이 제공되며 ’24년 3월 종료 예정 

Ÿ 이 같은 ‘가택모바일입원치료(MIC@Home)’ 샌드박스 프로그램은 환자들에게 입원의 대안으로서 

제공되며, 구체적으로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의약품, 치료기구, 원격진료 및 원격 모니터링 

장비를 마련 △치료팀이 일일단위로 원격진료 혹은 왕진을 통해 모니터링 △환자 상태 악화 시 

병원 이송 등의 치료 확대 프로토콜을 개시 

Ÿ MIC@Home 프로그램은 △보다 환자 중심의 치료 제공 △입원치료와 비교 가능한 임상 결과 

△병상 수용력에서의 유연성 확보 등 긍정적 결과를 산출 

[Healthcare IT News, 2022.10.05.; MoH Singapore, 2022.03.09.] 

https://www.nri.com/jp/knowledge/publication/cc/chitekishisan/lst/2022/08/04
https://www.digitalservice.metro.tokyo.lg.jp/innovativeprojects/pdf/wellness_01.pdf
https://www.healthcareitnews.com/news/asia/singapores-ministry-health-expands-virtual-ward-pilots
https://www.moh.gov.sg/news-highlights/details/investing-in-enablers-and-infrastructure-to-support-healthcare-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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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요 메드테크 기업들의 동향 소개

 한국 의료 AI 기업 ‘뷰노(VUNO)’는 AI 기반의 안저 분석 소프트웨어 ‘Vuno Med-Fundus 

AI’로 ‘싱가포르 보건과학청(Singapore’s Health Sciences Authority)’으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했으며, 동 소프트웨어는 안저의 영상을 분석해 망막질환 진단에 필요한 소견을 제공

Ÿ 대만 기반의 수술용 로봇 제작사 ‘포인트 로보틱스(Point Robotics)’는 척추융합술을 위한 통합된 

로봇 지원 수술시스템 ‘POINT Kinguide Robotic-Assisted Surgical System’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510(k) 승인을 획득

Ÿ 동 시스템은 이미지에 기반한 탐색과 휴대용 드릴 기능을 결합해 로봇 동작에 정밀성, 안정성, 

재현성을 더해 절차상의 작업을 간소화

Ÿ 인도의 정신건강 플랫폼 ‘리순(Lissun)’은 ‘아이비캡 벤처스(IvyCap Ventures)’가 주도한 

프리시드(pre-seed) 펀딩 라운드에서 1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B2H2C’ 접근법을 채택해 

소비자들을 17개 도시의 의료기관 70여 곳과 연결해 풀스택(full-stack)의 정신건강 솔루션을 제공 

Ÿ 한편 인도 정부는 정부의 주요 모바일 앱 2종을 COVID-19 사례 추적 용도에 맞게 손질할 계획 

[MobiHealthNews, 2022.09.30.; FDANEWS, 2022.08.22.] 

비정형데이터, AI 기반 솔루션으로 전환 

 가치 기반 의료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족하고 품질 측정을 준수하기 위해 의료 조직은 점점 더 복잡하고 

비정형 데이터를 해석하고 실행 가능한 인텔리전스를 생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으로 전환

Ÿ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는 자유 텍스트, 임상 문서화, 임상시험, 의사 결정 프로세스, 

자동화된 보고, 데이터 마이닝 연구 등 업계의 다양한 측면을 변화시켜 의료 결과를 크게 향상

Ÿ 헬스케어 분야에서 △환자 정보 개선 △의사가 환자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임상 

노트의 추출 및 해석 △환자 인식, 참여 및 건강 이해력 향상 △가치 기반 의료 제공 △의료 조정 

개선 등에 NLP를 적용

Ÿ NLP를 의료에 통합하면 치료 전달, 환자 안전 및 경험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의료 

종사자는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진료 서비스 제공에 

보다 많은 시간 투자가 가능

Ÿ 또한 NLP 솔루션은 또한 운영을 자동화하여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며, 

NLP는 보다 나은 품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해 주는 혁신적인 기술

 [India AI, 2022.10.06.; Healthcare IT News,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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