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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 과제 및 대응방안
COVID-19 유행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서비스가 일상생활에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

고 있으며 특히 헬스케어 분야는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이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효율화, 지속가능한 의료·간병 시스템 구축 등 사회과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청이라는 점에서 본 

자료는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이 늦어지는 일본 헬스케어 분야 상황 및 과제를 확인하고 他분야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헬스케어 분야가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책 방향성을 모색 

[1] 헬스케어 분야의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 현황

 일본은 COVID-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의 디지털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의료제공체제 정비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과제로 인식

Ÿ 이에 전자진료차트 보급, 데이터 표준화, 온라인 진료 보급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중이며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감염증 대응 체제를 강화

Ÿ 일본 정부가 새로운 팬데믹 대비책을 담아 ’22년 6월 발표한 보고서는 감염증 대책을 지휘할 

사령탑인 가칭 ‘내각감염증위기관리청’ 설치, 감염증에 관한 과학적 지식 축적 기반이 될 ‘일본판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창설 방침을 포함

   

❙차기 팬데믹에 대비하는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 과제 및 대응 방향❙
: 

과제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에 관련된 대응 방향

의료기관을 
통한 

정보수집·활용

Ÿ 의료기관의 환자발생 신고, 진료기록을 허시스(HER-SYS, COVID-19 감염자 등 정보파악·관리
지원시스템) 및 전자 진료차트에 입력해 감염이 확대되는 시기상황 파악에 활용

Ÿ 전자 진료차트 정보 표준화, HER-SYS에 입원환자 상태를 입력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

Ÿ 전국 의료정보 플랫폼 창설을 추진해 기초질환 보유 등 리스크가 높은 이들을 파악하고 이들 고
위험군에 대한 적절한 치료, 신속한 백신접종 실현

백신접종이력 
관리체제

Ÿ 마이넘버 카드(일본판 주민등록증)를 활용한 자격확인 도입, 예방접종 실시 상황·부작용 의심 보
고 등을 DB로 정비함으로써 신뢰성 높은 백신접종기록 구축

온라인 진료 
활용

Ÿ 도도부현(都道府県)이 평상시부터 온라인 진료 등의 수치목표를 포함한 계획을 책정하고 의료기
관과 의료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발열환자가 쉽게 진찰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정비

Ÿ 차기 팬데믹 대비책으로 제시된 과제는 평상시 충실한 의료제공 체제 구축으로도 연결되는데, 

일례로 온라인 진료 보급은 감염증 발생 시 발열 외래환자 대응 외에 자택에서 측정한 개인정보 

데이터로 원격지에 있거나 이동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제공 체제 확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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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상 시 의료제공 체제 구축에도 활용

 헬스케어 분야는 유사시 대응뿐만 아니라 충실한 의료제공 체제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도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이 요구되지만 전자진료차트나 다양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포함하는 개인건강기록 

(Personal Health Record, PHR) 보급, 데이터 2차이용 등 다양한 과제가 존재

Ÿ ’20년 기준 일본의 전자차트 도입률은 병원 57.2%, 진료소 49.9%로 진료소는 OECD회원국 

24개국 가운데 하위권에 있으며 의료기관별로 다른 시스템 통일과 데이터 표준화가 과제

Ÿ 일본 정부는 ’21년 10월 ‘온라인 자격확인시스템’에 건강보험조합 보험자의 진료보수명세서나 

특정건강검진 등의 자료를 저장하고 이를 개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고 본인 동의하에 민간사업자의 

웹사이트나 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결정

Ÿ 헬스케어 분야의 개인정보 데이터는 의료기관을 찾은 본인에게 제공되는 의료 품질 향상, PHR 

서비스를 이용한 본인의 건강관리 등 본래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이용(1차이용)

Ÿ 여기에 의료기관 등이 분산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분석함으로써 학술연구 및 의료정책 

입안, 신약개발, 의료기기 개발 등 2차적 목적에도 이용(2차이용)된다는 점에서 헬스케어 분야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조치가 필요

Ÿ 의료분야의 연구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18년 시행된 ‘차세대 의료기반법’은 법률에 입각해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 옵트아웃 방식으로 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인정

Ÿ 인증사업자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의료데이터는 통합해 익명가공한 후 학술연구기관이나 

제약회사 등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연구개발 등 2차이용도 가능하지만 현재 동 법률에 기반해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3곳 뿐

Ÿ 익명 가공한 의료정보 제공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용 확대를 막는 다양한 실무적 과제가 표면화

Ÿ 예를 들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본인에 대한 사전통지나 문의 대응 등 

부담이 있음에도 의료데이터 제공에 협력하는 의료기관에 금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며 

△익명가공하면 데이터를 제공한 본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엄격한 익명화기술 적용 및 

보안대책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증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크다는 점 등 

Ÿ 의료데이터의 2차이용은 새로운 의약품과 AI의료기기 개발, 감염증 대책 활용 등으로 국민에게 

환원된다는 점에서 조속하게 실무적 과제를 해결하고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

[3] 헬스케어 이외의 분야의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데이터는 헬스케어 이외의 분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선행하고 있는 他분야의 

대응 가운데 헬스케어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3

Ÿ 他분야 데이터 활용의 공통과제로 ‘데이터 제공자인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주목

Ÿ 프라이버시 보호는 정보은행의 인증기관을 통한 제3자 제공 구조를,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확보는 

은행의 API접속 노력 의무화로 제공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참조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신용점수를 이용해 융자를 제공하는 사례가 참고가 될 것

Ÿ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은행의 개인정보보호 규정과 인증제도는 데이터 제공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는데, 정보은행은 강력한 보안확보 더불어 데이터 

제공처로부터 별도의 제3자에 대한 재(再)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구조를 구축

Ÿ 현재 정보은행은 요배려(要配慮)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는 없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PHR서비스로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2차이용을 포함한 상업적 이용도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인종, 신조, 사회적 신분, 병력, 범죄경력, 범죄로 인한 피해사실 기타 본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편견 및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급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개인정보’

Ÿ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확보) 핀테크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API접속 추진 

관련 법 개정이 PHR 등의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확보, 데이터 표준화에 참고가 되는 분야

Ÿ 당초 은행의 API접속에 대해 시스템 업체 등이 신중한 자세를 보였고 은행은 ’자체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시스템에 핀테크 기업이 무임 승차한다‘는 의식이 있었지만 은행법 개정으로 API접속 노력의무가 

부과되면서 他업종이 참여한 금융서비스가 탄생

Ÿ 금융기관의 API사양이 달라 핀테크 기업은 거래관계에 맞는 API를 각각 개발했지만 최근 표준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헬스케어 분야도 데이터 이용·활용을 일부 강제적으로 촉진하는 법 

개정이나 구조 구축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Ÿ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신용점수에 맞춰 융자를 받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데이터 축적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어떻게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 하는 동기부여는 시행단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

Ÿ 사실 데이터 제공의 인센티브와 프라이버시 보호, 상호운용성 확보는 밀접한 관계로 개인정보 데이터 

제공 대가가 아무리 커도 프라이버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데이터 제공을 주저하기 마련

Ÿ 또한 상호운용성 확보로 서비스의 편의나 가치가 높아지면 인센티브 요구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제공 인센티브는 프라이버시 보호, 상호운용성 확보와 함께 검토

Ÿ 헬스케어 영역에서 건강관리라는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他분야가 대응하는 상황을 통해 어떻게 안전성과 상호운용성을 담보하고 데이터 제공의 

동기를 부여하는지 배우는 것이 필요

[SOMPOインスティチュート·プラス, 2022.09.30.; 野村総合研究所, 2022.08.]

https://www.sompo-ri.co.jp/wp-content/uploads/2022/09/qt81-2.pdf
https://www.nri.com/-/media/Corporate/jp/Files/PDF/knowledge/publication/chitekishisan/2022/08/cs20220803.pdf?la=ja-JP&hash=8422E8038E60EEB0B925C656B59ACFA00FE35E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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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BMS, 암진단 디지털 솔루션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 표명

 미국 제약사 브리스톨마이어스퀴브(Bristol Myers Squibb, BMS)社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콘서트AI(ConcertAI)社가 개발한 디지털 암 진단 솔루션에 대한 임상 시험에 

높은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향후 종양 관련 치료에 있어서 일종의 황금률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Ÿ 최근 2년동안 디지털시험솔루션(Digital Trial Solution)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데이터 전문가들과 

함께 임상시험과 관련된 연구 작업을 진행해온 BMS는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이 환자의 식별, 치료 

방법의 협의와 임상시험 승인의 가속화 등의 성과를 도출

Ÿ 이 플랫폼을 개발한 ConcertAI는 디지털 기술만으로 진행되는 임상시험을 통해 임상시험을 보다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다양한 환자 그룹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기업 역량을 집중해왔으며, 

이번의 BMS의 발표는 지난 5년간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과의 5년간에 걸친 공동 연구의 결과

Ÿ Concert AI와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은 인공지능 기술과 임상시험 과정을 통해 얻어진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간, 자금, 시험 대상의 다양성 확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모집과 유지 등과 같은 

임상시험의 주요 제약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Fierce Biotech, 2022.10.06.; HIT Consultant, 2022.03.29.] 

미국 Pfizer, 바이오제약회사 GBT 인수 완료

 미국 화이자(Pfizer)社는 겸상적혈구질환(sickle cell disease, SCD)을 포함한 희귀 혈액 질환 치료제 

개발에 중점을 둔 바이오 제약회사인 GBT(Global Blood Therapeutics)社의 인수를 완료했다고 발표

Ÿ 총 기업 가치가 54억 달러로 추정되는 GBT 보통주 발행 주식을 전부 인수함으로써 화이자는 SCD 

관련 ‘중요한 요구 사항의 전체 스펙트럼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확보

Ÿ 여기에는 4세 이상 환자의 SCD 치료용으로 미국에서 승인된 SCD의 근본 원인을 직접 표적으로 

하는 최초의 의약품인 옥스브리타(Oxbryta, 성분명:voxelotor)가 포함되며, 이 약물은 

유럽연합(EU),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및 영국에서도 승인을 획득

Ÿ 또한 SCD에 중점을 둔 GBT의 전임상 및 임상시험 자산 파이프라인에는 GBT021601(GBT601)과 

인클라클루맙(inclaclumab)이 포함되며, 두 가지 약물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희귀의약품 

및 희귀소아과 질환 지정을 받은 약물

[PMLiVE, 2022.10.07.; Pharmaceutical Technology, 2022.10.06.]

https://www.fiercebiotech.com/cro/bms-concertai-team-promote-oncology-digital-clinical-trials
https://hitconsultant.net/2022/03/29/concertai-rwd-platform-funding/
https://www.pmlive.com/pharma_news/pfizer_completes_acquisition_of_global_blood_therapeutics_for_$5.4bn_1456504
https://www.pharmaceutical-technology.com/news/pfizer-global-blood-therape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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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BMWK, 보건경제 통계자료집 2021년 판 발간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는 독일 보건경제의 기본 데이터, 의료, 보건산업, 건강보험 

등에 관한 통계자료집 2021년 판을 발간 

Ÿ 독일 보건경제는 ’21년 GDP의 약 1/8에 해당하는 12.1%의 가치(3,918억 유로)를 창출하고 

독일 전체 수출의 약 9.4%(1,581억 유로)를 담당

Ÿ 독일 보건경제는 ’21년 전체 노동 시장의 17.2%에 해당하는 약 77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12년 이후 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

Ÿ 의료서비스 부문은 보건경제 내 총부가가치의 52%와 일자리의 63%를 책임지고 있으며 보건 

산업은 보건경제 내 총부가가치의 21.7%와 일자리의 13.1%를 담당

Ÿ 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대부분 부가가치를 만드는 보건 경제의 이러한 지표는 상당한 것으로, 

보건경제는 경제 전체와 비교하여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성취하고 있어, 여러 

부문에 걸친 보건경제가 독일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에 대해 점증하는 중요성이 있음을 시사

[BMWK, 2022.10.07.; Bundesregierung, 2022.10.21]

독일 BioNTech, 호주 빅토리아 州와 협력해 mRNA 연구센터 설립 예정 

 독일 바이오앤테크(BioNTech)와 호주 빅토리아 州는 혁신 의약품의 발견 및 생산 관련 중개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호주 멜버른에 mRNA 연구 및 혁신 센터를 구축할 계획 

Ÿ BioNTech 측은 자사의 ‘바이오앤테이너(BioNTainer)’  솔루션에 기반해 임상적 규모의 종단간 

mRNA 제조 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제품 후보군의 설계, 제조, 임상시험을 지원

      * 바이오앤테이너는 운용에 있어 공간을 적게 요하는 모바일 모듈식 제조 단위로, △다양한 mRNA 방식의 제품을 

시기적절하면서도 유연하게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 △향후 수백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Ÿ 양측은 BioNTech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구혁신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주목적은 △프로젝트 

큐레이팅을 통해 호주 mRNA 생태계를 지원 △임상전․임상 개발로의 잠재적 전환을 결정

Ÿ BioNTech는 더 나아가 호주에서 자사의 임상개발 역량을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23개 임상시험의 18종의 제품 후보군을 비롯해 임상 단계에 있는 종양 파이프라인 개발에 박차 

Ÿ 현재 2단계 mRNA 방식의 제품 후보군의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호주에서 암환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더 나아가 mRNA 백신과 CAR-T 세포치료법을 결합한 의약품 ‘BNT211’ 등 자사의 

임상 개발을 확대할 계획 

[Globe Newswire, 2022.10.06.; Biopharma Dive, 2022.10.06.] 

https://www.bmwk.de/Redaktion/DE/Publikationen/Wirtschaft/gesundheitswirtschaft-fakten-zahlen-2021.html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gesundheitswirtschaft-fakten-zahlen-daten-2020--1957252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2022/10/06/2530019/0/en/BioNTech-and-Australia-s-State-of-Victoria-Form-Strategic-Partnership-to-Establish-mRNA-Research-Center-and-Manufacturing-Facility.html
https://www.biopharmadive.com/news/biontech-mrna-manufacturing-facility-australia/63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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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신을 추진하는 오가닉 화장품 업계

 ’22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Natexpo Lyon 무역 박람회에 참여한 130개가 넘는 

오가닉 화장품 업계들은 경쟁 격화와 지난 2년간 위축되어온 관련 시장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혁신 활동을 전개하여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

Ÿ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오가닉 화장품의 시장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고, 25.2%나 줄어든 프랑스의 

위생 및 케어 부문의 시장도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Ÿ 그러나 프랑스의 오가닉 화장품 업계는 사용의 간편함과 폐기물 감축이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고체나 가루 형태 제품들을 선보였으며, 판매에 결정적인 요소인 가격의 공정성을 오가닉 제품에도 도입

[Premium Beauty, 2022.09.30.; happi, 2022.09.21.] 

일본, 의료·약품업계의 가치사슬 변화 직면

 일본은 디지털변혁(DX)흐름과 이에 따른 사업환경 변화로 의료 및 의약품 업계도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완화로 온라인을 비롯한 새로운 의료형태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커진 상황

Ÿ 일본 정부는 온라인 진료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23년 전자처방전 운용이 시작되면 사실상 온라인 

진료 및 온라인 복약지도가 전면 자유화되고 리필처방전 규제까지 완화되면 만성질환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치료는 온라인 조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Ÿ 이러한 정책지원으로 온라인 진료·복약지도 시장은 급속하게 확대될 전망이며, 의료·약품업계는 생존을 

건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며 관련 개혁은 업계의 가치사슬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전망

   

❙의료·약품업계 가치사슬 상의 변화❙
: 

구분 제약 운반 진료 제공

주요 역할
의약품 연구개발, 제조, 

판매
의약품 배송 유통 시 품질 

보증
진료·진단, 치료, 처방

조제, 복약지도, 의약품 
제공

참여자  의약품 회사 의료 도매·물류업자  의료기관 약국·드러그 스토어

과제

Ÿ 신약개발 난이도 향상

Ÿ 대형제약사 존재감 확대, 
글로벌 경쟁격화

Ÿ 국내시장 축소

Ÿ 업계 고유의 상관행 대
응, 수익성 확보

Ÿ 유통시 품질보증강화

Ÿ 의약품 안정공급 기여

Ÿ 의료자원 고갈 및 적절
한 치료 제공제한

Ÿ 지역간 의료격차 확대

Ÿ 의료기관 경영 악화, 의
료종사자 과중노동

Ÿ 점포 간 경쟁격화

Ÿ 대면판매기회 감소

Ÿ 새로운 역할 기대(지역포
괄케어, 복약지도 강화)

예상되는 
변화

리얼월드데이터(RWD) 수
집으로 데이터 활용 촉진 
→ 신약개발 속도 가속화

재고정보 가시화·수급예측
정보 활용 → 재고 적정화·
최적배치 실현

리얼, 디지털 두 가지 방식
을 조합한 의료제공 → 환
자 니즈에 맞는 진료 실현

리얼, 디지털 융합으로 고
객접점 다양화 → 복약지도
부터 의약품 제공까지 원활
(seamless)화

[アビームコンサルティング, 2022.10.07.; Internet Watch, 2022.05.11.] 

https://www.premiumbeautynews.com/en/france-organic-cosmetics-are,20902
https://www.happi.com/contents/view_online-exclusives/2022-09-21/clean-beauty-is-a-new-ecosystem-reshaping-innovati/
https://www.abeam.com/jp/ja/topics/insights/online_health_care01
https://internet.watch.impress.co.jp/docs/special/14070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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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료기기 등록 품질관리시스템 검증 지침 발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监局)은 의료기기 등록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의료기기 등록 품질 관리 시스템 검증 지침 개정안’을 발표 

Ÿ 동 지침은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의료기기 등록관리방법」, 「체외진단 시약 등록관리방법」, 

「의료기기 생산감독 관리방법」 등 요건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으며, 의료기기 관리감독기관이 2종·3종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록 품질관리시스템 현장 조사에 주로 적용될 예정

Ÿ 지침은 △품질관리시스템 △등록 검사 요건 △자체 검사 요건 등 기본 요건과 △품질관리시스템 

원칙 △기관 및 인력 △공장, 시설 및 설비 △문서 관리 △설계·개발 △조달 △생산 △품질관리 

△위탁 생산 △제품의 진위 여부 등 주요 검증 항목별 구체적 내용을 명시

Ÿ 현장 검증 결과는 ①검증 합격(통과) ②검증 불합격 ③수정 후 검증 합격 ④수정 후 검증 불합격의 

네 가지로 구분되며, 주요 검증 항목을 기준으로 합격·불합격을 판정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国家药监局 2022.09.29.; 中国经济网 2022.10.10.] 

바이오테크, ’21년 침체 돌입으로 가치 재평가 中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앤컴퍼니(Mckinsey&Company)’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바이오테크 부문의 

자본유입으로 유전자치료, 정밀암치료 등의 큰 성과를 거둔 반면 ’21~’22년 동 부문의 공개시장은 

침체에 돌입 

Ÿ ’22년 전반기 20대 제약대기업들의 인수 건수는 11건으로 임상적으로나 상업적으로 리스크가 

제거된 자산을 인수했다는 점이 특징이며, 침체가 길어짐에 따라 향후 M&A도 늘어날 전망

Ÿ ’21년 침체국면에 돌입하면서 대부분의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자사의 개발 프로그램을 재평가하고 

소수의 우선시되는 프로그램에 주력하기로 결정  

Ÿ 지난 10년간 동 부문의 주요 변화상으로는 △기업 일반관리비(General and Administrative, 

G&A)의 중간값이 ’12년 1,100만 달러에서 ’20년 2,500만 달러로 대폭 상승 △COVID-19로 

인해 연구실 근무와 원격근무가 혼재하면서 미사용 사무공간 증가 및 이에 따른 비용 효율 감소 

Ÿ 따라서 기업들은 기업 운용 전반, 특히 R&D 부문에 있어서 가치를 더 많이 창조할 수 있는 부문에 

자본을 집중 할당해야 하며 G&A가 총비용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Ÿ 한편 동 부문의 로열티 거래 건수 및 그 가치가 증가해 ’17~’21년 간 로열티 수익이 100억 달러를 

상회한 가운데, 로열티 기반의 자금조달 방법은 위험도가 낮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에 적절할 것으로 평가 

[McKinsey&Company, 2022.09.19.; The Economic Times, 2022.10.13.]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2-10/10/content_5717090.htm
http://www.ce.cn/cysc/yy/hydt/202210/10/t20221010_38152973.shtml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life-sciences/our-insights/a-biotech-survival-kit-for-a-challenging-public-market-environment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tech/startups/us-vc-firms-pull-back-from-late-stage-deals-amid-stormy-markets-valuation-concerns/articleshow/94826225.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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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

미국, COVID-19 변이 BF.7 증가 추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따르면, 

COVID-19의 변이 BF.7의 발병률이 최근 2주간 0.8%에서 1.7%로 증가했으며, 특히 북동부 

지역에서는 발병률이 3%를 상회 

      * BF.7은 ‘BA.2.75.2’로도 알려져 있으며 오미크론 B.1.1.529의 하위변종인 B.5의 하위변종으로 시작

Ÿ BF.7가 하위변종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 급속히 전파됨에 따라 CDC는 BF.7을 독자적 범주로 

지정  

Ÿ 스웨덴과 중국의 연구에 따르면, BF.7은 여타 오미크론 하위변종(BA.2, BA.3, BA.4, BA.5)보다 

백신접종이나 이전의 감염으로 생긴 항체를 더 잘 피해갈 수 있는 것으로 파악

Ÿ 구체적으로 △(스웨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예방용 항체주사제 ‘이부실드(Evusheld)’의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BF.7은 여러 변이 중 중화 저항성이 가장 큰 변이로 체액성 면역을 효과적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결론 △(중국) BF.7는 시험 대상 변이 중 가장 회피적인 유형이라고 결론 

      [Fierce Healthcare, 2022.09.23.; U.S.News, 2022.10.07.]

북미 아웃바운드 의료관광, ’26년 1,503억 달러로 예측

 북미 아웃바운드 의료관광 서비스 시장은 ’16년~’26년 기간 동안 연평균 25.5% 증가하여 ’26년에는 

1,503억 6,0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Ÿ 고령화 베이비붐 세대 인구, 무보험 인구, 더 나은 기술 및 광범위한 치료 옵션과 같은 요인이 

’16년~’26년 기간 동안 북미 아웃바운드 의료관광 서비스 시장의 수익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Ÿ ’16년에서 ’26년 사이에 △미국의 의료 보험료 인상 △높은 의료비 △미국에서 의료 예약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긴 대기 시간 △비전통적 치료 옵션에 대한 선호도 증가 등이 북미 아웃바운드 의료관광 

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Ÿ 그러나 △귀국 후 효과적인 사후 관리의 부족 △의료관광지의 의료 과실 △의료관광지의 슈퍼버그 

확산 △언어 장벽과 관련된 문제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북미 지역 아웃바운드 의료관광 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Pharmiweb.com, 2022.10.11.; Ein News, 2022.09.07.]

https://www.fiercehealthcare.com/payers/preliminary-data-point-challenges-new-covid-variants-present
https://www.usnews.com/news/health-news/articles/2022-10-07/cdc-omicron-subvariants-ba-4-6-bf-7-increasing-while-ba-5-declines
https://www.pharmiweb.com/press-release/2022-10-11/north-america-outbound-medical-tourism-services-market-to-achieve-a-high-cagr-of-255-during-foreca
https://www.einnews.com/pr_news/589737587/north-america-outbound-medical-tourism-services-market-to-reach-us-190-670-8-million-by-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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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료관광, ’32년 234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시장조사기관 퓨처마켓 인사이츠(Future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영국 의료관광 시장은 ’22년에 

60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4.6% 증가하여 ’32년까지 234억 4,000만 달러로 성장할 전망

Ÿ 영국 의료관광 시장 성장은 COVID-19의 여파로 수요 부족과 여행 제한으로 1년간 멈췄으나 

영국은 의학 연구 분야의 선구주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시설을 갖추었고, 유명 

의료관광 회사를 포함하여 의료 분야에서 숙련된 전문가를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 보유

Ÿ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의 존재 등으로 정형외과 치료 부문은 영국 의료관광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영국의 치료 서비스 부문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Ÿ 영국의 의료 컨시어지 서비스인 HCA International은 상담 예약, 여행, 숙박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VIP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

      * 영국 의료관광은 Med Journeys, Metta Health, HexTransforma Healthcare, Balsamee, International Health 

Plus, Maya Medical Group, Global Health Manager, HCA International, Imperial Private Healthcare, 및 

Best Health Care Services 등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Yahoo!Finance, 2022.10.11.; Accesswire, 2022.10.11.]
 

독일, 인수공통감염병 연구 플랫폼 강화

 COVID-19 팬데믹이나 원숭이두창 발병은 인간의 건강이 동물 및 환경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준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독일 연방교육연구부(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BMBF)는 6개 연방 부처와 함께 보건 연구에서 One-Health 접근 

방식을 강화하는 새로운 공동 연구 협정을 발표

      * One-Health 접근 방식은 인간, 동물, 환경의 건강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 방식을 지칭

Ÿ BMBF는 인간과 동물, 생태계 건강의 지속가능한 개선을 목표로 하는 One-Health 접근 방식으로 

이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고, 성공적이었던 인수공통감염병 연구 플랫폼을 One-Health 연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천명

Ÿ 특히 예방적 관점에서 감염경로, 저항력 형성, 폐수 관리 등의 연구를 진행 시 의학, 수의학, 

환경과학 등 다양한 학제 간의 성공적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만들 계획

Ÿ 인수공통감염병에 관한 공동 연구 협정은 이미 ’06년 연방교육부, 식품농업부, 보건부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16년 국방부가 추가된 이후,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이 환경 오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을 계기로 환경부와 경제협력개발부가 추가 합류

[BMBF, 2022.10.06.]

https://finance.yahoo.com/news/uk-medical-tourism-market-estimated-133000217.html
https://www.accesswire.com/719861/UK-Medical-Tourism-Market-is-Estimated-to-Reach-US-234-Bn-by-2032-Future-Market-Insights-Inc
https://www.bmbf.de/bmbf/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2/10/061022-Zoonosenforschu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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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호텔격리 의무를 해제

 홍콩은 COVID-19 감염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COVID-19 정책을 종료하고 

해외 도착 후 의무적 호텔격리(hotel quarantine)를 해제한다고 발표

Ÿ ’20년 11월부터 중국 영토와 국제 금융 허브는 해외에서 온 모든 입국자들이 여행자 본인의 비용으로 

지정된 검역 호텔에 21일 동안 머물도록 요구했으나, ’22년 9월 26일부터 홍콩을 방문하는 국제 

여행객은 공항 도착 시 PCR 시험을 해야 하지만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등 규제를 완화

Ÿ 홍콩의 발표는 일본과 대만이 오랜 국경 제한을 완화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며, 9월 22일 

일본은 ’22년 10월 11일부터 모든 개별 관광객의 무비자 여행을 재개하고 총 방문객 수 상한선을 

해제하겠다고 발표

Ÿ 대만은 ’22년 10월 13일에 격리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COVID-19 팬데믹 초기에 국경을 

폐쇄한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이미 외부 방문객에게 국경 제한을 해제

Ÿ 중국만이 국경 폐쇄, 확진자 격리, 대량 검사 및 봉쇄라는 ‘제로 코비드’ 전략을 고수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으며, 현재 중국 본토에 도착하는 해외 여행객은 격리된 장소에서 최소 10일을 체류

[NBC News, 2022.09.23.; BBC, 2022.09.23.]

인도 Mespoir, 플랫폼을 활용하여 의료관광 사업을 확대

 인도 기반 의료관광업체인 Mespoir는 자체 플랫폼에 스페인, 미국, 이집트, 튀니지 및 독일의 

병원을 포함하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도와 터키 이외의 국가에서 치료 의뢰가 점점 증가

      * Mespoir는 전 세계 환자들을 1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2만 명 이상 의사 및 500개 이상 국제병원과 연결하여 적절한 

비용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을 보유한 회사 

Ÿ Mespoir의 웹 사이트는 병원, 의사 및 의료 시술에 대한 정보와 통계가 있는 데이터 뱅크를 

제공하며, 평균 입원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환자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고 비교적 일찍 병원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

Ÿ 치료를 위해 여행하는 동안 Mespoir의 공항 픽업 및 하차 서비스는 환자를 공항으로 데려다 

주며 저렴한 숙박 옵션을 제공하며 두 명의 손님에게 하루에 20달러 정도의 저렴한 요금으로 

호텔에서 병원까지의 일일 교통편도 보장

Ÿ Mespoir는 또한 비자 지원,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SIM 카드 및 의료 관광국에서 가능한  가장 

낮은 비용으로 보장된 환전을 제공

[LaingBuisson, 2022.09.22.; Lokmat Times, 2022.08.22.]

https://www.nbcnews.com/news/world/asia-covid-hong-kong-hotel-quarantine-china-pandemic-rcna49092
https://www.bbc.com/news/world-asia-63004249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medical-travel-its-not-just-about-india-and-turkey/
https://www.lokmattimes.com/business/mespoir-expands-its-operations-glob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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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방사선 영상 기술과 치료법 강화 필요성 제시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와 7개의 글로벌 암 치료 기관 

소속 전문가들은 공동 연구 결과, 전 세계의 방사선 영상 기술과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 

인프라의 구축과 확산을 통해 전 세계의 폐암환자들이 처한 환경에 따른 진단 및 치료 결과의 

격차를 줄일 필요성을 강조

Ÿ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 1위로 지목되고 있는 폐암에 대한 방사선 기반의 영상 기술과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는 폐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

Ÿ IAEA가 구축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인 IMAGINE(IAEA Medical imAGIng and Nuclear 

mEdicine)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가별로 컴퓨터 단층 촬영과 같은 방사선 진단 장비의 보급률은 

장비 1대당 인구비율이 고소득 국가는 2.5만 명이지만 저소득 국가는 17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격차가 큰 상황

Ÿ 폐암 치료 서비스 역시 고소득 국가는 전 인구의 90%를 포괄할 수 있지만 저소득 국가는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 수준별로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

Ÿ 매년 새로 발병하는 암환자의 11.6%를 차지하고, 암 사망의 18.4%를 차지하는 폐암의 조기 진단은 

질병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

[IAEA, 2022.10.03.; JCO Global Oncology, 2022.06.01.] 
 

의료관광, 신뢰 구축을 지원하는 GHA 인증제도

 글로벌헬스케어인증기관(Global Healthcare Accreditation, GHA)은 환자의 신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관광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s)를 위한 새로운 GHA 인증 프로그램의 출시를 발표

Ÿ GHA는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 출신의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기관으로, 국제 진료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세계 유수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검증을 실시하며 국제 진료의 표준화 및 의료 질 향상에 기여

      * JCI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엄격한 국제 표준의료서비스 심사를 거친 의료기관에게 발급되는 인증

Ÿ GHA의 ‘의료관광퍼실리테이터인증(Medical Travel Facilitator Certification, MTFC)’은 

퍼실리테이터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전체 의료관광 환자 여정에서 안전과 환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적절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관광 퍼실리테이터 회사의 역량을 검증하는 데 초점

Ÿ MTFC는 온라인으로 평가를 진행되고 교육에 대한 액세스가 포함되며 △비즈니스 윤리 △지속 

가능성 및 품질 개선 △재무 투명성 △고객 서비스 △계약 및 계약 감독 △위험 관리를 포함한 

15개 핵심 역량에 걸쳐 평가

[Travel Daily Media, 2022.09.30.; CISION, 2022.09.28.]

https://www.iaea.org/newscenter/news/strengthening-medical-imaging-and-nuclear-medicine-services-can-help-fill-global-gaps-in-lung-cancer-patient-care-iaea-research-shows
https://ascopubs.org/doi/full/10.1200/GO.21.00100
https://www.traveldailymedia.com/gha-certification-to-help-medical-tourism-facilitators-build-trust/
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new-gha-certification-helps-medical-tourism-facilitators-build-patient-trust-3016349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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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디지털 헬스 자금조달 ’19년 이후 최저치 기록

 미국 디지털 헬스 펀드는 '22년 3분기에 폭락하여 '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22년 

3분기에 분석가들은 총 22억 달러를 모금한 125개의 거래를 추적한 결과, 이는 이전 3개월 기간에 

비해 48% 감소한 것이며 ’21년에 모금된 총 292억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Ÿ 디지털 헬스 자금조달은 ’12년과 ’19년 사이에 꾸준히 증가하여 16억 달러에서 81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자금조달 규모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크게 증가하여 ’20년에 147억 달러에 이어 

’21년에는 292억 달러로 급증

Ÿ 그러나 ’22년 1분기와 2분기의 조정시기를 거쳐 ’22년 3분기는 변화된 시장 역학을 보여주고 있으며, 

워크플로우 지원 및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 복잡한 질병을 선호하는 등 투자자 관점이 전환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몰입형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

[Medtech Dive, 2022.10.05.; Rock Health, 2022.10.03.] 

일본, 의료DX추진본부 발족

 일본은 의료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의료DX추진본부’가 10월 12일 발족한 가운데 기시다 ⽇ 총리는 

‘전국 의료정보플랫폼 창설 및 전자진료차트 표준화 등의 신속한 추진’을 각료들에게 지시

Ÿ 의료DX는 기시다 정부가 공들여 추진중인 정책으로 ’22년 여름 책정한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도 

의료DX추진본부 설치가 명시됐으며, 기시다 총리는 의료분야 DX를 통한 서비스 효율화 및 질적 

향상으로 국민들의 보건의료 향상을 실현할 것을 강조

Ÿ 새롭게 창설하는 전국 의료정보플랫폼은 ‘온라인 자격확인 시스템’을 확충해 지자체의 건강검진 

정보나 의료기관의 전자진료차트 등 의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정보 데이터 연계를 

위해 전자진료 차트 정보의 표준화도 추진

Ÿ 이들 작업은 이미 후생노동성이 공정표를 책정하고 대응해 왔지만 DX추진본부 설치로 진료보수 

개정 DX와 전국 의료정보플랫폼을 포함한 새로운 공정표를 ’23년 봄까지 책정할 계획

Ÿ 또한 10월중 발표되는 경제대책에는 온라인 피보험자 자격확인 용도확대 등 당장 도입해야 할 

내용이 포함될 전망으로 ’23년 4월 이후 온라인 자격확인을 의무화하는 한편 의료기관이나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보험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작업을 진행할 방침

[ミクス, 2022.10.13.; 産経新聞, 2022.10.09.]

https://www.medtechdive.com/news/digital-health-funding-q3-2022-collapse/633369/
https://rockhealth.com/insights/q3-2022-digital-health-funding-the-market-isnt-the-same-as-it-was/
https://www.mixonline.jp/tabid55.html?artid=73755
https://www.sankei.com/article/20221009-I3BEOBUJKBPCTPQP76GY5NFO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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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료 정보화시장 동향 분석보고서 발표

 중국 쳰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은 매년 증가하는 중국 의료 정보화시장을 주제로 ’22년 

기준 중국 의료산업 컴퓨팅 시스템 통합 응용 및 경쟁 동향을 분석

Ÿ 중국의 의료정보화는 △병원관리(HIS), 전자건강기록(EHR)을 중심으로 하는 병원 정보화 △질병 

관리 네트워크를 주체로 하는 공공보건 정보화 △기금관리, 비용 결산, 의료행위 관리 등 복합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의료보장체계 정보화의 세 가지로 구분

Ÿ ’09년 의료개혁 이후 중국 의료산업의 컴퓨팅 통합 시장은 10년 이상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고속 성장 중으로, ’20년 기준 중국 의료산업 정보화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18.6% 성장한 650억 3,000만 위안을 기록

Ÿ 중국 병원협회 정보전문위원회(CHIMA)에서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의료산업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추진되는 분야는 EHR 통합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의료품질 관리감독 △임상 보조 의사결정 

△빅데이터 구축 및 응용 △환자 서비스 △임상 전문 정보시스템 등 순으로 집계

[前瞻产业研究院 2022.09.28.; 艾瑞咨询 2022.03.04.]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지원으로 원격의료 추진

 사우디아라비아의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는 의료 디지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으로 원격의료 추진

Ÿ 사우디아라비아(Kingdom of Saudi Arabia, KSA)는 가상 방문, 모바일 헬스, 원격환자모니터링(RPM)을 

포함하는 원격의료에 대한 높은 성장이 예상되며, 시장조사기관 프로스트앤설리반(Frost&Sullivan)의 분석에 

따르면 시장규모가 ’25년까지 4억 1,54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Ÿ 건강 보험이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의료 지출의 90% 이상이 민간 보험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상 진료를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 애플리케이션(Seha, Mawid, Tawakklna, 

Tabaud 및 Tetamann)은 이 지역의 COVID-19 환자에 대한 의료 제공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전망 

Ÿ 사우디아라비아의 보건부(MoH)는 의료 디지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용에 

관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원격의료를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의료 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

Ÿ 국립건강정보센터(National Health Information Center)는 원격의료 솔루션을 사용하여 의료 시설을 

일차 의료 센터 및 원격 위치에 있는 병원과 연결하기 위한 사우디 원격의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으며, 

사우디보건전문위원회(SCFHS)는 최근 원격 환자 접촉을 위한 원격의료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

[Omnia Health, 2022.10.10.; Gulf Business, 2022.09.26.]

https://bg.qianzhan.com/report/detail/300/220928-d504de6f.html
https://report.iresearch.cn/report/202203/3942.shtml
https://insights.omnia-health.com/digital-transformation/government-support-drives-telehealth-saudi-arabia
https://gulfbusiness.com/how-cloud-computing-will-serve-as-the-foundation-for-business-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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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퓨팅, 생명과학 분야의 적용 동향 및 미래 전망 

 비영리 연구기관 ‘랜드유럽(Rand Europe)’은 생명과학 부문에 양자기술의 적용 동향, 양자기술 

도입에 따른 기회 및 해결과제, 양자기술 연구혁신(R&I)을 위한 이니셔티브 등에 대해 분석 

Ÿ 양자 기술은 다양한 분야의 난해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근본적 혁신을 가능하게 할 기술이지만,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양자컴퓨터 및 시뮬레이터에 대한 관심은 특정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는 편

Ÿ ’17년 이후 생명과학 간행물에서 양자컴퓨터 및 시뮬레이터 간행물을 인용한 건수는 1,350건 

Ÿ 양자컴퓨터와 시뮬레이터는 양자화학, 약물설계 및 발견, 생체분자 과정, 생물학적 최적화, 유전학 

및 유전체학 등, 생명과학의 다양한 부문에 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

Ÿ 한편 생명과학 분야에 양자컴퓨터와 시뮬레이터를 적용함에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양자 

하드웨어의 추가 개발 △특화된 양자 알고리즘 개발 △핵심 구현 소재에 대한 투자 △스킬의 

유형 및 가용성 △기술 사용에 따른 윤리 문제 등 

Ÿ 현재 양자컴퓨터 및 시뮬레이터 연구의 주요 자금은 민간이 아닌 각국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 대부분은 미국, 중국, 일본, 한국에 기반

[RAND Europe, 2022.10.05.; TaylorWessing, 2022.03.14.] 

팸테크 시장, ’31년 말 시장 가치가 3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

 시장조사기관 ‘퓨처마켓(Future Market)’에 따르면, 여성의 건강에 초점을 맞춘 기술, 소프트웨어, 상품 

등 펨테크(femtech) 시장이 연평균 15% 성장해 ’31년 말 시장 가치가 3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  

Ÿ 현재 팸테크 기업들은 생리주기 및 체온, 그리고 그것이 심혈관질환과 골다공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모바일 앱 개발에 주력 

Ÿ (Clue) 생리기간 추적 앱 ‘클루’는 과학과 기술을 결합해 생리주기에 관해 여성들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생리 시작일을 추적해 가임기간을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피임장비로 ’21년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승인을 획득

Ÿ (Apricity) 가상 불임클리닉 ‘어프리시티’는 △불임 관리 앱을 제공해 치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임신 과정 내내 지속적으로 안내 △인공지능 가임 예측기를 통해 불임 치료를 받는 동안 임신의 

기회에 대한 이해를 제공 △진료소 방문 횟수를 저감 

Ÿ 팸테크가 여성의 건강관리에 일으키는 혁명으로는 △모바일 앱, 웨어러블 장비, 건강추적 기술 

등을 통해 ‘손끝으로 하는 자기관리’를 지원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생리주기, 갱년기 등의 

금기 주제를 주류 화제로 전환

[HIT Consultant, 2022.09.02.; Mckinsey&Company, 2022.02.14.]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A1899-1.html
https://www.taylorwessing.com/en/interface/2022/quantum-computing---the-next-really-big-thing/using-quantum-computing-in-life-sciences
https://hitconsultant.net/2022/09/02/femtech-changing-dynamics-of-womens-healthcare/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healthcare-systems-and-services/our-insights/the-dawn-of-the-femtech-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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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디지털 헬스 시장, ’30년까지 고성장 지속 전망

 시장조사기관 GII는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환자케어 향상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 기술 도입을 

중시하고 있어 ’22년∼’30년 세계 디지털 헬스 시장은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

Ÿ 미국은 의료정보기술법(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HITECH)에 따라 의사 및 병원에 전자건강기록(EHR)을 도입하기 위해 약 200억 달러를 지원

Ÿ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의료기술에 대한 자금제공도 증가하는 추세로 ’18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료기술자금은 ’15년 대비 약 4배 많은 55억 달러로 추산

Ÿ 디지털 헬스 시장은 기술별로는 디지털 헬스 시스템, 헬스케어 분석, mHealth, 원격의료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헬스케어 분석은 종이 기반 건강기록에서 전자기록으로 이행하면서 복잡한 데이터 생성이 

증가한다는 점을 배경으로 ’30년까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Ÿ 또한 동 시장을 서비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는 3가지 요소로 분류하면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채용과 의료기기를 고려했을 때 높은 성장이 예상되며 기술혁신에 따른 의료 솔루션은 의료종사자가 

임상적인 결정을 통보하고 환자에게 보조적인 요법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 

Ÿ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시장이 ’30년까지 높은 점유율을 기록할 전망으로, 효율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관상동맥 질환이나 기타 심혈관계 질환 급증이 성장의 배경

[GII, 2022.10.14.; JETRO, 2022.03.06.]

WEF, 영상의료 기술 진보에 기여하는 AI 동향분석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새로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환자가 

MRI 기기 안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을 30~45분에서 15분으로 줄일 수 있으며, 진단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이면서 더 명확하고 해석하기 쉬운 이미지의 생성이 가능한 점을 제시

Ÿ MRI 스캐닝은 매우 고가의 진단 기술이며, 임산부나 어린이에게는 위험할 수 있으나, 새로운 AI기술을 

적용한 알고리즘인 ‘가상 네이티브 향상(virtual native enhancement)’ 기술을 이용하여 문제점 해결이 

가능하며 획득된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의 상태를 해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들을 모색

Ÿ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은 30~45분 가량 소요되는 진단 시간을 15분으로 줄일 수 있으며, 진단 비용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지의 해상도를 높여줌으로써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

Ÿ 영국 옥스퍼드 대학 Radcliffe 의학부 연구진들이 ’10년에 개발한 진단 기술에 따르면, MRI 영상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조영제를 주입하지 않고도 보다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T1-mapping 

기술을 적용할 경우, 다양하고 섬세한 신체 조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획득 

[World Economic Forum, 2022.10.10.] 

https://www.dreamnews.jp/press/0000268095/
https://www.jetro.go.jp/ext_images/_Reports/02/2022/cba9066cb65f4ce5/202203.pdf
https://www.weforum.org/agenda/2022/10/artificial-intelligence-improving-medical-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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