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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기업 경영의 본질에 대한 재검토
악화되는 기후 위기, 급변하는 지정학적 갈등 관계,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대 등으로 기업의 

환경·사회·거버넌스(Environmental·Social·Governnace, ESG) 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

나, ESG 경영이 가지는 개념의 모호성이나 한계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 그러나 기업의 

존재 이유가 오직 이윤 창출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도덕적 관점에서 기업이 잘못된 자원을 할당할 

경우 이는 결국 심각한 기업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

[1] ESG 경영의 개념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의 약어인 ESG라는 개념이 제시된 것은 지난 ’05년이며, 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추세

Ÿ S&P500 목록에 포함된 기업의 90%와 Russell 1000목록에 포함된 기업의 70%는 ESG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ESG와 관련된 사항들은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니라 강제 요건이거나, 다양한 

판단 영역에 필수 요건이 되고 있는 상황

Ÿ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는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활동에서 기후변화 위험 요소나 온실가스 

배출 관련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ESG의 다른 요소들에 대한 새로운 규정 도입을 검토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는 규모는 ’18년 50억 달러에서 ’20년 500억 달러, ’21년에는 700억 달러에 가깝게 증가했으며, 

’22년 1분기 신규 유입 자금 규모가 870억 달러로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

Ÿ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관련 자산 규모는 ’22년 중 2.5조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22년 

1분기말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글로벌 자산시장 비중 14.6%에서 13.3%로 소폭 감소

Ÿ ESG의 영향력 증대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에 원인이 있지만, 사회적 문제와 같은 요인들 

역시 주목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기업에 대한 제안은 ’21년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37%나 증가

Ÿ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지정학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 이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시각들은 

ESG의 중요성을 더욱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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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G 경영에 대한 우려

 (ESG는 기업경영활동의 본질이 아니라는 의견) ESG에 대한 가장 큰 반대 이유는 기업 경영활동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ESG는 부차적인 경영활동에 불과

Ÿ ESG는 기업 브랜드 구축에는 좋지만, 기업 경영 전략의 기초를 형성하기 어렵고 불규칙적으로 

발표되는 ESG 등급 평가 결과나 모간스탠리(Morgan Stanley)가 발표하는 주가지수인 MSCI에 

반영되는 ESG 평점 등은 1회성에 불과하다는 지적

Ÿ ESG에 대한 또 다른 비판으로는 ESG를 위한 기업의 노력이 일종의 친환경으로 포장된 이윤 

극대화에 불과하며, 기업 투자가의 3/4가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이나 ESG, 다양성, 등과 관련된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임

 (ESG는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 ESG를 구성하는 기술적 요건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 제기

Ÿ 복수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 예를 들어 ESG 활동에 필요한 관리자의 임금 지급 의무, 최저가 구매를 요구하는 소비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 납품업자, 탄소세와 같은 복수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불가능

 (ESG 활동을 실제로 측정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의견) ESG 관련 점수를 정밀하게 측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E와 S, G와 같은 개별 요소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3가지 요소를 모두 합쳐서 ESG 점수를 낸다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는 의견 제기

Ÿ ESG 관련 평점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요소별 가중치나 도출 방법론의 차이점 등은 ESG 평점 신뢰성을 

박약하게 만들고 있으며, 예를 들어 S&P와 Moody’s의 신용평점 간의 상관관계는 99%에 달하고 있지만, 

ESG 평점을 산출하는 기관들의 평점 간 상관관계는 평균적으로 54%에 불과

 (ESG가 기업의 금융 역량과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 ESG 평점과 기업의 실적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업 실적은 ESG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설명 가능

Ÿ ESG 평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업종 간 상이한 측정 방식과 요소별 가중치의 상이성, 다양한 지역 

요인 등이 반영되어야 기업의 역량과 부합하는 평가가 가능

Ÿ 기업의 역량은 다양한 우연적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에, ESG 역량과 기업의 금융 역량간의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

 오늘날 다수의 기업들은 러시아 내 영업 활동의 중단이나 위험한 상황의 노동자 보호,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구호 활동의 조직 등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



3

[3] ESG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

 기업들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ESG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그 중요성도 확대되는 추세

Ÿ ESG에 대한 4가지 비판에 내재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업이 공정하고 적절하며 신뢰에 기반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이해 관계자들의 시각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

Ÿ 기업의 존재 이유가 가치 창출을 위해서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도그마에 불과하며, 기업이 

도덕적 관점에서 잘못된 자원을 할당하게 될 경우 이는 결국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

❙사려깊은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의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ESG의 구성요소❙
: 

구분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
환경에 대한 물리적 영향, 기후 
변화에 대한 해당 기업과 납품업자, 
파트너 기업의 위험

기업의 사회적 행동이나 노동자, 
고객, 해당 커뮤니티로부터 
야기되는 사회적 영향과 위험

기업의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의 
확산과 위험의 완화를 위한 
의사결정과 기업 지배구조,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의 
분산 등의 시의적절성과 성격에 
대한 평가

사례

Ÿ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

Ÿ 대기 오염(비온실가스)

Ÿ 수자원 및 폐수 관리

Ÿ 폐기물 및 위험 물질의 관리와 
순환

Ÿ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재건

Ÿ 기업 내 노동 관행

Ÿ 보건 및 안전

Ÿ 커뮤니티의 개입, 다양성과 
포용성

Ÿ 커뮤니티와의 관계,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

Ÿ 제품과 서비스의 속성

Ÿ 기업 윤리, 데이터 보안

Ÿ 자본의 배분과 공급망 관리

Ÿ 기업 지배구조와 개입 및 
인센티브

Ÿ 기업 정책의 수립과 대외 
공개에 대한 입장과 옹호

 또한, 이러한 비판들은 기업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가치의 전제 조건들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

Ÿ 기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합리적인 

방법에 기반하는 경영이 가능

Ÿ 기업들이 ESG와 같은 외부적 요인을 반영하거나 사회적 신뢰를 얻는데 실패한다면 경영진들은 기업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을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되며, 결국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나 사회적 지지 

등을 얻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McKinsey&Company, 2022.08.10.; Ernst&Young, 2022.09.28.]

https://www.mckinsey.com/capabilities/sustainability/our-insights/does-esg-really-matter-and-why
https://www.ey.com/ja_jp/tax/bringing-the-s-to-environment-social-and-governance-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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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IRA가 바이오시밀러 업계에 미치는 영향

 미국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보호 및 육성을 도모하는 조항이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공공의료보험 관리기관(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의 약품 가격 협상 기능이 이러한 조항의 의미를 퇴색할 것으로 우려

Ÿ 미국의 IRA 입법에 의해 CMS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에 대한 협상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약품의 가격은 물론, 바이오시밀러 업계의 투자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Ÿ 그러나 IRA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의 도입으로 인해 의사들이 바이오시밀러 약품 처방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과 오리지널 의약품 평균 가격의 8%에 달하는 추가적인 수당 지급 등의 조항으로 인해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Ÿ IRA의 이러한 조항들로 인해 매우 고가의 오리지널 약품과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경쟁하는 바이오시밀러 

업계가 시장 원리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Managed Healthcare Executive, 2022.09.13.; Mondaq, 2022.10.12.] 

미국 J&J, ’22년 3/4분기 매출 237.9억 달러 달성

 미국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 J&J)社는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으로 인해 회사가 연간 

매출 예측을 낮추고 있지만 의료테크 매출이 3/4분기에 증가된 시술량으로 힘입어 3분기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1.9% 증가한 237억 9천만달러를 시현

Ÿ 이는 인력, 공급망 및 기타 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다른 국가에서 시술량이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J&J의 각 의료기기 부문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시술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거나 보합세를 유지  

Ÿ 뇌졸중 및 심장 부정맥 치료를 포함하는 중재적 솔루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으며, 

회사의 비전(vision) 부문은 1.8% 증가한 반면 수술 및 정형외과 매출은 전년 동기와 유사

Ÿ J&J는 연간 매출 전망을 이전 예측치인 933억~943억 달러에서 930억~935억 달러로 

하향조정했으며,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도 환율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하고 중간 시점에 매출 

가이던스를 약 5억 달러 낮췄으며, 외화 영향이 없다면 수익 예측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언급

[Medtech Dive, 2022.10.18.; Johnson&Johnson, 2022.10.18.]

https://www.managedhealthcareexecutive.com/view/how-the-inflation-reduction-act-may-affect-biosimilars
https://www.akingump.com/en/news-insights/the-impact-of-the-inflation-reduction-act-of-2022-on-pharmaceutical-innovation-patent-litigation-and-market-entry.html?utm_source=Mondaq&utm_medium=syndication&utm_campaign=LinkedIn-integration
https://www.medtechdive.com/news/jnj-q3-earnings-rising-procedure-volumes/634361/
https://johnsonandjohnson.gcs-web.com/news-releases/news-release-details/johnson-johnson-reports-q3-2022-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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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암 예방용 피부측정기 개발

 영국연구혁신기구(UK Research and Innovation, UKRI)의 산하조직인 공학및물리과학연구위원회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EPSRC)의 지원을 받아 워릭대학교 

(University of Warwick)의 연구원들은 암 예방용 피부측정기(skinometer)를 개발

Ÿ 피부측정기(skinometer)는 적외선과 마이크로파가 만나는 스펙트럼 부분의 빛을 이용하는 최초의 

환자 측정 기기이며, 이를 통해 외과의는 수술 전에 암의 정확한 정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

Ÿ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면 효과적인 피부 유형별 선크림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Warwick팀은 이러한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특수화학 회사인 루브리졸(Lubrizol)社와 협력

Ÿ 최근 수십 년 동안 영국에서 피부암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매년 16,000건 이상의 새로운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새로운 피부 측정기는 자외선 차단제 개발을 도와 예방을 도울 뿐만 

아니라 환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NHS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기대

Ÿ ‘향상된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테라헤르츠 피부 측정기’ 연구 프로젝트는 ’19년 3월에 시작되어 

’22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EPSRC로부터 약 653,000파운드를 지원을 받았으며, 

영국암연구(Cancer Research UK)에서 추가 지원을 제공

[UKRI, 2022.10.10.; Optics.org, 2022.10.13.]

스위스 Roche, 3/4분기 COVID-19 치료제 판매 급감

 스위스 제약업체 로슈(Roche)는 3/4분기 동안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오크레부스(Ocrevus),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Hemlibra), 척수성근위축증치료제 에브리스디(Evrysdi) 및 암 치료제 페스고(Phesgo) 

제품은 성장한 반면, COVID-19 관련 제품의 ‘상당히 낮은’ 판매실적을 시현 

Ÿ COVID-19 진단 매출은 작년 동기 10억 스위스 프랑에서 6억 스위스 프랑으로 감소한 반면, 

COVID-19 치료제 로나프레브(Ronapreve)와 악템라(Actemra)는 팬데믹이 계속 약화되면서 

약 10억 스위스 프랑 감소

Ÿ 일부 치료제 매출 하락에도 불구하고 Roche는 디지털 유전자증폭(PCR) 진단 플랫폼 및 새로운 

암 테스트의 출시로 호조세를 보인 진단 기기의 6% 증가에 힘입어 고정 통화 기준으로 ’22년 

첫 9개월 동안 매출이 2% 증가

Ÿ 상기 4가지 성장 의약품과 새로운 안과 의약품 바비스모(Vabysmo)는 3분기 Roche의 제약 매출에 

22억 스위스 프랑을 추가했으며 9개월 동안 총 제약 매출 331.9억 스위스 프랑 중 88억 스위스 

프랑을 차지

[Pharmaphorum, 2022.10.18.; Fierce Pharma, 2022.10.18.]

https://www.ukri.org/news/new-skin-scanner-aims-to-speed-up-cancer-treatment/
https://optics.org/news/13/10/19
https://pharmaphorum.com/news/roche-q3-results-show-steep-fall-off-in-covid-product-sales/
https://www.fiercepharma.com/pharma/roches-covid-drugs-tumble-1b-new-star-vabysmo-rushes-counter-biosimilar-hit-lucen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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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MA, ‘Ebvallo’의 EU 내 판매 승인 권고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은 ‘EBV+ PTLD’라고 불리는 고형 장기 

이식(SOT) 또는 골수 이식(조혈세포이식-HCT) 후 중대 합병증을 앓는 소아 및 성인 환자를 

위한 골수이식 합병증 치료제인 ‘에브발로(Ebvallo, Tabelecleucel)의 EU 내 판매 승인을 권고

      * 위 합병증은 이식된 장기 또는 세포의 거부 가능성을 줄이는 데 필요한 약물로 인한 면역 억제의 결과이며, 특히  

‘엡스타인-바(Epstein-Barr) 바이러스’로 인해 가장 흔하게 발병  

Ÿ 에브랄로는 △이식 후 환자 △최소 1회의 선행치료 치료 후 재발했거나 치료 효과가 전무한 환자에게 

사용되며, 타벨레클류셀(Tabelecleucel)는 에브발로의 활성 성분으로 감염된 세포를 표적으로 삼아 

제거하며, 기증자로부터 채취한 ‘T세포’라 불리는 면역계 세포로 만들어진 첨단 약제

Ÿ 에브랄로는 EMA의 ‘최우선의약품(PRIority MEdicines, PRIME)’ 정책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PRIME은 환자들의 미충족된 의학적 니즈 중 해결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 과학 및  규제 

차원에서 보다 강화된 지원을 조기에 제공 

Ÿ EMA의 권고는 현재 진행 중인 다기관, 3상, 단일군, 공개 라벨 임상시헙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며, 이와 관련해 ‘첨단치료위원회(CAT)’는 에브랄로가 EBV+ PTLD를 앓는 환자에게 

리스크보다는 그 이점이 크다고 판단

[European Medicines Agency, 2022.10.14.; Fierce Pharma, 2022.10.14.] 

일본 다케다 제약, 유럽에서 뎅기열 백신 승인권고 취득

 일본 다케다(武⽥)제약은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4가 뎅기열 

백신의 후보물질인 TAK-003의 승인권고를 취득했다고 10월 17일 발표

Ÿ 유럽의 승인 최종단계는 EMA의 판매승인이지만 향후 수개월 내에 취득이 가능할 전망으로, 동사는 

남미와 아시아를 비롯한 뎅기열 유행국가의 규제 당국에도 동 백신의 심사를 신청

Ÿ 동사의 뎅기열 백신은 8월 인도네시아가 최초로 승인했는데 뎅기열 바이러스의 4가지 혈청형 모두를 

커버하며 접종대상은 6세∼45세로 과거 감염이력에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력을 조사하는 

접종 전 혈청반응 검사도 불필요

Ÿ EMA는 TAK-003을 유럽 및 EU-M4all(EU Medicines for all) 절차에 참가하는 뎅기열 유행 국가의 

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예방 백신으로 권고

Ÿ 최근 수십 년간 뎅기열 발생률이 급증하면서 세계적으로 연간 3억 9,000만 명이 감염되고 50만 명이 

입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도시화, 글로벌화, 기후변화 등이 원인으로 지적

[Businesswire, 2022.10.17.; AnswersNews, 2022.09.14.] 

https://www.ema.europa.eu/en/news/first-therapy-treat-transplant-patients-post-transplant-lymphoproliferative-disease
https://www.fiercepharma.com/pharma/atara-verge-landmark-approval-first-allogenic-t-cell-therapy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221013006030/ja/
https://answers.ten-navi.com/pharmanews/2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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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시장 수요 회복 기대

 ’21년 상반기, COVID-19가 중국의 생산망·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부 지역의 화장품 소비가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확산 추세가 다소 주춤해짐에 따라 화장품 소비가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품 

R&D, 브랜드 운영 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국 국내 화장품 기업이 한층 성장할 것으로 기대

Ÿ Euromonitor의 분석에 따르면 ’21년 중국 화장품 산업 시장 규모는 5,686억 위안으로 COVID-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16~’21년 연평균 10.9%의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며, 그 중 기능성 스킨케어 및 

메이크업 제품 시장은 ’12년의 7%, 19%에서 ’21년 기준 42%, 30%로 각각 35p% 및 11p% 성장

Ÿ ’21~’26년에는 연평균 7.5%씩 성장하여 ’26년 중국 화장품 시장은 8,177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

Ÿ ’21년 1분기에는 일부 지역의 생산망·공급망이 COVID-19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 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2.5%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팬데믹 완화와 ‘티몰 618 쇼핑 축제’ 행사 등에 

힘입어 지난 6월 화장품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8.1% 상승

Ÿ 향후 중국 화장품 시장은 △(기능성 화장품)제품의 성분 및 효능 중시 △(하이엔드 화장품)가성비를 중시하던 

소비 수요가 높은 가격대의 고급화 제품으로 이동 등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할 전망이며, 하이엔드 화장품 

시장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32%(’16년)→47%(’21년)→58%(’26년)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

[新浪财经, 2022.10.13.; 新华网, 2022.9.25.] 

세포 치료 스타트업, CAR-T 치료의 혁신을 주도

 최소한 5개의 스타트업들이 생체내(in-vivo) 면역 세포를 유전적으로 수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 방법이 성공할 경우 CAR-T세포 치료제(Chimeric Antigen Receptor T cell 

Therapy) 개발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기대

Ÿ 백혈병에 대한 세포 치료 방법을 모색하던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진들은 ’11년부터 암세포 치료를 

과학 프로젝트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CAR-T 기반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성공

Ÿ ’11년의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10년 동안 급격한 기술 발전이 있어왔지만, CAR-T 기반 치료법의 

영역은 혈액암 분야에만 여전히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

Ÿ 이러한 CAR-T 치료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체 외부에서 복잡한 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CAR-T를 

단순한 체내 주사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

Ÿ COVID-19 백신 제조 과정에서 발견한 mRNA 작동 기전을 이용한 캡스탄테라퓨틱스(Capstan 

Therapeutics)과 같은 스타트업들의 연구가 성공할 경우, CAR-T 치료의 적용 범위를 넓힐 것으로 기대 

[Biopharma Dive, 2022.10.18.; Umoja, 2022.10.19.] 

https://finance.sina.com.cn/stock/med/ymhzp/2022-10-13/doc-imqqsmrp2400128.shtml
http://www.news.cn/fortune/2022-09/25/c_1129031148.htm
https://www.biopharmadive.com/news/in-vivo-cell-therapy-car-t-biotech-startups/634287/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2022/10/19/2537326/0/en/Umoja-Biopharma-to-Present-Three-Posters-Data-on-its-Integrated-In-Vivo-CAR-T-and-ShRED-Platform-Technologies-at-the-Society-for-Immunotherapy-of-Cancer-SITC-37th-Annual-Meet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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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

미국, COVID-19 공중보건비상사태 연장

 미국은 ’23년 1월 11일까지 COVID-19 공중보건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PHE)를 

연장했는데, 이는 여전히 COVID-19를 위기로 보고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

Ÿ 트럼프 행정부가 ’20년 1월 처음 선언한 공중보건비상사태(PHE)는 COVID-19 감염병이 시작된 

이후 90일마다 갱신되는데, ’22년 1월 11일까지 COVID-19 PHE를 연장

Ÿ PHE 연장은 연방 기관이 의회 승인 없이 특정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는 

지속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장하고 환자가 급증하여 수용시설이 부족할 때 직원과 병상을 

배치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권한을 병원에 제공

Ÿ 공중보건비상사태(PHE)를 해제하기 전에 주정부, 의료 제공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60일 

전에 통지해야 하기 때문에 HHS가 1월에 PHE를 해제할 경우 11월에 고지해야 함을 의미

[CNBC, 2022.10.13.; Global Times, 2022.10.18.] 
 

영국, 치과 진료 위기상황 직면

 영국 공영방송 BBC가 ’22년 8월에 발표된 포괄적인 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치과 진료실 10곳 중 9곳에서 성인 신규 환자를 받지 않는 등 영국 

치과 진료는 위기상황에 직면

Ÿ NHS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에서 NHS 진료를 제공하는 24,000명 미만의 치과의사 중 2,000명 이상이 

’21년에 의료서비스를 중단하였고 951명은 그 이전 해에 이직했으며, 치과의사 1명 당 약 2,00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등 약 400만 명의 환자가 NHS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Ÿ 영국 치과의 약 90%는 NHS와 계약된 개별 치과 진료소에서 제공되며 정부가 비용의 70%, 환자가 

30%를 부담하는 구조이며, ’06년 계약이 도입된 이후 자금 조달이 실질적으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현재 자금 조달 수준은 영국 인구의 50%만이 치료가 가능 

Ÿ 영국 치과 협회는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약 8억 8천만 파운드의 즉각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성을 

제기하였지만 많은 공공 의료서비스 기관과 마찬가지로 NHS는 현재 긴급한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치과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부문으로 분류

[The Week, 2022.10.07.; Dentistry, 2022.09.12.]

https://www.cnbc.com/2022/10/13/us-extends-covid-public-health-emergency-.html
https://www.globaltimes.cn/page/202210/1277358.shtml
https://www.theweek.co.uk/news/uk-news/958125/the-crisis-in-dentistry-explained
https://dentistry.co.uk/2022/09/12/give-up-looking-for-an-appointment-investigation-reveals-ongoing-crisis-within-nhs-dent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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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치과 의료관광 호황에 따른 부정적인 사례 부각

 튀르키예는 치과 의료관광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클리닉에서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치아를 

치료하여 미백(bleaching 또는 lightening)만 필요한 치아에 베니어판을 바르고 때로는 전체 

크라운을 씌우기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사례가 부각

Ÿ 튀르키예 치과 의료관광은 저렴한 가격을 제공한다는 데 강점이 있으며 튀르키예치과협회(Turkish 

Dental Association, TDB)에 따르면 매년 15만~25만 명의 외국인환자들이 방문하는 등 

튀르키예는 헝가리, 태국, UAE의 두바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치과 관광지로 부상

Ÿ 영국치과의사협회(British Dental Association)는 해외 치료에 대하여 많은 감염 사례 및 ‘잘 

맞지 않는 크라운 및 임플란트가 떨어지는’ 등의 저렴한 가격의 진료로 인한 위험에 대하여 경고

Ÿ 치과 치료 피해자의 경우 본국의 의사들로부터 치료 기피대상으로 분류되어 치료를 받기가 어렵고 

법적 구제가 미약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면 비용이 많이 들며, 튀르키예에서 진료 비용의 3~4배에 

해당되는 3만 유로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

 [Euro News, 2022.10.14.; Arab News, 2022.10.13.]

말레이시아,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의료관광

 국경을 다시 개방한 지 6개월 만에 말레이시아에서 의료를 찾는 외국인환자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22년 8월에는 4월에 비해 병원의 의료관광객수가 5배 이상 증가

Ÿ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진료는 암, 혈액질환, 산부인과, 간과, 정형외과, 귀, 코, 목 

등이며, 추가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새로운 임상 서비스와 틈새 제품 개발을 모색

Ÿ 말레이시아 재무부 산하 의료관광위원회(Malaysia Healthcare Travel Council, MHTC)의 

데이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19년에 17억 링깃의 의료관광 수익을 얻었으며 항공 여행, 교통, 

식음료, 숙박 및 관광 활동 등 의료와 관련없는 부문에서 약 60억 링기트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

Ÿ 말레이시아 관광청 웹사이트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19년에 2,610만 명, 관광 수입으로 861억 

링깃을 기록했지만, ‘20년 입국자수가 433만 명, ’21년에는 13만 명으로 급감했으며, 각각의 

기간에 관광 수입은 127억 링깃과 2억 4천만 링깃 규모로 하락

Ÿ 그러나 정상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MHTC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의료관광으로 인한 병원수익 

(의료비만 해당)을 ’22년 10억 링깃, ’23년 13억 링깃, ’24년 17억 링깃, ’25년 20억 링깃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

      * 말레이시아 링깃(MYR): 원화 환율(KRW)= 1: 301.85(’22년 10월 30일 기준)

 [Edge Markets, 2022.10.19.; Malaysian Reserve, 2022.10.13.]

https://www.euronews.com/2022/10/13/in-turkey-concerns-grow-over-flaws-in-its-booming-dental-tourism-industry
https://www.arabnews.com/node/2180151/middle-eas
https://www.theedgemarkets.com/article/malaysias-medical-tourism-back-track-say-healthcare-providers
https://themalaysianreserve.com/2022/10/13/malaysia-remains-emerging-hotspot-in-medical-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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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민관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발표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Saudi Health)는 2개의 새로운 의료 도시 운영, 의료 재활 및 장기 요양 

서비스를 위한 900개의 병상 제공 프로젝트, 200개의 1차 진료 센터 구조 조정을 포함한 민관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발표 

      * Trade.gov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걸프협력협의회(Gulf Cooperation Council, GCC) 국가의 의료지출의 60%를 차지하며 

’22년에는 의료 및 사회 개발에 368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며, 이는 ‘22년 예산의 14.4% 차지

Ÿ 사우디아라비아는 향후 5년 동안 100개의 건강 프로젝트에 민간 부문을 참여시켜 130억 달러의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주요 계획을 발표

Ÿ 보건부는 투자자들의 여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면허 발급 절차와 관련 규정을 개편했으며 최근 

의료 사업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콜센터를 개설

Ÿ 시장조사기관 마쉬레크(Mashreq)와 프로스트앤설리반(Frost&Sullivan)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의료 인프라에 666.7억 달러를 투자하고 290개의 병원과 2,300개의 

1차 보건 센터의 민영화를 목표로 ’30년까지 민간 부문 참여를 현재 40%에서 65%로 늘릴 계획

[ZAWYA, 2022.10.11.; Omnia Health, 2022.10.09.]
 

의료관광, GATS 무역 방식을 통합

 건강 및 의료관광을 위한 미래는 서비스거래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무역 방식을 통합하고 있으며, △(Mode1)원격 진료 △(Mode2) 환자의 

국경 이동 △(Mode4) 소비자가 아닌 서비스 공급자가 이동하는 모드를 조합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드의 혼합은 의료관광의 하이브리드 미래가 될 전망

Ÿ 최근까지 전통적인 의료관광 업체는 소비자가 다른 국가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경을 넘어 

여행하는 GATs의 Mode2에만 집중했지만 국경 간 무역의 다른 Mode도 이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

Ÿ COVID-19 팬데믹으로 민간 항공 교통을 폐쇄되었고 전 세계 항공편 수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역사적으로 강력한 일부 여행 경로는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 이는 

기존 의료관광 모델의 심각한 취약성을 노출

Ÿ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의료 전문가 팀이 다른 장소에 있는 소비자를 원격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원격의료 진단과 건강기록 및 기타 정보의 디지털 전송은 이러한 유형의 원격진단을 가능하게 

하며, COVID-19 팬데믹은 2차 외과 소견 프로그램을 포함한 원격의료 서비스의 성장을 가속화

[LaingBuisson, 2022.10.11.; WTO, 2022.10.]

https://www.zawya.com/en/business/healthcare/saudi-health-plans-100-partnership-projects-worth-13bln-suqreaj6
https://insights.omnia-health.com/market-updates/saudi-arabia-healthcare-2022-industry-overview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the-hybrid-future-of-medical-tourism/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serv_e/gatsqa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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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ESG, 건강 격차를 줄이는 노력 필요 

 제약 회사들 사이에는 환경성과 기록을 개선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상당한 관심이 있는 

반면 ‘사회적(Society)’ 및 ‘거버넌스(Governance)’ 측면은 종종 무시되곤 했으나, 전문가들은 

인종 간에 상이하게 적용되는 건강격차(health disparities)를 줄이면 상당한 재무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건강 형평성의 중요성을 강조

Ÿ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제약 회사는 외부 홍보를 강화하면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우선시하기 

위해 환경·사회·거버넌스(Environment·Society·Governance, ESG) 목표를 채택

Ÿ 머크(Merck) 및 타케다(Takeda)와 같은 회사는 온실 가스 배출, 물 소비 등을 줄임으로써 환경(E)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앞장서 왔으며 이러한 조치는 무엇보다도 유엔기후변화회의 

COP21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초점

      * ’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진행된 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

Ÿ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GlobalData)의 분석에 따르면, 만성질환에 대하여 인종 간 격차를 

줄일 수 있으면 매우 유익할 것이며, 이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미국은 결근 감소로 1조 달러 

절감, 의료 지출 2조 7,000억 달러의 절감 등으로 총 3조 8,000억 달러 이상의 절감이 가능

[Pharmaceutical Technology, 2022.10.31.; World Economic Forum, 2022.04.28.] 
 

WEF, 의료평등권 확대에 필요한 기업 활동 강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의료 불평등으로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재정적 손실을 발생하는 상황에서, ’50년까지 글로벌 의료 평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과 공공, 구호기관들이 빠른 협력과 행동 실행의 필요성을 강조

Ÿ 1966년에 성립된 UN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의해 견지되어야 할 의료 평등권은 아직까지도 

글로벌 차원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Ÿ 문제는 저소득 및 중위소득 국가에 집중된 이러한 의료불평등은 기대수명을 단축하고, 출산 중 사망률을 

높이는 한편, 취약계층과 유색 인종이나 피난민들을 극단적인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

Ÿ 의료불평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적 비용은 EU 내에서만 매년 9,800억 유로에 달하며, 미국에서도 

3,200억 달러,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2.4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Ÿ 생명과학과 관련된 의약품, 의료 장비 및 서비스 관련 기업들은 의료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고, 공공과 민간 구호단체들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

[World Economic Forum, 2022.10.10.] 

https://www.pharmaceutical-technology.com/news/pharmas-esg-goals-need-to-underscore-push-for-health-equity/
https://www.weforum.org/agenda/2022/04/why-esg-must-include-health-equity/
https://www.weforum.org/agenda/2022/10/how-businesses-can-tackle-health-inequity-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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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GoodRx, 의료공급자에 특화된 약품 검색 툴 출시  

 미국 디지털 의약품 할인 스타트업 ‘굿알엑스(GoodRx)’社는 의료 공급자에 맞춤화된 약품 가격 

검색 툴 ‘프로바이더 모드(Provider Mode)’를 출시 

Ÿ Provider Mode는 의료 공급자 및 직원이 진료 중에 약품 가격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급자에게 특화된 플랫폼으로, 공급자들은 이를 통해 환자의 비용 저감을 위한 정보를 획득 

Ÿ △환자와의 대면 시 의사와 간호사, 안내직원이 위치, 복용량, 수량 정보를 입력하면 가장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현지 상점과 연결 △직원들은 할인권 및 주요 의학 정보가 실린 기사에 접근 가능   

Ÿ GoodRx는 동 플랫폼을 통해 ‘바이오젠(Biogen)’의 특수의약품 ‘부메리티(Vumerity)’의 온라인 

등록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진료 시 의약품 페이지로 들어가면 동일 등급의 기타 

의약품과의 비교, 가정으로의 택배 옵션, 가장 많이 검색한 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추산에 따르면, 의료 공급자들이 환자에게 적합한 의약품 검색에 

소요하는 시간은 주당 평균 15시간

[Fierce Healthcare, 2022.10.14.; Biopharma Dive, 2022.10.13.] 

스위스 Novartis 등, AI 기반의 심혈관 질병 건강 네트워크 설립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Novartis) 소속의 노바티스재단(Novartis Foundation)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AI for Health)社와 뉴욕대(NYU School of Global Public Health)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심장병 건강을 증진하는 네트워크인 AI4HealthyCities Network를 출범

Ÿ 미국과 전 세계에서 보건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심혈관계 질병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1,790만명의 목숨을 빼앗는 주요 사망 요인이며,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WHO는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필요성은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더욱 중요

Ÿ AI4HealthyCities 네트워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데이터 분석과 이에 기반한 해법 도출을 

위해 경제적 환경이나 사회적 결정 요인과 같은 외부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심장질환과 관련된 평등권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과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

Ÿ 이번에 설립된 AI4HealthyCities는 과거 Novartis 재단이 추진하던 브라질의 상파울로(São Paulo), 세네갈의 

다카(Dakar), 몽고의 울란바토르(Ulaanbaatar)에서 활동하던 CARDIO4Cities initiative을 확대 개편

[Health IT Analytics, 2022.09.19.; pharmaphorum, 2022.09.20.] 

https://www.fiercehealthcare.com/providers/goodrx-launches-provider-mode-bring-drug-savings-coupons-specialty-drug-enrollment-point
https://www.biopharmadive.com/news/goodrx-provider-pharma-advertising-biogen/634084/
https://healthitanalytics.com/news/microsoft-nyu-novartis-launch-ai-driven-heart-health-equity-network
https://pharmaphorum.com/news/why-does-your-address-raise-your-risk-of-heart-attack-ai-seeks-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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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AO, ML 기반의 진단 기술의 이점과 해결과제에 대해 논의

 미국 회계감사국(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암, 당뇨망막증, 알츠하이머, 심장병, 

COVID-19와 같은 5대 질병에 대한 머신러닝(ML) 기반의 진단 기술을 규명하고 그 이점과 해결과제에 

대해 논의한 후 ML 정책입안자들이 기술 개발자, 공급자, 규제기관 간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권고  

      * 동 보고서의 구성은 △질병 5종에 대한 현재 가용 중인 ML 기반의 의학 진단 기술 △이머징 ML 기반의 의학 

진단 기술 △의학 진단을 위한 ML 기술의 개발 및 채택의 난관 △난관 해결을 위한 정책 옵션

Ÿ 대부분의 ML 기반의 기술은 엑스레이나 자기공명영상(MRI) 같은 영상 데이터에 의존하는데, 아직은 동 

기술이 널리 채택되지 않은 상황이며, GAO에 따르면, 진단 알고리즘 사용을 감독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해 ML 프로세스에 추가 데이터를 통합하면 정확도가 더욱 향상 

Ÿ 단, 데이터가 자동 업데이트 되어야 고품질의 ML이 이뤄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의 

성과는 미진하거나 일관성이 부족하게 되는데, 현재 진단 오류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연간 1,200만 

명에 이르고 1천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

[Health Leader, 2022.10.10.; GAO, 2022.09.29.]

일본 FemTech, 정부 지원과 사회 분위기 변화로 지속적 성장 기대

 여성의 건강과 라이프스타일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칭하는 펨테크(FemTech) 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21년 일본 펨테크 시장 규모가 74억 엔을 돌파했다고 야노경제연구소가 발표

Ÿ 여성의 사회진출과 늦은 결혼을 배경으로 여성의 건강에 관한 사항을 터부시 하는 상황이 달라지면서 

동 시장은 그간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생활품질(QOL) 향상을 지원하는 제품·서비스가 전개됐으나 

’21년 들어 대기업의 참여, 정부의 여성활약 지원 등을 배경으로 펨테크 인지도가 개선

Ÿ 펨테크 지원 분야는 크게 월경·PMS 관련, 불임·가임력 관련, 임신·출산, 갱년기 장애 등 라이프 

스테이지에 관련된 부분과 성(性) 건강, 유방·자궁 등 여성 특유의 질환 관련 분야를 포함

Ÿ COVID-19 확대를 계기로 온라인 건강의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확산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법인, 지자체의 온라인 상담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이 확대될 전망

Ÿ ’15년 8월 제정된 여성활약추진법(⼥性活躍推進法)이 ’19년 5월 개정되고 ’22년 4월부터 시행되는 

등 일본 정부는 여성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구축을 지원

Ÿ COVID-19로 인해 장래와 경제 불안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저출산에 대응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22년 4월부터는 불임치료에 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여성 관련 건강경영·복리후생을 

강화하는 등 사회 분위기도 변화

[矢野経済研究所, 2022.10.20.; ダイヤモンド, 2022.07.19.]

https://www.healthleadersmedia.com/technology/current-machine-learning-efforts-fall-short-collaboration-healthcare-could-help
https://www.gao.gov/products/gao-22-104629
https://www.yano.co.jp/press-release/show/press_id/3089
https://diamond.jp/articles/-/30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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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지털 치료 산업 동향

 최근 중국 디지털 치료(DTx) 산업은 △평가 및 비준 체계 심화 △기술 업그레이드 △시장 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꾸준히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며, ’21년 기준 59개 디지털 치료 프로젝트를 통해 

127건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투자기관은 180개, 누계 융자액은 약 43억 위안을 기록

Ÿ 글로벌 디지털 치료 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디지털 치료 시장 규모는 ’20년 기준 35억 달러, ’21년 

기준 44억 달러를 기록하며 ’21~’28년 연평균 23.1%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 

Ÿ 온라인 문진(問診) 위주로 이루어지던 기존 시장과 달리, 디지털 치료는 디지털화 수단을 통해 기초 의학 원리·지침, 

표준 의료방안, 디지털 표적 기반의 신규 치료방안을 응용 소프트웨어 구현 방식으로 전환하여 환자의 질병을 

효율적으로 치료 관리하는 혁신적 방식으로 전통적 약물 치료 방식의 단점을 보완

Ÿ 현재 디지털 치료 시장의 기업은 제약 기업과 같이 상품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3종 의료기기 등록증을 

취득하는 기업과 B2C 사업을 위주로 하는 기업(예: 상하이 보스턴) 등 두 가지로 구분

Ÿ 상하이 보스턴은 알리페이, JD 등 플랫폼을 통해 1,300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정부 부처 등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융자를 통해 디지털 수단을 

적용한 만성 질병 및 난치병 치료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 

[36kr, 2022.09.16.; VBDATA, 2022.05.29.] 

호주 ADHA, 디지털 헬스 역량 구축 계획 발표

 호주 디지털헬스기관(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 ADHA)은 의료 종사자들이 가상 치료를 제공하는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 2년 동안 수행할 의료 인력의 디지털 헬스 역량 구축 계획 발표

Ÿ ADHA는 AIDH와 협력하여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우선순위 조치를 제시하는 

역량행동계획(Capability Action Plan, CAP)을 발표

      * CAP은 호주 디지털헬스기관(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 ADHA)과 호주디지털헬스연구소(Australasian 

Institute of Digital Health, AIDH)가 건강 생태계 전반의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수립

Ÿ ADHA는 디지털 헬스를 인구 고령화, 소비자 수요 증가 및 보건 인력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계획을 제안하였고, 육성된 의료 인력들을 통해 △건강 상태를 진단,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임상 위험을 감소시키고 △환자 흐름과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정보 공유를 강화할 예정

Ÿ 의료 종사자들이 △기술의 자신감 있는 사용 △데이터 과학의 적용, 증거 기반 의사결정 및 정보에 

입각한 계획 수립 △워크플로우 관리 및 팀 설계 및 협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향상된 정보 공유, 

접근성 및 보안 △강력한 비즈니스 사례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개발

[Healthcare IT News, 2022.10.17.; Hospital Health, 2022.10.18.]

https://36kr.com/p/1916321378197255 
https://www.vbdata.cn/55135
https://www.healthcareitnews.com/news/anz/australia-announces-plan-build-healthcare-workforces-digital-health-capability
https://www.hospitalhealth.com.au/content/facility-admin/news/plan-to-support-digital-capability-in-health-workforce-37717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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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의료 AI 지출 ’25년까지 약 117억 달러 전망 

 인도의 의료 부문 인공지능(AI) 지출이 ’25년 약 117억 달러, ’35년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Ÿ 암, 당뇨망막증, 심장병 등의 질병 선별을 위한 진단 알고리즘에 이미 AI가 통합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3Nethra) AI 기술이 탑재된 휴대용 선별장비 ‘3네뜨라’는 원격 안과 검사가 가능

Ÿ 또한 △(Tata Medical Center) ‘타타의료센터’는 인도 최초로 비식별 암 영상 은행을 구축해 기계학습 

모델의 바이오마커 탐지를 지원 △(Apollo Hospital) 아폴로병원은 MS의 ‘AI 네트워크 포 헬스케어(AI 

Network for Healthcare)’와 협력해 심장병 리스크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 중

Ÿ 질병의 조기 탐지를 위한 AI 기반의 예측 분석은 특히 의료역량이 제한되어 질병 탐지가 지연되는 

농촌 지역에 표적화된 공중 보건 개입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툴

      * 인도의 의사 수는 인구 10만명 당 64명으로 이는 세계 평균 150명을 크게 하회하는 수치이며, 인구의 70%가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거주 

Ÿ 향후 인도 정부는 상호운용성, 전자의료기록(EMR) 통일화 등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며, 이는 인도 보건시스템에 AI를 장기적으로 통합하고 신뢰를 구축함에 있어 필수 

[World Economic Forum, 2022.10.18.] 

헬스케어 기업, ’22년 성장을 목표로 M&A 적극 추진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변화 및 비용 압력이 가속화되면서 의료기관은 디지털을 활용한 

혁신을 도입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업계는 급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M&A에 적극 대처

Ÿ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EY에 따르면, 각국 헬스케어 기업 CEO 가운데 91%는 공급망 혼란으로 

인한 재료비 폭등, 인력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과반수(58%)는 기술과 

디지털을 활용한 고객과의 상호작용 확대를 업계 전체 비용 상승에 대한 흡수책으로 판단

Ÿ COVID-19 팬데믹으로 진행된 디지털화, 플랫폼을 통한 환자와의 소통의 가치가 증명됨에 따라 

헬스케어 업계는 고객경험을 전략 전체에 반영하고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실시 

Ÿ 헬스케어 기업 경영간부의 70%는 성장을 목표로 ’22년 적극적으로 M&A를 추진중이라고 답했는데 

인수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34%에 불과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M&A 의욕은 회복 

Ÿ 헬스케어 기업 CEO는 M&A를 통한 성장에 중점을 두고 ESG 실적과 디지털 혁신을 강화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영향보다 Diversity&Inclusion(D&I) 향상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ESG는 모든 이들에게 의료의 공평성 및 결과 향상, 의료종사자의 다양성 향상이 초점

[EY Japan, 2022.09.16.; PwC, 2022.09.26.]

https://www.weforum.org/agenda/2022/10/ai-in-healthcare-india-trillion-dollar/
https://www.ey.com/ja_jp/ceo/the-ceo-imperative-how-the-health-care-industry-is-growing-via-m-a
https://www.pwc.com/jp/ja/knowledge/thoughtleadership/dealsinsights/deals-trends2022-mid-year/health-industri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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