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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22년 유전자 산업 발전 동향 분석
중국 바이오테크 컨설팅기업인 GeneClub(基因慧)은 중국 유전자 산업 개요, 핵심 기술 및 발전 

방향, 핵심 응용 프로그램, 산업사슬 분석, 유전자+유전자 산업 투자 및 자금 조달 현황, 유전자 

산업 인큐베이션 및 산업 클러스터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전자산업 블루북을 통해 유전자 

검사·유전자 진단·유전자 치료·유전자 합성 등 유전자 산업의 주요 분야 및 발전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중국 유전자 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

[1] 중국 유전자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중국 정부는 유전자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전략을 수립하며, 기업은 정부 지원정책을 기반으로 

‘일대일로’ 국가 및 구미지역 등 시장 적극 진출

Ÿ 14차 5개년 규획 기간 △COVID-19 팬데믹 대응 △바이오 보안 리스크 예방 △의약 및 의료설비 

최적화 △핵심 부품 및 기초소재 기술개발 등을 국가 전략으로 설정함에 따라 핵산검사·mNGS·백신 

등이 전략적 자원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공공안전 분야의 진일보 발전을 위해서는 시퀀싱· 

DNA합성 기기·나노소재·광학렌즈·칩 등 문제 해결 필요

Ÿ 14차 5개년 규획의 7대 과학기술 첨단 분야 과제 중 하나로 ‘유전자 및 바이오테크’를 선정하고 

‘바이오테크’를 9대 전략적 신흥산업 중 하나로 명시

 △난치병 치료 △IVD(체외진단 의료기기) 기술 연구 △악성종양 조기 진료 등을 포함하는 유전자 

및 바이오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 관리감독 환경 조성

Ÿ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21년 유전자산업 및 바이오테크에 관한 관리감독 문건을 통해 악성종양 

및 난치병 치료 등 분야를 포함하는 의약품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PD-1 및 CAR-T를 

포함하는 면역치료와 유전자 치료를 주요 기술 연구 방향으로 제시

[2] 유전자산업의 주요 응용 시나리오

 유전자산업의 주요 응용 시나리오는 △유전자 검사 △유전자 진단 △유전자 치료 △유전자 합성의 

4종류로 구분되며, 유전자 검사 시장은 포화 상태로 접어들었으며, 제약회사와 유전자 검사 기업 

간 협력이 새로운 성장 트렌드로 부상

Ÿ 해외 제약기업은 ’10년부터 신약 표적 연구개발, 임상실험 등록, 동반진단 제품개발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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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기업과 협력을 추진하였고, 현재 중국 유전자 검사 시장은 비교적 포화상태로 신약 연구개발 

시장이 과학기술 서비스의 새로운 성장점이 될 것으로 기대

Ÿ ’17년 이후 중국 내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30년에는 1억 

6,700만 명을 초과할 전망

 유전자 진단은 △제3자 실험실 △IVD 모델 △LDT 모델의 3가지로 구분되며, 주로 NIPT·PGT·신생아 유전자 

검사 등 선천적 질병 예방 및 관리와 종양 진단, 전염병 진단 등에 활용 

Ÿ ’20년 1월 발표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폐렴 예방관리방안(제3판)」에서는 핵산 검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의 필수 기준임을 명시하였고, COVID-19 발생 이후 ’22년 4월까지 중국 내 

핵산 검사자수는 115억 명에 이름

 유전자 치료는 유전성 질병 치료와 재발·난치 종양 치료에 주로 활용

Ÿ IARC 데이터에 따르면 ’21년 기준 전 세계 악성종양 발병 사례는 약 1,929만 건, 중국은 479만 

건에 이르며 유전자 치료와 관련이 있는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등이 6%를 차지

Ÿ ’30년 전 세계 유전자 치료 시장 규모는 약 1,573억 달러, 중국 유전자 치료 시장 규모는 391억 

달러에 이를 전망

 유전자 합성과 생물학적 회로 설계 등 분야는 구현 기술과 도구 개발이 핵심 

Ÿ 고처리량 시퀀싱 기술, DNA 합성, 유전자 조립, 유전자 편집 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유전자 

합성 분야도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양상

[3] 중국 유전자 산업의 향후 발전 방향

 최근 COVID-19, 원숭이두창 등 발생으로 전 세계 공공 보건 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면서 급성 

전염병 검사 설비 및 시약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였으나 수요 감소 시 기업의 향후 발전방향 모색 필요

Ÿ ’22년 COVID-19에 대응하여 출시된 항원 검출키트의 경우 핵산 검출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들이 자가 테스트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등, 급성 전염병 발생으로 유전자 산업은 새로운 

발전 기회를 겪게 됨

Ÿ 다만 기업은 향후 전염병 확산세가 줄어들고 돌발적인 급성 전염병으로 야기된 자본 버블 및 실질적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다양한 제품 간 자원 재배치에 대해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고려 필요

Ÿ 또한 산업사슬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 기술과 설비의 자국화를 이루어 국제적 경쟁력과 자주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독과점 시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연구개발 플랫폼을 육성하는 동시에 

통일된 표준과 규범 수립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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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장기적으로는 인재 평가 및 육성 메커니즘 수립, 기초 혁신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원천 기술을 보유한 첨단 연구개발 분야의 고급 인력을 양성해야 함

 

❙ 중국의 유전자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
: 

발표기관 정 책 명

국가발전개혁위원회
Ÿ 선전시 내 중국 특색사회주의 선행시범지역 건설 시장진입 완화 일부 특별조치에 관한 

의견(’22.1.26.)

Ÿ 14차 5개년 바이오경제 발전규획(’22.5.10.)

국가위생보건위원회
Ÿ 인간생명과학 및 의학연구윤리 심사방법(의견수렴안)(’21.3.16.)

Ÿ 불임예방 건강교육핵심정보(’21.11.8.)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공업정보화부 Ÿ 국가급 품질표준실험실 건설에 관한 지도의견(’22.4.10.)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Ÿ 고처리량 시퀀싱에 사용되는 핵산류 샘플품질 관리 범용요건(’21.10.11.)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Ÿ 체외진단시약 등록 및 심사 관리방법(’21.8.26.)

국가약감국

Ÿ 14차 5개년 국가 약품안전 및 고품질발전촉진규획(’21.12.30.)

Ÿ 의료기기 임상실험 데이터 전송요건 등록심사 지도원칙(’21.11.25.)

Ÿ 체외진단 시약 임상실험 데이터 전송요건 등록심사 지도원칙(’21.11.25.)

Ÿ 의료용 고처리량 시퀀싱 표준화기술 기관 설립에 관한 고시(’21.11.15.)

Ÿ 난치병 의약품 임상연구개발 기술 지도원칙(’21.10.11.)

Ÿ 의료기기 임상평가기술 지도원칙(’21.9.28.)

Ÿ 의료기기 임상평가 등 동등성 입증기술 지도원칙(’21.9.28.)

Ÿ 의료기기 등록심사 임상평가 보고기술 지도원칙(’21.9.28.)

Ÿ 임상평가 면제 의료기기 목록 선정 제품 비교설명 기술 지도원칙(’21.9.28.)

Ÿ 체외진단 시약 임상실험 기술 지도원칙(’21.9.27.)

Ÿ 전국 의료기기 임상평가 표준화기술 기관 구성방안(’21.9.27.)

Ÿ CAR-T 상품 비준출시 임상리스크 관리계획 기술 지도원칙(의견수렴안)(’21.9.18.)

Ÿ 종양치료제 1차 인체실험 확장 연구기술 지도원칙(의견수렴안)(’21.8.3.)

Ÿ 유전자 치료상품 장기추적 임상연구 기술 지도원칙(의견수렴안)(’21.6.4.)

Ÿ 유전자 변형세포 치료제 비임상연구 및 평가기술 지도원칙(임시시행)(’21.2.23.) 

국가약감국

의료기기기술심사평가센터

Ÿ 항암제 동시 연구개발한 오리지널 진단시약 임상실험 등록심사 
지도원칙(의견수렴안)(’21.9.30.)

Ÿ 인체 유래 바이오뱅크에서 추출된 샘플의 체외진단 시약 임상실험 사용 
지도원칙(의견수렴안)(’21.9.30.)

Ÿ 체외진단 시약 임상실험 데이터 전송요건 등록심사 지도원칙(의견수렴안)(’21.9.30.)

Ÿ MSI 검측시약 임상실험 등록심사 지도원칙(의견수렴안)(’21.9.30.)

Ÿ SMNI 검측시약 등록심사 지도원칙(의견수렴안)(’21.9.30.)

Ÿ PD-L1 검측시약 임상실험 – 결과 재현성 연구 등록심사 지도원칙(의견수렴안)(’21.9.30.)

Ÿ 유전자 시퀀싱 임상평가 등록심사 지도원칙(의견수렴안)(’21.10.13.) 

국가약감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Ÿ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21.3.19.)

Ÿ 의료기기 표준화업무 고품질발전 확대 추진에 관한 의견(’21.3.30.)

농업농촌부 Ÿ 2021년 전국 재배업 관리감독 법률 집행 활동방안(’21.4.25.)

상하이시인민정부 Ÿ 상하이시 바이오의약산업 고품질 발전에 관한 약간의견(’21.5.19.)

후베이성인민정부 Ÿ 후베이성 바이오산업발전 14차 5개년 규획(’21.9.16.)

허베이성 시장감독관리국 Ÿ 세포면역치료 임상운영 기술규범(’21.2.10.)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Ÿ 선전시 경제특별구 세포 및 유전자산업 촉진조례(의견수렴안)(’21.11.12.)

선전시 발전개혁위원회 Ÿ 선전시 바이오의약산업 클러스터 발전 추진 일부조치(의견수렴안)(’21.11.19.)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Ÿ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22.1.1.)

[GeneClub, 2022.09.; Ofweek, 2022.07.12.]

http://www.199it.com/archives/1494100.html
https://m.ofweek.com/medical/2022-07/ART-11163-8110-305676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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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Pfizer, COVID-19 백신 가격 인상 추진

 미국 제약사 화이자(Pfizer)는 1회 접종분량에 1.18달러의 제조 비용이 소요되는 COVID-19 백신 제품 

코머너티(Comirnaty) 가격을 130달러로 책정할 예정

Ÿ 최근 2년동안 미국 정부는 미 전역에서 COVID-19 백신의 생산과 유통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미국 

역사상 유래없는 대규모의 공공 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백신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와 전량 

구매에는 5억회분의 Pfizer 백신이 포함

Ÿ 최초의 1억회 접종분은 미국 정부가 백신 생산에 19.5조 달러를 투자하면서 회당 개당 20달러 수준으로 

책정되었으나, 이후에는 30달러로 가격을 상승하여 공급 계약을 지속

Ÿ 그러나 ’23년 1분기로 미국 정부 주도의 공급 계약이 종료되면서 COVID-19 백신과 치료제는 시장을 

통해 공급될 예정으로, Pfizer도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1회 접종당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하였으며, 

Pfizer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의 공급가에서 4배 가량 상승한 110~130달러로 시장에 공급할 예정

[Quartz, 2022.10.22.; Biopharma Dive, 2022.10.21.] 

미국 J&J, 166억 달러에 Abiomed 인수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 J&J)社는 ’22년 메드테크 거래에서 최대규모인 166억 

달러에 심장펌프 제조업체인 에이바이오메드(Abiomed)社를 인수

Ÿ Abiomed는 심장이 혈액을 펌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심부전 환자에게 사용되는 Impella 심장 

펌프(heart pump)의 제조업체이며, 이 거래는 이미 두 회사의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3년 

1분기가 끝나기 전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

❙2022년도 메디테크 상위 M&A 동향❙
: 

인수회사 피인수회사 발표일 금액(10억달러) 비고
Johnson&Johnson Abiomed 2022.11.01. 16.6 발표

Stryker Vocera Communications 2022.01.06. 3.1 완료
Thermo Fisher 

Scientific
The Binding Site 2022.10.31. 2.6 발표

Becton Dickinson Parata Systems 2022.06.06. 1.5 발표

ArchiMed Natus Medical Incoporated 2022.04.18. 1.2 발표

[Medtech Dive, 2022.11.01.; MDDI Online, 2022.11.01.]

https://qz.com/pfizer-plans-to-sell-its-covid-vaccine-at-a-10-000-mar-1849688359
https://www.biopharmadive.com/news/pfizer-covid-vaccine-higher-price-commercial-market/634687/
https://www.medtechdive.com/news/johnson-jnj-abiomed-abmd-medtech-mergers/635450/
https://www.mddionline.com/cardiovascular/johnson-johnson-buy-abiomed-16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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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료기기 규정 1년 연장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승인된 최초의 새로운 기관인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은 새로운 의료기기 규정을 ’23년 

7월에서 ’24년 7월까지 12개월 연장하겠다는 서한을 배포

Ÿ 현재 영국 의료기기 규정 2002(Medical Device Regulations 2002, UK MDR 2002)에 따르면 

영국 시장에서 CE 마크 의료기기의 승인은 ’23년 6월 30일에 종료

Ÿ 정부 대응에 명시된 과도기적 조치는 영국 시장에 배치된 CE 마크 의료기기의 인정에 대한 확대를 

요약하며, 이는 개정되면 UK MDR 2002에 반영될 예정

Ÿ 제조업체는 ’23년 7월 1일 이후에도 CE 마크 의료기기를 영국 시장에 계속 출시할 수 있으며, 

’24년 7월부터 영국 시장에 출시된 CE 및 UKCA 마크 의료기기에 대한 전환 조치가 적용

[GOV.UK, 2022.10.25.]

유럽, 제네릭 의약품 공급에 차질 발생 

 유럽의 제네릭 의약품 산업에 내재된 경제적 압박 외에도 COVID-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치솟는 원자재 및 운송비,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

Ÿ 유럽 제약 로비단체 ‘메디슨포유럽(Medicines for Europe)’은 EU 에너지 위기 완화를 위한 

EU 에너지장관 회담에 앞서, 각국 에너지 및 보건부 장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서한을 작성  

Ÿ 공개서한에는 △유럽 제네릭의약품 산업에 내재해 있는 경제적 문제 외 COVID-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및 운송비, 에너지가격 상승 등 제약업계에 닥친 고충을 

조명 △제네릭 의약품 부문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요구    

Ÿ 테바(Teva), 산도즈(Sandoz) 등 로비업체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9%대에 이르면서 △원자재 

가격은 50~160% 상승 △운송비는 500% 상승

Ÿ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니아 침공으로 가스 및 전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일부 제약업체는 배급제로 

가스 공급을 받아야 하거나 혹은 높은 비용 발생으로 아예 제조 활동이 불가한 상황

Ÿ 회원국들은 각국의 가스 안보 관련한 공급 비상 계획 수립 시 제약 산업을 수요 감소 정책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

      * 동 공급비상 계획은 ’22년 10월 31일자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며, 이는 EU 집행위원회의 ‘안전한 겨울을 위한 안전한 

가스(Safe gas for a safe winter)’ 지침과 같은 맥락에 있는 정책 

[Fierce Pharma, 2022.09.28.; Medicines for Europe, 2022.09.2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mplementation-of-the-future-regulation-of-medical-devices-and-extension-of-standstill-period/implementation-of-the-future-regulations
https://www.fiercepharma.com/pharma/europes-generic-drug-industry-faces-perfect-storm-pricing-pressures-covid-and-war-ukraine
https://www.medicinesforeurope.com/wp-content/uploads/2022/09/Energy-Ministers-_-Open-Medicines-for-Europe-letter-ahead-of-the-Energy-Council_27-September-2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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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COVID-19 이후 화장품 산업의 변혁 예상

 야노경제연구소는 ’21년도 일본 화장품 시장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됐지만 외출기회가 늘어나고 

점포의 대면영업이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2.5% 증가한 2조 2,900억 엔 규모를 기록했다고 발표

Ÿ ’21년도 일본 화장품 시장을 카테고리별로 보면 스킨케어 시장이 47.9%(1조 960억 엔)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헤어케어 시장 20.3%(4,650억 엔), 메이크업 시장이 17.0%(3,890억 엔)를 차지했으며 

남성용 화장품 시장과 향수시장이 각각 5.5%와 1.2%(각각 1,250억 엔, 268억 엔)를 기록

Ÿ 야노경제연구소는  과거 ’97년 아시아 통화위기, ’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제위기 이후 화장품 업계의 

상황을 보면 공통적으로 ‘시장구조 변혁’과 ‘신시장 창출’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번에도 경제위기를 

계기로 화장품 산업에 큰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

Ÿ 구체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의 디지털변혁(DX)화가 가속화되는 동시에 디지털과 현실의 융합 진전 

△D2C형 브랜드와 Z세대를 타깃으로 한 브랜드 등장 △일본 화장품의 수출금액이 더욱 확대되고 

ASEAN지역이 크게 신장 등 3가지 변혁을 제시

[矢野経済研究所, 2022.10.20.; 粧業日報, 2022.10.12.] 

브라질, 성장세를 보이는 의료기기 시장 동향

 중남미 지역 최대 의료기기 시장인 브라질은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 증가로 의료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국가로 의료기기 국내소비 규모도 확대일로에 있다고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분석

Ÿ 브라질 의료기기산업협회(ABIMO)에 따르면, ’17∼’20년 브라질의 의료기기 국내소비 규모는 

연평균 20% 전후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21년은 전년대비 22.5% 증가했는데 이는 헤알화 

가치하락에서 기인한 부분도 있지만 국내생산량의 물리적 증가가 기여한 것으로 판단

Ÿ ’21년 브라질의 의료기기 국내 소비규모는 약 405억 헤알로 국내소비에서 국내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44%로 동 비율은 ’17년 55.1%를 기록했지만 ’20년 40%까지 하락한 후 회복되는 추세

Ÿ ’21년 ‘의료용, 치과용기구 및 재료, 광학제품’ 생산액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약 143억 헤알로 추산되며 

‘전기의료기구·전기치료기구·방사선조사기기’를 합한 전체 생산액도 약 180억 헤알로 전년대비 36.1% 증가

Ÿ 브라질 의료기기 시장은 △인구증가, 평균수명 연장 △중산층 확대에 따른 의료지출 증가 

△의료보험시장 확대 △의료기기 부족 등의 요인이 성장을 견인할 전망

Ÿ 브라질 의료제도의 특징은 공공의료시스템(SUS)이 운영하는 전국민 보험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으로 SUS하에서 국민들은 원칙적으로 무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재의 브라질 

의료시스템은 국민들의 니즈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JETRO, 2022.10.26.; 厚生労働省, 2022.03.01.]

https://www.yano.co.jp/press-release/show/press_id/3117
https://www.syogyo.jp/news/2022/10/post_034293
https://www.jetro.go.jp/ext_images/_Reports/02/2022/0c7ff31fa0febfc1/202210.pdf
https://www.mhlw.go.jp/content/10800000/0009968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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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특허풀, 백혈병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확대

 기업의 특허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특허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국제의약품특허풀(Medicines 

Patent Pool, MPP)과 스위스 제약업체 노바티스(Novartis)는 7개 중위 소득 국가에서 백혈병 치료제 

닐로티닙(Nilotinib)의 제네릭 약품을 개발, 제조 및 공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협약을 체결

Ÿ Nilotinib은 하루에 2알을 먹는 경구용 의약품으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이 약품은 ’17년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성인을 위한 필수 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었고, ’19년에는 기존 백혈병 치료제인 

이마티닙(Imatinib)에 저항성을 가지는 소아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

Ÿ 이번 협약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진 국가는 이집트,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모로코, 파키스탄, 

필리핀 및 튀니지 7개국으로, 각국의 보건 규제 당국의 감독 하에 Nilotinib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 

생산 및 유통이 가능

Ÿ 한편으로, Novartis와 MPP는 항암 의약품 접근권 확대(Access to Oncology Medicines, ATOM) 연합을 

결성하고, 저소득 국가에서 항암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Pharmaphorum, 2022.10.21.; Medical Patent Pool, 2022.10.20.] 

WEF, 유전자 치료 확대를 모색하는 연구 결과 발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전자 치료가 저소득 국가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의료 부문의 지식 확산과 의료인력 개발, R&D에 대한 자금 지원, 지속가능한 공급망과 새로운 

제조 플랫폼의 디자인, 혁신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유전자 치료의 적용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

Ÿ 유전자 치료는 현대 의학의 최전선에 있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이러한 첨단 의료기술이 사용되는 

지역은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등 고소득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

Ÿ 이러한 유전자 치료가 저소득 국가에서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교한 장비와 숙련된 의료 인력, 

규제 환경 등이 저소득 국가에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Ÿ 사례 조사에서 유전자 치료가 저소득 국가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이유를 보면, 의료 시설의 장비 수준이 

매우 낮거나, 전통 의술과 민간 부문의 의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국가들은 의료 인력 교육 및 배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

Ÿ WEF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부문의 지식 확산과 의료인력 개발이 요구되며, 유전자 

치료의 R&D에 대한 자금 지원이 요구되는 한편, 지속가능한 공급망과 새로운 제조 플랫폼의 디자인, 

혁신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유전자 치료의 적용 확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World Economic Forum, 2022.10.18.] 

https://pharmaphorum.com/news/medicines-patent-pool-novartis-pen-deal-to-boost-access-to-generic-leukaemia-drug/
https://medicinespatentpool.org/news-publications-post/mpp-signs-licence-agreement-to-increase-access-to-nilotinib-for-the-treatment-of-chronic-myeloid-leukaemia
https://www.weforum.org/whitepapers/accelerating-global-access-to-gene-therapies-case-studies-from-low-and-middle-income-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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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

미국, 건강 안보 강화 및 생물학적 위협 대비 전략 발표

 ’22년 10월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각서-15(National Security Memorandum, 

NSM-15)’에 서명하여 생물학적 위협 대응․전염병 대비 강화․세계 보건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바이오-방위 전략 및 실행 계획을 발표

Ÿ 이 전략은 미래의 전염병과 생물학적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Biden-Harris 행정부의 

포괄적인 계획을 반영하며, 20개의 연방 기관에 걸쳐 생물학적 사건을 감지,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시작함으로써 국가 보건 안보를 변화시키는 일련의 목표를 요약

Ÿ 이러한 변혁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염병 대비를 위해 향후 5년간 필요한 880억 달러 규모의 재원과 

추가 자금 확보가 필요

Ÿ 이 전략 수립의 내용은 △팬데믹과 기타 생물학적 위협을 감지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를 통해 발병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 △실험실에서의 바이오 안전 및 보안 역량을 강화 △바이오 무기의 사용 및 개발을 

억제 △팬데믹 및 기타 생물학적 사건에 대비 △발병 시 신속 대응 △팬데믹으로부터의 복구 등으로 구성

[White House, 2022.10.18.] 

독일, 의료관광 수요 감소 추세

 ’20년에는 177개국에서 65,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치료를 받기 위해 독일을 방문하였으며, 최근 

폴란드와 네덜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독일을 방문하였지만 COVID-19 

감염병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독일 의료관광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제공

Ÿ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인기있는 의료관광지 중 하나였으며, 정형외과 의사, 심장 전문의 및 외과 의사는 

특히 국제 손님에게 인기가 높은 분야

Ÿ 독일 의료 분야가 우수한 평판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환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년에는 러시아 환자 수가 30% 이상 감소했지만 이러한 감소는 유럽연합(EU) 국가와 아랍 

국가의 환자 증가로 부분적으로 상쇄

Ÿ 비EU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특별히 운영되는 프라이부르크 대학 클리닉(University Clinic Freiburg)은 

COVID-19 팬데믹으로 국경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20년 1,000명의 외국인환자 수가 ’21년에는 

800명으로 입원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독일은 의료관광 수요의 감소 추세에 직면 

[DW, 2022.10.24.; Schengenvisa, 2022.10.25.]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10/18/fact-sheet-biden-harris-administration-releases-strategy-to-strengthen-health-security-and-prepare-for-biothreats/
https://www.dw.com/en/germany-sees-drop-in-medical-tourism/a-63023397
https://www.schengenvisainfo.com/news/medical-tourism-in-germany-experiences-sharp-de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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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 부문

 인도네시아 발리의료관광협회(Bali Medical Tourism Association, BMTA)에 따르면 의료관광 서비스 

제공에 관심이 있는 의료시설과 진료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Ÿ BMTA에 따르면, 발리의 72개 병원 중 14개 병원과 3개 클리닉이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6곳은 국영병원이고 나머지는 민간병원

Ÿ 심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Prof Ngoerah Hospital 병원, 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Bali Mandara Eye 

병원, 전염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PTN Unud 병원, 심장암 서비스를 제공하는 Mangusada Badung 

병원 등 일부 정부 병원에서는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

Ÿ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한 클리닉은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덴탈 911(Dental 911), 펜타메디카 

클리닉(Penta Medika Clinic), 긴급후송(evacuation) 서비스를 제공하는 221 Assist Clinic 등 3곳에 

불과

Ÿ 미용 클리닉(cosmetic clinics)을 포함한 5개 의료시설이 발리의 의료관광 서비스 제공업체로 BMTA에 

등록하기 위해 신청

 [LaingBuisson, 2022.10.23.; Skift, 2022.04.07.]

UAE, 정밀의료업체 ProPhase와 협력 추진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UAE)의 공공기관이며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인 G42 

Healthcare와 미국에 기반을 둔 진단, 유전체학(genomics) 및 생명공학 기업인 ProPhase Labs의 

전액 출자 자회사인 ProPhase Precision Medicine가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

Ÿ G42 Healthcare와 ProPhase는 게놈 시퀀싱(genomic sequencing), 인공지능(AI), 게놈 데이터 

통찰력 공유 및 고급 인증 획득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등에서 게놈 시퀀싱 

시설의 공동 설립의 기회를 모색할 예정

Ÿ G42 Healthcare는 UAE 시민을 위해 전통적인 생태계를 질병 치료에서 예방 의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구 유전체학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에미라티 게놈 프로그램(Emirati Genome 

Program)의 협력 업체

Ÿ G42 Healthcare는 또 다른 개발 프로젝트의 하나로 무바달라헬스(Mubadala Health)와 최근에 통합 

의료 회사를 만들기 위해 제휴했으며, 새로운 법인 설립으로 최첨단 의료 시설과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하는 네트워크의 강점을 활용할 예정

 [Gulf Business, 2022.10.21.; Globe Newswire, 2022.10.19.]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indonesia-growing-medical-travel-sector-in-bali/
https://skift.com/2022/04/07/indonesias-hospitality-growth-driven-by-easing-of-restrictions/
https://gulfbusiness.com/g42-healthcare-prophase-to-collaborate-on-genomic-sequencing-capabilities-data-insights/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2022/10/19/2537366/0/en/ProPhase-Labs-Announces-Collaboration-with-G42-Healthca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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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AP, 무역·투자 촉진과 상호 협력을 위한 정책 권고안 제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Asia 

and the Pacific, UNESCA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건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 투자 및 

협력'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과 투자 흐름을 촉진하고 상호 유익한 

협력을 위해 기존 무역 및 기타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권고안을 제시

Ÿ 국가 및 하위 지역 간 개발 수준이 상이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분산된 시장(fragmented 

marketplace),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의 인프라 격차, 정부 

자금 제한, 복합 규제 체제 및 표준, 민관 협력의 제약, 주요 의료 제품 및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

Ÿ 이러한 문제 중 일부는 무역, 국경 간 투자 및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UNESCA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양자 무역 협정, 프레임워크, 포럼 및 기타 협정의 보건 분야 적용 범위와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보건 분야에서의 지역 및 양국 간 협력의 현황을 파악

Ÿ COVID-19 팬데믹으로 다양한 새로운 과제가 발생했지만, 정부 간 공유와 다중 이해 관계자 참여를 

통해 국가 간 무역, 투자 및 협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의 지속적인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

[UNESCAP, 2022.10.04] 

아시아·태평양, 암질환 대처를 위해 국가들의 공동 협력 필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지목되는 암질환의 극복을 위해서는 △높은 품질의 치료법 

확보 △종양 치료에 특화된 의약품 공급 확대 △방사선 치료 및 화학 요법의 실행 확대 △표적치료나 

면역요법과 같은 혁신적인 치료법과 항암 치료 전략에 대한 학제적 접근 확대 방안 모색 필요

Ÿ 대부분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n-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국가에서 3대 사망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는 암질환은 오랫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소로 지목

Ÿ 특히 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 암환자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18년 기준으로 매년 880만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30년경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구 상승률이 9%대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암 발병률의 증가율은 35%(매년 1,180만 신규 환자 발생), 암에 의한 사망률은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

Ÿ 이러한 암환자의 급증세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담 증가, 신체적 장애, 기대수명의 단축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규모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GDP의 7.3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Ÿ 전략적 기획과 정부의 투자, 규제 경로, 민관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암환자들의 

치료 및 생존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 암 질환 극복을 위해서 국가들의 공동 협력이 필요

[APEC, 2022.09.15.] 

https://www.unescap.org/kp/2022/trade-investment-and-cooperation-health-product-and-services-asia-pacific-region
https://www.apec.org/docs/default-source/publications/2022/9/best-practices-and-recommendations-for-apec-collaboration-on-cancer-control/222_hwg_best-practices-and-recommendations-for-apec-collaboration-on-cancer-control.pdf?sfvrsn=41744e92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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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제약 산업의 핵심전략으로 부상

 지난 3년 동안 제약 산업을 강타한 가장 중요한 변혁적 변화 중 하나는 제약 업계를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전략적 개발에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가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으며 COVID-19로 인해 지속가능성 계획 추진이 가속화

Ÿ 제약 공급망 지속가능성 여정의 첫 번째 큰 단계는 약 7년 전 제약 포장 회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끌면서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의 최전선에서 ESG 성장을 주도 

Ÿ 그 이후로 위탁개발생산(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CDMO) 산업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제조 프로세스 및 환경 기술의 채택을 추진 

      * CDMO란 항체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CMO)과 위탁개발(Contract 

Development Organization, CDO)을 함께 지칭

Ÿ 친환경 화학 및 금속 촉매에서 연속 공정에 이르기까지 업계는 제조 및 공정의 환경적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을 신속하고 지속 가능하게 개발하는 방식을 도입

[PharmTech, 2022.10.25.; European Commission, 2022.02.23.]

ISAPS, 환자 안전을 위한 글로벌인증 이니셔티브 전개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ISAPS)는 ‘QUAD 

A’와 제휴해 환자와 규제기관이 시술과 관련해 최고 안전시설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증 이니셔티브(Global Accreditation Initiative)’를 전개

      * ISAPS는 117개국에 5,138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QUAD A는 ‘미국외래수술시설인증협회(The American 

Association for Accreditation of Ambulatory Surgery Facilities, AAAASF)’의 개칭

Ÿ 동 인증은 명쾌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통해 환자들에게 해당 센터가 고품격의 적절한 교육을 받은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환자 안전 증진을 위해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적시 

Ÿ ISPAS 회원들은 인증을 통해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자격을 갖춘 성형외과의가 될 것을 약속함으로써 

환자 안전에 필요한 적절한 장비를 구비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여타 의사들과 차별화 

Ÿ QUAD A 인증 프로그램은 △각 시설의 환자 안전에 대한 강력한 헌신을 입증 △전문 분야 전반에 

걸쳐 품질을 표준화 △환자 안전 서비스를 증진 △기타 보건 지도자들과 협력 등을 지원 

Ÿ 반면 의사의 테크닉 및 의사결정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ISAPS가 제공하는 교육을 

통해 해당 의사가 최고 수준의 시술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했음을 인정해 주기 때문 

[LaingBuisson, 2022.10.13.; Quartz, 2022.08.24]

https://www.pharmtech.com/view/at-the-heart-of-pharma-esg-has-arrived-as-a-central-strategy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1145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cosmetic-surgery-patient-safety-accreditation-expands-globally/
https://qz.com/why-demand-for-cosmetic-surgery-is-booming-in-a-post-pa-18494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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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Signify Health, 가택 진단 및 예방 서비스 확대   

 미국 ‘시그니파이 헬스(Signify Health)’社는 메디케어(Medicare) 및 메디케이드(Medicade) 

플랜 가입자들을 위해 자사의 가택 진단 및 예방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는 중   

Ÿ 이는 Signify Health의 ‘가택 의료 평가 서비스(In-Home Health Evaluation service)’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메디케어 수혜자 가운데 말초동맥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만성 

신장질환, 당뇨 등 주요 사망요인을 탐지, 진단, 관리  

Ÿ 만성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함으로써 의료 결과가 개선되고 전체 치료비가 저감된다는 점에서,  동 

업체는 시기적절한 진단 및 치료 결정을 저해하는 요소를 줄이기 위해 가택 진단 테스트를 구현하는 중  

Ÿ Signify Health는 스타트업 ‘카라반헬스(Caravan Health)’ 인수를 발표하고 몇 개월 뒤 ‘CVS 헬스(CVS 

Health)’가 Signify Health를 주당 30.50 달러에 현금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

Ÿ 이 같은 인수 행보가 CVS 헬스에 가져다주는 이점으로는 △가택 고객들과의 연결성 강화 

△공급자들의 환자 니즈 처리 증진 △새로운 제품 개발 역량 강화 등

[MobilHealthNews, 2022.10.18.; CNBC, 2022.09.05.] 

미국 Genetech, 알츠하이머를 조기에 발견하는 기술 개발

 미국의 제넨텍(Genetech)과 캐나다의 윈터라이트랩스(Winterlight Labs) 양사는 자동화된 언어 분석 

처리 도구를 이용하여 말하는 속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알츠하이머 질환의 초기 단계에서 질환의 양상을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

Ÿ 목소리 기반의 합성 지표를 적용한 디지털 진단 방법은 기존의 신경심리학적 진단 방법과 유사한 수준의 

민감도를 제시하고, 이 목소리 기반의 평점 도구는 알츠하이머 질환의 진행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보다 정밀한 알츠하이머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경고할 수 있는 수준의 민감도를 보유

Ÿ 스위스 제약회사인 로슈(Roche)의 자회사인 Genetech와 Winterlight는 과거에도 언어 관련 변수를 

이용하여 치매 질환의 진행 정도를 측정하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

Ÿ 이번에 발표한 알츠하이머 질환 측정 도구는 현재 임상 2단계를 진행 중인 Genetech의 알츠하이머 

약물 후보인 세모리네맙(semorinemab)의 실험에 참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6개의 언어학적 

특성과 3개의 음향학적 특성을 기초로 합성한 지표를 기반으로 개발

[Medtech Dive, 2022.10.05.; Genetech, 2022.07.27.] 

https://www.mobihealthnews.com/news/signify-health-expands-home-diagnostics-and-preventative-services
https://www.cnbc.com/2022/09/05/cvs-to-buy-home-health-giant-signify-health-for-about-8-billion.html
https://www.medtechdive.com/news/genentech-winterlight-alzheimers-speech-changes/633370/
https://www.gene.com/media/press-releases/14962/2022-07-27/genentech-to-present-scientific-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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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GH, 흑색종 재발을 예측하는 AI 기반 방법을 개발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MGH)의 연구팀은 최근 인공 

지능(AI) 기반 방법을 개발하여 피부암의 가장 치명적인 형태인 흑색종(melanoma) 재발을 예측하고 

치료방법을 제시

      * 악성 흑색종(Malignant melanoma)은 멜라닌 생성 세포로 구성된 피부 악성 암을 지칭

Ÿ 흑색종 재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예측은 면역요법(immunotherapy)을 위한 보다 정확한 치료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전이성 질환으로의 진행을 감소시키고, 치료 독성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흑색종 개선이 가능 

Ÿ 연구팀은 1,720개의 초기 흑색종(Mass General Brigham healthcare system(MGB)에서 

1,172개, Dana-Farber Cancer Institute(DFCI)에서 548개)을 수집하고 전자건강기록 

(EHR)에서 36개의 임상 및 병리학적 특징을 추출

Ÿ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환자의 재발 위험을 예측하고 다양한 MGB 및 DFCI 환자 세트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검증했으며 종양 두께와 암세포 분열 속도가 가장 예측 가능한 특징으로 확인

[Technology Networks, 2022.11.01.; Nature, 2022.10.31.]

일본 Hamamatsu, Indica Labs와 장기 상호운용성 유지 합의  

 미국 ‘인디카랩스(Indica Labs)’와 일본 ‘하마마츠 포토닉스 KK(Hamamatsu Photonics KK)’는 

인디카랩스의 플랫폼과 하마마츠 측의 제품 간 장기적 상호운용성을 유지하기로 합의 

      * 인디카랩스는 정량적 디지털 병리학 및 영상 관리 솔루션 개발 업체이며, 하마마츠 포토닉스 KK는 전체 슬라이드 

이미징 시스템 제조 기업  

Ÿ Indica Labs의 브라우저 기반의 ‘Halo AP’ 소프트웨어는 해부학적 병리학 연구소에 ‘사례 중심의 

디지털 병리학 슬라이드 관리, 공동연구, AI 기반의 정량적 이미지 분석’을 제공

Ÿ 영상 품질, 신뢰성, 용이성이 뛰어난 Hamamatsu의 ‘나노주머(NanoZoomer)’ 스캐너와의 결합을 

통해, 나노주머 사용자들은 뛰어난 성능과 개별화된 지원의 결합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 

Ÿ 병리학 연구소에서 디지털 솔루션들을 채택함에 따라 연구소 관리자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 및 효율 극대화를 실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양사는 협력을 통해 이 

같은 프로세스를 단순화시킬 계획  

Ÿ Indica Labs는 Hamamatsu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나노주머 S360MD(NanoZoomer S360M)’와  

자사의 ‘HALO AP’ 시스템을 일차 진단에 활용함으로써 규제 승인에 한 걸음 더 나가갈 것으로 기대 

[optics.Org, 2022.10.19.; Hamamatsu, 2022.10.17.]

https://www.technologynetworks.com/diagnostics/news/ai-based-method-could-help-identify-melanoma-patients-most-likely-to-experience-a-recurrence-367132
https://www.nature.com/articles/s41698-022-00321-4
https://optics.org/news/13/10/29
https://www.hamamatsu.com/jp/en/news/announcements/2022/20221017000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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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 모색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23년 실시될 차세대 의료기반법 재검토 작업을 앞두고 건강·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분야 연구개발 및 신산업 창출을 촉진한다는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언

Ÿ 차세대 의료기반법(次世代医療基盤法)은 병원 등이 제공한 의료정보를 인증사업자가 집약하고 

익명처리한 후 건강·의료분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로 지난 ’18년 5월 11일 시행됐으며 

동 법은 부칙에서 시행 5년 후 재검토하도록 규정

Ÿ 경제단체연합회는 동 법의 목적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는 인증 사업자가 엄격한 보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의료정보 이용·활용 촉진이란 관점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Ÿ (데이터 취급 범위) 신약개발에서 특히 중요한 소수증례, 특이값, 게놈정보 등의 데이터 활용 구조를 

구축하고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성질에 따라 요구되는 거버넌스’ 마련

Ÿ (데이터 제공 형태) 통계정보·익명가공 의료정보 제공 외에, 데이터 거버넌스가 확보되는 일정 

조건 하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가공 데이터에 연구자가 접속할 수 있는 제공 형태 조기 실현

Ÿ (원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할 운용수단) 동 법은 인증 사업자가 보유한 원데이터 접속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약품 승인신청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운용수단의 조기 확립이 필요

[日本経済団体連合会, 2022.10.21.; ミクス, 2022.06.08.]

인도, 원격 진단을 강화할 수 있는 디지털 병리학

 시장조사기관 에델바이스(Edelweiss)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진단 시장은 의료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이며, 이 부문은 90억 달러로 추산되며 ’25년까지 약 10%의 

연평균성장률(CAGR)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Ÿ 인도 의료 시스템의 급속한 디지털화는 환자가 받는 진단, 예방 및 의료 시설을 개선했으며, ’20년 

8월에 출범한 국가디지털헬스미션(National Digital Health Mission)은 여러 측면에서 국가의 

의료 인프라에 디지털 방식을 제공

Ÿ 제약 회사는 디지털화된 슬라이드가 동반진단 약물, 임상시험을 위한 모델을 구축하고 근본적인 분자/유전적 

변화를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인도의 경우 자궁경부암과 같은 특정 암에 대한 

세포학 스크리닝 도구의 개발과 같은 영역에서 디지털 병리가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

Ÿ 또한 디지털 병리학은 특히 인도의 2급 및 3급 도시에서 훈련된 해부학적 병리학자 부족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원격 병리학은 양질의 진단 서비스를 위한 지리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FE Healthcare, 2022.10.30.; Digital Journal, 2022.10.18.]

http://www.keidanren.or.jp/policy/2022/092.html
https://www.mixonline.jp/tabid55.html?artid=73167
https://www.financialexpress.com/healthcare/diagnostic/digital-pathology-can-strengthen-remote-diagnostics-in-india-says-expert/2758808/	
https://www.digitaljournal.com/pr/digital-telepathology-market-is-set-to-fly-high-in-years-to-come-olympus-unilabs-ge-healthcare-oly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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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형 임상시험, 제약 및 바이오테크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인 써모피셔사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tific)社는 제약회사와 

바이오테크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산형 임상시험(Decentralized Clinical Trial, DCT)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Ÿ (COVID-19) 주요 임상기술 및 전략 변화는 △원격 연구센터 방문/모니터링(85%) △eCOA(전자 임상 

결과 평가 솔루션)/ePRO(전자 환자 보고 결과 솔루션)(85%) △피험자 원격진료(76%) △연구센터 방문 

횟수 감소(76%) △원격 EMR 방문(73%) △원격 전자정보 활용 동의(72%) 등 순으로 집계

Ÿ (탈중앙화) 분산형 임상시험 및 운영툴과 관련하여 조사 대상의 △43%는 실시간 데이터 접근 

역량 및 감사 역량 강화 △40%는 피험자에 대한 편의성 제고 △39%는 피험자 접근성 제고 등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

Ÿ (기술솔루션) 각종 전략·툴·플랫폼 중 임상시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원격 

모니터링(50%) △원격 전자정보 활용 동의(47%) △eCOA/ePRO(44%) △완비된 DCT 트레이닝 

및 자원(42%)순으로 응답

Ÿ (가상 연구센터) 가상 연구센터의 중요한 기능 및 특징으로는 △연구센터/PI에게 명확한 DCT/가상 

연구센터 트레이닝 제공(88%) △DCT 연구센터 인증(85%) △DCT/VT에 분명한 운영 및 보안 

프로세스 제공(85%)을 선정

[199IT, 2022.10.19. ; 51CTO, 2022.04.29.] 

디지털 헬스, 3/4분기 자금조달 규모 하락 추세 지속

 글로벌 디지털 헬스 자금조달 규모는 ’22년 3분기에 46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19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3분기 연속으로 30% 이상의 감소와 ’21년 2분기에 나타난 분기별 투자 

최고치에서 72% 감소한 수치이며, 거래건수도 4분기 연속 감소한 427건을 기록 

Ÿ 미국 기반 회사들은 ’22년 3분기에 3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233건의 거래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다른 모든 지역을 합친 규모보다 크며, 미국 회사 중 아스널바이오(ArsenalBio), 

알마(Alma) 및 센더 바이오사이언스(Senda Biosciences) 등이 규모가 큰 자금 조달에 성공

Ÿ ’22년 3분기에는 3개의 새로운 유니콘(unicorns, 10억 달러 이상의 시장가치를 지닌 민간기업)만이 

나타났으며, 이는 ’20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유니콘 탄생 수이며, 1억 달러 이상의 메가 라운드 

자금 조달은 3분기 연속 감소하여 12억 달러로 ’19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CB Insights, 2022.10.20.; Biopharma Dive, 2022.09.07.]

http://www.199it.com/archives/1507366.html
https://www.51cto.com/article/707843.html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report/digital-health-trends-q3-2022/
https://www.biopharmadive.com/news/arsenal-bio-series-b-cell-therapy-bristol-myers/63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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