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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CRS, 미국의 의약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검토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가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미 의회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 의회 조사국(CRS)은 미국의 의약품 가격의 결정구조와 이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

Ÿ ’20년 기준, 미국 시민들의 외래 처방 의약품에 대한 지출은 전체 헬스케어 관련 지출의 8.5%인 3,4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외래 처방 의약품의 지출 비율은 지난 20년동안 8~10% 수준을 유지

Ÿ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연구개발, 승인 및 마케팅 과정은 1만 개의 후보 물질 중 1개 이하만 성공할 정도로 

성공 확률이 낮으나, 제약회사들이 독점적인 권리를 통해 높은 의약품 가격을 설정하여 상당한 이윤을 확보

Ÿ 특히 첨단 의약품 생산 기업의 독점적 시장 형성 능력, 구매자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협상 역량, 

극소수에 불과한 의약품 이윤 관리자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의약품 시장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 수립 역시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

Ÿ 의약품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타적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복제 의약품 

규제 완화에 의한 시장 경쟁 강화 △저소득층 및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의약품 구매 지원 정책인 

340B 약품 가격 할인 프로그램 적용 △’22년에 도입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한 처방약의 

가격 인하 방안 등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2.12.07.; The Hill, 2022.12.09.] 

미국 NIH, 유전 질환의 게놈 변이를 추적하는 유전자형 우선 접근법 평가서 발간

 미국 국립보건원(NIH)는 환자 치료에 유전자형 우선 접근법을 취한 13종의 연구에 대한 평가서를 발간

      * 13종의 연구는 정밀의학연구센터(Center for Precision Health Research)에서 국립인간게놈연구소(NHGRI)의 

Reverse Phenotyping Core’ 게놈 데이터를 사용해 진행되었으며, 연구 평가서는 미국인간유전학저널(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에 게재

Ÿ 유전자형 우선 접근법은 특정 유전체 변이를 가진 환자를 선별해 그 특성 및 증상을 연구하는 

방법인 반면, 표현형 우선 접근법은 질환에 대한 기존 이해를 바탕으로 임상 결과를 연구하는 

것이기에 해당 질환의 전체 범주 및 관련 유전체 변이에 대한 이해가 제한된다는 것이 단점

Ÿ 유전자형 우선 접근법이 지닌 3대 주요 장점으로는 △게놈 변이와 특정 임상 특징 간 새로운 상관성을 

규명 △특정 질환과 관련된 전형적인 증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전에 지나쳤던 증상이 해당 질환과 

관련있음을 새롭게 드러냄 △게놈 변이체가 혈액세포 내 분자 수준에서 면역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 등, 특정 게놈 변이의 기능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질환에 대해 임상의들의 이해를 제고

[NIH, 2023.01.05.] 

https://sgp.fas.org/crs/misc/IF12272.pdf
https://thehill.com/opinion/healthcare/3768561-how-the-new-congress-can-improve-drug-pricing-reform/
https://www.nih.gov/news-events/news-releases/new-approach-successfully-traces-genomic-variants-back-genetic-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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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SRC와 NC3Rs, 차세대 비동물실험 기술 개발에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영국의 BBSRC와 NC3Rs는 생물학 연구에서 생체 실험의 대안 모색에 초점을 맞춘 24개 신규 

프로젝트에 470만 파운드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

Ÿ 영국의 바이오테크 및 생물학 연구 위원회(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BBSRC)와 국립 동물실험 대체, 정교화 및 감축 센터(National Centre for the 

Replacement, Refinement and Reduction of Animals in Research, NC3Rs)는 차세대 

비동물 실험 기술 개발에 370만 파운드, 비동물 실험을 통한 노화현상 연구를 바탕으로 건강과 

노후 복지 개선에 1백만 파운드를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

Ÿ 동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BBSRC는 생물학적 연구에 중점을 둔 연구 도구와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NC3Rs는 기존의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기술의 예측 및 재현, 비용 효율적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

Ÿ 자금 투입 대상으로 선정된 24개 프로젝트에는 인간 줄기세포 생체 조직 연구, 혈관 장기 

칩(organ-on-a-chip)* 모델 연구, 새로운 반도체 연구 프레임워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새로운 비동물실험 기술을 개발 및 기존 기술의 생리학적 적합성 제고

      * 장기 칩(organ-on-a-chip)은 전자회로 칩 위에 인간 생체 조직이나 장기 세포를 배양하여 해당 장기의 기능과 특성을 

알아내기 위해 역학적, 생리적 세포 반응을 모사하는 기술을 이용하는 3D 미세유체(microfluidic) 세포 배양칩을 의미

[UKRI, 2022.12.16.; NC3Rs, 2022.12.08.] 
 

고비용·소통 부재, 뷰티 업계에서 친환경 재료 사용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 

 뷰티 업계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화장품과 퍼스널 케어 업계에서 친환경 재료나 성분, 제조 공법의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높은 비용과 공급업계의 난립에 따른 소통의 어려움이 지적

Ÿ ’21년부터 뷰티 업계에서 주목해야 할 트렌드로 지목된 친환경 뷰티는 최근 몇 년 동안 업계의 

주된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혁신의 채택은 다른 산업에 

비해 늦은 편

Ÿ 뷰티 업계에서 유독 친환경 변화 속도가 늦은 이유를 전문가들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뷰티업계에서 

친환경 원료나 생산 과정의 채택은 비용의 상승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생활 물가의 

급격한 상승은 뷰티 업계의 제품 가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Ÿ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뷰티 업계 전반의 친환경이나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광범한 의사 소통과 조화로운 생태계 조성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규칙을 설정하는 움직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Cosmetics design-europe, 2022.12.14.; Takeda, 2022.12.13.]

https://www.ukri.org/news/bbsrc-and-nc3rs-invest-in-next-generation-non-animal-technologies/
https://nc3rs.org.uk/news/bbsrc-nc3rs-and-ukri-invest-ps47m-development-non-animal-technologies
https://www.cosmeticsdesign-europe.com/Article/2022/12/14/Green-beauty-suppliers-say-ingredient-uptake-slow-because-of-cost-and-lack-of-harmonisation
https://www.takeda.com/newsroom/newsreleases/2022/takeda-to-acquire-late-stage-potential-best-in-class-oral-allosteric-tyk2-inhibitor--ndi-034858-from-nimbus-therape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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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쳰잔산업연구원, ’22년 중국 바이오의료 산업단지 시장 동향 분석

 중국 쳰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은 CCID(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2022 중국 

100대 바이오의료 산업단지’ 목록을 바탕으로 △R&D 혁신 △산업 선도 △공간 집약화 △디지털 프로젝트 

△생활 지수 △사회적 관심도의 6가지 측면에서 바이오의료 산업단지를 비교 분석하여 순위를 정리

Ÿ

❙ 평가기준별 중국 바이오의료 산업단지 경쟁력 순위 ❙
: 

순
위 R&D 혁신 산업선도 공간 집약화 디지털 

프로젝트 생활 지수 사회적 관심도

1
Ÿ 베이징 중관

춘( 中关村) 
과학기술단지

Ÿ 상하이 장장
(张江)하이테
크 산업특구

Ÿ 광저우 하이
테크산업특구

Ÿ 상하이 장장
(张江)하이테
크 산업특구

Ÿ 샤먼 하이창
투자특구

Ÿ 화이난(淮南) 
경제기술개발
구

2
Ÿ 베이징 경제

기술개발구
Ÿ 베이징 경제

기술개발구

Ÿ 베이징 중관
춘 ( 中 关 村 ) 
과학기술단지

Ÿ 베이징 중관
춘 ( 中 关 村 ) 
과학기술단지

Ÿ 선전 하이테크
산업특구

Ÿ 우후(芜湖)경
제기술개발구

3
Ÿ 상하이 장장

(张江)하이테
크 산업특구

Ÿ 베이징 중관
춘( 中关村) 
과학기술단지

Ÿ 항저우 하이
테크산업특구

Ÿ 선전 하이테
크산업특구

Ÿ 하이커우(海
⼝) 하이테크
산업특구

Ÿ 닝더(宁德) 둥
챠오(东桥)경
제기술개발구

4
Ÿ 청두 하이테

크산업특구
Ÿ 수저우 공업

단지

Ÿ 상하이 장장
(张江)하이테
크 산업특구

Ÿ 베이징 경제
기술개발구

Ÿ 상하이 장장
(张江)하이테
크 산업특구

Ÿ 타이저우(泰
州)의약하이
테크산업특구

5
Ÿ 항저우 하이

테크산업특구
Ÿ 광저우 하이

테크산업특구
Ÿ 선전 하이테

크산업특구
Ÿ 광저우 경제

기술개발구

Ÿ 베이징 중관
춘 ( 中 关 村 ) 
과학기술단지

Ÿ 핑샹(萍乡)경
제기술개발구

[前瞻产业研究院, 2023.01.04.; 财经, 2022.11.21.] 
 

’22년 바이오제약 및 의료기술 부문 M&A 동향 및 ’23년 전망

 ’22년 의료 부문의 M&A 활동은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21년에 비해 둔화되었지만, 글로벌 자문 

업체 PwC에 따르면 향후 ’23년에는 M&A 활동 수준에 있어 건전성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Ÿ ’22년 PwC가 자문을 가장 많이 의뢰받은 영역은 의료기술 부문이며, 한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한 광범위한 시장 혼란으로 거래가 난항을 거듭

Ÿ ’21년 말 나온 PwC의 ’22년 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이었으나,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예상 밖으로 

높아짐에 따라 M&A 최고 주자들과 시장 전반의 정서가 리스크를 회피하는 경향으로 변화

Ÿ 투자은행 J.P 모건(J.P Mogan)의 ’22년 중반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기 의료 및 생명과학 전체 

M&A 건수는 145건 △생명과학 부문의 거래와 펀딩은 ’20년 이전 수준으로 회귀 △한편 2분기 

M&A와 기업공개(IPO) 활동은 저조 △3분기 바이오제약과 의료기술 부문 거래는 지속 감소

Ÿ 자문업체 KPMG에 따르면, ’23년에도 전년에 이어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거래에 신중함을 

보이게 되며, 인플레이션, 공급망 파괴, 자본시장 경색 등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리라고 전망 

[MDDI Online, 2022.12.19.; J.P.Morgan, 2022.03.08.]

https://bg.qianzhan.com/report/detail/300/230104-fe76f58a.html
https://finance.sina.com.cn/china/dfjj/2022-11-21/doc-imqqsmrp6979687.shtml
https://www.mddionline.com/news/what-did-ma-look-2022
https://www.jpmorgan.com/content/dam/jpm/commercial-banking/insights/life-sciences/pdf-dealforma-2022-Annual-outlook-final-ad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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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알츠하이머, 비만, 폐암 등에 대한 10개 임상실험 결과 예고

 ’23년 상반기에 엘리 릴리(Eli Lilly),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등 글로벌 제약 업체가 주도하는 

알츠하이머병, 비만, 헌팅턴병 등에 대한 10가지 임상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

Ÿ (Eli Lilly, 알츠하이머) 올해 중반에 알츠하이머 질환 치료제 ‘도나네맙(donanemab,)’ 관련  

핵심 연구인 ‘TRAILBLAZER-ALZ 2’의 결과가 나와서 도나네맙의 플라그 제거 능력이 유의미한 

임상적 이점으로 이어질지가 드러날 전망

Ÿ (AstraZeneca와 Daiichi Sankyo, 폐암) 종양을 죽이는 화학 물질을 표적 항체에 연결하는 

항체-약물 접합체 ‘다토포타맙 디룩스시칸(datopotamab deruxtecan)’에 대한 임상3상 시험의  

1차 결과가 발표될 예정

Ÿ (Eli Lilly, 비만)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혈당 조절 치료제 ‘몬자로(Mounjaro)’의  

제2차 3상 시험 결과가 4월에 나올 예정

Ÿ (UniQure, 헌팅턴병) 독성 단백질의 정도를 저감시키는 유전자 치료법과 관련해 현재 고용량 

투여가 일시 중단된 상태이나 연말에는 동 치료법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

[Biopharma Dive, 2023.01.03.; EPR, 2022.12.14.]

Bioethics International, 임상시험 모집단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평가 툴 개발

 자선단체 ‘바이오에틱스 인터네셔널(Bioethics International)’은 임상시험에서의 ‘공정한 포함(fair 

inclusion)을 촉진하기 위한 벤치마킹 툴을 개발

Ÿ 툴은 ’12-’17년 간 규제기관의 승인을 얻은 새로운 암 치료제 59종에 대한 임상시험에 기반해 

개발되었으며, 임상시험에 여성, 노인, 소수인종 및 민족을 포함시키는 업체를 식별하는 것이 목적

Ÿ 이는 투명성과 대표성에 기반해 임상연구의 공정한 포함과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한 질적 평가도구로, 

동 툴을 임상시험에 적용하자 임상시험 의뢰 업체 대부분이 ‘개선의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

Ÿ 임상시험 의뢰 업체 25곳 모두 성․연령․인종․민족별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기록했으나, 여성은 

모집단의 56%를 차지해 적절한 대표성을 지닌 반면 고령자는 24%, 소수집단은 16%에 불과

      * 임상시험 의뢰 업체들은 FDA의 신약 승인을 받기 위해 새로운 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보다는 보다 젊고 건강하며 

백인 및 남성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가 흔함

Ÿ 제약 업계의 상위 25위 안에 드는 ‘유나이티드 테러퓨틱스(United Therapeutics)’는 ‘공정한 

포함’ 항목에서 최고치 100점을 달성했으며, 사노피(Sanofi) 등 7개 업체는  골드 스코어를 획득

[Pharmaphorum, 2023.01.05.; bmjmdicine, 2022.11.14.]

https://www.biopharmadive.com/news/biotech-10-clinical-trials-watch-2023-first-half/639107/
https://www.europeanpharmaceuticalreview.com/news/177528/takeda-4-billion-acquisition-to-address-autoimmune-diseases/
https://pharmaphorum.com/news/study-shows-there-is-still-a-long-way-to-go-on-trial-diversity/
https://bmjmedicine.bmj.com/content/bmjmed/2/1/e000395.ful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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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
  

미국 Cleveland Clinic, 중국, 에콰도로 등으로 현지인 대표자 네트워크 확대

 클리브랜드 클리닉(Cleveland Clinic)은 전 세계 환자들에게 치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캐나다, 

중국, 컬럼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등 5개 지역으로 현지 대표자 네트워크를 확장

      * 클리브랜드 클리닉은 전 세계적으로 22개 병원 및 220개 외래환자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위 5개국을 포함해 바하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인도, 페루 등 16개국에서 현지인 대표자를 고용해 환자들을 미국 본사와 연결

Ÿ 현지 대표자들(local representatives)은 △이용 가능한 최신 치료법에 대한 심층 지식 함양 

△환자와의 공통 언어 및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 과정 수행 △환자를 미국, 캐나다, 영국, 

아랍에미리트 전역의 클리브랜드 클리닉과 연결하여 치료 지원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의료관광 

업무 처리 △현지 의료 전문가를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훈련 및 평생의학교육에 연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Ÿ 현지인 대표자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그간  언어․문화적 장벽 때문에 이용 가능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치료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의료 시스템의 상호연결성을 바탕으로 초기 

진단에서부터 사후 치료에 이르기까지 환자에게 치료 여정을 제공

[LaingBuisson, 2023.01.04.; Cliveland Clinic, 2022.11.29.]
 

인플레이션과 인력부족, 엔데믹의 결합이 미국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자문기업 맥킨지앤컴퍼니(Mckinsey&Company)는 인플레이션이 의료인력 부족, 엔데믹 

등이 지불자, 서비스 제공자, 약국 등 미국 의료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

Ÿ ’21-’26년 간 의료 수익 풀은 연평균 4% 성장해 ’26년에 약 7천 9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부문별로 큰 성장을 보일 부문으로는 △(지불자)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제공자) 외래수술 센터 

등의 치료 환경 △(의료서비스기술) 환자 참여 및 임상결정 지원 플랫폼 △(약국) 전문 약국 등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Medicare Advantage): 메디케어와 계약한 민간 업체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메디케어 건강보험

Ÿ 동 기간 지불자 수익 풀은 연평균 11% 성장해 ’26년에 약 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

Ÿ 동 기간 서비스 제공자 수익 풀은 연평균 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비용 상승 

Ÿ 동 기간 의료서비스기술(Health Services and Technology, HST) 수익 풀은 연평균 10% 증가해 

’26년에 약 8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 동력으로는 효율 제고를 위해 HST에 대한 

지불자와 공급자들의 수요 증대 

Ÿ 동 기간 약국 서비스 수익 풀은 연평균 3% 증가해 ’26년에 약 6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McKinsey&Company, 2023.01.09.; Fierce Healthcare, 2022.12.21.]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cleveland-clinic-broadens-international-network/
https://newsroom.clevelandclinic.org/2022/11/29/cleveland-clinic-expands-global-access-to-care-by-appointing-five-new-in-country-representatives/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healthcare/our-insights/what-to-expect-in-us-healthcare-in-2023-and-beyond
https://www.fiercehealthcare.com/providers/2023-forecast-7-immediate-and-long-term-priorities-hospital-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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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와 WHO, 모두를 위한 보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적 협력 발표

 EU 집행위원회의 보건 위원이자 보건 및 식품안전국장 Stella Kyriakides와 WHO 사무총장 Tedros 

Adhanom Ghebreyesus는 글로벌 보건 안전 제고 및 구조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

Ÿ EU 집행위와 WHO 사이에 체결된 이번 합의를 통해 EU 집행위와 WHO는 ’22~’26년 동안 

추진되는 유럽 보건 연합과 WHO의 계획인 새로운 EU 글로벌 보건 전략(EU Global Health 

Strategy)과 같은 새로운 계획들을 진행하는 동력을 구축

Ÿ 이러한 계획들의 목표는 양 기구의 공통 관심사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상호 추진 동력 강화로, 

특히 WHO는 EU의 강력한 지원을 확보했다는 효과를 발휘

Ÿ 이번에 도출된 합의에는 영구적인 팬데믹 대응 플랫폼 구축, 글로벌 보건 이슈에 대한 리더십 

확보와 자금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COVID-19 팬데믹 상황을 교훈삼아 전 세계 시민들에 

대한 광범한 보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EU 규제인 국제 보건 규제의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

[European Commission, 2022.12.02.] 

INVL 발트해 성장펀드, 재활 및 급성기 이후 치료센터 Eglės Sanatorija 매입

 INVL 발트해 성장펀드는 비르슈토나스(Birštonas)와 네무나스(Nemunas)에 소재한 의료센터 외, 

리투아니아 최대 규모의 재활 및 급성기 이후 치료센터 ‘이글스 사나토리자(Eglės Sanatorija)’를 매입

      * INVL 발트해 성장펀드(INVL Baltic Sea Growth Fund): 발트해 지역의 사모투자 펀드 업체

Ÿ ’72년 설립된 이글스 사나토리자는 드루스키닌카이(Druskininkai) 및 비르슈토나스에 소재하며  

급성기 이후 및 회복기 치료, 재활, 웰니스 서비스를 자국민과 외국인 환자들에게 제공

Ÿ 위 지역은 미네랄 온천으로 유명하며, 특히 드루스키닌카이에서 운영되는 시설은 리투아니아는 

물론 북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로 최대 1,300명의 고객을 수용

Ÿ 기능적 진단 및 재활센터인 네무나스와 이글스 사나토리자의 전년도 합산 수익은 약 2,340만 

유로에 육박했으며, ’22년 자회사의 총 소득을 합친 결합소득은 3천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기대

Ÿ 동 사모투자 펀드는 향후 요양원 구축 건물에 대한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개조된 부지에서 새로운 시술 및 서비스를 제공 △해당 부지의 에너지 효율을 증대

[LaingBuisson, 2023.01.04.; yahoo!finance, 2022.12.2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7375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lithuania-largest-rehab-centres-bought/
https://finance.yahoo.com/news/invl-baltic-sea-growth-fund-071800254.html?guccoun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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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산업 중심의 마카오, 의료관광의 중심지 변모 계획

 중국 정부는 카지노 사업자의 사업권 갱신을 기회로 마카오를 도박이 아닌 의료 및 건강한 여행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 지향 여행 프로젝트와 대규모의 리조트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Ÿ 중국 중앙정부 통제하에 있는 마카오 행정청은 최근 건강 지향 여행 상품 개발을 통해 마카오를 

건강과 웰빙을 증진할 수 있는 세계적인 여행과 레저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

Ÿ ’23년 중에 개장할 예정인 Islands Health Care Complex는 의료관광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건설되는 의료 시설들은 마카오에서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디자인된 최초의 시설

Ÿ 동 Complex는 마카오 주민과 서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유입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선전, 광저우 등이 포함된 광동성 9개 지역과 홍콩, 마카오로 구성된 

GBA(Greater Bay Area) 지역의 지역 협력 프로젝트의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건설

Ÿ 마카오 행정청은 이 지역을 거대 보건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서비스의 

전과정을 포괄하는 건강 관리와 만성질환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특정 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마카오의 경제 구조를 과학기술과 문화, 여행 및 현대적인 금융 등의 다변화를 계획

[LaingBuisson, 2023.01.04.; the Macao News, 2023.01.09.]
 

몽골의 보건의료, 자금지원 개혁의 과정과 성과

 ’94년부터 아시아개발은행과의 협력 하에 진행된 몽골의 보건의료 개혁은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나 

추가적인 시간과 재정의 투입은 물론, 정책의 지속성과 적시성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Ÿ ’90년까지 전액 국가의 재정으로 운영되던 몽골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90년대 초 시장 경제의 

도입과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에 따른 외부 지원의 감소에 의한 경제 위기로 할당된 재원이 급속하게 

위축됐으며, 이에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는 ’94년부터 몽골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재정 개혁 작업에 참여

Ÿ ’94년부터 진행된 보건의료의 산출 결과에 초점을 맞춰 △보건의료 재정 중심으로 국가 건강 

보호 시스템을 재편 △1인당 균등 보험비 징수 및 치료 건수 기반의 진료비 체계 수립 △국가 

투입 예산과 건강보험 징수 수입과 같은 운영자금의 공동 재원 확보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단일 구매 시스템 도입 등을 개혁

Ÿ 이러한 혁신 과정에도 보험의료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 측면에서 의료보험 재정의 부족, 환자를 가진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 1차 진료 시스템에 대한 할당 재원의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지속

Ÿ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ADB는 몽골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시간과 자원의 할당을 

확보하고, 몽골의 보건의료 시스템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정책의 지속성과 

적시성과 관련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

[ADB, 2022.12.27.]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china-macau-gaming-operators-must-promote-health-tourism/
https://macaonews.org/social-affairs/islands-healthcare-complex-staff-to-come-under-private-sector-system/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850416/eawp-055-health-care-financing-reform-mongoli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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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서구의 인플레이션에 기인한 치료비 상승·전쟁 등으로 ’23년 의료관광 호황 예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서구의 치료비 증가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해당 국가 환자들이 인도로 

유입되면서 ’23년 인도 의료관광은 약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

Ÿ 그 외 성장 요소로 △아유쉬(Ayush) 센터 인증 및 아유시 e비자(ayush evisa) 출범 이니셔티브 

△정신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불황 관련 스트레스로 인해 이유르베다 의술을 찾는 외국 환자들의 

인도 유입 증가 △체외수정에 대한 수요 증대 등

      * Ayush: 아유르베다, 요가, 자연요법, 우나니, 시다, 동종요법 등 인도 전통의학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

Ÿ ’23년 인도 정부는 예산 100억 루피를 할당해 ‘인도에서의 치료(Heal in India)’라는 의료관광 

진흥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

Ÿ 인도의 ‘헬스트립(Healthtrip)’, 독일의 ‘큐노메디컬(Qunomedical)’ 같은 의료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3년에 보다 큰 규모의 투자 라운드를 열 계획 

Ÿ 의료관광 부문의 성장은 세계적 수준의 장비, 로봇수술, 인공지능(AI)로 구현되는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국내외적으로 더 많은 환자들을 인도로 유인할 것으로 기대 

[BW Healthcare, 2022.12.26.; India Narrative, 2022.11.17.]

’35년까지 달성할 글로벌 의료 및 보건시스템의 비전  

 팬데믹과 그에 뒤이은 사회․경제․지정학적 문제가 보건시스템, 특히 보건인력 및 필수 의료품목의 공급에 

차질을 빚는 가운데, 산업계와 국가, 각 부문들이 공동의 의료 및 보건 목표를 위해 협력해야 할 시기

Ÿ 보고서가 제시한 ’35년까지 달성할 의료 및 보건의 비전은 4대 전략 축으로 구성됨

Ÿ 4대 전략 축으로는 △(균등한 접근성 및 결과) 건강 데이터가 인구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게 

하고 동일한 니즈를 가진 사람이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함으로써, 균등한 접근성 및 결과 도출 

△(보건 시스템 혁신)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상 밖의 상황에서도 고품질의 치료 

제공 △(기술 및 혁신) 과학과 의학 분야의 혁신에 대한 펀딩·활용·실행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 

△(환경 지속가능성) 건강 및 웰니스를 개선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의료산업이 환경에 주는 영향 저감

Ÿ 글로벌 보건 격차, 의료 및 보건산업에 혁신 배포율을 제한하는 규제의 느린 변화 등이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편으로는 

△산업 전반의 협력 △디지털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글로벌 차원의 협력 △정책 및 지지 △민관 

파트너십 △혁신 펀딩 모델 △환자 참여 △표적화된/선별된 분산화 등

[WEF, 2023.01.09.]

http://bwhealthcareworld.businessworld.in/article/2023-Boom-Year-For-Medical-Tourism-/26-12-2022-459458/
https://www.indianarrative.com/health-news/india-fast-emerging-as-the-medical-tourism-hub-of-world-73294.html
https://www.weforum.org/reports/global-health-and-healthcare-strategic-outlook-shaping-the-future-of-health-and-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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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TT Research, 심장 및 디지털 심장 모델 개발 위해 하버드대와 협력

 NTT 리서치(NTT Research)는 살아있는 심장 및 디지털 심장 모델 개발을 위해 하버드공대 

(SEAS)와 파트너십을 맺을 예정

      * NTT 리서치의 ‘의학의료 정보연구소(MEI Lab)’가 SEAS의 ‘질병생물학그룹(DBG)’과 3년 약정의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

Ÿ 양측이 협력을 통해 도모하는 바는 △살아있는 인간 심장 모델 제작 △근육 펌프의 기본 법칙 

규명 △이를 심혈관(CV) 바이오-디지털 트윈 모델에 적용

Ÿ 특히 그간 하버드 연구자들에게 재프로그래밍된 세포에 치료제를 테스트하는 방식의 ‘시험관 내(in 

vitro) 방법’을 제공해온 ‘장기칩’ 또는 미세 생리학 시스템을 이번에는 특정 질병을 발생시키는 

배아와 닮은꼴인 다능성(pluripotent) 상태에 적용할 예정

Ÿ 인간 심장 제작이라는 목표를 위해 약 20년 간 정진해온 DBG는 근육 펌프 및 근본적 설계 법칙을 

알아내기 위해 인체 세포에서 추출한 심장 근세포를 활용

Ÿ 한편 시험관 내 CV 바이오-디지털 트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MEI 연구소에서 개발한 생체 

전극을 세포 및 조직과 연결할 예정으로, 이번 공동연구는 이전 연구에서 간과됐을 수 있는 심장의 

구조-기능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목표

[GEN, 2022.11.17.; HealthcareITNews, 2022.11.30.] 

미국 Avanlee와 Walmart, 수백만의 가족 간병인을 지원하는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출시

 간병인 지원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애번리 케어(Avanlee care)는 미국 최대의 소매 유통 

체인인 월마트(Walmart)와 함께 고령 환자와 가족 간병인을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출시

Ÿ Avanlee care는 Walmart와 함께 6,5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의 노령 인구에게 의료와 관련된 디지털 

도구를 제공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협약을 체결

Ÿ Avanlee의 어플리케이션은 △플로리다, 뉴욕 및 텍사스에 소재한 월마트 중 가장 가까운 약국과 마트의 

위치 및 관련 정보를 제시하고 △Fitbit과 같은 웨어러블과 연동하여 식구들에게 고령 환자의 상태를 

알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병원 진료 예약이나 약품 복용 시간, 환자를 위한 장보기 등 간병인의 

업무 부담을 저감하는 기능을 보유

Ÿ 또한 △간병 활동으로 별도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족 간병인의 비간접적인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적으로 

고령 환자들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감정적이고 금전적인 부담까지 짊어져야 어려움도 반영

[Fierce Healthcare, 2023.01.13.; Hospice News, 2023.02.01.] 

https://www.genengnews.com/microfluidics/lab-on-a-chip/ntt-research-harvard-to-partner-on-living-digital-heart-models/
https://www.healthcareitnews.com/news/ntt-harvard-announce-digital-twin-partnership-engineer-heart
https://www.fiercehealthcare.com/digital-health/walmart-rolls-out-its-partnership-avanlee-care-using-technology-support-millions
https://hospicenews.com/2023/02/01/avanlee-care-joins-forces-with-walmart-on-caregiver-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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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Huma Therapeutics, 임상시험 데이터 플렛폼 Alcedis 인수

 런던 기반의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휴마 테라퓨틱스(Huma Therapeutics)’가 독일 

임상시험 데이터 전문 업체 ‘알세디스(Alcedis)’를 인수

Ÿ 이로써 휴마는 알세디스 플랫폼 기반의 첨단 임상시험 부서를 신설해, 초기개발 단계부터 4단계 분산형 

임상시험에 이르기까지 개발 과정의 다양한 단계를 아우르는 디지털 헬스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

Ÿ 두 기업의 결합으로 제약, 의료기술, 임상연구기관, 학계 등의 파트너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

Ÿ 최근 몇 년 간의 휴마의 행보를 보면 △’20년 AI 및 웨어러블 기술 업체 ‘바이오비츠(Biobeats)’ 

등을 인수해 디지털 바이오마커 개발 분야를 개척 △’22년 런던의 환자참여 업체 ‘아이플레토 

(iPLATO)’를 인수해 보다 예측가능하고 개별 맞춤화된 환자 치료를 도모 △‘아스트라제네카 

(AstraZeneca)’와의 파트너십을 맺어 분산형 임상시험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장비로서의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라는 공동 앱을 출시한다고 발표

[MobiHealthNews, 2023.01.23.; FIERCE Biotech, 2022.12.13.] 

도쿄 기반의 Astellas, 디지털 혁신 통해 저분자 신약 개발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일본 제약업체 ‘아스텔라스(Astellas)’는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으로 R&D 비용을 

크게 줄이고 신약 개발 일정을 단축

Ÿ 신약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할 때, 제약 업체들이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단행할 

경우 R&D 비용은 약 60% 감소되고 소요시간도 2년 6개월 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추산 

      * 보통 신약 개발에 드는 소요시간은 10여 년이며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반면 성공률은 고작 3만분의 1에 불과 

Ÿ ‘아스텔라스(Astellas)’ 경우, 납 화합물을 찾는 과정에서 ‘표적 분자에 대한 유효물질(hit 

compound) 획득 및 후보 화합물에 납 화합물 최적화’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AI와 로봇공학을 

도입하여, 기존 접근법에서 소요되었던 3년 6개월의 기간을 약 70% 단축 

Ÿ 이처럼 인간의 전문성(의학 화학지식)을 AI와 로봇공학(단백질 구조 분석 기술, 가상 라이브러리, 

클라우드 컴퓨팅)과 결합하는 방식은 고품질의 저분자 발견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했으며, 

저분자 약물 발견 목표 대상에 대한 포괄적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도 기여  

Ÿ 더 나아가 아스텔라스는 디지털 혁신에 기반해 생물 제제, 세포 및 유전자 치료와 같은 새로운 양식의 

신약 개발이라는 보다 확장된 목표를 수립

[PharmTech, 2022.12.07.; intellectsoft, 2022.08.30.]

https://www.mobihealthnews.com/news/huma-acquires-alcedis-expand-clinical-trial-platform
https://www.fiercebiotech.com/cro/huma-acquires-germanys-alcedis-expand-its-dct-offerings
https://www.pharmtech.com/view/digital-transformation-accelerating-small-molecule-drug-discovery
https://www.intellectsoft.net/blog/digital-transformation-in-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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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료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시장, ’27년 약 360억 엔 규모

 일본능률협회 종합연구소 산하 MDB Digital Search는 유망시장 예측 보고서 시리즈를 통해 

’27년 의료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시장규모가 약 36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

Ÿ 의료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건강보험조합의 보험자 데이터, 의료기관이 보유한 전자 진료차트 

등 입수한 의료 데이터를 가공·분석해 컨설팅 실시 또는 새로운 용도 제안 등의 부가가치를 추가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

Ÿ 동 서비스는 2000년대 초반 시작됐지만 의료IT 발달로 대량의 데이터 수집이나 분석이 용이해지면서 

최근 주목받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수집하고 있는 의료 데이터는 진료보수명세서, 특정건강검진 정보 

등을 담은 통칭 ‘내셔널 데이터베이스(NDB)’, ‘간병DB’ ‘DPC(Diagnosis Procedure Combination, 

포괄수가 제도) DB’ 등이 있지만 그동안 국가, 지자체, 대학, 공적연구기관으로 이용을 제한

Ÿ NDB 등의 데이터는 데이터가 표준화되지 않았거나 정보 포맷이 통일되지 않았다면 데이터 분석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데이터를 정비해야 하지만 의료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기업은 

의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데이터를 전처리해 판매, 서비스를 제공

Ÿ 의료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폭 넓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축적과 

함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시장규모는 계속 확대될 전망

 [日本能率協会総合研究所, 2023.01.26.; 電波新聞, 2022.08.17.]

’23년 원격의료 관련 5대 동향

 ’22년 미국 환자의 25%가 원격의료를 활용했으며 이는 팬데믹 전의 5%를 크게 능가한 수치로, 원격의료 

점유율은 ’23년에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   

Ÿ ’23년 원격의료의 5대 동향으로 △사용에 용이하도록 진화 △통합된 올인원 기술 구현 등

Ÿ (사용에 용이하도록 진화) 원격의료 솔루션의 활용도 개선을 위한 노력과 비용이 증대되는 한편, 

원격의료를 정기적으로 활용하는 사용자 수를 늘이기 위해서라도 기술의 지속적 발전이 필요한 상황

Ÿ (통합된 올인원 기술 구현) 기술 업체와 의료전문가 간 합작투자를 통해 기술 수준이 더욱 제고

Ÿ (만성질환 관리 분야의 발전) 챗박스, 증상 관리 툴, 웨어러블, 센서 등이 치료비, 이환율, 사망률을 

한 데 합친 하나의 방대한 영역을 관리할 것으로 기대  

Ÿ (화제의 중심이 되는 정부 자금 지원 및 규제) 州 간 통용되는 라이선싱 및 환자 치료 같은 규제 

이슈가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   

Ÿ (보다 많은 자본의 유입) 가상 치료 및 디지털 헬스 솔루션에 더 많은 자본이 유입될 전망

[AMA, 2023.01.09.; Medical Economics, 2023.01.03.] 

https://mdb-biz.jmar.co.jp/20230125
https://dempa-digital.com/article/344665
https://www.ama-assn.org/practice-management/digital/what-expect-telehealth-2023-here-are-5-predictions
https://www.medicaleconomics.com/view/telehealth-in-2023-what-physicians-need-to-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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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해외동향을 요약한 것으로 기관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디지털 헬스 앱과 웨어러블, 공중보건 개선에 기여

 애플워치(Apple Watch) 등의 디지털 헬스 앱과 웨어러블은 ‘개인의 권한부여’에 대한 암묵적 약속과 

함께 판매되고 있으나, 현재는 개인 건강 개선이란 나무에만 집중해 전체적 숲을 놓칠 우려 존재

Ÿ 개인의 건강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웨어러블 시장의 성장세 속에서 한 

개인을 넘어 가족, 지인, 커뮤니티 전체, 이른바 ‘숲’에 새롭게 집중할 필요성이 대두

Ÿ (운동/질병 매핑) △디지털 헬스 제품에 사회 및 커뮤니티 요소를 통합 △피트니스 추적기 등에서 

발생하는 범커뮤니티 데이터는 공중보건 모델의 자료로 활용 중 △일례로 휴대폰 위치 데이터는 

질병 경로 매핑에 사용

Ÿ (자살 조기경고 시스템) △십대 정신건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하버드대 연구팀은 사람들의 헬스 데이터 

풀을 만들어 이를 인공지능(AI)에 기반해 유의미하게 가공 △핏빗(Fibit)과 스마트폰 데이터를 결합해 

자살 지표를 통찰 △AI와 헬스 센서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향후 자살 조기 경고시스템의 구축을 기대

Ÿ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를 업체 및 보건 기관과 공유하는 것을 둘러싼 우려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 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공개소스 표준 개발 △개인정보 공유 시기 및 대상에 

대한 통제권한 부여하기 등을 제시

[RAND, 2022.12.27.; Dovepress, 2023.01.10.]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한 ’23년 의료기술 동향

 현재 전 세계 의료 제공자들은 인력 부족,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운영 효율성 개선 및 탄소 발자국 

줄이기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23년에 유망한 10대 의료기술 동향을 소개 

Ÿ ’23년의 10대 의료기술 동향으로는 △워크플로우 자동화 및 AI로 인력 부족 문제 해소 △훈련과 교육을 

통한 디지털 역량 제고 △가상 협업을 통한 원격 운영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의료서비스 등

Ÿ (자동화와 AI) AI를 활용해 MR 등을 보다 높은 해상도로 신속하게 스캔해 진단 신뢰도 및 생산성 

제고하고, 환자 모니터링 데이터를 전자의료기록으로 자동 송출함으로써 워크플로우를 크게 개선 

Ÿ (원격 운영) 가상 협업을 통해 숙련된 경험자의 원격 지도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방사선 운영 명령센터(radiology operations command centers)’의 채택이 증가하는 추세

Ÿ (클라우드로의 이동) 의료 부문의 클라우드 채택이 최근 몇 년간 늘어나고 있으며, 일례로 암 치료에 

있어서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솔루션은 서로 다른 병원의 데이터를 불러와 하나의 통일된 종단적 

환자 보기(view)를 생성

[Philips, 2023.01.16.; Healthcare Transformers, 2022.11.23.] 

https://www.rand.org/blog/2022/12/digital-health-products-miss-a-massive-and-crucial.html
https://www.dovepress.com/implementation-of-telemonitoring-in-health-care-facilitators-and-barri-peer-reviewed-fulltext-article-RMHP
https://www.philips.com/a-w/about/news/archive/features/2023/20230116-10-healthcare-technology-trends-for-2023.html
https://healthcaretransformers.com/healthcare-business/top-10-healthcare-trends-for-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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