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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McKinsey, 무균 제품의 생산 능력 증대에 대한 원칙 제안

 현재 전 세계 무균 제약 제조업체가 보유하거나 구축할 수 있는 생산 능력보다 더 많은 무균 

제품이 필요한 가운데, 기존 라인을 통해 더 많은 물량을 가동함으로써 생산 능력을 창출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

Ÿ COVID-19 대유행으로 재조합 항체와 소분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무균 의약품 시장은 

향후 7년 동안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

Ÿ 그러나 무균 제품의 생산 능력의 증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라인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요구되며, 

△긴 배송 △자격 및 검증 시간 △신입 사원의 교육과 자격 구비 등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Ÿ 또한 무균 제약 제조업체가 운영 효율성을 통해 무균 제품의 생산 능력을 늘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원칙은 △다양한 수준의 리더십을 통해 확장 목표를 설정하고 변화를 선도 △표적 개입을 

통해 신속하게 생산 능력을 창출 △주요 프로세스를 먼저 최적화한 다음 디지털 및 분석으로 

강화 △파일럿을 통해 규모에 맞게 신속히 채택하고 효율적으로 시작 △강력한 미생물 검증 기능으로 

프로세스 효율성 향상 △전문적이면서도 유연한 인재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데 집중 등

[McKinsey&Company, 2023.01.10.; Contract Pharma, 2022.08.09.] 

미국 Amazon Pharmacy, 월 5달러에 제네릭 의약품 처방 서비스 출시

 미국 아마존 파머시(Amazon Pharmacy)은 온라인 약국으로 RxPass라는 프라임 회원을 위한 

새로운 처방약 구독을 출시하여, 월 5달러의 고정 요금으로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을 고객의 

집으로 배송

Ÿ 아마존 프라임 회원은 월 5달러로 새로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혈압 및 위산 역류 등 

80개 이상의 흔한 질환을 위한 제네릭 의약품을 무제한으로 주문 가능

Ÿ 동 구독 서비스는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 1월 24일부터 이용 가능하며, 이에 50개 이상의 제네릭 

의약품이 포함 

Ÿ Amazon Pharmacy에 따르면 동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저렴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미국 내 환자들이 의약품 구입에 따른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것으로 전망

[mobihealthnews, 2023.1.24.; Fierce Healthcare, 2023.1.24.] 

https://www.mckinsey.com/~/media/mckinsey/industries/life%20sciences/our%20insights/how%20sterile%20pharma%20manufacturers%20can%20grow%20capacity%20without%20capital%20investment/how-sterile-pharma-manufacturers-can-grow-capacity-without-capital-investment-v3.pdf
https://www.contractpharma.com/contents/view_online-exclusives/2022-09-08/sterile-manufacturing-trends-overcoming-challenges/
https://www.mobihealthnews.com/news/amazon-launches-5-monthly-subscription-generic-drugs
https://www.fiercehealthcare.com/health-tech/amazon-pharmacy-rolls-out-rolls-out-service-unlimited-generic-prescriptions-5-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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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대통령, 임신중절 약물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는 각서에 서명

 미 바이든 대통령은 임신중절을 위해 승인된 약물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 각서를 발표

Ÿ 바이든 대통령이 각서를 통해 임신중절에 대한 장벽과 환자, 의료 제공자 및 약사의 안전에 대한 

우려 속에서 승인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을 보호할 것을 약속

Ÿ FDA는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위험 평가 및 완화 전략(REMS)을 수정하여 의료 제공자와 환자가 

원격 의료를 사용하여 우편으로 약물을 처방하고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일부 주에서는 약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를 실시

Ÿ 각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법적 접근을 원하는 환자를 위한 지침을 발표하고 임신 중절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

Ÿ 또한 △미페프리스톤을 합법적으로 접근, 처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환자, 제공자 및 약국을 

지원 △환자가 위협이나 폭력 없이 약국에서 약물 임신중절을 포함하여 합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괴롭힘, 위협 또는 폭력 없이 임신중절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행정부의 약속을 재확인

[White House, 2023.01.22.]

미국 Medicare 가입자, 인슐린 공급 상한선으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매월 인슐린 공급에 대한 $35 상한선 덕분에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발간

      * 65세 이상 미국인을 위한 무료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운영하고, 비용의 일부는 수혜자가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23년부터 인슐린 자기부담금의 상한선이 적용

Ÿ IRA의 인슐린 조항은 Medicare 파트 D에 대해 ’23년 1월 1일부터 발효. ’23년 7월 1일부터 

메디케어 파트 B의 수혜자의 비용 분담액이 한 달 인슐린 공급량에 대해 $35로 제한

      * 메디케어 파트 B는 의사 진료, 예방 건강 검진, 실험실 검사 및 구급차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보장하는 보험이고,  

메디케어 파트 D는 처방약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선택 사항

Ÿ 보고서는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월간 인슐린 비용을 35달러로 제한하는 인플레이션 감소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조항이 ’20년에 시행되었다면 전국 150만 명의 노인이 연간 평균 500달러의 

인슐린 비용을 절약했을 것으로 추정 

[HHS, 2023.01.24.]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3/01/22/memorandum-on-further-efforts-to-protect-access-to-reproductive-healthcare-services/
https://www.hhs.gov/about/news/2023/01/24/new-hhs-report-finds-major-savings-americans-who-use-insulin-thanks-president-bidens-inflation-reduction-ac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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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
  

미국 보건복지부, 암 검진 및 후속 치료의 격차 해결을 위해 1,100만 달러 지원 

 미국 보건복지부(Health and Human Services, HHS)는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암 검진 및 조기 

발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자원 및 서비스 관리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이 자금을 지원하는 22개 의료센터에 약 1,100만 달러를 수여

      * 1년 전 바이든 대통령은 Cancer Moonshot을 재시행하며 향후 25년 동안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최소 50%까지 

줄이고 암을 투병하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경험까지도 증진시키겠다는 새로운 국가적 목표를 설정

Ÿ 이번 지원으로 환자 탐색 지원 서비스 등 암 검진 및 후속 치료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암 검진 가속(Accelerating Cancer Screening)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두 배로 증가

Ÿ 암 검진 가속 프로그램의 목표는 예방 가능한 암의 영향을 줄이고 인종, 민족, 성별 및 소득에 

따른 암 검진 격차를 축소

[HHS, 2023.02.02.] 
영국 보건복지사회부, 의료기술 전략 발표

 영국의 보건복지사회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DHSC)는 환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혁신적인 장비와 의료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료기술 전략을 발표

Ÿ 본 전략은 새로운 기술의 효율성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여 의료 시스템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전염병과 같은 의료 문제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고의 장비 공급을 늘리고, 

현대화된 기술을 통해 NHS 성능을 향상시켜 더 빠른 진단, 치료 및 퇴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Ÿ 글로벌 과학 초강대국으로서 영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야심차고 혁신적인 연구를 장려

      * ’21년에 이미 혁신 기술을 지원하는 약 60개의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이 있었으며 10억 파운드 이상의 자금을 지원

Ÿ 임상의의 의료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여 정보에 입각한 구매를 유도하고 납세자와 환자에게 

보다 나은 가치와 서비스를 제공

Ÿ 환자가 올바른 제품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국민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 NHS), 국립보건임상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 및 의약품규제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간 협력을 개선

[GOV.UK, 2023.02.08.]

https://www.hhs.gov/about/news/2023/02/02/on-first-anniversary-presidents-reignited-cancer-moonshot-biden-harris-administration-awards-nearly-11-million-address-disparities-cancer-screening-follow-up-care.html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134006/medical-technology-strateg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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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캐나다 의료 공급자의 역량 강화 방안 검토

 캐나다 경쟁국(Canada Competition Bureau)은 캐나다의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통해 진료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캐나다 정부와 정책 입안자에게 권장사항을 제시

Ÿ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기존의 장벽은 경쟁을 차단하여 의료 공급자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최고·최신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의 발전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문자, 가상 방문, 원격 환자 

모니터링과 같은 대면 치료에 대한 대안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더 나은 의료서비스로 

이어질 뿐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과 신제품 개발로 확장될 가능성 보유

Ÿ (권장사항 1) 디지털 의료서비스의 적절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지급 

모델을 검토 △혁신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구 코드 및 디지털 프로그램을 확장 △COVID-19 

팬데믹의 교훈을 기반으로 적절한 가상 진료 청구 정책을 마련 △장기적으로 보상 모델을 개혁하여 

디지털 헬스케어를 더욱 활성화

Ÿ (권장사항 2) 적절한 공급자가 지역 경계를 넘어 디지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라이선스 프레임워크를 구현

Ÿ (권장사항 3) 디지털 의료의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현대화

[Government of Canada, 2022.11.24.]

OECD, 탄력적 의료 시스템 구축을 통해 향후 팬데믹 위기 대비

 OECD는 인력, 디지털화, 장기 치료, 공급망 및 국제 협력 등을 통한 탄력적 의료 시스템 구축·개선하기 

위한 6가지 정책 권장 사항을 제시

Ÿ 많은 국가의 인구와 의료 시스템이 ’23년에 들어서도 COVID-19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치료 중단 △COVID-19 감염 △포스트 COVID-19 증후군 △'코로나 장기 후유증(long 

COVID syndrome)'의 문제는 계속해서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가중

Ÿ 이에 따라 전염병, 경제 위기 또는 기후 변화의 영향과 같은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

Ÿ OECD는 탄력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구의 건강 증진 △인력 유지 및 채용 촉진 △데이터 

수집 및 사용 촉진 △국제 협력 촉진 △공급망 탄력성 증진 △거버넌스 및 신뢰 촉진 등 6가지 

권장 사항을 제시

[OECD, 2023.02.23.]

https://publications.gc.ca/collections/collection_2023/isde-ised/Iu52-1-3-2022-eng.pdf
https://www.oecd-ilibrary.org/sites/1e53cf80-en/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1e53cf80-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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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의료기업 CVS Health, 가상 진료 서비스 시작 

 미국의 의료 기업 CVS Health는 1차진료, 정신건강에 중점을 둔 가상 진료 서비스를 시작

Ÿ 미 CVS Health는 새로운 가상 1차진료 서비스를 시작하며, 면허가 있는 치료사 및 정신과 의사와의 

예약이 가능하도록 원격의료 기반의 정신 건강 진료를 확장

* CVS Health는 소매 약국 체인점 CVS 파머시를 소유한 미국의 거대 의료 기업. 최근 몇 년 동안 CVS는 가상 진료 

및 원격 의료를 포함하여 의료 서비스 및 디지털 제품을 확장

Ÿ CVS Health의 가상 1차진료는 적격한 완전 보험 및 자가 보험에 등록된 전국의 Aetna 회원에 

한해 제공되며, 가입자는 자신이 선택한 의료 제공자와 가상 주치의로부터 일반적인 질병 및 감염에 

대해 연중무휴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가상 정신건강 지원 예약도 가능

* Aetna는 미국의 대형 의료보험 회사

Ÿ 가상 진료 서비스에 등록된 환자가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가 이끄는 진료 팀이 

대면 진료를 안내

[Fierce Healthcare, 2023.01.31.; Medcity News, 2023.02.01.] 

미국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 환자의 치료를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 연구

 보건 정책 연구 분야의 선도적인 저널인 Health Affairs 2월호는 미국 내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가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의의 디지털 격차 해소 노력에 대해 소개      

Ÿ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opioid use disorder, OUD) 환자가 원격의료(video visits) 장벽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디지털 형평성 전략을 구현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

Ÿ 임상의가 보고한 전략에는 △교육 자료 제공 △기술 지원 제공 △Wi-Fi 연결에 액세스할 수 있는 

클리닉이나 주차장에 환자 수용 △개인 장치 제공 등이 포함

Ÿ 원격의료 사용은 2020년의 정점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여전히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이 필요

Ÿ 또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해 환자를 지원하는 책임은 납세자나 커뮤니티 그룹이 공유할 

것을 제안

[Behavioral Health Business, 2023.02.21.; Fierce Healthcare, 2023.02.06.]

https://www.fiercehealthcare.com/health-tech/cvs-health-goes-live-virtual-care-service-focus-primary-care-mental-health
https://medcitynews.com/2023/02/all-generations-find-telehealth-beneficial-new-cvs-health-data-shows/
https://bhbusiness.com/2023/02/21/oud-providers-fail-to-find-consensus-on-addressing-the-digital-divide/
https://www.fiercehealthcare.com/telehealth/clinicians-are-taking-onus-bridging-digital-divide-survey-f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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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해외동향을 요약한 것으로 기관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미국 NIH, 완전한 게놈 서열을 조립하는 소프트웨어 도구 개발·출시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다양한 종의 틈이 없는(gapless) 완전한 게놈 서열을 조립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도구를 개발 및 출시

Ÿ NIH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Verkko는 DNA 시퀀싱 기술로 생성된 다양한 유형의 게놈 퍼즐 

조각을 비교하고 조립하여, 틈이 없이 완전하고 정확한 게놈 서열을 생성

Ÿ 이전에는 고도로 숙련된 팀이 몇 년에 걸쳐 완료한 ‘완전한 게놈 시퀀스(complete genome 

sequence) 조립 작업’은 Verkko에 의해 단 며칠 만에 완성 가능

Ÿ 마우스, 초파리 및 제브라피시와 같이 연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의 틈이 없는(gapless) 게놈 

서열을 생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

Ÿ 또한 다양한 식물, 동물 및 기타 유기체에서 틈이 없는(gapless) 게놈 시퀀스를 생성함으로써 

다양한 종의 게놈 간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연구하는 비교 게놈학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

[NIH, 2023.02.16.] 
최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희귀 질환에 대한 치료 전략

 제약 회사는 최신 디지털 기술을 흡수·적용하여 수천 가지의 다양한 희귀 질환 치료 전략을 개선

Ÿ 환자 수가 적어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던 희귀 질환의 치료를 위해 제약회사에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며, 데이터 분석 및 인공 지능의 발전으로 더 나은 진단, 연구 개발, 환자식별 및 질병진행 

추적 등이 가능

Ÿ 이에 따라 제약 회사의 희귀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분야의 인수합병이 증가

* 희귀 질환 치료제 시장은 2026년에 1,3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Ÿ 디지털 기술을 통해 △분석 능력을 활용하여 HCP와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와 장소에서 개입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환자군 식별 및 질병진단 고도화 △환자 접근성 혁신 및 확대 △디지털 

기술을 통한 환자 및 간병인 지원 확대 등이 희귀 질환 기업의 혁신 방법

Ÿ 또한 희귀질환 환자에게 혁신적인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은 역량을 환자 중심 모델로 계속 

발전시키고 치료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디지털 및 분석의 힘을 수용하여 

적격 환자를 식별하고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

[McKinsey&Company 2023.2.27.; Putnam Inizio Advisory 2023.02.28.]

https://www.nih.gov/news-events/news-releases/nih-software-assembles-complete-genome-sequences-demand
https://www.mckinsey.com/~/media/mckinsey/industries/life%20sciences/our%20insights/treating%20rare%20diseases%20how%20digital%20technologies%20can%20drive%20innovation/treating-rare-diseases-how-digital-technologies-can-drive-innovation.pdf
https://www.putassoc.com/insight/look-ahead-go-market-innovation-rare-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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