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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국경봉쇄, 확진자 추적, 마스크 대

란 등 코로나19 초기의 충격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성격의 사건이었습니다. 하

지만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도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등 새로운 방식

으로 일상성을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를 목도하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

로운 기준, 뉴노멀에 대한 담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장 주목해야할 산업은 단연 바이오헬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에도 인구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은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가파른 성장세에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팬데믹 극복의 원동력이자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이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패

러다임 전환 추세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

래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작업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뉴노멀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분석 노

력의 결과물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환경 변화를 영역별로 분석하고, 각국의 전문가, 싱크탱

크 및 정부기관의 미래 전망도 방대하게 조사했습니다. 우리 국민, 산업계 및 의료계 등 이해관계

자들의 인식 및 정책수요도 면밀하게 파악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사 분석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뉴노멀을 넘어 넥스트노멀을 대응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은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의 저력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진단키트를 중심

으로 보건산업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은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의 역량은 포스트코로

나 시대 바이오헬스 뉴노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2021년 8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권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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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산업의 넥스트 노멀: 포스트코로나를 맞는 한국의 과제

. 들어가는 글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1)
 확진자가 발

생하고,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을 선언

하였다. 코로나19는 개인들의 삶에 직접적 변화를 가져

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동의 자유가, 밀접 접촉자 추

적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제한되었다. 학교, 직

장, 문화시설 등 대면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회생활에

서도 제한이 가해지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는 거시적 차원에

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

에서 이루어진 국경봉쇄, OECD 국가들 대부분이 경험

한 마이너스 성장과 높은 실업률은 국제 무역에서 자국

중심주의 경향을 강화시키고 있다. 특히, 팬데믹 초기의 

마스크 확보 경쟁, 최근의 글로벌 백신 확보 경쟁 등은 핵

심 산업의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

화의 상당수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표준, 즉 뉴

노멀(New Normal)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산업계

도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지능정보기술이 촉발한 4차 산

업혁명은 산업 곳곳에 접목되어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무역 분쟁은 부품소재산업 등 가치사슬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WHO가 명명한 공식 명칭은 ‘COVID-19’이다. 본고에서는 한글 명칭의 약칭인 ‘코로나19’로 통칭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표적 유망 산업

이면서 코로나19 극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산업이라

는 이중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도 바이오헬스 산업은 인구 고령화라는 사회적 요인과 4

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적 요인으로 대표적인 성장 산

업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다만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기

존 보건의료 시스템과의 괴리 등의 원인으로 기술적 요인

에 따른 성장이 다소 지체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

후 비대면 진료, 의료 과부하 해소 등의 요인으로 기술 활

용이 확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부족

사태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식시킨 

바 있다. 그리고 최종적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백신

의 연구개발 및 생산 능력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명공학과 같은 기초과학부터 제품개발 

능력까지, 연구소나 벤처기업부터 대형 제약사까지 가치

사슬 전반에서 우리 바이오헬스의 기초 체력을 한단계 업

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2002년 사스(SARS, 중

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에서 코로나19까지 빈

번해지는 감염병 사태는 이러한 역량의 확보를 넘어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포스트코로나 시대 뉴노멀에 대응하여, 우리 바

이오헬스 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보고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우선 코로나 시

대 바이오헬스 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체계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

로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의 지향점을 설정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

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도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분

석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둘러싼 거시적 차원의 환경 

변화를 PEST 분석을 통해 파악해 볼 것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출 동향과 글로벌 통상 이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글로

벌 진출이 필요한 만큼 코로나19 이후 관련 분야의 변화

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디지

털헬스케어, 그리고 의료서비스 등 코로나19가 바이오헬

스 산업의 개별 영역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비대면, 디지털전환 등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을 관통

하는 변화도 있으나 개별 영역별로 상이한 이슈들도 존재

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대표적인 연구개발(R&D) 집약

적 산업으로 코로나19가 이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인식을 파악해 볼 것이다. 우리의생명과 건강

에 직결되고, 대규모 정부 재원 투입이 불가피한 바이오

헬스 산업의 특성상 시민사회의 지지는 특히 중요하다.

둘째, 포스트코로나 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새로운 방

향에 대한 검토다. 바이오헬스 산업 개별 영역별로 전문

가들이 예측하는 미래를 조망해본다. 산업계에서 제시하

는 영역별 정책 수요도 제시할 것이다. 이해관계자가 많

고 변화 속도가 빠른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상 현장의 

의견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해외 싱

크탱크, 컨설팅 기관 등의 바이오헬스 산업 중장기 전망

을 조사·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 정부에서 추진중

인 코로나19 이후 바이오헬스 정책을 고찰해볼 것이다.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에 반드시 필요한 과

정이다.

셋째, 포스트코로나 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을 위

한 중장기 과제의 도출이다. 우선 기술발전에 대응한 바

이오헬스 육성 정책 과제다. 특히, 데이터(Data), 네트

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의 바이오헬스 산업 접목

에 대비한 정책과제 개발이 필요하다. 포스트코로나 시

대에 대비한 바이오헬스 정책과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

다. 상시적인 감염병 대응, 뉴노멀 대비 등 시급한 과제

들이 도출될 수 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산업의 사회적 

공생을 위한 과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

(Governance)의 바이오헬스 산업 접목에 대해서도 고민

해볼 시점이다.

들어가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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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등 지속적인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더불

어 최근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이 정치(Political), 

경제(Economic), 사회(Social) 및 기술(Technology) 등

에 미친 영향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바

이오헬스 산업 전망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표 2-1

1) Political

탈세계화와 자국 보호주의 강화

전례 없는 팬데믹 사태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은 부진했으

며 기존에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보여준 리더십의 부재,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협력 부재 등으로 팬데믹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응은 한계를 보였다. 또한, 국가 간 출입국 

제한 등의 봉쇄조치가 시행되면서 각 국가는 단절된 상태

1. 거시환경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 

신유원, 문상은

표 2-1 포스트코로나	PEST	분석

구분 내용
 

Political

  • 탈세계화 및 자국보호주의 강화

  • 거대 규모 FTA 협약 

  •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

Economic

  • 2021년 주요 선진국 플러스 경제성장률로 전환(한국 경제 성장률 3.1%)

  • 국가 봉쇄와 경제 위기

  • 비대면 관련 산업 성장 및 디지털 경제 확산

Social

  • 비대면 일상과 디지털 정보 격차 확대

  • 사회적 가치 인식의 변화

  • ‘코로나 블루(Corona Blues)’ 증가

Technology

  • 원격의료 시스템

  • 디지털 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 대두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가속화

로 팬데믹 사태에 대응하게 되었다. 이에 자국의 인프라

와 자원, 인력에의 의존이 증가했고 자국의 산업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산업, 고용 등의 측면에서 주

요국의 자국 보호주의가 확산되었다. 또한, 기존에 자국

이 축적해온 감염병 대응 시스템, 보건의료시스템 및 인

프라, 바이오안보(biosecurity) 자산, 바이러스 대응 관련 

제조 기술 및 산업 등에 따라 국가별 대응력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2)
 이와 같은 탈세계화 및 자국보호주의 추

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 규모 FTA 협약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커지는 중에 한국

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이 글로벌 지역사회 단위로 메

가 FTA를 통한 경제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2020년 11

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를 아우

르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3)
협상이 공식 타결되었다. RCEP은 동아시

아 경제통합 필요성을 기반으로 중국과 일본의 주도 및 

협력을 통해 형성되었다. RCEP 체결은 한국과 일본이 체

결한 최초의 FTA이며 동아시아 주요국인 한·중·일을 포

함한 메가 FTA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외에 RCEP 

체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데, 일각에서는 RCEP은 중국이 TPP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FTA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가 장기화되는 가

2)　 강선주(2020)

3)　  RCEP의 회원국은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총 15개국이 참여 

중이다.

4)　 전은경(2020)

5)　 정재원(2018)

6)　 FitchSoultions(2020)

7)　 연합뉴스(2018.3.12.)

8)　 CPTPP의 회원국은 환태평양 연안 11개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칠레, 일본, 패루가 참여 중이다.

운데 한국의 RCEP 가입이 친중국 행보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RCEP 회원국의 상

당수가 미국의 우방국이기도 하고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타 회원국 간의 교역을 통해 미중 경쟁구도에 따른 위험

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4)5)

 RCEP은 국

가별로 상이했던 원산지 기준 표준화 및 단계별 관세 인

하 등을 통해 회원국들 간의 무역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통합을 육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6)7)

 탈세계화 및 자

국보호주의 추세에 국제무역기구(WTO)의 위상이 약화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만약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이와 

같은 지역 기반의 거대 협력 체제인 FTA의 중요성이 부각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제57회 무역의 날에 한국의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8)
 가입을 언급하였다. 

CPTPP는 2018년 12월에 11개국이 체결한 메가 FTA이

다. 한국 뿐 아니라 중국, 태국 등이 가입 의사를 밝힌 바 

있고 트럼프 정부 때 탈퇴했던 미국 역시 CPTPP에 복귀

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부 조항 개정을 전

제로 CPTPP 재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지역

에서 중국의 힘을 견제하는 지정학적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술한 두 메가 FTA를 통해 미국과 중국

이 경쟁 양상을 보일 것이고 두 우방국 사이의 정치 및 경

제면의 줄다리기에서 한국의 입지 선정이 난처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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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한편으로는 두 메가 FTA에 참여하는 것에서 이익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
. 예로, 한국은 CPTPP 가입

이 성사될 경우 신 남방정책, 중국과의 경쟁력 강화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RCEP에서와 마찬가

지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대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11)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부가 2020년 7월에 제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

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각

될 디지털 산업과 빅데이터 구축, 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

로 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이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D.N.A.(Data, Network, AI) 기반의 디지털 뉴딜과 친환

경 산업 확산의 그린 뉴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고용 

등의 안전망 강화로 구성되어있다.
12)

 정부는 한국판 뉴딜

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에 있

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 19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

다. 

디지털 뉴딜의 세부 사업은 D.N.A. 생태계 강화(빅데이

터 구축 및 활용), 교육 인프라 디지털화 비대면 산업 육

성, SOC 디지털 등으로 구성되어 전반적인 생활과 산업

의 디지털 대전환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이러한 디지

털 뉴딜로의 전환을 위해 2025년까지 44.8조원의 예산

을 투입하고 90.3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

표하였다. 특히 바이오헬스 관련 사업으로 비대면 산업 

육성 중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에 4천억 원 투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1)

10)　 정인교(2020.11.19.)

11)　 Emerging Market Watch(2020)

12)　 기획재정부(2020.7.14.)

13)　 United Nations(2020.6.22.)

자 및 5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은 2015년에 건강, 위생, 기후변화 등 

환경보호를 포함하는 17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를 의제로 채

택한 바 있다. 이어 2020년 6월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서 회복하는데 지속적인 SDGs 수행,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13)

 이에 발맞춘 한국

의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

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구

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그린 모빌리티(전기차 등), 녹색 

산업, 생태계 회복,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대응 기술, 신

재생에너지,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지원 등이 주요한 내

용이다. 정부는 그린 뉴딜에 2025년까지 42.7조원을 투

입하고 65.9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등장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등한시했던 감염병 방역 체계를 정상

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 국민 대상 

코로나19 진단 검사, 개인 보호 장비, 백신 등 치료제 개

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이 거론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관련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주도의 의약품 등 헬스케어 분야 

제조 산업 육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신약 R&D 지

원 강화로 관련 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가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오바마케어를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약가 인하 정책과 

공공건강보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점적

인 신약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기 위한 독립 검토위원회

를 마련하고 가격이 낮은 의약품 수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수출기

회가 확대될 수 있지만 신약 기술수출 및 수익 창출은 제

한될 수 있다. 또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등의 

보호무역주의 역시 병행될 수 있어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바이오헬스 산업체는 관련 정책 요인, 규제 사항 등을 면

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국제 사회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상

당 부분 상실한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과 동맹국과의 협

력 체계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

국과의 경쟁구도는 이어져 기술 냉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

이는데 이에 따라 한국은 정치적, 군사적 주요 동맹국인 

미국과 경제적 주요 동맹국인 중국 사이에 선택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중국 견제의 필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지

만 중국이 자국 보호주의로 대응할 경우 국내 산업에 위

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입지를 선

정할 필요가 있다.  

2) Economic

2021 경제 성장률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2021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 

GDP 성장률을 2020년 –3.5%, 2021년 5.5 %로 전

망하였다. IMF의 2021년의 전망치는 백신 수급과 정책

적 지원을 통한 경제 재활성화의 기대효과를 기반으로 

14)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21)

15)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21)

16)　 통계청(2021.1.13.)

이전 발표에 비해 0.3%p 상향되었다. 주요국의 2020년 

GDP 성장률은 미국 -3.4%, 중국 2.3%, 일본 –5.1%, 

독일 –5.4%, 프랑스 –9.0%, 이탈리아 –9.2%, 스페

인 –11.1%, 영국 –10.0%로 발표하였으며, 2021년에는 

미국 5.1%, 중국 8.3%, 일본 3.1%, 독일 3.5%, 프랑스 

5.5%, 이탈리아 3.0%, 스페인 5.9%, 영국 4.5%로 예

측하며 백신접종 등 집단면역 생성 등을 통해 경제가 회

복될 것으로 기대함에 따라 역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14)

 

또한, 한국의 GDP 성장률은 2020년 –1.9%, 2021년에

는 3.1%로 전망하였다. 한국은 팬데믹 상황에서 비교적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바탕으로 타 주요국, 특히 유럽 지

역의 주요국에 비해 2020년 GDP 성장률의 감소폭이 작

은 것으로 나타났다.
15)

국가 봉쇄와 경제 위기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감염 차단을 위해 국가 봉쇄가 

시행되면서 실물경제 수요와 공급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

였다. 세계 각 국은 코로나 경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재

정 및 통화정책 등 대규모 경기확장 정책을 통해 경기부

양에 힘쓰고 있으나 장기간 지속되는 봉쇄로 인해 경제성

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입출국 제한정책

과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불가피하게 관광, 서비

스, 실물 산업 등의 고용 축소로 이어져 2020년 말 기준, 

국내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도 대비 21만 8천명 감

소하여 22년 만에 최대 감소치를 기록하였다.
16)

또한 봉쇄, 격리 등 팬데믹 대응 정책으로 글로벌 가치 사

슬(GVC, Global Value Chain)이 흔들리며 공급망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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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에 의존하고 있던 글로벌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GVC의 균열로 국내 자동차산업은 유럽국가에 의존도가 

높았던 인젝터, 디젤엔진 부품 및 차량용 반도체 등의 수

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일반기계산업에서는 일본 및 독일

로부터 일부 제조장비 조달에 차질이 우려되기도 하였다. 

또한 통신기기산업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수동 부품

의 조달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었고 디

스플레이 및 반도체 산업에서도 일부 소재 수급에 차질

이 우려되었다.
17)

글로벌 가치 사슬의 균열로 자국의 주요 산업에 대한 공

급 사슬의 다양화, 지역화와 안전하고 투명한 공급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부처는 2020

년 10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안)을 발표하고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지원, 신소재개발 비용 및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플랫폼의 구축,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장비 및 부품 기

술을 적시에 개발하고 내재화하여 국산화하는 내용을 포

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18)

 

비대면 관련 산업 성장 및 디지털 경제 확산

팬데믹 상황 속에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일상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관

광, 여가, 숙박, 음식, 개인서비스 등의 실물 경제 및 서비

스 산업은 타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바이러스 방역이 최

우선이 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제약, 의료기기, 비대면 

산업 등 팬데믹 대응과 관련된 세부 산업은 성장의 기회

를 갖기도 했다. 또한 비대면,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이 

17)　 정은미(2020)

18)　 관계부처 합동(2020)

19)　 김군수 외(2020)

20)　 Evans, M.(2020)

21)　 Evans, M.(2020)

동력이 되어 의료, 스마트 헬스케어, 디지털 콘텐츠, 화상

회의, 정보통신, 무점포 소매(온라인 기반 소매) 관련 생

산이 증가하였다.
19)

또한 비대면 일상은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

었다. 한국은 팬데믹 이전에도 온라인 구매가 상용화되

어 있었지만 팬데믹 이후 해외에서도 디지털을 활용한 소

비가 확산되었다. Euromonitor International이 전 세

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의 

35%는 직원과 접촉하지 않는 구매 방식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

 또한 한국은 2020년 3월 기준 식료품 

스마트폰으로 주문한 소비자 비율이 51%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O2O(Online-to-Office) 시스템 등 디지털을 활용한 경

제활동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 외 매장 방문 구매에 있

어서도 주문 후 매장 픽업, 드라이브스루(drive-thru), 키

오스크(kiosk) 형태의 구매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21)

 

이와 같은 비대면 구매 방식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뉴노

멀(New Normal)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Social

비대면 일상과 디지털 정보 격차 확대

국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교

육, 의료, 금융 등 일상생활에서 비대면 일상이 보편화 되

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이 필수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

다. 그러나 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2019년 기준 

20, 30대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대면 

일상 속의 디지털 격차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소외로 이어

질 수 있다
22)

. 고령자 및 경제적 취약계층은 디지털 소외

로 이제는 필수가 되어버린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구

매 등이 불가하여 일상에 필요한 소비생활이 제한되었다. 

그 외에도 금융, 교육, 의료 등의 영역에서도 적절한 정보 

습득을 하지 못하고 우대정책, 혜택 등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3)

사회적 가치 인식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점진적인 개선 대상으로만 여겨

졌던 환경 문제는 팬데믹을 계기로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조명되었다. 최근, 생태계 변화, 고온다습한 기

후로의 변화 등의 환경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전

염병의 생성과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기후변화와 팬

데믹 발생의 요인에 공통분모가 환경 문제일 가능성이 있

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개발을 위한 녹

지 훼손과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곤충

과 동물의 개체수, 습성 및 서식지 변화와 같은 생태계의 

변화를 불러오며 이로 인해 바이러스를 보유한 개체수 및 

인간과의 접촉이 증가하고 결국 인수공통감염병 발생과 

확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4)

 

그리고 환경 문제와 팬데믹의 잠재적 연관성을 차치하더

라도, 팬데믹 상황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상황을 동시에 

맞이하게 되면서 기후변화는 팬데믹 문제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국가 차원의 환

경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전술한 그린 뉴딜과 같은 환

22)　 한국정보화진흥원(2019)

23)　 최장훈(2020)

24)　 Center for climate, health, and the global environment(2020)

25)　 Westbrook, G., Angus, A.(2021)

26)　 보건복지부(2020.10.15.)

27)　 조연주, 신동근(2020.10.27.)

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가 등장했

다. 또한, 소비자들도 비대면 일상으로 증가한 배달음식 

및 상품의 포장재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필요성을 인지

하여 제품 구매 시에도 친환경 소재 활용 등 환경보호를 

담보하는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25)

 이렇듯 포

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사회적 가치는 개발과 확장에 주력

했던 과거로 회귀하는 대신 생태계 파괴,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산업 등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블루(Corona blues)’ 증가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 악화로 인한 실직, 취업난, 비대

면 일상으로 인한 우울과 피로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신질환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Corona 

blues)’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3분기)’에 따

르면 2020년 9월 기준 우울위험군은 22.1%로 동년 3월 

17.5%에 비해 4.6%p 높아졌고 2018년 지역사회건강

조사 결과인 3.8%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성인의 자살에 대한 생각은 2020년 9월 13.8%로 동

년 3월 9.7% 비해 높아졌으며 2018년 자살예방백서의 

4.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6)

 

특히 20대 여성이 코로나 블루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

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0년 상반기 

자살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대비 20대 여성 자

살률이 4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

 이는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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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비스 산업 종사율이 높은 20대 여성층에서 팬데믹

이 경제적, 사회적 위기로 나타난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

으며 이에 코로나 블루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올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서는 ‘2021 코로나 우울 대응 심리지원 강화계획’을 마

련하였다. 구체적인 과제는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상담 핫

라인(1577-0199) 및 ‘국가정신건강포털’을 통한 전 국민 

대상 심리지원, 청소년, 근로자, 실업자, 구직자, 고위험

군,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대상별·단계별 맞춤형 심

리지원을 강화, 비대면 문화 콘텐츠를 통한 마음건강 회

복, 관계부처와 시·도 간의 협업 체계 강화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28)

.

4) Technology

원격의료 시스템

팬데믹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와 의사간 대면 진

료의 차질이 발생하는 등 의료시스템에서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원격진료가 주목받게 되었다. 국내에

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9)

현행 「의료법」 상 원격의료는 불가능하지만, 2020년 2월

에 코로나19의 심각한 지역 확산으로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처방 등의 원격의료를 허용하였으며 최근 발

표에 따르면 약 26만 건의 원격의료가 진행되었다. 한시

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의 내용은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환자에게 비대면 방식을 통해 처방 또는 대

리처방을 하는 것이다. 

28)　 보건복지부(2021.02.05.)

29)　 삼정KPMG 경제연구원(2020)

30)　 삼정KPMG 경제연구원(2020)

31)　 최윤섭(2020)

32)　 삼정KPMG 경제연구원(2020)

팬데믹 상황 속에서의 국외 주요국의 원격의료 시행 동향

을 살펴보면, 미국은 원격의료를 팬데믹 이전부터 비교적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넓은 국토로 인한 접근

성 제한, 값비싼 의료비용 등으로 일찍부터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
30)

. 최근 팬데믹으로 막대한 피해

를 입은 상황에서 미국 FDA는 원격의료 관련 의료기기

(전자 체온계, 심전도 소프트웨어, 비침습 혈압계, 산소포

화도, 전자 청진기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원격진

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1)

. 중국은 의료 인프라 불

균형 및 인력 부족 등으로 2009년부터 정부의 지원으로 

비대면 의료 도입이 추진되었고 2014년부터는 비대면 진

료를 전면 허용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비대면 진료를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하였다. 

일본은 1997년부터 특정 질환 및 지역을 대상으로 비대

면 의료를 허용하였는데 2015년에는 대상의 제한 없이 

시행토록 하였다. 다만, 초진환자의 경우 대면진료가 원

칙이었는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면서 한시적

으로 초진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다. 프랑스는 

2018년 비대면 의료가 합법화하였고 의료보험을 70%

까지 적용하여 일반진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비대면 의료 수요가 급증하여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

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였다
32)

.

국내 원격의료 관련 기술인 원격 진료 및 모니터링 플랫

폼, 인공지능(AI) 기반 의료영상 정보시스템 등은 대부분 

전술한 바와 같은 원격의료가 허용된 국외에서 활용 중에 

있다. 국내에서도 팬데믹으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다시

금 떠오르게 되었지만 국내의 의료접근성, 의료비용 등은 

타 국가와 차이가 있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의료시스템을 

검토해야할 것이며, 의료 수가, 의료안전 및 의료편중 등 

원격의료 관련 논점에 대한 정부의 정책 마련과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33)

.

디지털 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 대두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대면 의료시스

템이 한계를 보여 비대면 치료와 관련한 디지털 치료기

기
34)

가 주목받게 되었다. 2019년 전 세계 디지털 치료

기기 시장 규모는 약 28.8억 달러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20.5%에 달하여 2027년 시장 규모는 약 138억 달러로 

33)　 삼정KPMG 경제연구원(2020)

34)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KMFDS)가 정의한 디지털 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

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35)　 Pandey, S. 외(2020)

전망되고 있다
35)

.

최초의 디지털 치료기기는 2017년 미국 FDA가 승인한 

알코올 및 약물 중독치료용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 페어 

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의 리셋(ReSet)이 있으

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당뇨 등 만성질환, 우울증 등 정

신질환, 신경질환 등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디지

털 치료기기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미국 

FDA는 디지털 치료기기의 규제 방식 개선을 검토하였으

며, 2020년 4월에는 비대면 사회로 인해 취약한 상황에 

노출된 정신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치료기기

의 인허가 과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였다. 디지털 치료기

기의 등장은 전통적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는 공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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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등의 면에서 그 특성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원격 진

료와 더불어 보건의료 분야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

으로 보인다
36)

.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정부의 R&D 투자 지원, 관련 제도 마련, 안전

성 등을 위한 규제 방안 마련, 의료 수가 문제에 관한 논

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7)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가속화

우리는 지금까지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인터넷 등 범

용기술의 혁명을 통해 역사적으로 3차례의 산업혁명을 

경험하였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인공지능

(AI), 빅데이터(Big Data)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

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시대로 지능정보 기술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러한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영역이 기술화되어 기술간, 산

업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산업간 경계가 사라지는 ‘경계

의 약화’ 등으로 기존 산업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며 생태

계의 대변화를 촉발할 것이다
38)

.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장

기화되면서 비대면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개발 및 

확산되고 있다. 상업 면에서는 온라인 소매 플랫폼 및 애

플리케이션 개발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직

원과의 접촉을 없애고 IT와 인공지능, 로봇 기술 등을 도

입하는 것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면에서는 에

듀테크(EduTech)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사용자가 비대면 

교육으로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가

36)　 최윤섭(2020)

37)　 김지연(2020)

38)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 http://4th-ir.go.kr

39)　 김군수 외(2020)

40)　 임현 외(2020)

41)　 임영이 외(2020)

상/증강현실(VR/AR), 사물인터넷(IoT), 대용량 통신기

술(5G) 등의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교육 장소의 제

약이 사라지면서 학생뿐 아니라 일반 성인 대상 교육이나 

재교육 등의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스마트뱅킹과 핀테크 등이 확고히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또한 업무 현장에서 필요한 화상회의 관련 기

술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

한 흐름에서 5G의 상용화가 진행되었으며 정부기관과 민

간기업 전반에서 ZOOM, Webex, Chime, Hangout 등

의 화상회의 플랫폼 개발 및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39)

.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전술한 원격의료와 디지털 치료기

기뿐 아니라 스마트병원 도입, 클라우드, 바이오센서, 나

노기술, 웨어러블, 유전자기술, 신소재, 3D 프린팅 및 블

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접목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기술·산업간 융합을 통해 보건의료분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차세대 먹거리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술의 적극적 도입에 앞서, 정보보안

과 관련된 논점들, 이를테면 헬스케어 분야의 개인민감정

보, 식별정보 등에 대한 소유권, 문제발생 시 책임소재, 2

차 활용 가능 여부 등과 민간분야의 화상회의,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보안 문제에 대한 규제 방안, 법제도 도입과 

같은 정책적 해결 방안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4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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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9) 기술로 급성장하고 있는 유전자치료제 모두 기

초과학이 제품개발과 직결되는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은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보다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했

던 것이 사실이다. 신약 개발도 그동안 없었던 혁신적 신

약(first in class) 보다는 유사 기전의 신약(me too), 바

이오신약 보다는 바이오시밀러 등의 개발에 집중했다. 물

론 이러한 전략으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석권하

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코

로나19 사태는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기초과학의 중요성

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mRNA 방

식의 코로나19 백신이다. mRNA 백신은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대량생산하

여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인데, 기존 백신 플랫폼과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

릴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백신보다 신속하게 합성 

및 생산이 가능한 mRNA 백신의 가능성이 부각되었고 

공적 자금지원과 동시다발적 임상시험으로 신속하게 시

장에 출시될 수 있었다.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미국의 모

더나(Moderna)와 독일의 바이오엔텍(BioNTech)도 바

이오벤처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코로나

19로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혁신적인 기초과학기술의 중

요성이 부각된 만큼, 기초과학 영역에서 정부와 민간의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2-2

바이오헬스 패러다임 전환과 코로나19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우리 바이오헬스 산

업은 이미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었다. 인공지능·빅데이

터와 같은 지능정보기술이 추동하는 4차 산업혁명, 줄기

세포·유전자가위 같은 첨단 바이오기술의 등장은 바이

오헬스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도 예측(predictive), 예방(preventive), 

맞춤(personalized) 및 참여(participatory)라는 4P의료 

개념이 등장하면서 기존의료의 진화를 예측하고 있다. 이

렇게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

가 형성되고 있었으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존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

계된 의료체계, 새로운 기술과 이들의 융합에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체계, 바이오헬스 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들의 극한 대립 등은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이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라는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이의 극복이 우리사회의 핵

심 과제로 부상했다.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라면 기존 사

회 시스템에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

42)　 역전사효소 저해제, 단백분해효소 억제제, 막융합 억제제, CCR5 길항제 등이 HIV 바이러스의 생활사 단계에 직접 작용하여 이를 억제한다.

면에는 그동안 지체되었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

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는 셈이다. 이는 바이오헬스 산업

도 마찬가지다. 이하에서는 코로나19가 바이오헬스 산업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기술, 규제, 생태계 및 의

료서비스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은 기초과학과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산업이다. 자동차, 전자산업의 경우 기초과학도 중요하

지만 응용기술이나 생산기술에서의 노하우가 더욱 중요

한 측면이 있다. 중국이 정부의 집중적 지원에도 불구하

고 반도체 산업의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나 

테슬라가 초기에 전기자동차 생산에 겪었던 어려움은 주

로 응용 및 생산기술 측면에서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바

이오헬스 산업의 경우 기초과학이 제품개발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신약 개발의 경우가 

그렇다. 에이즈 치료제를 예로 들면, HIV 바이러스의 증

식 과정이 연구로 밝혀지면서 단계별로 억제하는 약물들

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42)

 나아가 최근 각광받고 있

는 줄기세포치료제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

박대웅, 정주석 

표 2-2	백신	유형별	주요	특징

백신 유형 이미지 주요 특징

Messenger RNA

(메신저 RNA)

•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

•  단시간 내에 대량생산 가능하지만 안정성이 좋지 않아 보관 시 콜드체인

이 필요

• 화이자, 모더나 백신

Non-replicating viral 

vector

(비복제 바이러스벡터)

•  항원 유전자를 인체에 무해한 아데노바이러스 등 다른 바이러스 주형에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

•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

DNA

(디옥시리보핵산)

•  DNA백신은 mRNA 백신과 같은 핵산 백신으로, 병원체의 항원에 해당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

•  운송과 보관 과정에서 낮은 온도가 필요없고 2~8도에서 5년간 보관가능

하고 상온에서는 1년 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 

• 이노비오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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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표 2-3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바이오헬스 규제에 대

한 인식도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조

사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42% 수준이었으나(대체

로 필요 32.8%, 매우필요 9.2%), 코로나19 이후에는 

70.4%
43)

로 상승한 바 있다(대체로 필요 47.6%, 매우필

요 22.8%). 이러한 상황에서 2020.2.24. 보건복지부가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발

표하여 비대면의료에 대한 소비자 경험 또한 확대되고 있

다. 물론 오진 가능성 증가, 의료사고, 개인정보 유출 등 

비대면 의료에 제기되는 문제들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하

지만 의료서비스의 최종소비자인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

는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개인의료데이터의 활용 등 관련된 규제에 대

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바

이오헬스 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물꼬를 트고 

있다.

43)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0)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화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화

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 내수시장 규모의 한계

를 생각할 때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육성 및 선진화를 위

해서는 글로벌 진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011년 3월 

30일 제정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서도 종합계획의 주요 사항으로 해외시장 진출 계획을 들

고 있고(제4조제2항제4호), 이러한 내용은 「의료기기산

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도 포함(‘19.4.30 제

정)되어 있다(제6조제2항제4호).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

로 발표한(’19.5.22.)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서

도 제약·의료기기 등 해외시장 점유율 3배 확대, 바이오

헬스 산업의 5대 수출 주력산업화 등 해외진출 촉진은 핵

심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과 산업계의 

노력에 힘입어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출은 코로나19 이

전에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제약산업법이 시행된 

2012년 50억 달러였던 바이오헬스 수출은 2019년 157

억 달러로, 연평균 18%씩 증가한 바 있다. 같은 시기 우

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은 –0.146%로 오히려 감소했

규제에 대한 인식 변화

바이오헬스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사람의 건강

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기초연구부터 제품개발, 시장

진입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생명공학기술의 발전 등 바이오헬스의 패러다

임 전환기에 현재의 규제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지

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배아 유전자편집 및 줄기

세포 연구,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 제

품의 인허가 등에 대한 규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

자 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부 

핵심규제는 완화되고 있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주요 장애물로 여겨졌던 가명처리 등의 개념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되었으며(2020.2.4. 개정), 보건의료 분야

의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도 발표되었다(2020.9.25.). 

또한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반영

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9.8.27.) 및 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인허

가 특례를 규정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2019.4.30.)도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

자 간의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추가적인 규제 개선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실제로 데이터 3법이 개정될 즈음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조사 주체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상

Inactivated virus

(비활성화된 백신)

•  열, 방사선,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화학물질로 증식이 불가능하도록 비활

성화 시킨(혹은 죽인) 병원체를 사용

•  바이러스를 사멸시켜 항원으로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전

통적인 방식의 백신 플랫폼으로 개발

• A형 간염, 독감, 소아마비 광견병, 일본뇌염 백신 등

• 시노팜 백신 

Protein-based

(단백질 기반)

•  곤충 세포주에서 생산된 코로나바이러스 유래 단백질, 보조제와 함께 추

출 및 전달

•  유전자 재조합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하여 면역반

응을 유도

•  재조합 항원 단백질만으로는 면역 반응이 낮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면역

증가제가 포함된 제형이 필요

•  B형 간염 백신이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등 

•  노바백스 백신

Replicating viral 

vector

(복제 바이러스벡터)

•  약화된 홍역 바이러스와 같이 복제 가능한 바이러스 벡터(운반체)를 사용

하는 백신은 안전하고 강력한 면역반응을 촉발

•  벡터로 사용되는 바이러스에 대한 기존의 면역성이 있을 경우 백신의 효

능이 저하되는 단점 보유

•  머크 백신

※ 출처: Biophama Dive, Nature, 각종 매체 정보

 

표 2-3 데이터	3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	가명처리	개인정보	제공의향(동의	여부)

설문조사 주관 의향있음(찬성) 잘 모름(중립) 의향 없음(반대)

4차위, 대한상공회의소, 인터넷기업협회(’20.4) 77.4% 22.5%

경기연구원(’20.2) 70.4% 9.2% 20.4%

참여연대 민주노총(’19.11) 27.4% 5.9% 66.7%

※ 출처: 4차위, 경기연구원, 참여연대 보도자료 재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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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후적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의료

시스템 변화가 건강관리의 핵심이 될 것이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이러한 변화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

로 기대된다. 앞서 설명한 비대면진료에 대한 경험, 긍정

적 인식의 증가 등 변화를 촉발할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

고 있다. 정밀의료 등 연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 의료

시스템은 치료에서 예방으로 나아가 4P의료로까지 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바이오헬스 산업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

으며, 이는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에도 

우리 산업계는 그간의 저력을 바탕으로 이를 대응하고 있

으며 나아가 코로나19는 기술, 규제, 생태계 등 많은 영역

에서 우리 산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 바이

오헬스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 규제완화에 대한 

긍정적 사회 인식, 우리 산업 전반의 글로벌화, 치료에서 

예방으로 시스템의 변화압력 등은 산업계에 긍정적 영향

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라는 우연한 사건이 

가져온 기회를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첨

단 바이오기술의 진화 및 4P의료 등 패러다임 변화에 활

용할 수 있도록 정부, 산업계 및 연구계 등 모든 참여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표 2-4

었다. 하지만 제약 기술수출, 바이오시밀러 등 대형회사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이 이루어졌고 산업의 대다수를 차

지하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은 진단키트와 방

역물품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플레이어들을 글로벌 시

장으로 진입시켰다. 2020년에 진단용제품은 21.7억 달

러, 소독제는 2.6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755.8% 및 3,699.9% 증가한 수치이다.
44)

 미국 FDA의 

긴급사용승인 등 해외 규제기관의 인허가 절차 경험, 글

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수준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노하우들이 지속적으로 쌓이

고 있다. 진단키트의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 매

릴랜드 주에서 우리 진단키트의 품질논란이 발생한 바도 

있으나 결국 오보로 밝혀지기도 했다.
45)

 우리 제품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크게 늘어나고 품질

에 대한 신뢰도 속속 쌓아나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진

출 역량은 코로나19의 종식 후에도 우리 바이오헬스 산

업의 글로벌화를 가속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비스, 치료에서 예방으로

의료기술의 발전,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 등의 이

유로 미래의 의료서비스는 4P의학으로 변화될 것으

로 예상되었다. 리로이 후드(Leroy Hood) 박사가 제시

한 4P의학은 예측(predictive), 예방(preventive), 맞춤

(personalized), 참여(participatory) 의학이다. 개인의 

고유한 생물학적·유전적 특징과 환경적 요인을 바탕으

44)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1.3.10.)

45)　 매일경제(2020.11.30.)

46)　 Copenhagen Institute for Futures Studies(2020)

47)　 WHO(2011)

로 질병을 예측하고 이에 기반해서 질병을 예방하되 이는 

개인화된 맞춤형 치료가 활용된다. 또한 IT기술의 발전

은 개인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의사 등 전

문가들과 공유하는 참여의학도 예상된다. 유전자검사, 정

밀의료, 디지털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의 기술들이 이러

한 4P의학을 구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

관계자, 규제이슈 등의 요인으로 이러한 전환은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이러한 변화

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사회는 

치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질병을 집단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일부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긴 

하지만 코로나19의 후유증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그리고 평소의 건강수준에 따라 환자들이 겪는 증상

에도 무증상감염부터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후적 치료보다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세계적 권위의 미

래학 연구소인 코펜하겐 미래학연구소도 코로나19로 인

해 의료시스템이 환자관리에서 건강관리로 이동할 것이

라고 예측한 바 있다.
46)

 WHO에 따르면 건강의 결정요인

에는 유전자·생물학적 요인, 개인의 건강행태, 사회·경

제적 요인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47)

 사회·경제적 요인의 

개선을 위해서는 주거·환경, 소득불평등 등 우리 사회 시

스템 전반의 변화가 수반되어야하므로 장기적 접근이 필

요할 것이다. 특히 절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코로

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된 저개발국가의 경우 사회·경제

적 요인의 개선압력이 매우 클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를 비롯해서 급속한 노령화와 만성질환 증가가 심각한 대

표 2-4	코로나19의	충격과	환경	변화

기존환경 코로나충격 환경변화

단기간의 성과 강조 ⇒
기초과학을 활용한

백신(mRNA) 등장
⇒⇨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규제 갈등 심화 ⇨⇒ 비대면진료 등에 대한 경험 ⇒⇨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공감대

대기업 중심 글로벌 진출 ⇒⇨ 진단키트, 방역물품 등 수출 증가 ⇒⇨ 산업 전반의 글로벌화

사후 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 ⇒ 건강관리 중요성 증대 ⇒ 치료에서 관리로 의료시스템 변화



32

바이오헬스 산업의 넥스트 노멀: 포스트코로나를 맞는 한국의 과제

. 코로나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환경변화 332. 코로나19의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

또 다른 Medidata 보고서(Medidata Solutions 

Release 7.0)에 따르면 실제로 2020년 3~4월 사이 중

국 제외 글로벌 임상에 신규 참여하는 시험 대상자 방문

율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기간 치료 적

응증별로는 심혈관계와 호흡기 임상이 가장 큰 타격을 입

었고, 항암 임상이 가장 적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

글로벌 제약산업 영향

신약 임상시험 과정의 진화 촉진

코로나19는 2020년 한 해 동안 글로벌 바이오 제약업계 

임상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팬데믹 초기 글로벌 폐

쇄로 인해 많은 임상 연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다. 임

상 시험기관이 폐쇄되면서 임상 참여자들이 더 이상 의약

품을 투여 받지 않거나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과 임상 

대상자의 안전 보장 및 임상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대체 

가능한 수단의 부재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Pfizer, 

BMS, Eli Lilly와 같은 대형 제약사 및 Moderna, Iveric, 

Aslan, Addex 등의 중소형 바이오텍들이 개발 신약 임상 

스케줄 수정을 발표했고, Aveo 같은 기업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대상 자사 개발 ficlatuzumab 임상시험 실패의 이

유를 코로나19로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다수의 제약사와 

바이오텍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 발생을 대

비해 임상비용 부담을 줄이는 결정을 했고, 이 과정에서 주

요 신약과제 임상시험 연기 또는 중단 사례가 증가하는 등 

한동안 코로나19가 신약 임상과정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

가 지속되었다.  

의약품 시장 전망기관인 Evaluate Pharma 보고서

(‘21.1.19)에 따르면 Clinicaltrials.gov를 통해 파악된 

2020년 한 해 중단된 임상시험은 총 2천건 이상이고, 

3~5월 사이(1,400건 이상) 특히 집중되었다. 지난해 중

단된 임상연구의 원인이 모두 코로나19는 아니었겠지만, 

2019년 데이터를 보면 월간 임상 중단 건수가 평균 46건

으로 상당히 고정적이었던 반면 2020년의 경우 3~5월을 

제외하더라도 월평균 70건 내외로 2019년 대비 50% 가

량 급증한 것을 보면 팬데믹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 보인

다.그림 2-1 

글로벌 의약품 임상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전문기업인 

Medidata가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4월 천명 규모의 

글로벌 임상 코디네이터와 연구자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가 실린 보고서(Medidata Solutions Release 4.0)

를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시험을 위한 환자 모집을 곧 

중단할 것이라고 답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답

한 응답자 비율이 69%에 달했다. 또한 신규 개시 임상시

험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78%로 더 높았다. 응답자들은 환자 모집과 등록, 개인

보호장비 착용과 관련된 비용 증가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평가했다.그림 2-2 

코로나19의

글로벌 제약산업 영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 김창용

KTB투자증권 제약바이오 연구위원 이혜린

그림 2-1 2019~2020Y	월별	글로벌	임상	중단	건수

그림 2-2 진행	중·신규	개시	임상시험에	대한	코로나19	영향

자료 : Evaluate Vantage(2021.1.19.), KTB투자증권

Note : Suspended(임상 진행 일시 유예), Terminated(임상 진행 조기 중단), Withdrawn(임상 계획 철회)

자료 : Medidata Solutions Release 4.0(2020.5.4.), KTB투자증권

Note : (기관 비중) 북미 58.3%, 아시아 23.8% / (응답자 비중) 임상 코디네이터 73.8%, 임상 연구자 11.0%

COVID-19가	진행	중인	임상시험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COVID-19가	새로운	임상시험에	착수하는	데	
영향을	끼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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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6B로 급격한 신장이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주요 대형 제약사 실적 기준으로는 더욱 큰 폭의 

성장세가 나타났다. 2020년 Roche와 BMS, AbbVie, 

J&J, Merck 5개사 미국 처방의약품 합산 매출액은 

2019년 대비 21% 성장으로 2019년 성장률 11% 대

비 크게 호조였다. Novartis와 Sanofi, BMS, Merck, 

Roche 5개사 유럽지역 처방의약품 합산 매출액 역시 

12% 신장으로 2019년의 -0.6% 대비 호조였다. 2020

년 5개사 합산 매출액 분기별 YOY는 미국의 경우 1Q 

+22%, 2Q +16%, 3Q +24%, 4Q +24%였으며, 유럽의 

경우 1Q +17%, 2Q -1%, 3Q +17%, 4Q +16%였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였던 2분기 실적이 일시적으로 둔화

다. 5월 이후 임상 참여자 방문율이 다시 회복되기는 했

으나, 코로나19 발생 직전에 기록했던 수치까지는 회복하

지 못했다. 치료 적응증별로는 CNS, 피부 및 ID/항감염 

적응증 임상시험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그림 2-3

한편 2천 건의 일시 중단(Suspended)된 임상시험의 절

반 정도인 1천 건의 임상시험은 대체로 짧은 기간 안에 

재개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종료(Terminated)되거나 철회(Withdrawn)된 임상시험 

건수는 2019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코로나19

가 의약품 임상 시험에 미치는 중장기 부정적 영향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팬데믹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신약 임상 스케줄에 차질

을 주긴 했으나, 팬데믹 초기 우려했던 정도 보다는 타격

이 덜했던 것으로 평가한다. 신약 상업화를 주도하는 글

로벌 기업들이 Pandemic 환경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 기술들을 도입해 임상시험 

과정을 초고속으로 진화시켰기 때문이다. 환자 대상의 가

상(Virtual) 임상, 원격을 통한 임상 모니터링, 빠른 임상

결과 도출을 위한 빅데이터와 AI 기술 도입 등이 그 예이

다. 결국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매개체가 되어 신약 임

상시험 과정에 디지털화가 촉진된 셈이다.그림 2-4,  2-5 

글로벌 처방의약품 매출 타격 제한적, R&D 비용 지출

은 보다 효율화

코로나19 팬데믹이 글로벌 처방의약품 시장에 미친 영

향은 2020년 연간으로 봤을 때 극히 제한적이었다. 의

료기관 방문 감소로 인한 처방실적 감소를 예상했으나, 

Evaluate Pharma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연간 글로벌 

처방의약품 매출액은 2019년 대비 5% 성장으로 코로

나19 발생 이전에 보여주었던 시장 성장 추세에 큰 훼손

이 없었으며, 오히려 대규모 코로나19 백신 매출 가세로 

2021년 성장률은 8% 내외로 확대 전망되고 있다. 코로

나19 백신 글로벌 매출액은 2020년 $964M에서 2021

Source:  Evaluate Vantage 2021.1.19., KTB 투자증권

그림 2-3 임상시험	신규	참여	대상자	및	치료	적응증별	임상시험	신규	참여	대상자	현황

임상시험 신규 참여 대상자: 전 세계 vs 중국 vs 미국 치료 적응중인 임상시험 신규 참여 대상자: 전 세계

그림 2-4 2020년	중단되었던	글로벌	임상	재개까지	걸린	개월	수

Source:  Evaluate Vantage 2021.1.19., KTB 투자증권

Source:  Evaluate Vantage 2020.12.10., KTB 투자증권

Note: 상업적 목적의 신약 임상만 포함, Clinicaltrials.gov 기준

■ Trial Count

그림 2-5 2020년	글로벌	신약	임상	중단	구분에	따른	건수	및	임상	단계별	임상	중단	건수	변화

■ April

■ November

■ April

■ November

Days in sus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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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는 했으나, 이후 성장률 회복세는 오히려 더 가팔랐

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처방의약품 시장이 코로나19에 큰 타격 없이 

오히려 호조였던 것은 1) 원격진료와 의약품 온라인 배송 

등으로 만성질환 환자들 대상의 진료나 약품 처방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고, 2)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생산

과 유통 차질을 대비한 재고축적 수요도 일부 있었을 것

이고, 3) 급증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의약품 소비

량이 늘어난 효과 때문으로 해석한다. 

한편 Evaluate Pharma 데이터에 따르면 처방시장의 호

황에도 2020년 글로벌 제약사들의 합산 R&D 비용 지

출액은 2019년 대비 1.8%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R&D 지출액 매출액 대비 비중이 2019년 

21.5%에서 2020년 20.8%로 0.6%p 하락했다. AI 기

술을 도입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과 가상 임상 등의 적용

으로 R&D 비용 효율성이 높아지는 요인과 소수 임상 환

자 대상의 스페셜한 희귀의약품 치료제 개발에 R&D 포

커스가 집중되고 있는 중장기 영향에, 2020년 한해만 놓

고 보면 해당 국가와 주요 비영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임

상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Pipeline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다.그림 2-6 

그림 2-6 글로벌	처방의약품	매출액	추이	및	코로나19	백신	파이프라인	임상	현황

[글로벌 대형 제약 분기별 미국 처방의약품 매출액 추이]

[글로벌 처방의약품 매출액 추이 및 전망]

[글로벌 COVID-19 백신 Pipeline 임상 현황(2020.8월)]

[글로벌 대형 제약 분기별 유럽 처방의약품 매출액 추이]

[글로벌 제약사 R&D 지출 총액 추이 및 전망]

[글로벌 COVID-19 백신 Pipeline 임상 현황(2020.12월)]

Source:  Evaluate Pharma, KTB 투자증권

Source:  Evaluate Pharma, KTB 투자증권

Source:  WHO, KTB투자증권/Note: 2020.8.17일 기준 Source:  WHO, KTB투자증권/Note: 2020.2.24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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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코로나19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단순히 신종 

감염병 이슈가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초 환자 발병(‘20.1.20) 이후 

대구를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급격히 증가 및 일일 환자 

909명(2.29)으로 정점 이후 최근 3차 유행을 맞이하면

서 일일 평균 300~600명대로 누적 8만6천명(’21.2.19.

기준)이 발병했으며 전 세계는 1억1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선진화된 보건의료의 전달체계와 긴급 

진단키트 등 선제적인 방역으로 인해 초기의 적절한 대응

을 통해 세계에서 모범적으로 코로나19를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려한 바와 같이 

제3차 코로나19의 확산이 발생했고, 바이러스의 변이로 

인한 새로운 국면과 함께 무증상 등 조용한 감염으로 인

해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

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및 공급이 중요할 것이다. 글로

벌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코로나19 

48)　 WHO(2021.02.16.)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도 다방면

에 걸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넘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 안보

와 직결됨을 다시금 각인하게 되었다. 향후 포스트 코로

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

력을 확보하고 자국 내 인프라 및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제약바이오산업 측면에서 치료제, 백신의 국

내외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영향

과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제약바이오산업이 나아가야할 방

향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2.  국내외 주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현황

WHO(‘21.2.16.기준)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최근 임상중

인 백신은 69건이고, 비임상은 181건이 개발중에 있다. 

이중 3상을 진행하거나 완료한 것은 총 19건으로 보고되

고 있다.
48)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영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 

김창용
코로나19의 개발방식(Platform)은 임상 3상 이상에 진입

한 기술을 기준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49)

 첫 

번째는 바이러스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불활성화한 사백

신이 이에 포함되고, 중국의 국영 기업(연구소)이 개발하

였고, 두 번째는 바이러스 단백질 또는 유전물질 제거후 

주입하는 방식의 단백질 백신이 있다. 최근 우리 정부도 

백신 공급을 완료한 노바벡스 백신이 이에 해당할 것이

다. 국내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유바이오로직스가 임상 

1/2상을 시작하고 있다. 

다음으로 바이러스의 RNA 또는 DNA유전자를 이용한 

백신이다. 이들 백신중 mRNA를 이용하는 것은 국내 첫 

49)　  4가지 이외에도 생백신(Live Attenuated Virus), 바이러스 벡터와 항원 세포와 복합된 형태의 백신도 개발되고 있으나 허가 단계나 상용화 단계를 고려할 때 핵심적인 4가지 기

술을 분류하고자 한다.

도입예정인 화이자 백신을 포함하여 모더나 백신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백신은 다른 백신들에 비해 급냉 조건(영

하 20~70도)으로 유통 및 보관에 있어 콜드체인과 같은 

특수 장비(용기)가 요구된다. 국내에서는 제넥신과 국제

백신연구소가 DNA방식으로 임상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아데노바이러스와 같은 운반체(벡터)를 이용하여 항원 

유전자만 전달하는 방식의 백신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존

슨앤존슨 등의 백신이 해당하고 국내에서도 바이오벤처

인 셀리드가 임상시험을 진행중에 있다.표 2-5

코로나19 치료제는 다국적 제약회사인 길리어드의 기존 

표 2-5	개발	방식(Platform)에	따른	백신	분류와	국내외	개발사	현황

구분 바이러스 백신 단백질 백신 유전자 백신 유전자 재조합 백신

개발방식 개념

(Platform)

•  바이러스 불활성화

    (사백신)

•  바이러스 단백질 또

는 유전물질 제거후 

주입

•  바이러스의 RNA 

    또는 

    DNA 유전자 사용

•  아데노바이러스와 같은 

    운반체(벡터)이용한 

    항원 유전자만 전달

해외 기업

•  우한생물학연구소/

시노팜(중국)

•  베이징생물학연구

소/시노팜(중국)

•  시노백(중국)

•  노바백스(미국) •  모더나/미국국립알

레르기감염병연구소

(미국)

•  바이오앤텍/화이자

(독일/미국)

•  옥스퍼드대/아스트라제네

카(영국)

•  존슨앤존슨(얀센)(미국)

•  칸시노(중국)

•  가말레야 연구소(러시아)

•  벡토르(러시아)

국내 기업

•  SK바이오사이언스

(1/2상)

•  유바이오로직스

    (1/2상)

•  제넥신(1/2a상)

•  국제백신연구소

(1/2a상)

•  셀리드(1/2a상)

출처: WHO, 국내 식약처 임상승인 현황 등을 참조, 제약산업전략연구원, 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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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치료제로 약물재창출(Drug Repositioning)
50)

 개

발 중이던 ‘렘데시비르’가 전 세계 최초로 개발된 약물로, 

5월 1일 미국 FDA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승인을 

받고 국내를 포함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투약하고 있다. 

또한 두 종의 항체치료제가 미국 FDA에서 긴급승인 되

었다. 이 중, 일라이 릴리가 미국 코로나19 신속 대응 프

로그램 ‘초고속작전’ 측과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투약률 

등 관련 정보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미국 내 항

체 치료제 투약률은 약 39%로, 3주 전에 비해 14%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치료제로써 사용이 확대되

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셀트리온이 개발

한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가 조건부허가를 받아 출시 

중에 있다. 향후 셀트리온은 임상 2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50)　  신약재창출(Drug Repositioning)은 이미 적응증(치료제 용도)을 획득해 시판되고 있거나 임상에서 효능 부족 등의 이유로 신약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약물을 재평가해 새로운 적

응증을 찾아 신약으로 개발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물중에 화이자(Pfizer)사가 개발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Viagra)가 대표적이다. 비아그라는 최초 심장 혈

관 수축 조절제로서 협심증 치료를 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임상시험과정중에 치료효과가 낮아 포기단계에서 새로운 적응증으로 개발해 큰 성공을 이루었다. 이과 같이 신약재창출

은 신약개발과정중에 실패한 약물을 새로운 적응증으로 개발하거나 시판 허가된 약물을 추가적으로 새로운 적응증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5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index)

52)　  국내 ‘코로나19’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기존 치료제 또는 개발 중인 신약후보물질을 재검토하는 신약재창출(Drug Repositioning) 연구 활성화 및 식약처 인·허가 지원을 하

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설치 및 식약처 ‘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사용 경험이 있는 물질의 경우 7일 이내, 신(新)물질의 경우 15일 이

내로 임상시험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고 있다.표 2-6

이외 식약처에 의하면 총 15건의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1)

 이 중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GC5131)와 기존의 알려진 약물을 대상으로 한 약

물재창출 치료제인 대웅제약의 카모스타트(Camostat, 

췌장염치료제), 종근당의 나파모스타드(Nafamostat, 췌

장염치료제)가 국내 조건부 품목허가 제2호에 가시권에 

있다. 특히 식약처는 약물재창출이나 신(新)물질에 대해

서 인허가의 신속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52)

표 2-6 미국	FDA	긴급승인	치료제	vs.	국내	개발사	현황

구분 렘데시비르 밤라니비맙 REGN-VOC-2 렉키로나주

개발사 Gilead Eli Lilly Regeneron Celltrion

기존 치료제
에볼라 치료제 

개발진행 약물
항체 치료제

카시리비맙(Casirivimab) 및 

임데비맙(imdevimab) 

기존 두 개의 항체치료제 칵테일 요법

항체치료제

(신약)

코로나 치료범위 중증 경증/중증 경증/중증
고위험군 경증/

중등증 

출처: 미국 FDA, 국내 식약처 조건부 승인 현황 등을 참조, 제약산업전략연구원, 2021.2

3.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영향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은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시

대의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글로벌 진출의 경쟁력이다. 

2020년 상반기 의약품 수출 실적은 2019년 상반기 대비 

61% 증가하면서 국내 모든 산업의 총 수출 11% 감소와 

대조를 이루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의 120년 역사 이래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지난해 3분기까지의 누적 수출실적(45억9900만 달러)

만으로 작년 총 수출실적(36억9600만 달러)을 넘어섰으

며 5, 8, 9월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로 전환

되면서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서 가능성을 충

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2009년과 수

출규모를 비교해 보면 지난해 60억불의 수출달성이 예측

되고, 불과 10여 년만에 수출 증가세가 4~500%로 급성

장이 예측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수준에서 미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신

약후보물질을 1조원 이상의 금액으로 기술수출을 달

성하고 있다. 2015년 한미약품을 중심으로 한 해 26개

의 신약후보물질 등이 9조6천억을 달성하였고, 지난해 

2020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4개 후보물질들

이 약 10조 2천억원의 기술수출을 달성하였다. 이외에도 

2003년 미국FDA에서 허가된 팩티브(항생제, LG화학)

이래로 지난해 유럽 EMA, 미국 FDA 등 규제기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실사 등의 어려움으로 허가가 주춤했으

나 전반적으로 2013년 이후 바이오시밀러와 신약 등이 

53)　  매출 1조원 기업 : (’14) 유한 → (’15) 유한‧한미 → (‘19) 9개 기업 → (’20) 10개 기업(녹십자, 셀트리온, 종근당, 광동제약, 셀트리온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한

미약품, 대웅제약, 한국콜마)

54)　 CB insight(2020.3.17.)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한

층 강화되고 있다. 

기업 매출에 있어서도 타산업에 비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미래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 같다. 기업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의하면 국내 시가총액 500대 기업 

중 2020년 잠정실적을 공개한 326개 기업 실적을 조사

한 결과, 제약업종 내 42개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7.9%(8,511억원) 증가한 11조 6,044억원을 기록했

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5.1%(225억원) 늘어

난 4,625억원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상위 제약바이오기

업들의 매출규모가 약진을 나타내었다. 2014년 업계 최

초로 유한양행이 1조원을 달성한 이래로 2020년 매출 1

조 클럽 가입된 제약바이오기업은 지난해 총 10개 기업

으로 추정하고 있다.
53)

작년 초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제약바이오 부

분에 있어 벤처투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매우 급속도록 

냉각되었다. CB insight에 의하면 글로벌 비상장회사의 

투자는 770억 달러(2020년 1분기)로 전 분기 대비 16% 

감소하였으며, 2019년 1분기 대비해서는 12% 감소하였

다. 2020년 1분기의 투자 금액 감소는 지난 10년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

의 투자 규모가 전 분기 대비 35% 감소된 수치를 나타내

었다.
54)

 

국내 상황도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던 

투자가 취소된 사례는 전체 71%가 있다고 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비상장 회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20~30%

가 감소되었다는 응답이 전체 50% 설문 대상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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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있었다.
55)

 

그러나 이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부문

은 투자에 있어 평년을 유지하며 ICT 등의 분야 보다 높

은 수치를 보이며 비중을 높였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의 보고(21.1.29)에 의하면 2020년도에 2,130개사에 4

조3,045억원이 투자되어 전년 동기 1,608개사에 4조

2,777억원 대비 0.6%가 증가한 금액이 신규로 투자되

었다. 특히 업종별로 바이오/의료가 27%(vs ICT 25%)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미래의 유망 분야로 코로

나 시대에서 투자자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주었다. 통계

청 고용동향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취업자 수가 2천 724

만 1천명으로 전년보다 27.3% 감소한 것과 달리 주요 제

55)　 카카오벤처스, 86명 VC투자자 대상설문, 2020.3.31. 기준

약·바이오 기업은 연구개발(R&D) 분야를 중심으로 일

자리가 확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은 제약바이오 부분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연계된 기업

들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새로운 첨단과학

기술의 진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좀 더 높

은 관심과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AI를 이용한 영상 판독기술이나, 디지털 치료제, 만성 질

환 관리서비스 등과 접목을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인허가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희귀의약품과 연계한 특수의약품 혁신(Specialty 

Innovation) 등이 대표적이다.

세부적인 기술 분야로 코로나19 백신 기술로 소개되었던 

RNA, DNA 기반 유전자 치료제(백신) 등과 항체 신약 

플랫폼으로 항체를 연결하여 기존 합성의약품과 접목을 

통해 접근하는 ADC기술이나 기존의 합성 신약이 접근하

지 못하는 타겟을 공략하기 위한 E3 연결 효소(Ligase)

를 이용방법 등이 새로운 기술들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

히, 기존에 치료제가 없고 개발 가치가 높은 미토콘드리

아, 마이크로바이움을 이용한 기술 등은 새로운 대체 약

물개발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4. 결론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질병 극복이 요구되는 시대에는 

새로운 첨단 기술을 융합한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위축된 경영활동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수출과 

연구개발에 더욱더 매진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된다.

정부차원에서는 국제 협력 및 공조를 통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분위기 확산에 따른 연구개발 및 규제과학 등 선제

적인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다.
56)

 정부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 신속한 인허가 지원과 함께 안전성 및 유

효성 검증을 통한 안전관리 역할의 중요성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다. 국내 기업들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허가 지원

체계를 지속 및 확대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

여 치료제와 백신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선제적 가

이드라인 마련 등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 치료제와 함께 신종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비하

여 백신개발에 있어서도 사후적인 대처보다는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세계를 위협하는 신종 바이러스들

56)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등에 2,100억 원을 투자, 치료제와 백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임상실험 절차 규제완화 약속(`20.4.9)하고 있다. 

의 대부분인 인수공통전염병은 120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부는 전염성 질환의 예방을 위해 28종

의 필수 예방백신의 자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14종만이 국산화를 실현하여 50%의 수준이다. 문제는 

신종 바이러스의 대유행 때는 백신 개발의 필요성은 절감

하면서도 대유행이 사라지면 정부의 의지가 사라지면서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사라지는 일들이 매

번 반복되는 것 같다.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신약개발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분야이다. 치료제의 개발과 질병의 

예방을 위해 백신은 세계 무역전쟁 보다도 더 중요하게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

서 정부와 기업은 신약개발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과 

함께 사후적인 접근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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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기 글로벌 시장 동향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은 2019년 전년대비 3.7% 증가하

면서 4,044억 달러 규모이며, 2015년 소폭 감소 이후 연

평균 성장률 3.9%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

계 의료기기 시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위험, 고

57)　 KOTRA(2021)

령화 인구 비중 확대, 사회적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추

구, 주요 국가들의 보건의료 정책강화 등으로 인해 연평

균 6.3%의 성장률로 2022년 4,868억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57)

 그림 2-7

그 중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 시

코로나19의 의료기기 산업 영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

손민지, 김수연

그림 2-7 2014~2019년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현황

장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체외진단기

기 시장은 ‘19년 723억 달러(약 78조 원)에서 ‘25년 약 

778억 달러(약 84조 원)로 연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9년에서 2020년 1년 동안 비 필수 진단

분야(웨스턴 블로팅, 방사 면역 분석, ELISPOT)의 급격

한 감소로 전체 시장 규모는 감소하였지만, 2020년 코로

나19의 영향으로 시장이 반등하여 향후 지속 성장할 것

으로 전망된다.표 2-7 

2. 주요 글로벌 기업 동향

전체 시장은 메드트로닉, 존슨앤존슨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메드트로닉(Medtronic)은 300억 달러(2017년 기

준) 매출 1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24년까지 

지속되어 2024년 389억 달러의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상위 4대 의료기기 기업(Medtronic, 

Johnson & Johnson, Abbott Laboratories, Siemens 

Healthineers)은 2024년까지도 변경이 없을 것으로 예

상된다.
58)

체외진단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58)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20)

기업이 전체 시장의 약 73.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로슈(Roche, 19.6%), 애보트(Abbott, 13.5%), 다나허

(Danaher, 10.2%), 지멘스(Siemens, 9.9%) Thermo 

Fisher Scientific(6.3%) 등 5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약 

59.5%를 차지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림 2-8

코로나19 관련 주요 글로벌 기업 동향은 다음과 같다. 

표 2-7	전	세계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장규모(백만	달러)

구 분 2019 2020 2021 2025
CAGR

 (2020-2025)

합계 72,328.7 61.725.5 63,756.0 77,856.7 4.8%

출처: Markets and markets(2020)

그림 2-8	전	세계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업의	시장	점유율

출처: Markets and markets(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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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슈

구분 내 용

사업분야 및 

전략

•  로슈의 사업분야는 환자 치료용 의약품 개발과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로 구분

•  유방암, 대장암, 폐암, 위암, 난소암 등 항암제 특화된 제약사이자, 현장진단, 면역진단, 분자진단기술을 

활용한 체외진단 의료기기 회사임

•  2020년 10월, ‘검사 시스템 효율화’와 ‘맞춤진단’을 주요 키워드로 하고, 진단검사의학과의 모든 장비

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돼 사용자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스템이 효율화되고, 진단기술의 발전이 맞춤

의료 도입 가속화에 기여하는 것을 발전전략으로 발표59)

최신 동향

•  2019년 11월, 클라우드 기반의 임상적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 플랫폼 네비파이 튜머보드를 출시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도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

•  2018년 10월, AVENIO 종양 조직 표적 키트, 확장 키트 및 감시 키트 등 3종의 새로운 차세대 시퀀싱

(NGS) AVENIO 종양 조직 분석 키트를 출시

•  로슈는 인수합병 및 대기업간 협업을 통한 체외진단시장에서의 영역의 확장하고 있음

    -  2018년 4월, 암 특화 빅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Flatiron Health를 인수

    -  2018년 1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과 암 등을 조기에 진단하는 소프트웨어를 공동개발하기로 

함. 체외진단 분야의 선두기업 로슈와 화상진단업체인 GE가 제휴하여, 의사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하

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진단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017년 12월, 미국의 암 전문 생명공학기업 이그니타(Ignyta)를 17억 달러에 인수. 이그니타는 특정 

희귀 돌연변이를 가진 암 환자의 검사, 확인, 치료를 위한 정밀의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업임

매출 동향

•  로슈의 2020년 3분기 매출은 161억5000만 달러(약 18조4000억원)을 기록

•  의약품 부문 매출은 특허 만료에 따른 복제약 출시 및 중국 판매 부진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

소함.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장비 등 의료기기 부문이 10.9% 증가하며 부진

을 만회

•  로슈는 그동안 바이오시밀러로 인한 올해 매출 감소가 47억 달러 수준일 것이라고 꾸준히 밝혀 왔음. 올 3

분기까지 아바스틴 허셉틴 리툭산의 매출은 각각 전년 대비 22%, 27%, 31% 감소함. 세 제품의 매출을 

합산하면 전년 대비 38억 달러 감소한 수치

•  2012년 이후 출시한 18개 신약의 합산 매출이 30% 넘게 증가해 감소분을 상쇄했고, 코로나19로 의료기

기 부문이 약진함. 로슈는 분자진단 항체진단 항원진단 등 9개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출시함

•  전체 진단분야에서도 분자진단의 성장세가 뚜렷함(전년대비 67% 성장)

•  분자진단 매출은 코로나19 특수로 3분기에 97% 성장. 올해 누적으로는 77% 급증하였음

59)　 의학신문(2020.10.06.)

(2) 애보트(Abbott Laboratories)

구분 내 용

사업분야 및 

전략

•  주요 사업분야는 제네릭 의약품 생산 및 유통, 신약개발, 영양제,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심

혈관계 및 신경조절관련 의료기기 개발, 혈당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함

•  당뇨시장의 면역화학 분야 1위, 혈당측정 분야 4위 기업으로, 사업다각화를 통하여 전 분야에

서 골고루 실적을 올리고 있음

•  애보트의 매출은 의료기기부문(38.5%), 진단사업부문(24.1%), 영양제 사업부문(23.6%), 제

약(13.5%) 으로 구성됨

•  진단 사업부문은 질병진단시스템과 진단, 모니터링, DNA/RNA 검사 등 통합 진단솔루션, 분

자진단, 현장진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합진단 솔루션과 현장진단 사업이 진단 부문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최신 동향

•  2020년 8월 코로나19 항원항체진단키트(ID Now™) 1억5000만개를 구입하는 계약을 미국 

행정부와 공급 계약 체결

•  2020년 코로나19 모바일 진단기기 ID Now™ 개발함 

•  2018년 10월, Point of Care(POC) 검사를 위한 차세대 인플루엔자 A&B2 및 Strep A2 분

자 분석을 도입했음

•  2018년 7월, 일회용의료기기 친환경 재처리에 특화된 ReNu Medical 인수

•  2018년 6월,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여 부상을 방지하는 분석 솔루션 개발한 Next Step 

Dynamics과 업무협약 체결 

매출 동향

•  애보트는 다양한 제품포트폴리오 및 코로나19 검사기술의 혁신으로 인하여 2020년 3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함

•  2020년 3분기 애보트 전 세계 매출 총액이 약 89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전년 대비 순이익 

증가율은 16.7%를 기록함

•  코로나19 진단 수요에 따른 Abbott 매출의 주 수익 부문은 진단분야가 주도하였으며, 당뇨병 

및 영양관리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냄

•  전 세계적인 진단분야로의 수요는 Abbott의 코로나19 검사 포트폴리오의 수요로 이어졌으

며, 2020년 Abbott사는 1억 회 이상의 검사를 수행했으며, 이를 더 확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Abbott 사는 최신 검사기로 ‘BinaxNow 코로나19 Ag Card’ 신속 검사기를 생산하였으며 

해당 테스트기는 20년 8월 미국식품의약국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EUA)를 받음. 해당 검사

는 장비 없이 15분 내에 검사 결과 제공이 가능함. Abott는 이를 5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며 

NAVICA라는 앱을 통해 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  10월 Abbott 사는 ARCHITECT ArAlinity플랫폼에서 IgM항체 혈액 검사를 사용할 수 있도

록 긴급사용승인(EUA)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회복단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음

•  애보트의 체외진단의료기기는 2020년 3분기에 39% 성장하였는데, 분자진단 분야가 314%, 

신속(현장)진단이 83%로 성장을 견인하였음. 이는 주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량의 진단

기기가 판매되어서 나온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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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의 국내 의료기기 산업 영향

의료기기 산업에 있어 2020년은 의료기기산업법(의료기

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의 원년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고 새로

운 도약의 가능성을 확인한 한 해였다. 코로나19가 가져

온 산업계의 변화는 크게 ① 체외진단 분야의 비약적 성

장, ② 필수 장비의 국산화 필요성 대두, ③ 디지털 치료

기기 등 혁신의료기기 시장 조성으로 나눌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검사 및 진단의 필요성을 절감하

였고, 그 결과 진단검사 기기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

60)　 식약처, 관세청(2020.12.04.)

로 폭증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국산 코로나19 진단시약

이 있었다. 수출용 코로나19 진단시약은 현재 221개 제

품(유전자 105, 항원 44, 항체 72)이 수출용 제품으로 

허가되어, 전 세계 170여개 국가로 총 4억 9,679만명분

이 수출(11.30 기준) 되었고, ’20.11월까지 총 수출금액

은 약 2조 5천억원(22억7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60)

그림 2-9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진단시약 또한 

개발을 거듭하고 있다. 코로나-독감 동시진단이 가능한 

시약(PowerChek™ SARS-CoV-2, Influenza A&B 

Multiplex Real-time PCR Kit, 코젠바이오텍)이 국내 

그림 2-9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출	및	세계	확진자	추이(누적	기준)

 * 수출용 허가(식약처)와 수출신고 내역(관세청)을 비교ㆍ집계하여 실제 실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출처: 식약처, 관세청(부처합동 보도자료), 코로나19 진단시약 허가 및 수출 현황, 2020.12.04

구분 1~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수출 금액*
월별 25 220 183 153 135 208 390 412 546

누적 25 245 428 581 716 923 1,314 1,726 2,272

누적확진자 0.9 3 6 10 18 25 34 46 63

식약처 허가를 득하였으며, 씨젠 등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타액검체 사용 진단, 변이 바이러스 진단이 가능한 제품 

개발을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진단시약을 중심으로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장은 높아진 글로벌 인지도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

보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

저,‘20년 5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정식 발표되어 체외

진단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일반 의료기기와는 별도로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상 위

해도가 낮은 부분은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품질

향상 필요 부분은 안전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이 법의 주

요 골자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

한 제품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씨젠은 최근 코로나 주요 변이 바이러스를 한

번에 구분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multiplex) 진단키트’

를 개발했는데, 해당 제품은 인공지능 설계기술을 바탕

으로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년부터 이러한 첨단기술을 결합한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국내 주요 기업-병

원간 협력을 통한 액체생검용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및 

암 진단 체외진단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바이오 빅데

이터 정보를 수집하여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바이

오마커 발굴 및 RT-PCR기반의 진단키트 개발을 지원하

고 있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에 이르는 전염병 유행을 겪

으면서,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 및 방역에 필요한 필수장

비의 국산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에

서는 코로나19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

여 주요 전략품목(11개)을 선정, 방역장비 국산화 및 고

도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 중이다.표 2-8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 반도체, 의료기기 등 핵심

업종(BIG3)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

고를 위한 중점 과제를 도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기개발이 어려운 품목(인공신장기, 이동형 ECMO)

의 R&D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핵심 기술

력 확보를 통한 전략품목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급증하고, 산업 전

반에 디지털이 접목되면서 기존제품의 혁신은 물론 디지

털 치료기기(DTx), 전자약 등 신개념 의료기기가 등장하

고 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루닛은 환자의 

흉부 X-ray 영상을 이용하여 폐결절, 폐경화, 기흉 등 주

요 폐질환 판독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식약

처 허가를 득하였으며, ‘20년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혁

신의료기기로 지정받았다. ’21년부터 보건복지부, 식약

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디지털 치

료제(DTx), 전자약 등 디지털 기술이 다양한 질병 치료

표 2-8 필수	방역	기기	수급	안정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11대	전략	품목(안)

구분 내 용

(단기) 

‘20년~’22년

 ① 인공호흡기, ② 핵산추출기, ③ 진단키트, ④ 검체채취키트,  

 ⑤ 이동형CT, ⑥ 언택트 모니터링 시스템, ⑦ AI영상진단, ⑧ 자동흉부압박기

(중장기) 

‘23년~
 ⑨ ECMO, ⑩ PCR장비, ⑪ CRRT(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인공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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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실증 선제적 지원을 위한 합동 

가이드라인을 수립,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지원을 강화

할 예정이다. 또한‘20년 6월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

럼(IMDRF)’ 운영위원회에서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규

제 실무그룹(Artificial Intelligence Medical Devices, 

AIMDs)’의 초대 의장으로 식약처가 선출되었다. 이 실무

그룹을 통해 대한민국 식약처 주도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의 정의・적용대상 등 각종 국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

정이다. 

4. 코로나19 진단시약 주요 기업 개발 현황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주요 기업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다.

(1) 수젠텍

구분 내 용

최신 동향

•  2020년 9월, 코로나19 항체 신속진단키트 ‘SGTi-flex IgG’가 미국 국립암센터(NCI) 성능평가를 통과

해 국내 최초로 FDA의 긴급 사용승인을 받음

•  2019년, 기존의 결핵키트는 환자의 객담(가래)으로 진단하는데, 세계 최초로 혈액기반 결핵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상용화함

•  2019년, 여성질환 전용 스마트 퍼스널케어 제품을 출시하여 특정시점의 농도 측정・단회성 검사의 한계

를 극복하였으며, 만성질환 전용 제품을 연구개발 중에 있음

•  2018년, 혈청특이항체검사 방법을 활용한 전자동 알레르기전용 다중면역블롯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함. 해당 시스템은 종합병원 및 검진센터 용으로 LG화학을 통해 국내 상급 종합병원 및 검진센터 

공급(150대), 중국 YHLO社를 통해 중국 종합병원 공급(411대) 하였음. 알레르기, 치매 등 다중분석으

로 확대 가능하며 2021년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진단을 목표로 연구개발 진행 중

매출 동향

•  코로나19 항체 신속진단키트를 개발하여 20년 1분기 매출액 5억원, 영업적자 21억원을 기록 했지만, 

본격적으로 판매된 2분기부터 흑자 전환하여 매출 242억원, 영업이익 202억원을 기록하였음

•  한국 식약처의 제조허가(수출용), 유럽 CE 인증, 미국 FDA 제품 등록 등을 마치고 현재 스페인, 인도네

시아, 브라질, 러시아 등에 수출 중임

(2) 씨젠

구분 내 용

최신 동향

•  2020년 6월,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는 물론 미국·캐나다 등 북미, 브라질·멕시코 

등 중남미, 중동과 인도·싱가포르 등 아시아를 비롯해 아프리카 등 세계 전역에서 씨젠을 코로나19 진단

키트 판매 중임. 67개국에 3000만 테스트 이상 수출한 것으로 집계 됨

•  2020년 2월, AI 기반 빅데이터 시스템 활용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성공

•  2019년 6월, 중남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브라질 벨로호리존치에 현지법인 ‘Seegene Brazil 

Diagnoticos LTDA’를 설립

•  2018년, 인공지능 기반의 시약개발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 세계 최초로, 질병 원인균 빅데이터와 자체개

발 알고리즘을 사용해 스스로 진단 시약 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

매출 동향

•  씨젠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18억원과 398억원,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748

억원과 1,689억원 기록함

•  씨젠은 2020년 상반기에만 영업이익 2,087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반기 대비 영업이익(224

억원)이 무려 10배 증가한 규모임

최신 동향

•  2020년 6월,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는 물론 미국·캐나다 등 북미, 브라질·멕시코 

등 중남미, 중동과 인도·싱가포르 등 아시아를 비롯해 아프리카 등 세계 전역에서 씨젠을 코로나19 진단

키트 판매 중임. 67개국에 3000만 테스트 이상 수출한 것으로 집계 됨

•  2020년 2월, AI 기반 빅데이터 시스템 활용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성공

•  2019년 6월, 중남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브라질 벨로호리존치에 현지법인 ‘Seegene Brazil 

Diagnoticos LTDA’를 설립

•  2018년, 인공지능 기반의 시약개발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 세계 최초로, 질병 원인균 빅데이터와 자체개

발 알고리즘을 사용해 스스로 진단 시약 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

매출 동향

•  씨젠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18억원과 398억원,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748

억원과 1,689억원 기록함

•  씨젠은 2020년 상반기에만 영업이익 2,087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반기 대비 영업이익(224

억원)이 무려 10배 증가한 규모임

(3) GC녹십자MS

구분 내 용

최신 동향

•  2020년 상반기, 진단기기 및 혈액투석액 등 주요 사업 부문에서 성장세를 이어가 실적이 개선됨. 2020

년 5월부터 음성 제2공장의 생산이 개시되면서 혈액투석액 부문이 10% 이상 성장

•  2020년 10월, 1900만 달러(220억원) 규모의 진단키트 및 기기 수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스위스, 프랑

스 유럽 및 중동, 아시아 시장에 2020년 10월부터 제품 공급

•  2020년 7월, GC녹십자MS는 항체진단키트 2종과 분자진단키트 2종에 대해 수출용 허가 획득 완료

•  2019년 미래사업의 핵심동력으로 현장진단(POCT)를 선정 후, 2019년 6월 중국 호론(Horron)과 콜레

스테롤 측정시스템 ‘그린케어 리피드’의 공급 계약 체결

•  2018년 인도네시아 PT, MGH사와 338억 원 규모의 혈액백 관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

매출 동향

•  2018년 2019년 2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다 2020년 1분기 영업이익 5억 2000만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됨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6월 한달 간 총 약 520억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년 매출의 50%

를 넘는 수치를 기록

•  2020년 2분기 영업이익은 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 증가. 같은 기간 매출은 2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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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산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코로나19로 국산 진단시약을 중심으로 국산 의료기기 기

술력이 재조명 받고 있다. 높아진 인지도를 기반으로 국

내외 판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체 역량강화 및 기술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

인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국내외 인허가 강화에 따라 규제(RA) 전문인력 양

성 및 전문정보 제공을 통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20년부터 의료기기 유럽인증(CE) 규

정(MDR)이 강화되었고, 국내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 내 규제준수책임자, 임상연구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

는 ’20년부터 유럽인증 관련 임상설계, 평가보고서 작성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21년부터 

전문성 강화 코칭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체

외진단의료기기법 제8조에 따라 법령상 교육의무가 있는 

필수인력을 대상으로 직무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21

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유망분야 시장 선점 및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화 

R&D지원 등 기술력 확보에 대해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국산 의료기기 핵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

년부터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운영, 

치과·영상진단·광학 등 주력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

한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포스트 코로나「의료기

기산업 혁신 전략」(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 종합계획)

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사업화, 글

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구체

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1. 글로벌 화장품 산업 변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경봉쇄, 입국제한 등의 이동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시행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

산되면서 화장품 산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온

라인과 비대면 구매가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고, 재택근

무로 인해 홈 뷰티케어 수요와 친환경 화장품 등이 새로

운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 일상 

생활화되면서 피부 관리를 위한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색조화장품 보다는 기초화장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면서 피지분비, 각

질생성, 세균 번식 등의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서 피부 트

러블을 진정 시켜주는 스킨케어 등의 기초화장품, 클렌징 

제품에 대한 니즈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매장이 폐쇄되고, 신체접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언

택트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소비트렌드가 되면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 모바일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해 제

품을 구입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 트렌드로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미용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셀프

케어, 친환경 화장품 등이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반 비대면 채널의 활성화로 우

선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이동이 급증하였다. 비대면 소비 

트렌드 붐을 타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 비중이 

급격하게 이동하면서 이커머스(E-Commerce)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의 다양한 채

널을 이용하여 제품을 구입하면서 온라인으로의 화장품 

구매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제품의 용기를 플라스틱이 아닌 친환경 소재

로 개발하거나 용기 및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브랜드들도 

늘고 있다. 한번 쓰고 버리는 화장품 용기와 포장재에 대

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

비자들 또한 불필요한 포장을 없애고 재활용 가능한 환

경 친화적 포장재나 용기를 사용하며 환경보호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이 늘면서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그린슈머'가 

늘어나고 있다. 

2. 주요 글로벌 기업 동향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개인

코로나19의 화장품 산업 영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 

김미희, 김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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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맞춤형 화장품 시장이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부

각되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지난해 맞춤형 화장품 제

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화장팩 마스크를 만들어주는 서비스, 전문 기기로 측정

한 피부 상태에 따라 성분을 즉석에서 배합해 만드는 맞

춤 세럼 등 피부 측정부터 진단, 제품 제조까지 원스톱으

로 맞춤형 피부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화장품기업인 로레알은 세계 최대의 소비자 가전 

및 기술 전시회인 CES 2021에서 ‘맞춤형 립 메이크업 제

조 시스템’, ‘즉석 토너 패드 제조 장치’ 등을 선보였다. 인

공지능을 활용해 고객의 피부톤에 적합한 입술 색상을 추

천하고, 현장에서 즉시 립 메이크업 제품을 제조해주는 

온&오프라인 연계 맞춤형 기술이다. 또한 새로운 뷰티테

크의 혁신인 ‘로레알 워터 세이버’를 선보였다. 로레알 워

터 세이버는 로레알이 환경 혁신 기업 기요자와 공동 개

발한 지속가능한 헤어케어 시스템으로 살롱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진보된 기술을 통해 고급스러움과 효율

성을 향상시켰으며 물 절약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인공지

능 기반의 가정용 개인 맞춤형 화장품 디바이스인 ‘페르

소’(Perso)를 선보였다. 페르소는 로레알 테크놀로지 인

큐베이터(Technology Incubator)가 개발했다. 높이 약 

16.5 cm, 무게 약 450g의 세련된 외형을 가졌다. 4단계

의 과정을 거치면 맞춤형 화장품을 즉석에서 만들어낸다.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사용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개

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도 로레알은 잠재력이 있는 화

장품이나 코스메슈티컬 브랜드를 다국적으로 인수합병

(M&A)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뉴노멀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소비자 행태

를 고려하여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에게 탁월

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품의 품질을 느낄 수 있도

록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 니즈를 충족 시키고 있다. 

에스티로더는‘아이매치 쉐이드 엑스퍼트’는 카메라로 피

부톤을 분석해 찰떡 셰이드를 찾아주는 동시에 피부보다 

어둡거나 밝거나, 또는 쿨톤이거나 웜톤이길 원하는 취향

별 셰이드를 실패 없는 범위 내에서 골라준다. 랑콤은 혁

신적인 뷰티 테크놀로지를 경험할 수 있는 과학적인 피부 

진단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킨 스크린’은 피부 

얼굴 전체를 촬영해 일반광, 편광, UV광의 3가지 광선을 

통해 피부상태를 분석하는 피부진단기기다. 주름, 색소, 

안면 스팟, 다크 스팟, UV 손상, 피부결, 홍조, 모공까지 

8가지 피부 상태를 측정할 수 있으며, 피부상태와 고민에 

따른 맞춤 스킨케어 솔루션을 제공한다.

글로벌 색조화장품기업은 맥은 글로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TRY IT ON’ AR 체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맥

의 200여 가지 이상의 컬러 및 텍스처 조합을 립이나 아

이 메이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실적 시뮬레이션이 가능

하다. 또한 앱을 통해 색조 화장품을 테스트하고 온라인 

매장에서 쉽게 구매까지 할 수 있다.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12위인 아모레퍼시픽도 맞춤형 

화장품과 IT를 결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CES 2021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객의 피부 톤에 적합한 입술 색깔을 

추천하고 현장에서 즉시 립 메이크업 제품을 제조해주는 

“립 팩토리 바이 컬러 테일러”로 혁신상을 수상했다.그림 

2-10

3. 국내 화장품 산업 변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로 인해 집

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되면서 다양한 소비 패턴 의 변화

를 가져 왔다. 비대면, 비접촉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온라

인, 모바일 등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언택트 소비 트렌드로의 이동이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비대면 화장품 유통이 부각되면서 오프

라인 매장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비대면 온라인 시

장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주요 화장품 기

업들이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마케팅으로 전환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화장품 유통의 변화뿐만 아니라 

세균과 바이러스, 환경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가치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과 브랜드들의 기

업 철학, 그리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

화로 가치 소비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마스크 장기 착

용에 따른 피부 트러블이 증가하면서 유해한 화학 성분이 

배제된 기초 화장품을 찾는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

연스럽게 클린 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미 선진

국에서는 클린뷰티에 대한 인기가 높았지만, 최근 국내에

서 환경을 생각하고, 성분을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가 증

가하면서 친환경, 식물성, 업사이클링 등 클린뷰티가 새

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클린뷰티는 유해 성분 없

는 깨끗한 화장품을 뜻하며,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성분을 넣지 않고, 동물성 성분을 사용하지 않거나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으로 코로나 19로 방역, 위생, 

건강이 중요해지면서 업계에서도 클린뷰티에 특화된 화

장품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모든 

경제 활동을 즐기는 것을 뜻하는 ‘홈코노미(Home + 

Economy)’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화장품 분야뿐 아니라 

요리, 운동, 공연, 예술 분야로 비대면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홈코노믹 트렌드에 맞춰 화장품 업계에서 가심비

의 프리미엄 제품, 자연유래 성분을 포함한 안전하고 믿

을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한 수요와 니즈가 늘어나고 있고, 

그림 2-10 주요	글로벌	화장품	기업	기술

로레알‘페르소’(Perso) 에스티로더 ‘아이매치 쉐이드 엑스퍼트’ 랑콤 ‘스킨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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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 기업들은 비즈니스 트렌드에 맞춰 제품개발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코로나 19로 인한 변화 방향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소비트렌드는 "온라인, 

친환경, 셀프뷰티"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관

리를 스스로 하는 홈케어족이 증가하고 있고, 화장품을 

쇼핑하기 위해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온라인을 이용한 제품 구매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화장품산업의 유통채널이 오프

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비대면 유

통채널, 라이브 커머스 등 비대면·비접촉 소비 확대로 오

프라인 매장은 직격탄을 입었고, 반면 언택트 디지털 시

장은 크게 성장하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화

장품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11조

3933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도인 2019년 1월부터 11월

까지 누적인 11조1917억 원 보다 1.8% 많은 수치다. 이

에 업계에서는 온라인 시장이 부각 되면서 새로운 플랫폼 

입점 전략 강화 등 디지털 채널 투자에 더욱 집중하고 있

고, 최근에는 화장품을 배달앱을 통해 구입하는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과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앱)에서 구매한 제품을 최대 3시간 안에 배송

하는 서비스도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피부트러블 진정 등을 위한 

친환경 성분을 함유한 저자극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면서 친환경 소비트렌드가 자리를 잡고 있다. 또한 업

계에서도 불필요한 포장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

경적인 포장재나 용기 등을 사용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

다. 특히 최근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소비

의 가치를 중요시 하는 ‘가치소비’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윤리적 소비, 환경 보호 의식이 커지면서 이를 지향

하는 그린 슈머들이 늘면서 클린 뷰티, 비건 화장품 등 성

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업계에서도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 친환경 소재 제품개발, 친환경 포장재 개발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최초

로 화장품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고, 화장품 ODM 

기업인 한국콜마도 플라스틱 사용이 불가한 캡을 제외한 

본체를 종이로 대체한 종이 튜브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피부

과나 에스테틱을 방문하기가 어려워지자 자연스럽게 홈

케어, 셀프케어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홈뷰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는 마스크 착용 시간이 길어지

면서 피부 트러블로 고민하는 사람이 증가해 셀프케어 제

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이후 

피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마스크팩, 홈에스테틱 제

품, 헤어, 네일 등 집에서도 손쉽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아

이템 등을 이용하는 셀프 뷰티가 각광을 받으면서, 업계

에서도 이러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LED마스크 등 가

정용 홈에스테틱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셀프 뷰티 트렌드

가 형성되면서 뷰티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

다. 이는 자신을 가꾸기 위해 돈을 아까지 않는 가치소비

와 함께 주목할 만한 소비 행태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셀프뷰티 수요증가는 새로운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는 화장품의 새로운 소비트렌드와 유통 

채널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화장품은 짧은 제품주기로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는 여러 가지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제품을 비교하고 

경험하며 빠르게 이동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소비 트렌드를 재빨리 파악하고 이를 반

영한 제품을 제작하여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코로

나 19 여파에도 화장품 수출은 한류 붐과 K-뷰티 브랜드

의 영향 등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매년 수출액이 증가

하고 있다. 정부는 K-뷰티가 혁신제품 개발, 한류 확산 등

에 힘입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부각되었

고, 바이오·피부과학 등과 융합한 화장품 기술 발전, 소

비자 맞춤형 화장품 등장 등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 K-뷰티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K-뷰티 혁신 종합전략”을 발표하였다. 화장품 기업 

및 연구기관, K-뷰티 체험·전시공간, K-뷰티 아카데미

(교육) 등 한류 연계형 문화·관광 융합 콘텐츠 연계를 통

한 ‘K-뷰티 클러스터’ 정책 기조에 따라 가치사슬별 지원

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때 진정한 ‘화장품산업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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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동향 

Allied market research사의 추계에 따르면 세계 의료

관광 시장 규모는 2027년 $273,722백만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CAGR 또한 12.8%에 달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의료관광시장의 충격은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의료서비스 수요자들의 증가로 급격

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497천명으로 2010

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년 기준 

전체 외국인환자 중 입원환자는 약 5%, 외래환자 95%

로 외래환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환자가 약 163천명으로 전체 외국인환자의 약 33%

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환자수의 증가율은 태국, 베트

남, 카자흐, 우즈벡, UAE 등 국가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표 2-9

의료해외진출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도입(’16년 6월) 

이후 21년 5월까지 총 104건이 신고되었다. ‘16년 10건

에서 ’20년 25건, ‘21년은 5월까지 13건이 신고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는 

중국으로 49건, 그 외 베트남(12건), 몽골(8건) 등 국가에 

진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진료과는 피부·성형

분야가 40건, 치과 19건 등으로 많은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고 있다. 진출형태는 의료기관 개설·

운영이 40건으로 가장 많고 수탁운영·운영컨설팅, 종사

자 파견 등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표 2-10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사업 동향 및 

정책 현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기획단

송태균
2.  주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정책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가는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의 경

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은 다양한 지원정책 및 사업을 추

진해오고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제

도’,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지역특화 의료기

술 및 유치기반 사업’ 등을 통해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

의 의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

대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해외진출 컨설팅

(GHKOL) 지원’,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사

업’ 등을 통해 의료시스템이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표 

2-11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 

표 2-9 연도별	외국인환자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입원 7,987 11,945 14,809 20,137 23,855 24,489 26,276 27,678 27,879 24,449 

외래 73,802 110,352 144,655 191,081 242,646 272,400 337,913 293,896 351,088 473,015 

합계 81,789 122,297 159,464 211,218 266,501 296,889 364,189 321,574 378,967 497,464 

표 2-10 연도별	의료해외진출	신고	건수

연도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5월

신고건수 104 10 14 20 22 25 13

국가 중국 베트남 몽골 카자흐 UAE 태국 기타

신고건수 49 12 8 7 4 3 21

표 2-11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주요	정책·사업	현황

구분 주요 정책 내용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

•  국제의료서비스의 질 및 환자 진료 안전성을 평가하여 우수 의료기관 선별 지정 

•  지정서(유효기간 2년)・지정마크 교부, 지정기관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전자비자 발급 우대, 

환자 유치 관련 운영자금 융자 지원 등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  미용・성형 영역의 과도한 수수료 수취 방지 및 진료비용의 투명성제고를 통한 외국외국인

    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및 활성화

•  ‘16년 4월 시행 이후 법 개정으로 ’20년까지 적용기간 연장. ‘20년 코로나19로  ’22년 12월

까지 제도 연장 운영

지역특화 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사업

•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유망 의료기술 발굴, 해외홍보 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인프라 구축 등 지원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  우수 진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단계별・규모별 맞춤형 지원

•  공모사업 형식으로 단계별・규모별 소요비용 지원(최대 3억원, 자부담 30% 이상)

해외진출 컨설팅(GHKOL) 

지원

•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의료기관에 현지 국가의 법・제도, 금융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지역・분야별 민간 전문위원을 활용하여 온라인・현장 컨설팅, 정기 세미나 등을 통해 지원



60

바이오헬스 산업의 넥스트 노멀: 포스트코로나를 맞는 한국의 과제

. 코로나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환경변화 612. 코로나19의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

절차가 실시되면서 진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중증의 외

국인환자들이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의료기관 격리지침(보건복

지부, ‘20.7.20 시행)’을 시행하였다. 이 지침에 따르면 외

국인 환자가 한국에서 진료를 받고자 의료기관과 사전 진

료 예약 후 입국하는 경우 해당 중증 외국인 환자는 진단

검사 후 즉시 해당 의료기관으로 이송·격리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도 외국인환자 확인증 발급 

대상인 중증 외국인환자의 사증 발급이 지연되어 치료

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사증 우선심사"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12개소

의 상급·종합병원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고 20개 국가 

101건의 외국인환자 확인증이 발급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 간 이동의 감소로 의료관광산업

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많은 국가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양한 정책들

이 추진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엄격한 입국 기준

을 적용하여 ‘20년 7월 1일부로 6개국 (인도네시아, 싱가

포르, 일본, 호주 등)을 대상으로 의료관광을 재개하였다. 

말레이시아 입국 전 14일간의 병실 자가격리 및 코로나

19 음성판정 된 환자에 한하여 의료관광 입국이 허용된 

것이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등을 통해 말레

이시아 의료관광 이미지를 유지하고 화상진료를 통한 기

존 고객 관리를 추진하였다. 그 외에도 휴양국가의 장점

을 활용한 의료와 웰니스 관광 산업 연계 확대를 추진하

는 등 의료관광산업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

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태국 정부 또한 엄격한 입국 기준 

하에 의료관광을 허용하여 휴양시설을 활용한 의료관광 

환자 유치가 ’20년 9월부터 재개되고 있다. 코사무이, 푸

켓 등 4개 지역 웰니스 시설을 의료관광객 격리장소로 활

용하여 입국 3일 전 음성판정 → 입국 → 14일 격리 순서

에 따른 절차를 활용하며 외국인환자의 진료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터키는 ‘20년 5월부터 ‘안전관광 인증’ 프로

젝트를 개시하여 코로나19 확산 중에도 의료관광객 유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31개 국가를 대상으로 covid19st.

ushas.com.tr에서 의료관광자 및 보호자 최대 2명까지 

사전 등록 승인이 완료된 고객을 대상으로 의료관광을 허

용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19에 대해 부담을 갖는 환자

들을 위해서는 외국인관광객 대상 코로나19 보험을 15 ~ 

21 유로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적극적인 환자유치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특히 매일 전달되는 감염 관련 재난문자와 함께 개인위

생, 감염통계, 백신접종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에 노출

되면서 국민 모두가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이해와 관심

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런 변화와 함께 감염병 유행 상황

이 만들어낸 일상의 디지털 전환과 드라이브쓰루, 전화상

담·처방 등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경험은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도입 논의가 지체되고 있는 디지털 기반의 보건의

료서비스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불신을 일정 부분 해소시

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헬스케어와 같은 미래기술은 여러 가지 혜택이 기

대됨에도 불구하고 초기도입 단계에서 다수 국민이나 이

해관계자가 실현될 이익과 발생할 부작용을 가늠할 수 있

는 정보에 취약하기 때문에 도전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다. 그렇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

염병 유행의 주기적, 정기적 발생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

에서, 디지털헬스케어는 지속가능한 미래의료를 위한 의

료서비스의 혁신 수단으로써 검토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코로나19를 대응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

타난 상황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전달체계 전반에

서 지속가능한 미래의료를 위협하는 상황을 분석하고, 디

지털헬스케어 기술의 기능과 강점에 근거하여 의료서비

스 디지털 전환을 대비하는 과제를 찾고자 하였다.

1.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전략 마련

감염병 유행상황에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감염

이 일어날 수 있지만, 특별히 의료기관에서 감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초기 

중국 우한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외국의 의료붕괴 사례

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염병 발생 초

기부터 디지털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

여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했는데, 그 사

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예방 및 검사영역에서는 스마트

검역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며, 확산방지를 위한 환자·접촉

자 관리(코로나19역학조사지원시스템,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앱), 선별진료소의 원격의료용 아이로봇(iRobot) 도

입 등이 있었고, 모니터링 영역에서는 의료기관-생활치

료센터 간 모니터링, 건강증진사업의 비대면 서비스 전환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헬스케어와 지속가능한

미래의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서비스혁신단

이예진, 연미영, 임영이



62

바이오헬스 산업의 넥스트 노멀: 포스트코로나를 맞는 한국의 과제

. 코로나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환경변화 632. 코로나19의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

등이 있었다. 특히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국민이 의

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시적 특례로 2020년 2월부터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하

였다.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대

상으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

성을 인정하는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

고도 전화로 처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시적 허용이기

는 하지만 국내에서 최초로 허용된 의료인-환자 간 비대

면 의료서비스였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청구 내

용을 기준으로, 전화상담·처방의 누적건수는 2020년 6

월 말 기준 56만건
61)

, 9월 말 기준 77만건
62)

에 이르는 것

으로 집계되어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조치를 통해 대다수 의료기관이 감염병으로부터 안

전하게 관리되었지만, 유행이 장기화 되면서 일부 의료기

관에서는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기도 하여, 의료기관별 인

프라와 인력수준 차이에 따라 위기대응 수준이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시도에

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

은 불가피하게 일반진료를 축소·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므로 경영 악화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의료진

은 업무난이도와 강도가 높은 의료현장에서 방호복 착용

과 같은 부담이 장기화되면서 이탈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

생하기도 한다. 코로나19 이후라도 안정적으로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

관과 의료서비스 경로 전반의 위험도를 측정하고 이 과

정에서 감염발생의 위험을 일으키는 접촉을 줄이도록 시

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의료

기관 내·외에서 효율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디지

털 기반 진료시스템과 함께 의료기관간 연계를 통한 감

61)　 김지애 외(2020)

62)　 히트뉴스(2020.10.29.)

염병 대응시스템을 보다 유기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의

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진을 보호해 안정적인 진

료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

나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 확산 상

황에서도 병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지원

과 투자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개별 재정상황에 따라 매

우 차이가 나게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의료기관간 

격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NHS Long Term 

Plans’ 및 ‘Innovation and Technology Payment(ITP) 

Programme’, 미국의 ‘Digital Health Innovation 

Action Plan’, 독일의 ‘Digitale-Versorgung-Gesetz’ 

등 주요국에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의료기관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외 사례를 참고하

여,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 실태분석을 통해 보건의료 

전달체계 내에서 보다 확장성 있게 활용될 수 있는 전략

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중심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지원 정책 필요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의도치 않게 

각국의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되었

는데, K-방역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모범적이라는 평가

가 있지만, 감염유행 초기 대구지역 집단 발생 시에 나타

난 여러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대한 성

찰적 재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그동안 꾸준히 제

기되어 오던 지역별 공공의료기관, 병상, 보건의료인력의 

확충 및 분배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진전되어야 함을 시

사하였다.

특히, 감염병 유행처럼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는 계층 간 

사회경제적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데, 확대되는 기술기반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용성 차이로 인한 건강불평등과 함

께 점차 고령화되는 인구구조 속에서 감염병에 취약한 노

인이 농촌 등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속가

능한 미래의료를 대응하는데 사회적 부담요인이 될 수 있

다. 때문에 사회경제적 격차가 건강격차로 이어지지 않도

록 지역보건의료시스템을 보다 세밀하게 설계하고, 취약

인구집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취약지역

에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인력을 확충하는 계획만으로

는 의료재정과 보건의료 인력자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격

차를 해소하는 충분한 방법으로 제안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 다양하게 경험한 

63)　 박대웅 외(2020)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문제해결 성과를 공공의료와 지역

사회 중심의 의료 혁신에 결합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

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전적 시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0년 10월 의료인을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첨단 보건의료

기술의 임상 적용에 대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1.5%로 나타났으나, 비용에 대한 부담, 안전성에 대한 

검증 부족,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 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3)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써 디지털헬스케어의 융합은 안전성과 효과성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선

결과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공공의료 모델을 개발하

그림 2-11 첨단	보건의료기술의	임상	적용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첨단 보건의료기술 임상 적용 변화] [첨단 보건의료기술 활용 관련 우려사항] 

출처: 박대웅 외(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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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증함으로써, 다수 국민의 수혜 경험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고 보건의료서비

스 전달체계 내에 디지털 혁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2-11

3.  사전예방적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일차의

료의 혁신, 디지털헬스케어에서 찾아야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19는 환자의 규모, 전파력, 전

파속도의 측면에서 매우 이례적이었고, 여러 일상생활 영

역에서 시민들의 행동양식이 변화되었는데, 특히 기저질

환 보유자에게 감염으로 인한 사망과 합병증 발생의 위험

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고위

험군의 병원 등 의료이용에 큰 변화가 있었다. 국회예산

64)　 김진이(2020)

처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산기간 동안 건강보험 진료 및 

의료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매해 크게 증가하던 진료비 

증가율이 2020년 상반기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요양

기관 종별로 보았을 때 병·의원, 보건기관의 이용이 종합

병원 이상급과 비교하여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64)

 이와 같이 병·의원 의료이용량의 급격한 감소

는 응급하지는 않으나 필수적인 의료의 공백과 단절을 의

미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합병증을 발생시키고 중

증으로 이어져 질병관리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고령화 등으로 인해 미래 의료비 부담이 

예측되고 이를 경감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만성질

환관리 등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일차의

료기관의 경영악화와 역할약화는 순차적으로 의료전달

체계에 위험 부담이 될 수 있어 주목해야 할 문제로 보인

다.그림 2-12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는 수혜 대상 집단의 크기가 크고 서

비스 영역도 광범위하여 지역사회 친화적이고 인구 접근

성이 높은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

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랜기간 일차의료기관의 만

성질환관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대상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건강

관리서비스의 특성 상 서비스 전달경로가 복잡해 인력중

심 지불체계를 수립하기가 어렵고, 투약 등 처방 중심의 

질환관리에 비해 장기적 효과를 기대해야 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비용지불 주체들이 소극적이어서 좀처럼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실제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헬스케어코디네

이터의 역할과 비용이 설계되었으나 현실성이 없어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조차 이들 인력을 고용하

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렇

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이 있

을 때 위중증 및 사망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65), 보다 접

근성이 좋고 실제 적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 모

델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제공방안 중 하나로 미국, 독일 등처럼 검증된 건

강관리앱 등 소프트웨어를 처방할 수 있어서 만성질환관

리의 일정 역할을 디지털 기술이 보완·대체할 수 있다면 

보다 실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디

지털 기술 기반 의료서비스의 도입은 일차의료의 서비스 

수준 및 이용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에 따른 의료비를 절감하여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서

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65)　 SungA Bae 외(2021)

4.  라이프로그를 활용한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

료서비스를 통해 건강사회 미래상 제시

앞서 설명한 디지털기술 기반 보건의료서비스가 확대되

면 보건의료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던 의료기관 중심의 서

비스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건강 및 질병 

관리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

다.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서비스의 효과성은 개인의 자

기주도적 건강생활 실천능력의 함양이 필요한데, 특히 건

강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인 디지털헬스리터러시

(Digital Health Literacy)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의료정보, 다양한 기기

의 연동을 통해 축적되는 일상정보, 개인의 건강에 영향

을 미치는 환경정보(기상정보, 재난정보), 기타 정보(교통

정보, 통신정보, 위치정보 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

되는 정보를 활용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생태계 구

축을 통해, 개인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

계되어야 할 것이다.그림 2-13

그림 2-12 코로나19	확산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	및	의료이용	현황

[연도별 건강보험 의료이용 현황(증가율)] [전년도 상반기 대비 종별 건강보험 진료현황(증가율)] 

출처: 김진이(2020)

그림 2-13	건강사회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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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거기반 디지털헬스케어의 미래 가치, 이제

는 함께 찾아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신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도입

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질적 혁신이 뒷받침되

어야 한다. 현재 디지털헬스케어의 의료전달체계 내 도입

은 의료의 질과 효율성 제고라는 단기적 효과를 비롯하

여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형평성 제고 

등 여러 측면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 부족과 입장 차이로 

지체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누적되고 있

다. 

디지털헬스케어가 의료서비스에 안정적으로 편입되기 위

해서 임상적 유효성·유용성, 환자안전성, 경제적 효과

성에 대한 근거와 기술적 혁신 성과를 입증하는 것은 선

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의료현장에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과 서비스를 적용하고 근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

관이 적극적으로 테스트베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 디지털헬스케어 활용 기반 

마련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전주

기에 걸친 체계적인 정책 수립·조정, 산업진흥 기반 구

축, 제도개선 및 사회적 합의 기전 마련 등에 대한 법·제

도를 정비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

하여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의 효율적·효과적·장기적 추

진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할 것

이다. 둘째,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사회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질병 발생 시 사후 치료 중심이며, 이에 맞게 의

료전달체계와 지불체계가 설계되어 있다. 즉, 구조적으로 

질병의 사전예방, 환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건강관리 서

비스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건

강정보의 수집·통합·활용이 가능한 환경 구축이 필요하

며, 제도개편 시 사후 진단·치료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관리 강화의 영역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두 가지 갈래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선순환구조의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가 구축되고, 새로운 서비스·비즈니

스 모델 개발을 위한 환경(인프라)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임상적 유효성·유용성, 환자안전성, 경제적 

효과성이 보장되고, 국민 건강증진 기여에 대한 근거가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서비스의 요양급여화 추진, 

안전한 산업생태계 구축 및 민간 산업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규제샌드박스 포함) 등을 통한 네거

티브 방식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

적·제도적 지원은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서비스를 활용

하는 의료인과 환자의 참여와 경험을 유도할 수 있고 의

료 현장에서의 수용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 내 

디지털헬스케어의 신뢰와 가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직면하게 되

었고, 보건의료영역 또한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많은 

도전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보

건의료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기반 보건의료서비스의 활성화를 위

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수출 통상 및 정책 동향

The Next Normal
on Biohealth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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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2000~2020년)

1. 국내 바이오헬스 수출 동향

2020년 국내외 경제는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성장률 둔

화,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

었으나,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지

난 20년 간(’00~’20) 20배 외연을 확장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0년 11억 달러에 불과

했던 바이오헬스 수출은 50억 달러에 달하기까지 12년이 

소요되었으나, 그 후 100억 및 200억 달러를 돌파하기

까지 불과 각각 4년으로 달성 기간을 단축하며 급격한 양

적 성장을 이어가는 중이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그간 수

출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키워드는 내수시장 탈피 

노력, 선진시장 진출 가속화와 수출국 다변화 등으로 표

현할 수 있으며, 질적·양적으로 동반 성장하며 수출 유망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그림 2-14

과거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유수의 글로벌 다국적 제

약·의료기기 기업에서 판매하는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

품 및 고가 의료장비 등 관련 품목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

존하는 산업 구조였다. 그러나 국내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유럽 지역에서 인허가 획득 후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무역

수지 적자폭이 점차 개선되었고, K-Pop, K-Beauty 등 

新한류의 영향으로 국내 화장품의 대외 인지도가 향상됨

에 따라 2016년 무역수지가 최초 흑자로 전환되었다. 이

후에도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며 흑

자폭이 매년 확대 추세에 있다.

국내 개발 신약의 글로벌 시장 출시가 본격화되고, 해외 

기술이전이 확대되는 등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

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제약기업 중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 및 미국에서 퍼

66)　 셀트리온(2021.02.22.)

67)　 관세청 수출 통계 기준으로 연역물품에 해당하는 HSK 3002149000, 3002150000 두 개 품목의 2020년 수출액 합계 값으로 산출함

스트 바이오시밀러를 획득하며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2020년 3분기 기준 유럽시장에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

밀러 제품 중 램시마와 트룩시마는 전체 시장에서 각각 

52.8%, 38.0%를 점하며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이

미 대체하였다. 또한 허쥬마의 경우 15.9%로 아직까지 

오리지널 제품 허셉틴의 54.2%보다는 점유율이 낮으나 

경쟁중인 4개의 바이오시밀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침투

율을 기록하며 해외 시장에서 선전중이다.
66)

 이와 같이 

2020년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 및 위탁생산(CMO) 제

품은 독일, 터키, 미국, 벨기에 등 전세계 177개국에 판매

되었으며, 유럽 및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함에 따

라 바이오시밀러 수출 비중이 2020년 연간 전체 의약품 

수출에서 58.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67)

그림 2-15

수출 ・ 통상 및 정책 동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

신유원

주: 괄호 (     ) 안의 값은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 통계

그림 2-15 바이오의약품	월별	수출	동향(2014~2020년)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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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출의 주요한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바이오헬스 산업 중 유일하게 무역수지 흑자를 기

록하고 있다.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바이오헬스 산업 중 

규모가 가장 작았으나, 드라마, 영화, 음악 등 K-Culture 

등의 영향으로 한국산 화장품의 인지도가 중화권에서 폭

발적으로 증가하며 2016년 이후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출액을 뛰어 넘어섰다. 또한 2014년 최초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매년 그 흑자폭이 커지고 있다. 둘

째,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국 다변화 전략이

다. 중국, 홍콩 등 여전히 중화권 중심의 수출이 주를 이

루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불모지로 여겼던 미국, 일본, 

프랑스 등 화장품 선진시장과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

아 등 신남·북방 지역으로의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내 자국 브랜드의 성장 및 세계 글로

벌 화장품 기업 진출로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시장 개척을 통한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코로나19 이후 바이오헬스 신성장 수출 동력

과거 이미 경험한 사스(SARS)와 메르스(MERS)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와 달리 코로나19는 전파력이 매우 높아 

전 세계 팬데믹 상황에 이르는 등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해 국경간 이동이 제한되고 대면 활동에 차질이 

생기면서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야기

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와 방역 관련 물품 

등 국민보건과 직결된 필수 제품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

며 의료안보에 대한 위기의식 및 자급 필요성이 대두되었

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68)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1.2.22.)

품귀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 주도의 공적마스크 판매, 마

스크 및 손소독제 수출을 제한을 하는 등 마스크 수급조

정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

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민 보건에 영향을 미칠 중

요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

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 판도

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19년 기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출 비중은 국

내 총 수출의 2.9%로 2015년 1.7% 대비 1.2%p 확대되

었으며, 수출 순위가 3단계 상승하며 10위를 기록하였

다. 같은 기간 반도체(1위)와 일반기계(2위) 등 상위 품목

은 순위 변동이 없었으나, 선박류는 4위에서 9위로, 무선

통신기기는 6위에서 11위로 수출 순위가 하락하였다. 코

로나19 발생 이후 진단기기 및 소독제 등 위생용품의 수

출 급등과 더불어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수출이 지속적으

로 확대되어 2020년 연간 수출 순위는 7위로 올라서며 

2019년에 이어 또다시 3단계가 상승하였다. 불과 2년 전

만 하더라도 10위권 밖에 있던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출

이 단숨에 10위권 내로 급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신성장 

수출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수출 상위 10대 품

목 중 반도체를 제외한 전 품목의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

함에도 불구하고, 바이오헬스 수출은 상위 10대 품목 중 

전년 대비 18.8%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

였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바이오헬스 수출

은 2019년 9월 이후 2021년 1월 현재까지 17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9개월 연속 30% 이상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68)

 

이러한 기조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3대 신산업 

‘BIG3’(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집중 육성을 위해 

투자를 강화하는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표 2-12

코로나19 이후 소독제, 진단용제품 등 방역물품의 전 세

계적으로 수요가 확대되었고 특히 진단제품 기술력 및 선

제적 개발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진단용시약 관련 수출

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과거 진단용시약(진단키트 포

함)은 의료기기 총 수출액의 10% 미만을 기록하였으나, 

금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산 진단제품의 해외 수요

가 확대됨에 따라 2020년 3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며 

최초 의료기기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서며 수출 비중이 

38.0%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코로나19 대량 확진자가 

발생한 이탈리아, 미국, 인도, 독일 등을 포함한 185개국

으로 수출되었다. 그 중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네시아, 브

라질 등 국가는 과거 진단제품 관련 수출이 크지 않았으

나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진단제품 

수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

로 홈·셀프뷰티가 각광을 받으며 ‘마스크팩’과 ‘두발용

제품류’ 등 홈코노미 관련 화장품 수출이 증가하였다.그림 

2-16 

다만, K방역품목 등의 선전으로 바이오헬스 전체적으로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세부 품목별로는 명암이 갈리기

도 했다. 국내 진단기기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

력 품목이었던 ‘초음파 영상진단기’와 ‘임플란트’ 등의 수

출은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

국이었던 중국 내 대면 영업차질, 치과 운영 중단 및 내원 

환자가 감소하며 업체들의 실적부진으로 이어져 수출이 

감소하며, 2020년 상반기까지 의료기기 수출에 다소 부

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가 하반기 이후 

회복됨에 따라 3/4분기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반

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 및 재

표 2-12 바이오의약품	수출	순위	변화

순위 산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대비 증감률 순위 변동

1 반도체 629 622 979 1,267 939 992 5.6% -

2 일반기계 468 437 486 536 526 479 △8.8% -

3 자동차 458 406 417 409 430 374 △13.1% -

4 석유화학 378 362 447 500 426 356 △16.4% -

5 철강 302 285 342 340 310 266 △14.4% ↑1

6 석유제품 320 265 350 464 407 241 △40.7% ↓1

7 바이오헬스 89 109 126 149 157 217 18.8% ↑3

8 선박류 401 343 422 213 202 198 △2.0% ↑1

9 자동차부품 256 256 231 231 225 186 △17.2% ↓2

10 디스플레이 297 251 274 247 205 180 △12.2% ↓2

전산업 5,268 4,954 5,737 6,049 5,423 5,128 △5.4% -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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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근무가 장기화되면서 ‘색조화장용 제품류’의 수출 역시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3. 수출 동향 및 통상 정책 모니터링 강화 필요

금번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경제 및 무역에 부정적 영

향이 크게 나타난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당분간 이

러한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정책적으로 

의료물자 국내 자급도를 높이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바이오헬스 산업 연구개발 등의 중

요성도 인식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단키트 

및 의료물자 관련 각국이 시행하는 국경 간 통제나 수출

제한 정책 등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

지만, 수입관세 면제, 규제기관의 긴급승인제도 등은 해

당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공중보건 위기에 따라 각국은 의료물자 자급도를 높

이기 위해 관련 산업육성 및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깨닫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며, 국제협력도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가며 미국, 중국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의 수출 동향 및 통상 관련 이슈

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 애로사

항 수집 등을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 들어가며 

2019년 12월 처음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보고된 이후 동 감염병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69)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의료용품(medical products) 부족 현상

이 심해지고 무역체계에 교란이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

는 코로나19 관련 의료제품의 무역현황을 살펴보고 국가

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어떠한 무역조치

를 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통상쟁점과 향후 전

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69)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1년 3월 10일 현재 기준 전세계적으로 총 116,781,305명의 확진자와 2,595,734 명의 사망자가 발생, 한국의 경우 확진자 93,733명, 사

망자 1,648명을 기록하고 있다. 

70)　  WTO 발표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세계 상품무역은 2분기 대비 12.7% 감소하여 전 분기 대비 11.6% 증가했으나, 이러한 반등에도 불구하고 7-9월 교역량은 여전히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5.6% 감소한 상태다(WTO, 2020.10.6.)

71)　  2020년 3분기 수출 증가율은 2분기 대비 북미(20.1%), 유럽(19.3%), 아시아(10.1%), 중남미(3.1%), 기타 지역(3.3%) 증가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는 북

미(-9.0%), 유럽(-5.4%), 남미(-3.4%), 기타 지역(-11.4%)에서 여전히 감소한 수치이다.(아시아는 +0.4% 소폭 증가세로 유일한 예외) 상품 수입량은 2020년 2분기 큰 폭

으로 감소한 뒤 전분기 대비 3분기 북미(16.6%)와 유럽(15.0%)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수출 측면에서의 강세와는 대조적으로, 3분기 아시아 상품 수입은 소폭의 2.1% 증

가를 기록하면서, 중남미는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0.7% 추가 감소세를 기록했고, 기타지역 수입은 총 3.2% 증가했다. 북미(-4.7%), 중남미(-19.4%), 유럽(-6.4%), 아시아

(-4.7%), 기타 지역(-14.7%) 등 모든 지역에서 3분기 상품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WTO, 2020.12.18.)

2.  코로나19 관련 의료제품 교역현황 및 각국의 

무역조치 현황 

2020년은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해 전 세계 무역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코로나19 대응 

관련 의료용품(medical products)의 무역은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WTO가 지난 2020년 10월 6일 발표한 무역현황 및 전

망치를 살펴보면 2020년 세계 상품 무역은 9.2% 감소하

고 2021년에는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GDP는 2020년 4.8% 감소했다가 2021년에는 4.9% 증

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70)

 

지역별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무역량이 저

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 세계 3분기 수출입은 2분

기에 비해서 증가하긴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양

상을 보이고 있다.
71)

그림 2-17

그림 2-16 진단용제품	월별	수출	동향(2014~2020년)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 통계

코로나19 관련 무역변화 및 

주요 통상쟁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

이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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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보고서
72)

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세계 무역총

액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14%가 감소한 반면, 의료

제품 수출입은 15.8% 증가한 11억 3,900만 달러에 달

했다. 의료용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역

할을 했으며, 이러한 제품의 전 세계 무역은 29%(수출 

27.3%, 수입 30.8%)가 증가했다. 

여기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의료제품의 범

주(Product Scope)는 크게 분류하자면 의약품

(Medicine/Pharmaceuticals: 벌크 및 용해 의약품 포

함), 의료용 물자(Medical Supplies: 병원 및 실험실 소

비용; 알코올, 주사기, 거즈, 시약 등), 의료기기(Medical 

Equipment: 엑스레이, 수술용 장비 등), 개인보호용품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이하 PPE: 비누, 소

독제, 마스크, 보호안경 등)을 들고 있다.
73)

72)　 WTO(2020.12.22.)

73)　 World Trade Organization(2020.12.22.)

2020년 상반기 거의 모든 종류의 의료제품의 무역이 증

가했는데, PPE 50.3% 증가, 의약품 11.6%, 의료기기 

5.5%, 의료용 물자 5.5%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전 세계 

마스크 수입은 전년대비 90%가 증가하고, 호흡기 교역

도 57.9% 증가했다.표 2-13

코로나19 필수 의료용품의 대세계 주요 수입국은 2019

년 대비 프랑스 62%, 이탈리아 52% 등이 증가했고, 중

국의 대세계 수출은 전년 대비 180억 달러에서 550억 달

러로 3배 이상이 증가했다. 중국은 마스크 수출 관련 세

계1위 국가로, 전 세계 수출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또한 마스크 수입국으로서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2-14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수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대한 

교역량은 증가했지만, 동 제품들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며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유예, 수출금지 및 제한 

등의 다양한 무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부족한 필수 의

표 2-13 전세계	의료용품	수출입(각	연도	상반기	표시),	2018-2020년

상품 범주 
금액(USD, 백만) 성장률(%)

2018 2019 2020 2019/18 2020/19

수출 

전체 480,596 489,291 564,405 1.8 15.4

의료기기 66,356 67,706 70,516 2.0 4.2

호흡기 3,573 3,870 6,055 8.3 56.5

의료용품 83,579 85,425 94,062 2.2 10.1

의약품 261,450 267,383 298,665 2.3 11.7

PPE 69,211 68,776 101,161 -0.6 47.1

마스크 37,908 37,980 70,022 0.2 84.4

손 소독제 18,792 18,056 17,164 -3.9 -4.9

손 세정제 10,884 11,076 12,189 1.8 10.0

기타 보호커버 1,626 1,665 1,786 2.4 7.3

코로나19 대응 제품 146,908 148,600 189,144 1.2 27.3

수입 

전체 480,148 494,566 574,632 3.0 16.2

의료기기 66,146 68,017 72,637 2.8 6.8

호흡기 3,787 4,104 6,479 6.4 57.9

의료용품 81,675 83,689 91,214 2.5 9.0

의약품 265,333 275,274 306,996 3.7 11.5

PPE 66,995 67,586 103,784 0.9 53.6

마스크 38,109 38,606 73,515 1.3 90.4

손 소독제 17,281 17,059 16,879 -1.3 -1.1

손 세정제 10,140 10,385 11,593 2.4 11.6

기타 보호커버 1,465 1,536 1,798 4.9 17.0

코로나19 대응 제품 142,977 146,611 191,725 2.5 30.8

자료: WTO(2020.12.22.)

그림 2-17 전세계	지역별	상품	수출입	2012Q1	-	2020Q2	

주: Volume Index, 2012Q1=100

자료: WTO 및 UNCTAD 



76 77

바이오헬스 산업의 넥스트 노멀: 포스트코로나를 맞는 한국의 과제

. 코로나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환경변화3. 수출 통상 및 정책 동향

료용품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현재는 백신 및 치료제

가 허가를 받고 전 세계 공급이 시작되어 이를 확보하기 

위한 무역조치와 이를 위한 무역 분야의 협력도 논의되고 

있다.

2021년 3월 2일 현재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WTO에 통

보된 국가들이 취한 무역조치는 총 329건이다. 가장 많

은 통보를 한 국가는 브라질(43건), EU(22건), 미국(19

건), 쿠웨이트(16건), 아르헨티나(16건), 콜롬비아(15

건), 한국(14건)
74)

, 필리핀(14건) 순이고, 통보 분야로는 

TBT
75)

(135건), SPS
76)

(86건), 수량제한(61건), 시장접

근(20건), 농업(13건), 무역촉진(7건) 및 수출제한(7건), 

TRIPS 협정
77)

(2건) 순서로 많다. 

 코로나19 관련 WTO 회원국들의 통지의 약 3분의 2는 

TBT 및 SPS에 해당된다. 38개국이 통지하였고, 주로 

PPE, 식품, 의료장비 및 의료용품 그리고 의약품 관련 기

술 표준, 규정 및 위생검역과 관련된 조치들이다. 동 조치

들은 통상 60일 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지 않고 긴급

하게 제출되었다.
78)

 

3.  코로나19 대응 관련 무역의 역할 및 주요 통

상 쟁점 

무역과 국제통상정책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최

전선 의료인이나 국민들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PPE와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임

상시험 서비스와 의료용품에 대한 접근 보장 등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자국 내 부족한 재화는 무역을 통해 해

결할 수 있다. 

74)　  한국의 경우, 2021년 3월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재화 및 공중보건 관련 용품에 대한 수출제한 등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4건의 WTO 통보를 시행하였다. 예컨대 

2020년 10월 13일 통보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인간 건강 보호 및 필수용품 부족에 대비한 한시적 수출금지(Temporary export prohibition necessary to protect human 

health and prevent critical shortage of essential products in response to COVID-19 (included as part of a complete QR notification) (G/MA/QR/N/

KOR/3))’ 등을 들 수 있다. 

75)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무역기술장벽)

76)　 SPS: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 

77)　 TRIPS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정) 

78)　 World Trade Organization(2020.12.4.)

79)　 Francis Gurry(2020.6.)

80)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81)　 이번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WTO 회원국 중 40개국이 필수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 바 있다(WTO, 2020.9.18.)

82)　 2018년 기준 미국은 전체 PPE 수입 중 중국산이 48%, EU는 50%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히 비율이 높은 편이다(Chad P. Bown, 2020.3.26.)

83)　 곽동철(2020.8.26.)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 정책의 우선과제로서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대한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떠한 

장벽이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의약품 및 의료용품의 접근을 저해하는 요소로

는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의료용품 개발 및 생산 

능력 부족,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국가들의 무역조치, 내

부 운송 및 전달 매커니즘의 부족, 적절한 보건 시스템과 

인프라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79)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무역조치로는 크게 무역제한 

조치와 무역촉진 조치로 나누어볼 수 있다. 대표적인 무

역제한 조치로는 필수 의료용품에 대한 수출제한 등을 들 

수 있고 무역촉진 조치
80)

로는 관세인하나 면제
81)

 및 세관

절차 간소화 등이 대표적으로 이를 통해 무역비용을 감소

시키고 상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의약품, PPE 및 의료용품 

등의 국내생산이 부족하고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

아
82)

 GVC(Global Value Chain) 붕괴와 외국 정부의 수

출제한조치 등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83)

 또

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필수재화를 확보하기 위해 독일

과 프랑스는 마스크와 필수 의료기기에 대한 EU 역내 수

출제한 등을 단행한 바 있어 EU 내 결속력 약화 등에 대

표 2-14 코로나19	대응	필수	의료용품	수출입	상위	10개국(2020년	상반기	기준)

국가
금액 (백만 달러) 성장률(%)

2020/19

전체 코로나19 필수 의료용품 비중(%)

2019 2020 2019 2020

수출

중국 17,813 54,643 206.8 12.0 28.9

미국 23,318 23,182 -0.6 15.7 12.3

독일 16,928 16,961 0.2 11.4 9.0

네덜란드 10,683 10,771 0.8 7.2 5.7

멕시코 5,774 6,259 8.4 3.9 3.3

일본 5,791 5,800 0.2 3.9 3.1

벨기에 5,665 5,596 -1.2 3.8 3.0

프랑스 5,501 5,276 -4.1 3.7 2.8

말레이시아 3,816 4,440 16.3 2.6 2.3

아일랜드 4,741 4,204 -11.3 3.2 2.2

상위 10개국 비율 67.3 72.5

수입

미국 26,801 36,151 34.9 18.3 18.9

독일 11,918 16,753 40.6 8.1 8.7

중국 9,965 11,818 18.6 6.8 6.2

프랑스 6,323 10,240 61.9 4.3 5.3

일본 7,037 9,957 41.5 4.8 5.2

네덜란드 7,952 8,681 9.2 5.4 4.5

영국 5,504 7,188 30.6 3.8 3.7

이탈리아 3,880 5,879 51.5 2.6 3.1

캐나다 4,015 5,509 37.2 2.7 2.9

벨기에 4,680 5,455 16.6 3.2 2.8

상위 10개국 비율 60.1 61.4

자료: WTO(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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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가 제기된 바 있고,
84)

 이는 브렉시트의 진전으로 

인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로 인해 국내산업 위축 및 수출제한 등으로 인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이며 WTO 등 기

존의 국제 통상체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는 평

가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정권 하에서 자국우선주의를 내세

워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대표적인 국가로 이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미국은 해외의존도

가 높은 의료용품에 대한 자급도를 높이고 공중보건 위

기 관련 국가안보 및 보건의료 분야 대응을 위해 노력하

고 있으며, 미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85)

,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및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이하 DPA)
86)

 등을 검토 또는 시행 중

에 있다. 이 중 리쇼어링이란 해외로 이전된 생산기지를 

국내로 유턴시키는 것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

스, 일본 등에서도 관련 정책을 검토하거나 추진 중에 있

다. 

상품 등 제조업 분야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등도 경제에 

큰 영향이 있었지만, 국경간 서비스무역이 큰 타격을 받

았다. 코로나19의 국경 간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인력이

동이 제한되고 이와 관련된 항공업, 관광업 등은 직접적

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90개국 

이상이 국경을 봉쇄했고, 세계 관광업은 45% 경제가 위

축될 것으로(최대 70%) 전망한 바 있다.
87)

84)　 곽동철(2020.8.26.)

85)　 Buy American Act: 1933년 제정되었으며, 미국산의 범위(대상품목), 조달기관 및 예외 등을 정하고 일정 경우 외국산에 비해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규정이다.

86)　  트럼프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DPA를 발동하고, 민간기업에 마스크, 인공호흡기 등 부족한 의료물자 생산증대를 명령하고, 연방정부는 수급 및 가격을 통제하고 공급을 관리하

도록 조치하였다. 

87)　 OECD(2020.4.24.)

88)　 Gabriella Beaumont-Smith, Anthony B. Kim(2020) 

89)　 WHO, WIPO, WTO(2020)

90)　 WHO, WIPO, WTO(2020)

서비스 무역이나 인력이동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중

요한 분야로서 의료인력의 국경간 이동 촉진이나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용 정책 등은 보건 시스템 운영 유지에 중

요한 툴(Tool)로서 작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환자의 진

단이나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eHealth 제품 및 디지털 

프로세스 개발 등과 관련한 무역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자상거래 등이 활성화되고 디지

털무역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88)

 디지털무역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안보, 데이터현지화 및 국경간 데이

터 이전과 같은 관련 이슈도 더욱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

다. 이번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국가 간 데이터 공유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필수의약품이나 의료제품에 대한 정부조달과 관련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지역적으

로 정부조달을 통해 필수 의료용품을 구매하여 대응하기

도 한다.
89)

 제3국의 상호 또는 일방적 인정과 관련한 적

합성 절차(국제협력과 표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루어

질 수 있다(SPS, TBT). 

지식재산권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술혁신을 촉진하

는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적 요인

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발명에서부터 제품의 공급 또는 유

통서비스 전 과정에서 관여될 수 있다.
90)

 이번 코로나19 

발발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등에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실시권 관련 입법 또는 법개정

을 단행한 바 있다.
91)

WTO는 코로나19 이후 각국이 취하는 무역조치 등이 무

역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92)

 WTO 사무총장

은 EU를 비롯한 WTO 회원국에게 코로나19 대응을 위

한 백신 및 의료용품에 대한 수출제한을 자제할 것을 촉

구한 바 있다.
93)

 수출제한 등의 무역조치는 단기적으로

는 당장 필수 의료용품에 대한 수급개선을 도모할 수 있

으나, 장기적으로는 무역의 감소 및 각국이 비효율적인 

국내 생산에 의료용품의 공급을 의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94)

4.  코로나19 백신 접근(확보) 관련 국제사회 노력

코로나19 대응 및 종식을 위해서는 예방 및 치료 등을 위

해서는 진단키트, 치료제 및 백신 등을 통해 이를 대응해

야 한다. 현재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장기화되

91)　  독일, 헝가리, 캐나다 등에서 강제실시권 관련 법개정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미국 애브비 社의 ‘칼레트라’ 수입을 위해 강제실시권이 발동된 바 있다.(자

세한 내용은 WTO documents IP/N/1/CAN/30 및 IP/N/1/HUN/3 및 이주하(2020) 참조)

92)　 WTO(2020.4.23.)

93)　 Bryce Baschuk(2021.2.17.)

94)　 곽동철(2020.8.26.)

95)　 World Trade Organization(2020.12.22.)

면서 코로나19의 치료법과 백신 등을 개발하기 위해 공

적자금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제약 산업계 그리고 민관 

협력 관계 등을 통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렇게 개발된 치료제 및 백신 등에 대한 각국의 규제당국

의 허가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궁극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 사람 간 전염

을 예방하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개발된 백신을 빠르게 확

보하여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020

년 11월 21-22일 개최된 G20 Leader's Declaration에

서는 ‘공공재로서 백신(집단면역 형성)의 역할이 중요하

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백신 또한 국가마다 개발, 생산능력 및 재정 등의 차이로 

인해 무역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2005년부터 백신의 전 

세계 수출입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

림 2-18 

그림 2-18 전세계	백신(HS	300220)	무역	현황(2005~2019)

자료: WTO 사무국
95)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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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영역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소를 고려하게 되

지만, WHO 및 WTO 등의 국제기구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제통상과의 관계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쟁점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현재 EU, 영국 및 

인도의 필수의약품 수출제한 등 다양한 무역 관련법을 개

정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국제법적으로 백신의 개발과 접

근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분야는 지식재산 보호

에 관해서이다.
96)

 

현재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관련 공개적으로 사용가능한 

백신으로는 화이자, 모더나 등에서 개발한 백신을 포함하

여 총 7개
97)

이며, 미국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 의

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백신을 확보하여 지난 2021년 2월 26일 처음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3분기까지 1차 접종을 달성, 11월 

정도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98)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및 백신을 개발되기까지도 어려운 

일이지만, 개발된 이후 원활한 공급 확보와 적정한 배분

이 더욱 중요하다. 백신은 적시에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

로 공급되는 것이 중요한데 감염병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

의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하고 공급 부족이 일어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가마다 의료자원이 불평등하고 의

료체계, 산업현황 및 경제력 등에 차이가 있어 대응에 차

96)　 Henning Grosse Ruse-Khan(2020.4.15.)

97)　  백신 7종은 화이자-바이오앤텍,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옥스포드대학, 노바벡스, 존슨앤존슨, 시노백 바이오텍, 가말레야(Sputnik V), 칸시노 바이오로직스(중국), 시노팜 등이다(케미

컬뉴스, 2021.01.18.)

98)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2021.2.15.),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99)　 이주하(2020)

100)　 General Assembly of the UN(2020.04.02.) 및 General Assembly of the UN(2020.04.15.)

101)　 WHA73.1 “COVID-19 response”.

102)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동 제73차 WHO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방역경험을 공유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을 강조,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

재로 전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KTV, 2020.05.19.)

이가 있을 수 있는데 선진국이 비축용으로 백신을 선점해

버리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백신에 접근하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국제사회 및 국가들은 다방면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백

신 개발 이전부터 고심해 왔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국

가들은 의료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공중보건의 위

기가 결국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99),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창궐 등으로 인해 

백신 공공재의 개념이 대두되고 공중보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중보건에 대한 개념의 

변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UN 총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

요성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에 대한 두 건의 결

정(Resolution)이 채택되고
10 0)

,  제73차 WHO 

WHA(5.18-19일 개최)에서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치료

제/백신 등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유통 및 접근을 촉구

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101)102) 

WHO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공정한 접근 보

장을 위해 ‘Solidarity Call to Action'과 ‘COVID-19 

Technology Access Pool’(이하 C-TAP)을 발족시켰다. 

이들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3월 코스타리카의 제안에 

따라 구상되었으며, 5월 29일 브라질 등 37개국의 지지

를 받으며 발족하였다. 코로나19의 진단, 예방, 통제와 치

료에 사용될 수 있는 특허, 임상시험 자료, 저작권, 설계

도 등을 포함하여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에 대해 특허나 

자료보호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

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백신 관리를 공공재 방

식으로 하는 것이 특허와 독점권을 통한 권리 보호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이다.
103)

  

ACT-A(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는 

WHO와 EU 집행위원회 주도로 글로벌 건강 관련 그룹, 

민간 섹터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국제협력을 통해 코로

나19 백신·치료제·진단기기의 조속한 개발, 생산 및 공

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이다.

세계백신면역연합(GAVI)는 WHO와 감염병혁신연합

(CEPI)과 공동으로 코로나 백신의 개발, 제조, 배포를 위

해 글로벌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COVAX를 설립했다. 

특정 국가가 백신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모든 나라가 공

평하게 백신을 확보해 고위험군 환자에게 우선 투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한국도 이에 참여하고 있다. 

COVAX에 참여 시 국가들은 자국 예산으로 백신 구매를 

지원해 앞서 중하위 경제국으로 선정된 92개국에 자발적

으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게 된다.

감염병의 위기 발생 등 공중보건 보호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의약품 혁신과 접근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

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대립이라

는 측면에서 부각되었다. 신약을 개발하는 선진국의 글로

벌 제약사와 세계제약협회(IFPMA) 등에서는 특허 등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코로나19만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공중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03)　 한겨레(2020.4.26.)

104)　  TRIPS 이사회는 매년 4번의 정기 회의가 열린다. (2020년에는 2월 6일, 7월 30일, 10월 15일/16일, 12월 10일 정기 회의가 개최되었고, 6월 19일, 11월 20일, 12월 3일에 

비정기 회의가 개최되었다.)

105)　 Medicines Law & Policy(2020.7.29.)

의약품을 개발하고 허가를 받는 것은 다른 제조업의 그것

에 비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진입장벽이 큰 분야이다. 지식재산권

은 기업 등에게 시장독점권을 부여해주고 혁신을 장려하

여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관련 특허 등은 공중보건 위기 시 인간의 

생명권이나 건강권과 직결되어 의약품 접근을 저해하고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WTO TRIPS 이사회(Council)에서도 

제기되었다.
104)

 2020년 개최된 WTO TRIPS 이사회의 

주요 쟁점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여러 국가의 지식

재산권 관련 조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재산권에 대

한 TRIPS 유연성의 범위, 신속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제조의 규모화, 다양한 기술과 생산물에 대한 경제적, 시

의적절한 공평한 접근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동 회의의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식재산권의 포괄적이

고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

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번 코로나19의 발생에 따

라 기존의 TRIPS 체제 및 동 협정의 유연성 활용이 특

허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 대응

을 위해서는 의약품에 대한 특허도 중요하지만 감염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보호장비, 스마트폰 기술, 소

프트웨어(3D 프린트 등), AI, 데이터베이스, 진단 기술 등

의 분야에 TRIPS 유연성을 활용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

을 제안하고 있다.
105)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LDCs)

은 코로나19가 의약품, 백신 및 관련 기술에 접근하기 위

해 제시한 과제를 강조하고 특히 TRIPS의 활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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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 보호와 의약품 접근성 증진을 위한 권리에 초

점을 맞춰 TRIPS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즉 코로

나19 대응을 위해서는 의약품, 백신 및 관련 기술에 접근

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중보건과 의약품 접근

성 향상을 위해 TRIPS 유연성 활용에 대해 주장했다. 이

들은 도하선언의 효용성을 개선하고, 국내 의약품 개발

이나 제조설비 능력이 없는 회원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

해 TRIPS 협정의 복잡한 제도 등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2020년 10월 2일 인도와 남아프리

카에서 제안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TRIPS 일부 조항

에 대한 의무면제’
106)

를 들 수 있다. 동 제안은 2020년 6

월 개최된 TRIPS 이사회 ITEM 15와 관련해서 제안된 것

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용품에 심각한 부족현상과 필

수 의약품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이의 공급

을 방해하는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특

히 개발도상국이 이와 관련하여 TRIPS 유연성을 활용하

기에는 제도나 기반시설 등이 부재하여 대응하기 어렵다

고 강조하며 TRIPS 협정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의무면제

(Waiver)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은 코로나19 팬

데믹 상황에 대한 과학적,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고 의료

기술 혁신과 연구를 촉진하고 장려하는데 지식재산권 시

스템의 가치를 강조했다.
107)108)

106)　 IP/C/W/669. (Waiver from Certain Provisions of the TRIPS Agreement for the Prevention, Containment and Treatment of COVID-19).

107)　 Infojustice(2020.8.9.)

108)　  동 제안에 대해서 영국 등이 제출한 의견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하지만, 의무면제를 발동시키는 것이 동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민간(기업 등) 영역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고, 강제실시권 등을 포함하여 개발을 촉진하고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GOV.UK, 2020.10.16.)

109)　 WHO, WIPO, WTO(2020)

110)　 2020년 11월 현재까지 의료제품의 무역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29개의 국가 및 그룹 등의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5. 나가며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 보건시스템과 

무역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탐색은 전례 없는 연구개발 노력과 

투자를 촉진하고 있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혁신과 함께 새

로운 의료에 대한 공정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다.
109)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이나 백신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재화의 무역 흐름이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이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국제통상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국제사회에서 집단 대응(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다. 

WTO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의료제품의 무역

촉진과 원활화를 위해 WTO 제도 개선이나 쟁점 제기 등

과 관련한 제안(Proposals) 및 성명(Statements) 등을 

발표하고 있다.
110)

 WTO 회원국들 또는 각 국가들이 참

여하는 다양한 그룹 및 이니셔티브에서는 WTO 개혁 등

을 포함하여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무역 

정책 수립과 관련한 의견(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들의 제안 및 공동성명의 내용은 대부분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의 공급 및 유통(Supply Chain) 관련 WTO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

하는데 국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주

요 내용은 국가들의 조치가 WTO 체제에 부합하고 공중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은 예측가능하

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이고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수 의료제품에 

대한 공급망의 기능이 원활해야 하고 국경 간 무역이 보

장되며 불필요한 방해를 막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111)

 

지난 2020년 3월 30일 선언된 G20 각료회의에서는 코

로나19 대응을 위한 무역조치는 대상이 명확해야 하고, 

투명하고, 적절하며, 글로벌 공급체인에 영향을 미치거

나 무역장벽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고, 캐나다, 

싱가포르 등 7개국은 2020년 3월 25일 공동성명을 통

해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상품에 대한 수출제한 및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112)

 2020년 5월 

5일 APEC 21개국 통상장관은 필수재화의 교역을 보장

하고, 코로나19 관련 국가별 긴급 조치는 한시적으로 시

행, 경제회복 모범사례 공유 등을 내용으로 한 공동선언

문을 발표하였다.
113)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용품 등

에 대한 무역조치(HS Code List 제시 등), 농업이나 식

량, 안보 등에 대한 무역 관련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상품 및 서비스, 사람의 국경간 이동 등을 촉진하기 위한 

성명도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개도국 등

은 코로나19 관련 긴급하고 필수적인 의료용품 등에 대

한 접근 보장 등을 요구하거나 WTO TRIPS 규정 등에 

대한 의무면제(Waiver)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2020년 10월 2일 인도와 남아프리카에서 제안한 ‘코로

나19 대응을 위한 TRIPS 일부 조항에 대한 의무면제를 

들 수 있다. 최빈개도국 등은 2020년 5월 4일 ‘Securing 

LDCs emergency access to essential medical and 

food products to combat the COVID-19 pandemic’

111)　 WHO, WIPO, WTO(2020)

112)　 Singapore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20.04.06.)

113)　 APEC(2020.05.05.)

을 발표, WTO 및 WCO 등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의료용품 리스트와 관련하여 각국의 수출입 제한 등과 

관련 의료용품의 생산능력이 없는 최빈개도국의 접근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기존의 무역 

규범 등을 활용하여 무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현황

이지만, 이러한 무역조치들이 WTO 규범 체제 내에서 투

명성을 확보하고 무역에 비관세장벽이 되지 않도록 각국

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새로

운 국제통상 정책의 변화 등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을 부

인할 수 없다.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지

만, 한편으로는 백신의 공급이나 확보 등을 위해서는 국

제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국가들은 기존의 WTO 다자

체제의 기능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편을 고심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이며, 상품 및 서비스, 투자 등의 무역의 방향

은 향후 몇 년 간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분

야와 디지털 무역 등이 변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격변하

는 국제통상 체제에 대응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

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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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환경변화3. 수출 통상 및 정책 동향

1. 우리에게 ‘포스트 코로나’는 무엇인가?

2020년 키워드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이 전 

세계의 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삶의 모든 분야를 장악

했으며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것은 모두의 공통 과

제가 되었다. 각국은 앞 다투어 이를 위한 제약 산업 정

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정책들은 비슷한 방

향과 목표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

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이 발표하는 정책에 따른 우리

의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는 코로나가 없는 세

상(without-Corona)이 아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

는 오히려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웰 위드 코로나

(Well-with Corona)이다.

2.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로 시작된 R&D 

지원 정책의 확대

OECD 과학기술혁신 전망 2021 보고서(‘21.1.12.)에 따

르면,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몇 개월 동안 진

단 및 치료 보장 등의 보건의료 대응과 함께 약 50억 달러

의 긴급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신속한 연구비 지원으로 전

례 없는 보건의료·과학기술혁신 자원의 활용을 이끌어냈

다. 그 결과, 국내외 제약바이오 업계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한창이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신

속한 코로나 관련 의약품 출시에 예산확대를 포함한 여러 

지원을 집중하여 화이자, 얀센, 모더나 등 세계적인 미국 

제약 기업들의 코로나19 백신 출시가 잇따랐고 각국의 

의약품 긴급승인 정책을 통해 백신 보급을 이루어냈다.

보건복지부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를 신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적극 지원

해왔다. 먼저, 임상 지원을 확대 추진하였는데, 국가신약

개발사업단을 통해 격월로 임상지원 과제를 공모하여 그

간 2차례에 걸쳐 6개 과제의 임상을 지원하였고, 지난 3

차 과제 공모 결과(21.1) 4개 과제가 추가 선정되었다. 현

재까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정부 지원액은 

백신 5개 과제 364억 원, 치료제 5개 과제 844억 원이

다. 더불어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 및 거점병원-감염

병 전담병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임상시험이 적극적

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임상

시험지원TF를 가동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있다.  

3.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중장기적 R&D 

지원 정책

그럼에도 한국 코로나 백신의 개발과 치료제의 세계화가 

아직 이고, 코로나로 인해 원료의약품 수급 등 한국 제약

산업의 미흡한 점 또한 부각된 만큼 조금 더 확대되고 체

계적인 지원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팬데믹 위기 

대응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며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적 제약·바이오산업 혁신 정책은 필수적으로, 그것의 방

향과 세부 내용은 미래 성장의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 물

론 2021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를 차지한 한국은 

R&D에 집중하고, 특별히 BIG3 사업에 해당하는 바이오

헬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

정부가 발표한 21년 10대 추진과제에 따르면 글로벌 점

유율 3%, 연간 수출액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보건·

의료 빅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바이오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은 어떠한가? 세계는 당장의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는 단기적 R&D 지원에 멈추지 않고, 바이오산업

의 혁신을 위해 확대적인 장기 전략을 내놓고 있다. 주요

국들은 관련 R&D 예산을 확대할 뿐 아니라, 국방 R&D 

활용, 중소기업 R&D 지원, 법률 개정, 디지털 전환 촉진, 

국제협력 중시 등 제약 산업을 포함한 보건산업의 연구·

개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목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은 무엇보다 제약 R&D의 포괄적 지원 전략으로 의

약품 개발을 가속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Foundry for 

American Biotechnology를 설립하여 감염병 관련 재

난 상황에 대비하고, 임상시험을 포함한 의약품 개발, 신

속 생산, 수송 등 개발 全 단계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국방 R&D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금융·조세·재

정지원 확대 등을 위해 NIH를 중심으로 감염병 R&D 분

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였다. 

독일은 의료의 디지털 전환 및 백신 개발을 주요 사항으

로 관련 R&D 예산을 확대하고, 관련 법률 개정 또한 추

진하고 있다. 기존 연구 지원에 1억 7,500만 유로를 추가 

지원하며 백신 R&D 투자를 확대하고, e헬스법·원격의

료금지법 정비 등을 보다 가속화하여 디지털 헬스케어의 

산업적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세부 내용이다. 

영국과 일본 또한 R&D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

며, 특별히 중소기업 등 민간 R&D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제약 산업 성장을 위

해 남겨진 과제

디지털 혁신은 곧 제약 산업의 혁신

과연 중장기적 보건산업 R&D 전략 강화와 함께 디지털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전략 또한 주요

이슈이다. 우리나라 또한 21세기형 글로벌 의료 및 복지

의 추진을 위해 의료 클라우드·빅데이터 분석, 원격의료 

등 DNA(Data-Network-AI) 혁신 기술의 발전을 위한 

공공 R&D 노력, 그리고 디지털 경제 하의 노동구조 변화 

등에 대비하여 디지털 산업에 대한 법제도 개선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다른 분야의 사업으로 여겨져 왔던 

디지털 산업과 보건 산업의 공동 생태계 강화를 위해 정

부의 중간 다리 역할이 강조되고, 중소/중견 바이오제약 

연결 플랫폼 및 한국형 스마트 생태계 구축 지원이 요구

된다. 다양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하고 해당 산업이 빠르게 발현 및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는 R&D 정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

권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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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해 줄 정책 또한 중요하다.

국제 협력은 제약 산업 발전의 핵심

리슈어링, 의약품·의료기기의 자국화 방안이 대두되고 

21년 1월 EU에서 코로나19 백신수출허가제를 발표하여 

이슈가 되는 한편, 과학기술의 연구와 혁신의 핵심은 국

제 협력이라는 것에 뜻이 모아진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

크의 코로나 백신 공동 연구 등 빅파마를 중심으로 전 세

계 제약회사와 연구기관이 함께 코로나 치료제·백신 연

구에 참여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사례가 더욱 증가

하였으며, 백신 개발 후 즉각적인 보급을 위한 대규모 생

산 능력 및 해외 의약품 승인 또한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할 때 더 효과적이다. 또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감

염병 등 보건 이슈 대응을 위해서는 여러 국가의 기업, 기

관, 개인 등이 뜻을 모으며, 이 때 국가 단위 정책은 실행

에 한계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 있다. 때문에 포

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정부 지원 정책은 중장기적 

R&D 확대 지원에서 자연스레 국제 협력을 위한 노력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 참여 확대를 시작으

로 빅파마 시장에 진출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

하여 국제 협력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국 이익이 우선시 되며 기업 스스로 국제적 협력을 이끌

어 내기 어려울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정부의 역량 강화가 

핵심적이며, 이는 국제 시장에서의 한국 보건산업의 신뢰

도 제고로 이어져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직면하는 여러 애

로사항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K-방역의 우

수성을 토대로 선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공공 

R&D를 활용하여 코로나 등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 개

도국을 지원하여 이후 진출 시장을 탄탄히 확대해 나가는 

것 또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대응 방법이 되겠다.

기초에 집중

원료의약품 자국화 등 팬데믹 상황과 함께 드러난 한국 제

약 산업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직접적

이고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인력 양성 등 제약 산업 발전의 

매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우선순위에 놓

이고, 연구행정 부담을 줄이는 등 보다 효율성이 중요시 

되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효과적인 정책의 주

요 사항이 될 듯하다. 덧붙여 코로나로 인한 보건비용 증

대에 따라 각국에서 기존에 시행중이던 보건 의료비용 지

출 축소 정책이 더 강화되는 등 기존의 여러 의약품 시장

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네릭 의약품 등 

기존 의약품 시장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제약 산업 연구를 

시장 트렌드에 맞춰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다.

무엇보다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현장에서의 필요를 청

취하고, 해외 사례를 분석 하는 등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

탕으로 구체적인 제약 산업 지원 정책들이 동반될 때 코

로나 이후의 한국 제약 산업은 바이오안보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유망 분야인 의료기기산업

의 발전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2019년 4월30일 제정하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통한 맞춤형 허가심사 도입, 체외진

단의료기기 개발 및 제품화 등 지원을 강화하고자 추진되

었다. 

1.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의료기기산업법)

1.1 개요

의료기기산업은 생명공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등의 기술

발전에 따라 기술융합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수명 연장과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미래 유망산업 중 하나로 발전

할 잠재력이 큰 산업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의료기기시

장은 외국 의료기기기업이 선점하고 있고, 국내 의료기기

기업은 영세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경쟁력 확보에 어

려움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신규 기술개발 및 시장진출

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은 분명하다. 이에 

2019년 4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

(약칭: 의료기기산업법)을 제정하여 의료기기산업의 경쟁

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

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의료기기산업법은 2020년 5월 시행되었으며, 1) 의료기

기산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혁신형 의료기기기

업의 인증 및 지원 3)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지원 4) 의료

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2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료기기산업법 제 6조에 따라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

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계

획에는 의료기기산업 중장기(5개년) 육성방안 수립을 위

한 산업·정책 환경 분석 및 중장기 비전 등을 제시하여

야 하고, 그와 더불어 투자재원, 인력자원, 해외시장 진출 

등 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및 혁

신의료기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 등 전범위적 의료기기

산업 육성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립된 종합계

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의료기기 수출·통상 및 

정책 동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

강다은,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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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지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 원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

발 전담인력·조직 보유 여부,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실

적, 연구개발 목표 및 중장기 전략 등을 고려하여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한다. 매출액 500억원을 기준으로 혁

신선도형, 혁신도약형으로 유형별 구분하여 운영하며, 인

증받은 기업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조세 및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표 2-15 

작년(’20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도를 본격적으

로 도입하면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30개소(혁신 선도

형 기업 7개소, 혁신 도약형 기업 23개소)가 선정되었다. 

처음으로 진행하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임에도 불

구하고 102개 기업이 신청하였으며, 서면·구두심사, 심

의·의결의 과정을 통해 최종 인증 기업이 선정되었다. 혁

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공고는 의료기기산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신청공고를 진행할 예정이

다.표 2-16

1.4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지원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은 의료기기산업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치료법의 획기적인 개선,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 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현재 혁신의료기기군은 의료기기산업법 시행령 

제14조 각 지정목적에 따라 첨단기술군, 의료혁신군, 기

술혁신군, 공익의료군 4개의 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에 관한 수요 조사와 고시에 대하여 

매3년이 되는 시점에 재평가를 통한 연장, 신규 분류가 

가능하다.표 2-17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는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접수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에 요건 검토가 이루

어지며, 혁신의료기기 지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및 공고한다. 혁신의

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는 인허가 특례 1) 단계별심사/

우선심사 2) 혁신소프트웨어 별도 특례기준 적용 3) 임상

시험 계획서 검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2월

까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총 8개이다.표 2-18 

표 2-15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유형별	구분·인증

인증 유형 인증 대상 인증 방법

혁신 선도형 500억원 이상 기업
(R&D 투자 비중)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6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결정혁신 도약형

500억원 미만 기업
(R&D 투자 비중) 연간 30억원 또는 연간 의료

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8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업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

발 및 생산하는 의료기기기업

출처: 보건복지부(2020)

표 2-16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기업	목록

인증 유형 인증 대상 주력분야

혁신선도형

루트로닉 레이저치료기기

삼성메디슨 초음파영상진단기기

씨젠 체외진단의료기기

아이센스 혈당측정기

오스템임플란트 치과용임플란트

인바디 체지방측정기/혈압계

지멘스헬시니어스 초음파영상진단기기

혁신도약형

고영테크놀러지 로봇수술기기

나이벡 치과용골이식재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스텐트/지혈용품

노보믹스 체외진단의료기기

다원메닥스 중성자암표적치료기

레이 치과용영상진단기기

루닛 AI진단보조소프트웨어

리브스메드 복강경수술기구

메디아나 환자감시장치

멕아이씨에스 인공호흡기

바이오니아 체외진단용의료기기

뷰노 AI진단보조소프트웨어

시지바이오 골이식재료/지혈용품

원텍 레이처치료기기

유앤아이 정형용재료

이노테라피 체내용지혈용품

이루다 레이저치료기기

인피니트헬스케어 의료영상소프트웨어

제노스 스텐트/치과재료

출처: 보건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

표 2-17 혁신의료기기군	지정대상	분야

혁신의료기기군 지정대상 분야 정책 목적

1.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기술 적용 분야 혁신기술 개발 촉진

2. 안전성 · 유효성의 현저한 개선 또는 개선이 예상되는 분야 의료기술의 혁신

3.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분야 기술경쟁력 고도화

4. 희귀 · 난치성 질환 진단 및 치료 등에 있어 대체 의료기기가 부재하거나 국내 수급이

    어려운 분야
공익적 가치 실현

자료 : 보건복지부(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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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기반 마련

의료기기산업법 제26조, 제31조, 제33조에 따라 의료기

기산업 관련 기관인 연구개발 관련 정보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

하도록 한다. 

연구개발정보관리기관은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를 

수집 및 조사하여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인력양

성기관은 혁신의료기기 제품화 등에 요구되는 전문인력

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산업종합지원센터는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인

증 및 재평가 2) 의료기기시장 진출절차에 관한 상담 및 

자문 3) 의료기기시장 진출과 관련된 정부·공공기관의 

지원 사업 연계 4) 의료기기시장 진출 관련 애로사항 발

굴 및 해소 지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을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다. 

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2.1 개요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예방 중

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

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체외진단의료

기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체외진단의료기

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전자 분석기술 등과 접목되

어 미래의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분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치

료가 아닌 진단 목적으로 사용되고 체외에서 사용되는 등 

일반 의료기기와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

기법은 이러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

한 별도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외진단의

료기기의 제조·수입 등의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안에 규정함으로써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체외진단의료기기 발전을 도모하고

자 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은 2020년 5월 시행되었으며 1) 체

외진단의료기기 정의 2) 등급분류지정 3) 임상적 성능시

험 기반확대 및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2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정의

기존 의료기기법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시약으로만 

한정하였다면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

하여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

사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시약, 대조·

보정 물질, 기구·기계·장치,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며, 

체외진단의료기기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2.3 등급 분류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일반 의료기

기와 달리 혈액·소변 등 검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등급 분류를 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기법안에서

는 사용목적,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에 따라 등급 

분류를 하는 것과 달리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서는 사용

목적과 개인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에 따라 

4등급 체계로 등급분류를 한다. 위해성 판단 기준은, 사

용 목적 및 주의사항, 사용자의 전문성, 진단정보의 중요

성, 진단검사 결과의 영향력 등이며, 이에 따라 위험도가 

높으면 4등급, 낮으면 1등급 순으로 분류하고 있다.표 2-19

2.4 임상적 성능시험 기반 확대 및 강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은 체

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체를 분석

하여 임상적·생리적·병리적 상태와 관련된 결과를 확인

하는 시험으로 정의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의료기관, 혈액원, 의과대학 및 검체수탁·분

석기관 등에서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임

상적 성능시험을 위해서는 임상적 성능시험계획서를 작

성하여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설치된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으로부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이 필요하

기도 하다.표 2-20

표 2-18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	현황

기업명  명칭(제품명, 품목명) 지정일

㈜뷰노 VUNO Med-Fundus AI, 의료영상진단보조소프트웨어 ‘20.7.22

㈜다원메닥스 A-BNCT, 치료용중성자조사장치 ‘20.7.22

㈜휴런 mPDia, 의료영상진단보조소프트웨어 ‘20.7.28

㈜스키아 Mars-Breast, 네비게이션의료용입체정위기 ‘20.8.3

㈜루닛 Lunit INSIGHT CXR, 의료영상진단보조소프트웨어 ‘20.9.18

㈜뷰노 VUNO Med–DeepCARS, 내장기능검사용기기 ‘20.9.22

㈜코어라인소프트 AVIEW NeuroCAD, 의료영상진단보조소프트웨어 ‘20.11.17

㈜메디웨일 DrNoon for CVD, 심혈관위험평가소프트웨어 ‘20.12.24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

표 2-19	혁신의료기기	위해성	등급	구분

등급 구분 위해성 구분 세부 내용

4등급 개인 및 공중 위해성 높음 수혈용 HIV, HBV, HCV 선별 시약, 혈액형 판정 시약 등

3등급 개인 및 공중 위해성 중등 인플루엔자 감염 진단 시약, 종양검사시약 등

2등급 개인 중등 및 공중 위해성 낮음 면역화학검사시약 등

1등급 개인 및 공중 위해성 낮음 균 동정 배지, 유전자추출시약 등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92 93

바이오헬스 산업의 넥스트 노멀: 포스트코로나를 맞는 한국의 과제

. 코로나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환경변화3. 수출 통상 및 정책 동향

1. 화장품 수출 동향

지난해 화장품 수출실적은 75억6천900만 달러로 2019

년보다 11.4%p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화장

품의 해외 수출은 증가하였다. K뷰티에 대한 글로벌 선호

도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장기화 

및 셀프케어 트렌드 확산으로 에센스·세럼·앰플, 트러블 

케어제품, 진정·재생크림 등 해외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K-뷰티에 대한 평가 및 관심이 높아지며 우리나라 화장

품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메이크업·기초화

장품 등 주력품목 수출이 지속 증가하여, 중국·아세안·

일본 등 주요 시장 수출이 모두 두 자릿수 대 성장하였

다.표 2-21

2. 주요 화장품 정책

코로나19 확산에도 화장품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효자 

산업으로 입지를 굳건히 다지면서 2019년 정부는 화장

품산업을 대한민국 신성장 수출 주력사업으로 육성하기 

표 2-20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현황(‘21.2.4	기준)

연번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명칭 기관종별 심사위원회(IRB)구분 지정일자

1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검사수탁기관 자체심사위원회 ‘20.5.25

2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검사수탁기관 자체심사위원회 ‘20.6.1

3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검사수탁기관 자체심사위원회 ‘20.6.10

4 의료법인 장원의료재단 검사수탁기관 자체심사위원회 ‘20.6.18

5 티씨엠랩의원 검사수탁기관 검사수탁기관 자체심사위원회 ‘20.7.1

6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검사수탁기관 자체심사위원회 ‘20.7.10

7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검사수탁기관 자체심사위원회 ‘20.7.20

8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의료기관 자체심사위원회 ‘20.7.20

9 의료법인 신원의료재단 신원의원 검사수탁기관 자체심사위원회 ‘20.10.7

10 선함의원(에스큐랩, SQLab) 검사수탁기관 자체심사위원회 ‘20.11.17

11 건국대학교병원 의료기관 자체심사위원회 ‘20.11.23

12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의료기관 자체심사위원회 ‘20.12.8

13 의료법인 엔티엘의료재단 검사수탁기관 자체심사위원회 ‘21.1.29

14 인하대학교대학부속병원 의료기관 자체심사위원회 ‘21.2.4

15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의료기관 자체심사위원회 ‘21.2.4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현황(공고 제2021-058호)

화장품산업 수출·통상 및

정책 동향

표 2-21	5대	유망	소비재	수출	추이(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

품목명 ‘19년
‘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2월

농수산

식품

8,663 625 642 807 746 665 788 814 689 783 792 830 871 9,052

4.3 △12.0 9.1 12.6 △7.5 △10.0 11.3 9.5 △1.4 18.1 4.9 10.4 11.2 4.5

화장품
6,542 463 525 762 561 560 551 587 573 834 718 752 684 7,569

4.3 0.5 13.0 28.7 △2.2 △3.2 16.8 15.3 10.8 47.2 15.2 25.4 16.8 15.7

패션 의

류

2,403 158 177 170 180 177 203 208 163 201 193 233 241 2,302

△7.6 △19.0 16.6 △15.1 △12.2 △22.1 △3.2 △1.9 △8.6 9.3 △10.2 6.4 16.1 △4.2

생활

유아용품

6,637 527 530 561 447 411 490 545 488 616 577 604 684 6,480

△2.3 △10.0 11.4 2.8 △22.8 △27.6 △6.2 △6.7 △11.1 16.0 △3.2 10.4 23.7 △2.4

의약품
4,101 409 388 574 502 619 554 543 563 730 606 735 1,031 7,253

10.3 88.8 34.7 44.8 17.8 106.5 58.7 77.1 90.0 95.0 55.6 97.5 166.6 76.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동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 

김미희, 김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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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K-뷰티) 

미래 화장품 육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술개발, 규제혁

신, 브랜드 제고, 산업 인프라 조성 등 산업 전주기 지원

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K-뷰티는 혁신적 제품 개발과 한류의 확산을 토대로 글

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며 우리는 화장품 수출 4위 국가로 

성장하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

황 속에서도 75억 달러(약 8조2920억 원) 규모의 연간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정부는‘(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이어 

기술 개발과 산업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수출에 이르기

까지 ‘맞춤형 지원’을 골자로 한 ‘K-뷰티 혁신 종합전략’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2024년까지 세

계 100대 기업 내 국내 뷰티 기업 7개사 진입과 신규 일

자리 9만여개의 창출을 목표로 개별 기업이 시도하기 어

려운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비롯해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4대 혁신과제로 ▲지속 가능

한 K뷰티 혁신기술 개발 ▲K뷰티 산업생태계 조성 ▲규

제개선을 통한 기업 활동 제고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을 

제시하였다.

< K-뷰티 미래화장품 육성방안 주요대책(‘19.12.5) >

① (연구개발) 화장품산업 기초소재 및 신기술 연구개발(R&D) 확대 추진

  → (기대효과) 세계 기술수준 대비 ‘18년 86.8% → ’22년 90% → ‘30년 95% 달성

     * 일본 원료수입 비중을 23.5%(‘18년) → 18%(’22년)로 감소

② (규제혁신)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 맞춤형 화장품 신설 및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강화

  → (기대효과) 중소기업 상품(브랜드) 경쟁력 제고, 맞춤형 화장품을 통한 신규 일자리(5,000명) 창출, 

      한류 편승기업 해산 및 확산 방지 

③ (브랜드제고) 신남방 진출지원, 국내 K-뷰티 홍보관 및 대규모 박람회 신설 등

  → (기대효과) 신남방 국가 수출 비중 증가 및 K-POP 연계 브랜드 고급화

     * 화장품 수출시장 다변화: (‘18) 신남방(11%) → (’22) 신남방(20%)

④ (산업인프라) 생산(공장), 연구개발(연구소·R&D), 전문 인재양성 및 전시관 운영

  → (기대효과) K-뷰티 산업 육성을 위한 대표 거점·기반(K-뷰티 클러스터) 마련

「K-뷰티 혁신 종합전략」 발표 (‘20. 1.27)

＊ 2024년까지 세계 100대 기업 4개 → 7개, 일자리 9만 개 창출 목표

산업주기 주요과제

기술개발

 -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설립(‘21~), 국가별 피부-유전체 데이터 수집

  * ’20년 시범사업 추진(베트남 200명) → ’21~’25년 본사업 추진(9개국 8,200명)

 - 화장품산업 기초소재 및 정보통신기술 융합기술 등 연구개발 확대 추진

산업인프라

 - ‘K-뷰티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온라인・원스탑 기업 컨설팅 제공

 - 국제 K-뷰티 스쿨 설립(’21~) 및 화장품 전문인력 양성과정 확대

 - 화장품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규제개선
 -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임시매장 신고절차 간소화 등 운영 규제개선

 - 화장품의 고유 특성을 고려한 표시・기재 사항의 유연한 적용 등 규제 합리화

해외진출

 - 수출 국가별 맞춤형 진출 지원 강화 

  * (‘20) 판매장 3개국, 팝업부스 4개국 → (’21) 판매장 4개국, 팝업부스 5개국

 - K-뷰티 체험・홍보관 상설 운영(‘21.9~, 연간 600개 기업・3,000개 제품 전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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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환경변화3. 수출 통상 및 정책 동향

3. 주요 화장품 통상 이슈

중국은 자국 브랜드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스킨

케어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이용기기 등 중국 로컬 브랜드

들이 성장하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라이프 사이클도 짧아지고 있어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시

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화장품 최대 수출국가로 2020년 기준 

37억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전년대비 23.7% 증가하였

다. 중국 화장품 시장은 세계 2위 규모로 미국(18.3%)에 

이어 시장점유율이 12.7%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 확대에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중국은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장품 산업

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화장품감독관리조례>

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 화장품 안전·효능 관련 책임 강화

▶ 화장품 허가 및 등록 관리

▶ 특수 용도 화장품 관리 체계 변화

▶ 비누 및 치약 관리

▶ 효능 클레임 평가 및 라벨 관리

▶ 화장품 생산 허가 관련

▶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1월 1일부로 변경되므로 우리 기업이 중국 진출 시 주의

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

场监督管理总局)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화장품등록비안관리 방법>을 발표하였다. 화장품 신원

료, 화장품 등록과 비안 관리, 감독 관리, 법적 책임 등 방

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화장품감독관리조

례>에 대한 보완으로, 등록제도 및 비안제도 세분화, 관

련 정의 명확화, 감독기관의 등록/비안 실시 권한 명확화, 

등록인, 비안인의 의무와 책임 명확화, 비안 허가 절차 간

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이 EU탈퇴로 인해 화장품 수출 규정이 달라졌다. 

영국(GB)에서 화장품을 유통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영

국 화장품 등록서비스인 SCPN(Submit a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에 등록해야 한다. 이미 영국에서 

유통하고 CPNP 등록을 한 경우에는 영국 소재 RP를 지

정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90일간의 이행기간(~3.31

까지) 동안 SCPN 등록을 해야 한다. 달라진 영국 CPNP 

규정은 책임자 지정, 제품 정보 파일, 라벨링, 유통업체 

지위 변경, 영국 화장품 등록 서비스(SCPN), 나노물질 

포함 제품 등으로 영국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국 기반 책임자를 설정하고 제품 정보 파일을 영국 책

임자의 주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어로 보관을 해야 

하며, 안정평가는 영국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안정평가원

이 수행을 하게 된다. 또한 영국과 EU에서 제품을 판매 

시 영국과 EU 화장품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하며, 영국과 

EU에 있는 책임자 두 명을 확보해야하고, 영국과 EU의 

인적사항 또는 각 시장의 규정에 맞도록 라벨링을 수정해

야 한다. 

「K-뷰티 혁신 종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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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환경변화

2020년 코로나19는 전세계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과학

기술을 포함한 전 분야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왔다. “We 

see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but it’s still a 

long tunnel.”
114)

 컬럼비아대학 역학자(epidemiologist) 

와파 엘-사드르(Wafaa El-Sadr)가 지적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고, 백신 접종

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

제를 안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사회로 회복된다고 할지

라도 전세계 사회경제 깊숙이 미친 영향은 새로운 일상

(New Normal)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전망

한다. 또한, 코로나19는 하나의 사례일 뿐 감염병 대유행

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시대가 도래했다고 전망

하고 있다.
115)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는 위험이 일상화되고, 공중보건 

114)　 NYTimes(2021.02.22)

115)　 David M. Morens, Anthony S. Fauci (2020)

116)　 임현 외(2020)

117)　 최승훈(2020)

118)　 박성원, 김유빈(2020)

119)　 이정원(2021)

120)　 WEF(2020.06.03.)

121)　 Forbes(2020.01.21.)

중요성이 부각되며, 비대면이 보편화되며, 자국중심주의

가 강화되고,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된다.
116)117)118)119)

 제

51회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환경, 경제, 기술, 일자리, 사업, 보건, 글로

벌 협력 분야에 걸쳐 공공성 강화를 강조한 대전환 이니

셔티브인 ‘Great Reset’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20)

 

2019년 당시 미국 경제만 봐도 골디락스 경제

(Goldilocks economy)라고 불릴 만큼 역대 최장 호황을 

기록하고 있었다.
121)

 이러한 예만 봐도 한치 앞을 내다보

지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이며 냉혹한 현실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여 미리 대

비하기를 원한다. 세계적인 석학 자크 아탈리(Jacques 

Atali)의 말을 빌리자면 미래 예측이나 전망에 따라 미래 

위험을 관리하고 가능한 한 자기의 인생의 흐름을 스스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바이오헬스 R&D 미래 전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전략단

김현철

4

기술 및 연구개발

The Next Normal
on Biohealth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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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환경변화4. 기술 및 연구개발

Clinical Trial) 관련 가이던스를 만들어 의료제품 개발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130)

세 번째 동인은 기후변화(Climate change)이다. 기후변

화는 우리의 환경과 삶의 행태를 변화시키며, 질병발병 

양상도 변화시킨다. 기후변화는 말라리아를 비롯한 감염

질환 발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알레르기, 정신건강 등 국민 건강에 광범위하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1)

 바이든 대통령은 선

거기간 동안 청정에너지에 2조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132)

 

130)　 HHS & FDA(2020.03)

131)　 CDC(2021.03.21.)

132)　 Joe Biden.com(2020.07.14.)

133)　 The White House(2021.01.27)

13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12.21.)

당선직후 기후위기 대응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기후변

화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133)

 우리나라도 2050

년 탄소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한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34)

 바이오헬스 

R&D도 그동안 소외되었던 열대성 감염질환에 대한 투자

가 확대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예방 연구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과 미래변화 3대 동인이 결합되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2)

 최악의 미래 전망일수록 자주 

빗나가는 이유는 지난 세기말에 벌어졌던 Y2K 사례처럼 

인간이 사전에 대비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함께 바

이오헬스 R&D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3대 동인은 

인구변화, 디지털전환, 기후변화이다.

미래를 전망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하는 동인은 인구변화

(Demographic change)다. 자크 아탈리는 인구변화를 

미래예측의 주요단계인 ‘수명 예측’ 단계로 정의하고,
123)

 

‘2030 축의전환’ 저자 마우로 기옌(Mauro F. Guillen)은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고 할 만큼 중요시한다.
124)

 

인구 변화는 다른 동인에 비해 안정적으로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갱

신하며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4명까지 떨어졌다. 당

초 예상시점인 2033년보다 13년이나 앞서 역사상 처음

으로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125)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결

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시대 미래 불

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출산율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전

망이다.
126)

 고령화가 심화되면 건강과 케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의료비가 상승한다. 고령화는 바이오헬스 R&D 

분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R&D 수요를 변화시키

고, 과학기술인력 부족 문제도 심화시키는 등 여러 부문

에 변화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고령화로 인해 전세계 

치매환자는 2018년 5천만명에서 2030년 8천2백만명, 

122)　 자크아탈리(2018)

123)　 자크아탈리(2018)

124)　 마우로 기옌(2020)

125)　 통계청 보도자료(2021.02.24)

126)　 김민식 외(2020)

127)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2018)

128)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2020년 2월 25일 전화 상담·처방이 허용된 이후 2021년 1월 기준 전화 상담·처방은 총 9,462개 의료기관, 약 145만건에 달한다(세계일보, 

2021.02.26)

129)　 Evaluate(2020.05.07.)

2050년 1억 5천2백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2018년 1조달러에서 

2030년 2조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27)

 

치매의 증가는 환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치매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 돌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로 인해 환자의 치매 

예방, 진단, 치료, 관리를 위한 R&D 뿐만 아니라 가족의 

정신건강이나 돌봄 R&D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

두 번째 동인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다. 디지털 전환은 오래전부터 전세계 산업과 혁신에 있

어 화두였다. 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로 불

리면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지만 정작 현실세계에서는 더

디게 진행되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가 디지

털 전환을 촉진시키고 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는 국

내에서 불문율과 같은 원격의료마저도 일시 허용하게 만

들었다.
128)

 바이오헬스 R&D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인공

지능과 같은 디지털 전환 관련 R&D가 증가하고, 제품

설계, 개념검증, 임상시험, 현장실증 등 R&D 활동에서

의 디지털 전환이 촉진된다. 예를 들어, 작년 한해 코로

나19로 인해 환자들의 병원방문이 어려워 신약개발 임상

시험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전세계적으로 2,000

건 이상의 임상시험이 연기되었다.
129)

 미국 FDA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병원을 방문하지 않거나 최소

화한 임상시험 형태인 탈중앙 임상시험(Decentralized 

자료: CDC(2021.03.21.)

그림 2-19 Impact	of	climate	change	in	human	health



102 103

바이오헬스 산업의 넥스트 노멀: 포스트코로나를 맞는 한국의 과제

. 코로나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환경변화4. 기술 및 연구개발

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바이오헬스 R&D에도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 낼 전망이다. 어떤 변화는 기존 트렌드를 

가속화시키기도 하고 어떤 변화는 코로나19 이전 트렌드

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기도 할 것이다.그림 2-19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이오헬스 R&D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기술적 동인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

이터 등으로 대변되는 디지털전환이다. 디지털전환으로 

인해 헬스케어 데이터는 1,218 exabytes
135)

에서 2025

135)　 1 exabytes 용량은 10억 gigabytes에 해당한다.

136)　 IDC(2018), Ernst & Young(2020)

137)　 Ernst & Young(2018)

138)　 McKinsey & Company(2020)

139)　 박현지 외 (2020)

년에는 약 8.5배 증가한 10,481 exabytes까지 확대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136)

 언스트앤영(Ernst & Young)

에 따르면 바이오헬스로 인한 미래 편익은 혁신의 데이터 

활용 승수에 비례해 증가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기반 생명과학 혁신을 ‘Life Science 4.0’이라고 

정의한다.
137)

그림 2-20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도 20 25

배나 빨라졌다.
138)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트렌드가 비대

면이며,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도 비대면 트렌드는 지속될 것

이며,
139)

 신종 감염병 대유행 주기에 따라 더 강화될 것

이다. 이는 보건의료 분야도 예외가 아니며 미국의 경우 

공급자 그룹별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50-175배 증가

하였으며 환자의 인식도 급격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

다.
140)

 또한, 디지털 전환은 융합의 촉매제로 작용하여
141)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도 기술-산업-기업 간 경계가 희미

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
142)

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데이터 기반 R&D와 더불어 가장 많

이 언급되는 기술은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양적으로 풍부해지고 질적으로 향상되면 임상효용성의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를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

국,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귀결되는 디지털 전환은 바이오

헬스 R&D 도구를 혁신시키고, 제품과 서비스 개발의 효

율성과 효과성을 극적으로 높인다. 

제품과 서비스 측면에서는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서비스

가 신속해지고 지능화되며 정밀화된다. 정밀화로 인해 직

접적인 의료비용이 증가할 우려도 있으나
143)

 장기적으로

는 의료비용이 감소하고 의료의 질은 향상된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 병원은 정밀화·자동화를 촉진함으

로써 환자 경험을 개선하고 맞춤치료로 발전되며 화학 자

원을 더 잘 활용하고 오류를 최소화한다.
144)

 예를 들어, 

140)　 Bestsennyy, O. 외.(2020)

141)　 Deloitte(2019)

142)　 조용호(2013)

143)　 Gómez-González, E. and Gómez, E.,(2020)

144)　 Roberto Moro Visconti, Donato Morea(2020)

145)　 의학신문(2019.01.07)

146)　 Rasmussen SA, Khoury MJ, del Rio C(2020)

147)　 Weeramanthri, T. 외(2018)

148)　 정현주 외(2020)

149)　 Stanford University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2021)

150)　  2020년까지 의학지식은 73일마다 2배가 되고, 환자진료 한 시간당 문서화는 2시간이 필요하며, 의사의 78%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고, 의사의 80%는 한계에 도달하거나 한계

를 넘어서고 있다(Deloitte, 2019)

151)　 에릭 토폴(2020)

존스홉킨스병원은 가상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디지털 트

윈기술기반 커맨드 센터 도입 후 환자 수용력 60% 향상, 

응급실 배정시간 30% 단축, 수술실 이송지연 70% 감소 

성과를 창출하였다.
145)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에 기반한 정밀진단의 혁신은 정밀치료로 이어져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정밀공중보

건 분야 발전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46)

 정밀공중보건

(Precision Public Health)이 활성화 된다면 개인과 환

경을 일생에 걸쳐 정밀하게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위험 인구집단에 대한 맞춤형 예방적 중재를 함

으로써 전체 인구집단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147)

 의료

인공지능 기술은 신약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

고 임상예측 가능성을 높여 신약개발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148)

 2020년 인공지능 신약개발 기업 전세계 민간

투자는 전년대비 4.5배 증가한 138억달러에 달하며 모든 

분야를 압도했다.
149)

 의료인공지능의 지향점은 단지 의료

의 생산성 향상에만 있지 않다. 궁극적으로 의료진이 코

로나19나 급속한 환경변화로 인한 번아웃(burnout)
150)

에서 벗어나 환자와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공감하

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케어 기반 의료, ‘Deep 

Medicine(심층의학)’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
151)

자료: Ernst & Young(2018)

그림 2-20 바이오헬스로	인한	미래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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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자일(Agile)한 혁신 설계역량이 중요해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회복탄력성(resilience) 강화를 위해 

바이오헬스 R&D에 가장 요구되는 역량 중 하나는 애자

일한 혁신 설계 역량이다.
152)

 사실상 미래를 예측하기 어

렵운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기존 시

스템에 의한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신속

하게 진단키트를 만들고, 워킹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하

는 등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처했다. 이러한 애자일한 혁신 

설계역량은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사회경제시스템을 빠

르게 회복시키기 위한 기반이 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기

후변화로 인해 감염병 대유행 주기가 더 짧아질거라 예

상한다.
153)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는 이러한 변화

에 맞춰 유연성과 디지털 전환에 기반한 R&D 활동의 운

영시스템 변혁인 ‘연구변혁(Research Transformation; 

RX)’라는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154)

 예를 들어, 기존에는 

연구비 예산계획과 집행이 특정사업에 한정되어 사용가

능했으나, 향후에는 다양한 재원을 합산하여 사용도 가

능하고, 상황에 따라 연구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것도 

허용하는 식이다.

속도(Velocity)는 오늘날 세계를 정의하는 3대 특성 중

에 하나이며,
155)

 미국 초고속 백신작전(Operation Warp 

Speed)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바이오헬스 R&D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특정 임무만을 위해 모든 자

152)　 김현철 외(2020)

153)　 한겨례(2020.05.19)

154)　 科學技術振興機構(2021)

155)　 클라우스 슈밥, 티에리 말레르(2021)

156)　 The Wall Street Journal(2021.2.15)

157)　 Deloitte(2020b)

158)　 Boston Magazine(2020.06.04)

원과 역량을 쏟아 붓는 거대 과학기술 정책은 역사상 맨

하탄 프로젝트, 아폴로 프로젝트 등 소수에 불과한데 초

고속 백신작전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스타트업 모더나

社의 백신개발 사례가 흥미롭다. 일반적으로 백신은 수천

명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신약과 달리 수만명 일반

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다. 개발기간도 전임상에서 

출시까지 평균 10.7년이 걸리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

다. 많은 시간과 비용, 위험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다국

적 거대 제약사도 개발하기 쉽지 않다. 반면, 최근 아스트

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에서 출시된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1년 내 개발되었다. 미국 FDA는 통상 10개월이 걸

리는 심사기간을 2.5주 만에 심사함으로써 안전성 및 효

능 요구 사항을 완화하지 않으면서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수집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156)

 전통적인 방

식인 백신후보 발굴, 전임상시험, 임상시험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R&D(Sequential R&D)로 이루어졌다면 1년 내 

개발은 불가능했다. 모더나社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로 결정한 후 단 2일 만에 백신을 설계하고 모든 

연구단계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모더나社는 원래 AI, IoT, 

Cloud 등 디지털로 무장한 기업으로
157)

 백신개발 프로젝

트를 소프트웨어로 관리하다가 나중에는 화이트보드로 

써내려가는 등의 애자일 R&D를 추진하였다. 결국, 당초 

개발계획 기간인 120일에서 대폭 단축해 코로나19 유전

자 염기서열 공개 후 42일 만에 임상시험용 백신을 생산

해냈다.
158)

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이 강화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주요 정책변화 중 하나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큰 정부로의 복귀이다.
159)

 특히, 바이오헬스 

R&D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공공성 요구를 많이 받고 있

다. 알서 언급한 미국 정부의 초고속 백신작전이 단적인 

예이다. 민간 제약사와 연방정부기관(HHS, DoD)의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연방정부가 130억 달러를 지원한 결과, 

2021년 1월 31일 기준 5개 제약사 백신이 임상 3상에 진

입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다. 이중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2개 제약사가 FDA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160)

 

난치성 질환은 한 나라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

제이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976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할 때 암정복 정도

는 쉽게 해결될 거라 예상했다.
161)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현재 암 완치율이 비약적으로 올라갔다고 하지만, 조기진

단 영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이암 치료성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전 세계 바

이오제약 기업은 항암신약 개발을 위해 가장 많은 자금

을 쏟아 붓고 있지만 획기적 항암신약의 치료성과는 암환

자 생존율 수개월 연장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하다. 더구

나,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암환자가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159)　 클라우스 슈밥, 티에리 말레르(2021)

160)　 GAO(2021)

161)　 https://en.wikipedia.org/wiki/War_on_cancer

162)　 청년의사(2021.01.20)

163)　 American Cancer Society(2021)

164)　 WHO(2020)

165)　 Nature(2021)

166)　 보건복지부(2021)

167)　 European Commission(2020b)

168)　 OECD(2021)

환자들이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워 암 조기진단율이 감소

했기 때문이다.
162)163)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자원 편중 

및 의료 접근성 제한으로 인해 정신건강과 심혈관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만성질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WHO

에 따르면 조사대상 163개 국가 중 코로나19로 인해 만

성질환 서비스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국가는 

75%에 달했다.
164)

 영국, 미국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스

트레스로 걱정이나 우울증 증상이 1.9배에서 3.8배까지 

증가하였고,
165)

 국내에서도 2018년 대비 우울 위험군이 

5.2배 증가하였다.
166)

2020년 EU는 ‘Conquering Cancer: Mission 

Possible(2020)’이라는 새로운 전략 제언을 발표하였다. 

‘암 정복’이라는 제목도 도전적인데 ‘가능한 임무’라는 부

제가 더 흥미롭다. ‘2021~2030년간 3백만명 이상 조기 

사망자 추가 예방’을 미션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예방 

가능한 것을 예방’을 비롯한 5대 추진방향과 ‘ 암 진단 최

적화 및 새로운 접근법 개발(R&D)’, ‘EU 내 암 관련 건강 

평등 달성(정책)’ 등 13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167) 임

무지향적 혁신정책은 정해진 기간 내 사회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환자, 국민, 기업, 대학, 병원 등 모

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또한, 과학기술 측면의 R&D

에 국한하지 않고 혁신 제도·정책을 모두 포괄한 국가혁

신 시스템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
168)

 임무지향적 혁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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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기존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

안으로 일부 국가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169)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암 이외에도 기후변화, 인수공통감염

병, 건강불평등
170)

 등과 같은 국가적 난제와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악화, 돌봄 부담 증가 등과 같은 미충족 건강수

요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 받을 전망이다.

전략적 협력(Strategic alliance) 모델이 다양하

고 복잡해진다.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이 붕괴되면서 불확실

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국이나 인근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시키는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이나 

니어쇼어링(Near-shoring)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바이

든 대통령은 2021년 2월 24일 의약품·의료기기 등 4개 

주요품목에 대해 유연하고 안정적인 조달체제 구축을 위

한 공급망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다.
171)

 맥킨지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의 변

화로 2025년까지 글로벌 상품 수출의 1/4 또는 4.5조 

달러가 이동할거라 예상한다.
172)

 최근, 바이오 헬스산업

은 코로나19 백신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자국내 의료

제품 생산시설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EU는 역내 

의약품 제조시설 확충 및 가치사슬 구축, 새로운 제조기

술 개발, 제조시설 디지털전환 등을 포함한 EU 의약품 전

169)　 송위진(2019)

170)　 Clare Bambra 외. (2020) 

171)　 Whitehouse(2021)

172)　 Mckinsey & Company(2021.01.04.)

173)　 European Commission(2020c)

174)　 연합뉴스(2020.11.18)

175)　 메디컬옵져버(2020.03.01) 

176)　 김나형, 조정선(2020)

략(Pharmaceutical Strategy for EU)을 추진할 계획이

다.
173)

국내기업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이 높아짐에 따라
174)

 이를 활용한 협력모델이 다양해지고 있다. 바이오

의약품 생산역량을 활용한 위탁생산모델(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CMO) 뿐만 아니라 개

발위탁모델(Contract Development Organization; 

CDO), 개발생산위탁모델(Contract Development 

Manufacturing Organization; CDMO), 개발중심모델

(No Research Development Only; NRDO) 등 연구·

생산 전문역량이 세분화되거나 일부가 통합·연계된 다

양한 협력모델로 분화되고 있다. 아울러, 바이오의약품 

생산량 증가에 따라 원부자재 등 소재·부품·장비 수요

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시 소재·부품·장비 수급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위

험이 더 커졌다. 의료기기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요

가 폭증해 일부 시약이나 부품조달이 어려워져 생산에 어

려움을 겪은 바 있다.
175)

 코로나19로 인해 주요국의 국가

봉쇄가 일어났을 때 바이오헬스 R&D 연구자가 가장 어

려움을 겪는 문제도 연구 물품 수급 문제였다.
176)

 이러한 

일련의 현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과 불확실

성에 대비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

망 보호를 위해서는 공급망 다양화 이외에도 블록체인, 

예측분석 등의 디지털전환 솔루션이 중요한 역할을 한

다.
177)

 디지털 바이오 제조공정과 디지털 공급망의 데이

터를 통합하고 분석함으로써 관련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78)

 바이오제약 기업의 AI의 활용은 코로나19 이

후 새로운 공급망에 대응하고 회복하고 적응할 수 있도

록 도와줄 수 있다.
179)

 더 나아가 보건의료 분야 제공자

(Provider)-제조자(Manufacturer)-공급자(Supplier)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취약해

지기 쉬운 헬스케어 전체 공급망까지 받쳐줄 수 있다.
180)

 

우리나라 정부도 최근 의약품 제조혁신센터 구축 등 생

산·유통 구조 고도화를 중점추진과제로 제시한 바 있으

나,
181)

 제공자(Provider)-제조자(Manufacturer)-공급

자(Supplier) 간 통합망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

이 많다.

바이오헬스 R&D 분야 글로벌 협력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위축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며, 글로벌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코로나19 관련 연구성과의 7.5만건

(2020.1-2020.11) 중 3/4 이상이 무료 공개되었으며,
182)

 

코로나19 진단키트나 백신 개발 시작도 중국의 코로나

19 유전자 염기서열 공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울

러, 초고속 백신작전 사례와 같이 공중보건 위기시 자국

내 혁신주체를 중심으로 한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도 강화되기 시작했다. 규모의 경제가 필요

하거나 필수 자원이 부족한 분야는 글로벌 협력에 참여하

177)　 KPMG(2021) 

178)　 GEN(2020.07.07) 

179)　 Deloitte(2020b)

180)　 Deloitte(2021)

181)　 관계부처 합동(2020) 

182)　 OECD(2021)

183)　 Ernst & Young(2018)

184)　 Cohen, Jason(2021)

는 한편, 이를 레버리지하기 위해 핵심역량과 자원은 자

국내 혁신주체간 지역간 협력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강화

하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미래 바이오헬스 R&D는 공

공성 강화를 위한 큰 정부가 주도하는 다양한 민관협력 

모델이 활성화되는 한편, 국제 정세에 따라 신속하게 국

내외 혁신주체간 협력 방향을 조정하고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조정 역량도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의 권한이 강화되고, 환자 중심성이 중요

해진다.

그동안 의료기술이나 제품에 대해 기업, 병원 등 보건의

료 공급자와 환자, 지불자, 정책결정자 등 보건의료 소비

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은 

환자가 전문의료인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고 주체적 결정

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있으며, 

소비자 중에서도 환자의 권한이 가장 빠르게 강화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183)

 이를 위해서는 건강 데이터에 대

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자기주도 건강관리가 가능하도

록 하는 인센티브나 정책이 필요하다. 환자의 건강 데이

터 접근성 향상 정책은 인공지능 및 행동과학 발전과 함

께 더 나은 건강성과를 위한 지름길이 된다.
184)

 정부차원

에서는 ‘My Health Way’ 도입을 통해 개인 중심 건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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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활용하기 위한 마이 데이터 생태계 조성 정책을 추

진 중에 있다.
185)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자기주도 건강관

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본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

고 있다. 민간에서는 건강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

하게끔 도와주기 위한 기술개발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활

발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휴먼스케이프社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환자 커뮤니티의 임상정보 데이터를 원하

는 제약회사나 의료전문가를 연결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186)

앞서 언급한 환자의 건강 데이터 접근성이 향상되면 환자

중심성(Patient-centeredness)이 강화되고 환자중심

의료(Patient-centered healthcare) 뿐만 아니라 환자

중심 R&D도 촉진시킨다. 환자중심이란 ‘환자별 선호, 니

즈, 가치를 존중하고 대응하며, 모든 임상적 결정이 환자

의 가치를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케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미래 보건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 중에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187)

 환자중심 R&D는 환자가 R&D 

우선순위, 설계, 실행, 보고, 성과 확산 등 R&D 모든 단

계에 있어 환자의 경험과 관점이 기여할 수 있도록 R&D 

전주기에 동참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

근,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임상연구 등이 확대되면서 환

자가 직접 경험한 건강결과를 보고하는 환자보고결과측

정(Patient-reported outcome measure) 기반 임상

연구가 부각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DTC(Direct-to-

185)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1.02.24)

186)　 조선일보(2020.12.28)

187)　 Institute of Medicine(2001)

188)　 데일리팝(2018.11.22.)

189)　 Pharmafile(2014.04.08.)

190)　 이뉴스투데이(2019.09.25.)

191)　 EC(2020)

Consumer) 등의 활성화로 환자가 자발적으로 생성하는 

건강데이터(Patient Generated Health Data; PGHD)

가 증가하면서 환자중심 R&D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환자를 비롯한 소비자는 소비의 주체뿐만 아

니라 바이오헬스 R&D의 개발주체로도 부상할 전망이

다. PatientLikeMe社는 환자간 정보를 공유하고 자체

적인 비교임상시험도 진행하는 SNS 플랫폼으로, 루게

릭병 동생을 위해 창업을 시작한 사례이다.
188)

 노바티

스, 제넨테크 등 다양한 제약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신약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189)

 우리나라에서는 1형 당뇨자녀

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앱을 만들고 연속혈당측정기기

의 허가와 건강보험 급여화까지 이끌어냈던 한국1형당

뇨환우회 김미영 대표가 그 예이다.
190)

 이러한 환자를 비

롯한 소비자의 혁신활동은 환자 데이터뿐만 아니라 깃허

브(GitHub)와 같은 오픈소스, 무크(MOOC)와 같은 온

라인 공개강좌, 3D 바이오 프린트와 같은 손쉬운 생명공

학도구 등 혁신을 위한 정보 및 기술의 도움으로 성장하

고 있다. EU는 Horizon 2020의 Science with and for 

Society(SwafS) 부문의 일환으로 시민과학 및 시민참

여 프로젝트에 4억 6천2백만 유로의 예산을 배정하여 약 

200개 프로젝트를 지원한 바 있다.
191)

 최근에는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나 리빙랩(Living Lab)과 같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공공차원의 사용자 

주도 혁신 공간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더 가속화될 것으

로 전망된다. 

가치기반 헬스케어(Value-based Healthcare)

를 촉진한다.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고령인구의 건강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지출은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65세 이

상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0%를 넘어선 상황으

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192)

 

가치기반 헬스케어(Value-based Healthcare)는 보

건의료의 비용은 통제하면서 환자의 건강성과(health 

outcomes)를 높이는 보건의료 전달시스템이다.
193)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의료를 제공하려

는 노력은 전세계 국가의 관심사였다. 다만, 이러한 노력

이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일어나면

서 약제비와 의료비 삭감, 혁신적인 의료기술 진입 지연 

등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쉬웠다.

바이오헬스 R&D도 가치기반 헬스케어라는 트렌드에 맞

춰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로 병

원 방문은 감소하겠지만, 오히려 상시적 위기에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공중보건체계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예

방·진단·치료·관리의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체계의 중

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자기주도 건강관리로 질병을 예방

할 수 있다. 고위험 인구집단은 선별하고 집중관리하며, 

질환을 조기진단하고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정

밀치료를 통해 치료효과를 높이며, 치료 후 관리를 통해 

재발도 방지할 수 있다. 전주기적 건강관리는 가치기반 의

료의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Virtuous cycle)이다. 이러한 

192)　 청년의사(2020.10.27.)

193)　 Harvard Business School(2021.04.22.)

194)　 Cortese, Denis(2021)

195)　 CSDH(2008)

196)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2020)

197)　 Frost&Sullivan(2020)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R&D 

방향을 보건의료 정책 및 체계와 연계하려는 노력이 중요

하다. 아울러 가치기반 헬스케어로 인한 비용절감은 다

시 상시적 위기에 대응하고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중보건체계와 보건의료전달체계에 재투자되어야 한

다.
194)

데이터 측면에서는 병원의 임상정보를 비롯해 유전체 

정보, 건강 및 치료 이력, 생체정보, 생환습관정보 등 

PGHD와 출생, 성장, 생활, 일, 노화 등 건강의 사회적 결

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DOH)
195)

까

지도 통합하여 공유할 수 있는 제도와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 NIH NIMHD 디렉터인 엘리시오 페레즈-스

테이블(Eliseo Peréz-Stable)은 SODH의 중요성에 대

해 “당신의 기대수명에 관해서는 우편번호가 유전자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한다.
196)

 최근 미국 주요 보건의료 

공급자도 가치기반 헬스케어를 위해 SDOH 데이터를 수

집하고 통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197)

 반

면, 최근 국내에서 추진 중인 ‘국가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이나 ‘My Health Way’ 등은 아직까지 SDOH까지 고려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와 공유 기반은 인구집단 

건강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공중보건과 근거기반 의학 정

책의 실행과 평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확대되고 강화될 전망이다.

의료기술 측면에서는 혁신적인 의료기술의 진입 속도

를 높이고, 임상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은 퇴출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실사용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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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World Data; RWD)와 실사용 근거(Real World 

Evidence; RWE) 생성을 위한 기반과 제도가 활성화 될 

것이다. 실사용 근거를 위한 기반과 제도는 혁신적인 의

료제품의 허가기간을 단축시키고, 혁신적인 치료법 발

견을 용이하게 하며, 비용효과성 입증에 탄탄한 근거

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실사용 근거가 부족하거나 없다

고 판단되는 의료기술도 신속하게 퇴출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접근성이 낮아지고 

원격진료의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의료제품 평가를 위

한 RWE는 더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 FDA에서는 2016

년 21세기 치유법 제정 이후 의료제품 개발에 RWD/

RWE를 활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가이던스를 개발

해 왔다.
198)

 또한, 아직까지 혁신적인 의료기술을 객관적

으로 평가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여 사전적으로 건강보

험 진입을 선별하고 제한하고 있는 제도를 혁신하기 위

해 각국의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공보험 중심 보건의

료체계를 가진 영국은 NHS(National Health System) 

소속 AHSNs(Academic Health Science Networks)

를 활용하여 영국 전역 15개 지역단위 병원 네트워크

에서 혁신 의료기술을 실증하여 근거를 확보하고 확산

할 수 있는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독일 디지털헬

스케어법(Digitale-Versorgung-Gesetz)이나
199)

 미국 

Center for Medical Service(CMS)의 MCIT(Medical 

Coverage of Innovative Technology)의 디지털헬스제

198)　 FDA(2020.11.30.)

199)　 연미영(2020)

200)　 CMS(2021.01.21.)

201)　 Marc Prensky(2001)

202)　 OECD(2020)

203)　 McKinsey & Company(2020.10.28.)

204)　 Brookins(2020.12.16.)

205)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2021)

품 보험 조기승인 사례처럼
200)

 혁신의료기술을 건강보험

에 조기 진입시키고 사후에 평가할 수 있도록 변화할 전

망이다. 궁극적으로는 의료기술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객

관적인 비교평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실질 가치에 근거하

여 가격이 결정되거나 정책이 시행되는 가치기반 의료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시 사람이다.

코로나 19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주요 국가의 인재들

은 각자 사는 곳에서 자유롭게 원격으로 소통하며 디

지털 언어와 장비를 통해 혁신을 이끄는 디지털 원주민

(Digital Native)
201)

이 중심이 되고 있다. OECD 설문조

사 결과(2020)에 따르면 연구개발 환경도 3/4 이상이 재

택근무 등을 통해 연구개발을 수행했으며, 2/3 이상은 디

지털 도구를 사용한 대체근무가 앞으로 지속되거나 확

대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202)

 반면, 코로나 19로 인

한 원격근무 증가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현장에서 역량개

발이 어려워지면서 직업능력 불일치는 확대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203)204)

 코로나19는 남성 연구자들 보다 여성 

연구자들의 연구생산성을 더 떨어트리고, 더 나아가 여성 

연구자들의 전반적인 경력개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205)

 

신진 연구자는 취업과 경력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 네이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대상 박사후 연구원 중 

61%는 경력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대

답했다.
206)

 또한, 신뢰를 비롯한 사회자본 기반 네트워크 

및 협력은 여전히 지리적 근접성에 의존하고 있다. 코로

나 19로 인한 지역간 이동 제한은 보스턴과 같은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근접의 중요성을 

오히려 부각시키기도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

러한 변화에 맞춰 글로벌 인재들의 다양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그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소통하고 유인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발생 당시 정부, 의료진, 국민, 기업인, 연구자

가 협력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K-바이오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자 상호신뢰 축적을 

위한 첫걸음이다. 원격근무가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다양

한 혁신주체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신뢰와 문화 형성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포스트 코

로나 시대에서는 연구자들간 성별, 기업별, 경력별, 인종

별 교육·훈련 불평등이 심화되고, 연구자들의 다양성 확

보를 위한 향상교육(Upskill)과 재교육(Reskill)에 대한 요

구도 증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해외인재를 끌

어들이고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안에 거

점을 구축하여 자국내 바이오 클러스터 허브를 연계하는 

글로벌 연계 클러스터(Global-linking cluster)가 활발해

질 것이다. 

더 나아가 가상공간 플랫폼을 활용한 사이버연계 클러

스터(Cyber-connected cluster)
207)

의 중요성도 부

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학, 기업, 병원, 정부 등 혁

신주체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의사과학

자, 기업혁신가, 기술정책가, 기술중개자 등 중개전문가

(Translational Expert)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의약학, 

206)　 Chris Woolston(2020)

207)　 정진섭, 이민재(2018)

생명과학, 인지과학, 정보공학, 재료공학, 인류학 등 다양

한 학제간 지식과 언어의 장벽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다

학제적(Multidisciplinary), 학제간(Interdisciplinary), 초

학제적(Transdisciplinary) 융합형 인재 수요는 더 높아

질 것이다. 그리고, 국내외 혁신 가치사슬을 횡적, 종적으

로 통합하고 연결하며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조정

자(Coordinator)와 중개자(Broker)의 역할이 더 강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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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오헬스 산업 대국민 인식조사의 의의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보통 “생

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

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08)

으로 정의된

다. 그리고 장기간의 R&D가 소요되며, 병원·의사·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다른 산업과는 차별

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정의와 특성으로부터 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파악이 

중요한 시점이며,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오헬스 산업은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구축, 

세제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사업이다. 최근 코로

나19로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백신의 예

만 봐도, NIH(국립보건연구원), CDC(질병관리본부), 

FDA(식약처), 국방부(DOD), 국제개발처(USAID) 등 다

양한 정부 기관이 연구개발에 개입된다.
209)

 특히 기초과

학적 성격이 매우 강한 연구 단계의 경우 기업보다는 정

부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밖에도 보건의료 빅

데이터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 사업, 세제지원, 건강보험

208)　 관계부처 합동(2019.5.22.)

209)　 Douglas, R 외(2008)

수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 지원 사업이 수행되고 있

다.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의 지지도 파악은 필수적이다.

둘째,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

어 있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 전반에 다양

한 규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들에 대한 평가

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국민들의 인식

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말기암 환

자에 대한 실험적 기술의 사용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생

명에 대한 위험일 수도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바이오기술의 발전 등으로 바이오헬

스 산업은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다. 기존 바이오헬스 생

태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기존 

개인정보보호체계를 넘어서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기존 생명윤리법제의 한계를 벗어난 유전자편집 기술의 

적용 등 다양한 도전과제가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의 변화

를 요구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과 향후 과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

박대웅, 정유성

5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The Next Normal
on Biohealth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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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산업은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

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 많은 규제가 존재하지

만 규제개선이 쉽지 않은 환경에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이 존재하고 서로 다른 공공가치(public value)들이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경우가 많아
210)

 사회적 합의를 이루

는 것도 어렵다.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환자 개인

의 특성을 고려한 정밀의료 가능성 확대와 난치병 치료기

술개발 등을 근거로 한 찬성의견과 개인정보 유출 및 상

업적 활용을 우려하는 반대의견이 대립한다. 유전자치료 

등 생명공학 기술 개발·활용과 관련해서는 치료기회 확

대 등을 근거로 한 찬성의견과 인간 존엄성 훼손·안전성 

210)　 이명화 외(2014)

문제 등을 근거로 한 반대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규제로 인한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는 ‘안전성 문제’, ‘첨단기술 발전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이해관계자의 저

항’,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조사 결과, 일반국민, 산업계, 의료계 모두 바이오헬스 

규제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안전성 문제’를 꼽았다(각 

65%, 82%, 49.5%).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일반국민과 

의료계는 ‘첨단기술을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각 

42.8%, 46%), 산업계는 ‘이해관계자의 저항’(42%)이었

다.그림 2-21 

넷째, 코로나19의 충격은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도 예외일 수 없다. 팬데믹에 대한 국민적 경험은 산업의 

역할과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백신주권의 확

립, 의료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등의 의미가 예전과는 다

를 것이다. 국민들의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바이오

헬스 산업의 뉴노멀에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은 이해관계자가 특히 많은 산업이다. 단순하게

는 의료소비자(일반국민), 의료계, 산업계로 분류할 수 있

으며 연구계, 보험업계 등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또한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상당수가 의료계에 위임되

어 있는 등 다른 산업과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

라서 이해관계에 따라 산업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해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정부 역할의 정당성 확보, 규제에 대한 인식 파

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대응,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 

대비 등을 위해서 국민들의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인식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산

업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일반국민, 산업계, 의료계로 

구분하여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대국민 인

식조사를 실시하였다.

2.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인식

 

우선 일반국민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 보았다.

일반국민 응답자의 85%, 산업계 92.3%, 의료계 88%

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향후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

망했다. 일반 국민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84.5%)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이 감염병 사

태 대응에 중요한 산업(81.8%)이라는 점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산업계는 95.4%가 바이오헬

스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가

장 높은 긍정적 인식을 보였으며, 93.6%가 향후 바이오

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계는 바이오헬스 산업이 ‘감염병 사태 대응에 중요한 

산업’(90.5%)이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90%) 한다

는 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았다.

조사결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

하다는 점에 산업계(95.4%)와 의료계(88%)뿐만 아니라 

일반국민(84.5%)도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표 2-22

표 2-22	보건산업에	대한	인식	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일반국민 향후 중요성 커질 것(85%) 정부 지원 필요(84.5%)
감염병 사태 대응에 

중요한 산업(81.8%)

산업계 정부 지원 필요(95.4%) 글로벌 경쟁 격화될 것(93.6%) 향후 중요성 커질 것(92.3%)

의료계 감염병 사태 대응에 중요한 산업(90.5%)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90%)
향후 중요성 커질 것(88%), 

정부 지원 필요(88%)

<대국민 보건산업 인식조사 개요>

ㅇ (조사기간) 2020. 9. 23 ~ 2020. 10. 30

ㅇ (조사대상) 일반국민 1,000명, 산업계 300개 업체, 의료계 200명

  * 일반국민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산업계 : 전국 보건산업분야 산업체 종사자 / 의료계 : 의료기관 종사자

ㅇ (조사항목) : 보건산업에 대한 인식, 첨단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경험과 인식, 보건산업 정책에 대한 인식, 코로나19 상황 하 

보건산업에 대한 인식 등

ㅇ 조사방법 및 표본추출방법

대국민 인식조사 산업계 인식조사 의료계 인식조사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온라인/전화/FAX 조사 병행 온라인/이메일/FAX 조사 병행

표본배분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 의약품(40%), 의료기기(40%), 화장품(20%) 의사(40%), 간호사(60%)

그림 2-21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갈등	주요	원인



116 117. 코로나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환경변화

바이오헬스 산업의 넥스트 노멀: 포스트코로나를 맞는 한국의 과제

5.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민 인식 변화

규제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일반국민과 의료계는 전문가 

집단의 검증(각 34.5%, 33%)이 가장 중요하며, 산업계

는 사회적 합의의 장 마련(42.7%)이 중요하다고 응답했

다. 일반국민, 산업계, 의료계 모두 첨단 의료기술의 규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전문가집단의 검증’, ‘일반 국민에 

대한 교육·홍보’, ‘사회적 합의의 장 마련’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

는 합리적인 규제개선이 필수적이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

나19 위기 대응과 극복을 위해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를 

완화했다. 일본에서는 초진부터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코

로나19로 인한 폐렴 등 적용 질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원격진료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에 대한 신속심사와 신속승인이 이루어지는 등 규제 장

벽이 대폭 낮아졌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더나 백신 개발에 소요된 임상 기간은 8개월 정도였다. 

통상 백신 개발을 위해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 이상 걸

리는 임상 기간에 비해 매우 단시간에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에 새로운 전환기

를 맞이했다. 코로나19는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관련 기

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

고 규제 합리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전

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의 장을 마련

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

211)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2020.4)

3. 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경험과 인식

첨단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치료·병원 중심의 의료에서 

예방·건강관리·환자 중심의 헬스케어로 바이오헬스 산

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각 산

업에 첨단 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가속화하였으며,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 활용되고 있다. AI를 활용하여 CT·엑

스레이 영상 등을 판독하여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속·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AI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 발굴에도 활용되어 의약품 개발 기간을 크게 단

축시켰다. 덴마크에서는 3D 프린터로 특수 제작된 일회

용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코로나 검체를 채취하는 로봇

을 개발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첨단 기술 활용도 주

목받고 있다. 씨젠은 코로나 바이러스 샘플 없이 인터넷에 

공개된 유전자 정보를 AI로 분석하여 2주 만에 코로나 바

이러스 진단키트를 개발했고, 디어젠은 AI를 활용해 코로

나19 치료 가능성이 높은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했다. 그

리고 와이즈넛은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

는 공개 정보를 결합해 코로나19 예방과 올바른 대처방

안을 알려주기 위한 공익 챗봇 서비스인 ‘코로나19 챗봇

(BETA)’을 제공했다.
211)

 

주목을 받고 있는 일부 기업들 외에 바이오헬스 산업계 

전반의 첨단 기술 활용은 어떤 단계에 있을까? 산업계

의 첨단 의료기술 활용 단계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는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계획도 없다’고 응답

했다. 27.7%는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계획은 

있다고 응답했으며, 3.7%는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실제로 첨단 의료기술을 활용해 매출

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업종별로는 ‘활용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계획은 있

다’는 응답의 경우 화장품이 38.3%로 가장 많았고, 뒤

이어 의료기기 27.5%, 의약품 22.5%로 나타났다. 한

편, 응답 업체 중 의료기기 9.2%, 화장품 5.0%, 의약품 

2.5%는 첨단 의료기술의 활용으로 실제 매출이 발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22

 

올해 1월 CES2021에서는 화장품과 첨단 기술이 결합한 

‘뷰티테크’가 급부상했다. 아모레퍼시픽, 로레알그룹 등 

주요 업체들이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등 첨단 기술

과 결합한 뷰티테크를 선보였다. 아모레퍼시픽은 AI를 활

용해 고객에게 적합한 색상을 추천·제조하는 기술과 피

부 고민에 맞춘 성분으로 토너를 제조하는 첨단 가정용 

기기로 헬스&웰니스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화장

품 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는 응

답률이 가장 높은 업종이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상

황 하에서 화장품 산업은 가장 많은 변화를 겪었다. 방역

조치에 따라 오프라인에서의 테스트, 시향 등이 불가능

해졌다. 마스크의 사용으로 피부질환에 대한 우려가 높

아졌고, 피부관리를 위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

다. 이렇듯 화장품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타개

하고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약 업종은 첨단 기술의 활용 계획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신약후보물질 발굴과 임상

시험의 효율화가 입증되면서, 제약 업계에 첨단 기술 도입

이 가속화되는 상황과 다른 결과이다. 국내 제약사 중에

서는 상위 제약사 일부만 신약개발에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들을 제외한 많은 업체들이 AI 도입의 필요성

그림 2-22	첨단	보건의료기술	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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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감하면서도 인력·자금 부족, 연구개발 여건 등 인프

라 부족 등의 이유로 AI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12)

 

코로나19는 무엇보다 의료기관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코로나19로 의료기관에 비대면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문경생활치료센터는 스마트 활력징후 

측정 장비, 모바일 문진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의

료진과 확진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실시간으로 환자

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인하대병원은 

지난해 8월, AI와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격리병동 입

원환자를 위한 비대면 환자케어 서비스’를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동에 시범 도입했다. 

의료기관 내 첨단 의료기술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의료계 

응답자의 53.5%가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경우에 따라

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9%가 ‘필수

적이며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6.5%가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홍보 효과 등 마케팅 측면

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필수적이지 

212)　 EBN(2019.11.12.).

않으며 도입할 필요도 없다’는 응답은 1.0%에 그쳐, 응답

자 대부분이 의료기관 내 첨단 의료기술 도입에 대해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코로나19는 첨단 의료기술의 임상 적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의료계 현장에서도 공감하고 

있었는데, 조사결과 의료계 응답자의 81.5%는 코로나19 

이후 첨단 의료기술의 임상 적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했다.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3.0%,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5.5%로 나타났다.그림 2-23 

코로나19는 첨단 의료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그 이후 첨단 의료기술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가 남아있다. 기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수용성은 기술 

발전과정에서 핵심적 쟁점이 되고 있다. 

일반국민은 ‘첨단 보건의료기술 용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유전자검사(87.6%), 건강관리 앱

(78.4%), 인공지능진단기기(65.2%) 순으로 높게 응답했

다. 첨단재생의료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53.2%로, 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향후 이용의사

가 있는 첨단 의료기술로는 건강관리 앱(70.5%), 웨어러

블 기기(46.6%), 정밀의료(42.6%), 인공지능 진단기기

(40.3%), 유전자검사(39.4%), 첨단재생의료(36.2%) 순

으로 나타났다.

Rogers(1983)에 따르면, 지식(인지), 설득(관심), 결정

(평가), 실행(사용), 확인(수용)의 과정을 거쳐 기술이 수

용된다. 조사결과, 첨단재생의료를 제외한 기술(건강관

리 앱, 웨어러블기기, 유전자검사, 정밀의료, 인공지능 진

단기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강관리 앱을 제외한 모

든 기술에 대해 향후 이용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절반 이

하로 조사됐다. 즉, 대부분의 기술에 대해 현재 기술 수용

을 위한 과정 중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 코로나19가 바이오헬스 산업에 미친 영향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와 전 산업에 막대한 부정적 영

향을 미쳤지만,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은 지속되고 있

다.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수출

입 동향’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

액은 약 15조 2500억 원(141억 달러)로, 2019년(약 9조 

8500억 원, 91억 달러) 대비 약 54.4% 증가했다.

이렇듯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이 계속되었지만 바이오

헬스 산업계 역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체감

하고 있었다. 바이오헬스 산업에 코로나19가 미친 영향

에 대해 산업계는 50.7%가 부정적 영향을, 39.3%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으며, 10.0%는 영향

이 없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의약품 업종은 

45.8%가 긍정적 영향을, 39.2%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

다고 응답하여, 코로나19가 부정적 영향 보다 긍정적 영

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의료기기 업종

은 51.6%가 부정적 영향을, 40%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

[의료기관 내 첨단 의료기술 도입 의견]

의약품

[코로나19 이후 첨단 의료기술의 임상 적용 전망]

의료기기 화장품

그림 2-23	첨단	보건의료기술	도입	의견	및	임상	적용	전망

그림 2-24	코로나19가	산업에	미친	영향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

53.5% 

필수적이며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 확대

39%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마케팅 측면에서

도입 필요

6.5% 

필수적이지 않으며

도입 필요 없음

1% 

변화 없음

13.0% 

임상 적용 증가

81.5% 

임상 적용 감소

5.5% 

45.8% 39.2% 

15.0% 

40.0% 

8.3% 

51.6% 

25.0% 

3.3% 

71.6% 

   부정적 영향    영향 없음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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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응답해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

다. 한편 화장품 업종은 부정적 영향 71.6%, 긍정적 영

향 25%로, 화장품 업종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업종 보

다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2-24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시 우려하는 부정적 영향으로는 

산업계 66.3%가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를 꼽

았고, ‘글로벌 공급망 타격에 따른 생산 차질’(11%), ‘신

규 투자 및 연구개발 여력 감소’(10.7%), ‘신규채용 축소 

및 인력구조조정’(8.3%), ‘외부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애

로’(3.3%)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시 기대하는 긍정적 영향으

로는 35.3%가 ‘비대면 연계 서비스 등 첨단 기술 관련 산

업 규모 확대’라고 응답했다. 그 외에도 산업계는 ‘신규 

사업 및 아이템 발굴’(33.7%), ‘보건산업 및 신산업 분야 

정부 지원 확대’(17.7%), ‘규제완화로 인한 사업 기회 확

대’(7.3%),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글로벌 인지도 향상에 

따른 수출 기회 확대’(5.0%) 등이 기대된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는 산업계 응

답자의 62.3%는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계획도 없

다’고 응답했으며, 24.3%는 ‘추진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계획은 있다’고, 13.3%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신규 사

업을 기획해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화장품 업종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신규 사업을 기획해 추진하고 있다’는 응답이 23.3%로, 

의약품(10.8%) 및 의료기기(10.8%) 업종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았다. 화장품 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코로나19

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인식함에 따라 신규 사업 기획에

도 타 업종에 비해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2-25

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과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일반국민과 의료

계 모두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70.1%, 71.5%)을 꼽

았다. 그 외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과제로는 ‘신속 진

단키트의 개발’(18.5%, 16.0%),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의 

충분한 생산’(9.1%, 5.5%) 등이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한 질문

에도 일반국민과 의료계 모두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69.3%, 67.5%)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일반국민과 의료계가 동일한 인식을 보였으며, 정부 역

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치료제·백신 개발과 확보

를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국내 자체 개발과 함께 

해외 개발 백신을 신속히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

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리고 2021년 현재 백신이 개발되어 전 세

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

난 2월 26일부터 우선 접종대상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이 시작되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

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가 치료목적사용승인을 받고 

의료현장에 투입되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국내 제약사들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감염병이 국가 안

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여실히 깨달았다. 코로

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더불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

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코로나19 종결 

이후에도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과제로 일반국민

과 의료계 모두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64%, 66%)을 

꼽았다. 그리고 의료계의 10.5%는 ‘비대면 의료의 도입’

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13)　 의학신문(2021.01.21.)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의약품의 자체 개발 능력의 중

요성을 깨달았다. 백신 개발이 완료되기 전부터 백신을 

미리 확보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지속되었고, 백신 물량 

확보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감염병 대응능력 강

화를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백신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하

다. 우리 제약산업도 풍부한 백신개발 경험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코로나19 백신 플랫폼인 

mRNA 기술이나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연구

개발 역량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1월 기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관련 식약처의 승

인을 받은 임상시험은 총 29건(치료제 22건, 백신 7건) 

중 종료된 임상시험은 4건, 대상자 모집완료된 임상시험

은 2건으로 나타났다.
213)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의 필요성

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정작 임상시험에 대한 참여율이 

현저히 낮아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실제 조사결과, 일반국민 응답자의 66.2%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개인건강정보 제공’에, 51.2%

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

다고 응답했으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6.2%에 그쳤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내 제약사들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

의 경험치를 쌓아가고 있다. 정부 역시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임상

시험 성공률 제고를 위해 임상·비임상 단계의 연구지원 

강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

였다. 2021년 보건복지부 주요 R&D 예산은 7878억 원

으로, 전년 대비 49.3%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

제·백신 비임상지원 사업에 74억, 코로나19 치료제 임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그림 2-25	코로나19	대응	사업	추진	여부

68.3% 

20.8% 

10.8% 

60.0% 29.2% 

10.8% 

55.0% 

21.7% 

23.3%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계획도 없다    추진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계획은 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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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원에 627억,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에 68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6. 향후 과제

이상과 같이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 첨단 의료기술, 바이

오헬스 정책 및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해

보았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민 건강 증진, 감염병 사태 

대응 등에 중요하며 향후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있었다. 또한 직접적인 정부 지

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크게 공감하고 있었다. 첨단의료

기술의 활용과 관련해서도 일반 국민들은 개별 기술에 대

한 인지도가 높지 않았으나 전문가집단인 의료계의 경우

에는 기술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바이오헬스 정책의 핵심 과제인 규제갈등 해소와 관련해

서는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검증, 사회적 합의의 

장 마련 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향후 관련 정책을 추

진하는데 고려해야할 것이다.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서

는 역시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높았다. 

하지만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전

반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현재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으며 변화

의 속도도 빠르다. 나아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은 

변화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에 대

한 국민 인식조사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국민, 산업계, 의료계 등 사회 전체가 

공감하는 산업 혁신이 이루어질 때, 우리 바이오헬스 산

업은 코로나19 극복을 넘어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The

Next Normal

on Biohealth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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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코로나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새로운 방향

1. 원격의료

2020년 코로나19 Pandemic로 인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 가장 큰 변화 요인은 의료시스템의 디지털화이

다. 전 세계는 폭증하는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처리하기 

위해 임상의(clinician)에서 간호사에 이르기까지 급변하

는 의료 기술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보수적

으로 받아들이던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촉진

되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유전체 분석 기술 및 

AI, 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디지털 기술 접목이 시간

과 비용 측면에서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에 따라 코로나19 Pandemic 이후에도 변화는 지속

될 것으로 예상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진단/치료 및 신

약개발, IoT 기반의 원격의료, 개인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의료 빅데이터 등이 Digital health 세부 키워드이며, 포

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3-1

코로나19는 미국에서 원격 의료 사용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Mckinsey 보고서에 따르면 2019

년 11%에 지나지 않던 미국 소비자 원격의료 채택률은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5월 46%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원격의료 시장 점유율 70% 이상의 독

보적인 1위 기업 Teladoc이 2021년 1월 J.P. Morgan 

Healthcare Conference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 전망

KTB투자증권 제약바이오 연구위원 이혜린

The Next Normal
on Biohealth Industry

1

산업별 영향 및 전망

자료 : KTB투자증권(2020)

그림 3-1 Teladoc health 연간 이용자수(좌) 및 매출액(우) 추이

 Visits

 Paid Memb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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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별 영향 및 전망 . 포스트 코로나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새로운 방향

2.  임상시험과 공장 실사, 

기술수출을 위한 가상(Virtual) 공간

비대면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가

상의 신약개발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도 중요해질 전망이

다. 신약이 최종 상업화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임

상시험과 허가 당국과의 미팅과 생산공장 실사, 그리고 

임상과정 중간에 이루어질 기술수출 계약 등이 코로나

19 Pandemic을 거치면서 모두 대면에서 비대면 방식으

로 바뀌었다. 백신 접종 이후에도 완전한 집단 면역이 형

성되기 전까지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신약개발 전 과정에서의 비대

면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정 가상(Virtual) 공간에서의 CRO 기관

과의 논의, 환자 임상시험 시행, 미국 FDA 등 임상/허가 

당국과의 IND/NDA 미팅, 상업 생산공장의 실사, CMO 

기업과의 미팅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미 글

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시장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기업들

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비대면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를 

받아들여 신약개발 프로세스에 적용해왔던 것 같다. 이

번 Pandemic 기간 FDA 신약허가 건수가 크게 줄지 않

았고, M&A와 기술 라이센싱 거래 등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이를 짐작하게 한다. 그림 3-4, 3-5, 3-6 

2020년 한해 동안 자사 원격의료 플랫폼을 이용한 예상 

고객수는 총 6천만명(유료고객 5천만명, 무료고객 1천

만명 내외) 내외로 2019년(4천만명 내외) 대비 50% 가

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Teladoc은 2020년 연간 매출

액을 2019년 대비 100% 내외 성장한 약 $1.1B로, 연간 

EBITDA 전망치는 $110M(YOY ≤+240%, EBITDA 예

상 마진율 10% 내외(YOY +4%p 이상)로 높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또한 Teladoc과 Mckinsey는 향후 미국 원격

의료 시장 규모가 최대 $250B 내외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Pandemic 기간 동안 보여준 미국 원격의

료 시장의 높은 침투율은 의료진과 병원, 환자, 메디케어

나 메디케이드와 같은 공보험 등 의료서비스 시장 참여자

들의 각각의 필요성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Teladoc Health의 기업가치(2/23일 기

준 시가총액 37B)는 2020년 한해 동안 140% 내외로 상

승했다. 그림 3-2, 3-3

자료 : Mckinsey & Company(2020)

자료 : KTB투자증권(2020)자료 : KTB투자증권(2020)

그림 3-2 원격의료 시장 잠재규모 예측

그림 3-4 모바일 헬스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메디데이터의 가상 임상시험 시스템

그림 3-3 Teladodc Health의 사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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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points

IVR/RTSM

Virtual Trials

Wearable Sensors

Patient Portals

eCOA
ePRO
ClinRO

eConsent

ClinicalTrials.gov
Clinicians

Disease Regi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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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valute Pharma(2019, 2020)

자료 : KTB투자증권(2019)

그림 3-7 글로벌 의약품시장 적응증별 성장률 전망(좌: `19.6월 / 우: `20.6월)

그림 3-8 글로벌 백신 CMO 지역별 분포도3.  백신 시장 성장성 확대, 국가 자급화 노력을 위한 

백신 개발 독려

코로나19 Pandemic을 거치면서 글로벌 의약품 시장 

성장 전망에 중요한 변화는 백신 의약품에 대한 시각이

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이었던 2019년 6월 Evaluate 

Pharma 보고서(World Preview 2019, Outlook to 

2024)에서는 글로벌 백신시장 시장 규모를 2018년 기

준 $30.5B로 2018~2024년 6년간 CAGR을 +6.6% 전

망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6월 보고서

(World Preview 2020, Outlook to 2026)에서는 6년

간 CAGR이 +8.1%로 성장률 전망치가 1.5%p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코로나19 백신이 신규 상업화되고, 인

플루엔자 백신과 유사하게 매년 일정 시장 규모를 창출

할 것이라는 업계 전망을 반영한 수치이다. 세계 각국 정

부들은 이번 Pandemic을 거치면서 안정적인 자국 백신 

확보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이다. 백신 연구를 위한 정

책 자금 확대와 성공적인 백신 개발 시 국가 예산을 통해 

일정 물량과 수익을 보존해주는 안정적 산업 장려 정책을 

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기업들의 백신 개발과 신규 시

장 진입 동인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백신 의

약품 개발의 활성화를 예상한다. 전세계에서 자국 내 백

신 상업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는 10개 내외로 

많지 않다. 백신 Pipeline 개발 건수가 증가하고 상업화 

품목이 많아질수록 백신 CMO 사업 매력도도 함께 높아

질 전망이다. 그림 3-7, 3-8 

그림 3-6 연도별 글로벌 라이센싱 거래 동향

자료 : Evaluate Pharma, KTB투자증권자료 : FDA, KTB투자증권

그림 3-5 미국 FDA 신약허가 건수(CDER NME NDAs/B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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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Therapy Area
WW Sales($bn) CAGR

% Growth2018 2024

1 Oncology 123.8 236.6 +11.4%

2 Anti-diabetics 48.5 57.6 +2.9%

3 Anti-rheumatics 58.1 54.6 -1.0%

4 Vaccines 30.5 44.8 +6.6%

5 Anti-virals 38.9 42.2 +1.4%

6 Immunosuppressants 14.2 36.1 +16.9%

7 Dermatologicals 15.8 32.1 +12.6%

Rank Therapy Area
WW Sales($bn) CAGR

% Growth2019 2026

1 Oncology 145.4 311.2 +11.5%

2 Anti-diabetics 51.0 66.9 +3.9%

3 Immunosuppressants 24.0 61.3 +14.3%

4 Vaccines 32.5 56.1 +8.1%

5 Anti-rheumatics 56.9 49.7 -1.9%

6 Anti-virals 38.8 42.9 +1.5%

7 Sensory Organs 23.8 35.1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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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 위험률을 낮추는 환자 데이터 기반 질병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이 출현하고 있다. 또한 환자치료와 의료 인

력과 의료시설·장비 등 중요 자원의 효율적 분배 및 활용 

지원 등 의료자원의 관리 등에도 AI가 활용되고 있다.

생명현상과 질병에 대한 이해도 향상으로 유전체 정보가 

축적되면서 중증·난치성 질환의 발병원인이 유전자 수

준에서 규명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질병

관리방법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헬스케어 관련 빅데

이터 분석을 통해 발병을 예측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

게 되었다. 또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

해 기술간 융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AI가 접목된 

컴퓨터 보조진단은 영상진단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조

기진단을 실현시키고 있다. 특히 혁신적인 차세대 유전체 

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기

술과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등이 융합한 개인맞춤형 정밀

의료 헬스케어시스템이 떠오르고 있다.

정밀의료는 다양한 요인과 질병의 생물학적 근거를 파악

하여 질병과 예후를 통합함으로써 환자에게 가장 적합

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유전

체정보, 진료・임상정보, 생활습관정보 등 의료빅데이터

를 통합 분석해 환자의 특성에 맞는 진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의료빅데이터 분석에는 AI가 활용되어 최고품질

의 정밀의료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통합 의료빅데이터 중에서 유전체정보, 진료・임상

정보, 생활습관정보의 비중은 각각 30%, 10%, 60%로

서 생활습관정보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판명되어 정밀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웨어러블기기 등을 통해 수

집된 생활습관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의료빅데이터의 통합 분석 및 관리 플랫폼을 통해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여 정밀의료 구현이 가능할 것이며, 향후 

새로운 치료제 후보물질 스크리닝과 만성질환 관리 개선

을 통한 정밀의학 솔루션으로 개인맞춤형 건강관리가 실

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 대응 관련하여 AI는 코로나19 등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확산 추세파악과 예방·진단·치료 

등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감염병 확산 예측・조기경보를 가능케 하며, 병원체 구조 

및 유전자 분석데이터 등 질병데이터를 활용한 백신·치료

제 개발 등 질병 발생부터 치료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효

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활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AI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AI가 의사를 대체

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대다수 미래 의

학자는 “결코 AI는 의사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며, 단지 

AI를 활용하는 의사가 활용하지 않는 의사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만큼 AI는 의료시

스템 전반으로 급속히 파급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메

가트렌드로서 반드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글로벌 의료서비스는 과거의 진료를 

많이 해야 보험청구와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치료결과 중심으로 급여체계를 개편하는 가치기반 지불

제도(Value-Based Payment System)로 전환되고 있

으며, 이는 의료품질을 높이고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의사

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의

료기기 시장도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더 나은 가치를 제공

하기 위한 제품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측된다.

IoT기술이 의료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병원은 

원격임상 모니터링, 만성질환 관리, 건강상태 모니터링 측

면에서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은 이러한 스마트 병실을 

확대하여 중앙집중식 디지털 전문 진료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 상호운용을 위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뉴노멀 현상은 비대면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경제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며, 기업들은 온라인 

사업모델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표 키워드는 

모바일헬스케어,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디지

털헬스케어일 것이며, 디지털헬스케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에는 

헬스케어서비스의 대상이 환자와 고령인구 위주였으나,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건강한 사람도 언제든지 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등 헬스케어서비스의 수요자

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헬스케어는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

맞춤의료 구현을 목적으로 탄생한 건강관리시스템과 디

지털기술의 융합 산물이며, 환자가 직면한 건강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솔루션과 서비스 등 정

보통신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는 고

령화의 가속화와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공공 및 

개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헬스케어산업 전반의 효율성 

개선을 통해 줄이도록 하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임상적용

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치료・병원 중심에서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

터넷(Internet of Things, IoT),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

증강현실, 웨어러블기기, 로봇, 블록체인 등 다양한 첨단 

융복합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진단・예방・예측・환자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보건의료시스템에서는 병원, 제약·의료기기 

업체, 보험회사, 환자 등 치료중심의 한정적인 이해관계

자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나, 의료 패러다임이 진단・예방・

예측・환자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건강관리 전문서비스 

업체, 통신사, 바이오센서 포함 웨어러블기기 제조업체, 

헬스케어앱 솔루션 제공자 등 다양한 신규 이해관계자가 

모여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바이오헬스 시장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제품/서비스 

군으로는 기존 의료제품을 대체 또는 보조하여 진료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가 있으며, 이 중에서 비대면으로 우울

증, 중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 등을 

치료하는 치료용 소프트웨어인 디지털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의료・헬스케

어 영역에서 AI는 가용 의료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자의 

질병 유무를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적합한 치료법을 제시

해주는 AI 기반 실시간 질병진단 소프트웨어 기술과 시간

과 장소에 관계없이 환자의 의료데이터 변화 감시를 통해 

환자상태 관리와 적절한 치료시기를 예측하고 질병의 발

포스트코로나 시대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 전망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의료기기산업학과/

삼성서울병원 미래의학연구원 교수 류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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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Blockchain) 기술도 의료・헬스케어 분야에 적

용되고 있다. 블록체인이란 소규모 데이터들이 분산병렬

형 네트워크인 P2P방식을 기반으로 생성된 체인형태의 

연결고리 기반 분산데이터 저장환경에 저장되어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분산컴퓨팅 기술기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기술

이다.

블록체인의 대표적 특징은 탈중앙성, 보안성, 투명성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의료・헬스케어 분야에 블록체인 기

술을 적용하여 개인의 의료정보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부각되고 있으며, 의료정보의 보안성 및 투명성 확보, 진

단 및 치료의 정확도 향상 등을 통한 의료정보의 교류 확

대도 기대되고 있다.

해외 각국의 의료 관련 업체들은 정부기관, 병원 등과의 

협력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의

료정보 활용을 함으로써 환자중심 의료의 실현과 공공

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

폰,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하여 건강이력, 생체정보, 생

활습관정보 등 환자가 자발적으로 생산한 건강데이터

(Patients Generated Health Data, PGHD)를 블록체

인에 담아 서비스 하는 PGHD 데이터 비즈니스가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건강관리서비

스 지원과 커뮤니티를 통해 난치병이나 희귀질환 환자들

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가공해 제약·의료기

기 업체나 관련 연구자 등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게 제공하는 업체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까지 그랬

듯이 범정부 차원에서 디지털헬스케어 등 신산업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환자가 생성하는 의료빅데이

터 축적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데이터의 복잡성 및 다양

성으로 인해 클라우드 플랫폼 도입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

고 있다. 환자에게서 수집된 의료빅데이터와 기업의 분석 

기술을 결합하면 새로운 치료 경로 및 위험도를 높은 정

확도로 판별할 수 있어 더 많은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 시

장흐름도 이를 반영하듯 최근 웨어러블기기와 스마트폰 

앱 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헬스 기술의 적용으로 임상시

험 비용이 절감되고, 절차가 합리화되고 있다. 또한 헬스

케어 산업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도입됨으로써 의

료기관은 저비용으로 의료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의사는 환자의 의료기

록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진료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one-size-fits-all 전략으로 개발된 일률적

인 의료제품은 개인별, 민족별, 인종별 특징에 따른 유

전적 차이에 근간한 정밀의료 패러다임 적용으로 개인

별 부작용을 감소할 수 있는 더욱 안전한 치료법 개발

과 질병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초기 질병감지가 가능

해져 향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기대감이 상승되고 있

다. 아울러 유전체정보에 근간하여 위험 유전인자 유

무에 따른 질병감수성 분석, 예상되는 약물반응에 대

한 효과 분석, 식습관 다이어트 및 운동 효과 등 건강관

리정보 분석 등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

이다. 희귀질환 유전체를 분석하여 질병의 원인별 맞춤

형 치료제 개발을 가능케 할 수 있기도 하다. 이는 전통

적인 약물이나 의료기기 중심의 임상시험의 개념을 벗

어나 환자맞춤형 1인 피험자 임상시험(N-of-1 Clinical 

Trial)을 통해 정밀의료시스템을 구축하게 할 것이다. 

정밀의료는 유전체정보 이외에도 다양한 의료빅데이터가 

AI, 디지털헬스케어 기술과 만나 통합분석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맞춤의료와 차별화 된다.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정

밀의료 등 융복합 헬스케어 산업의 내재화를 위해서는 개

인정보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함께 AI를 통한 유전체정

보 등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관련 규제 개선 등이 필요

할 것이다.

정밀의료는 초기 단계의 유망시장으로서, NGS 등 오믹

스 분석기술과 빅데이터, AI 기술의 발전이 정밀의료 시

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 선진국에서

는 정밀의료 실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발표

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NGS 기술의 발

전으로 개인 유전체 분석비용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정밀

의료의 기반이 되는 방대한 유전체정보가 축적되고 있

다. 그러나, 개인 유전체정보 활용 등 규제 및 윤리적 문

제, 표준화 미비, 정밀의료에 대한 고비용과 아직 훈련되

지 않은 의사들이 정밀의료 산업발전을 위해 시급히 개선

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정밀의료 기술개발 및 산업

에 있어 향후 비-유전체(Non-Genomic)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생활습관 및 환경적 요인과 데이터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소비자 관심

이 증대하면서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간편하면서도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는 현장진단시스템

(Point of Care Testing, POCT)의 수요 또한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전자 POCT와 암 POCT

가 핵심 진단서비스 모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면서 네트워크 연계 기반의 의료기기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병원환자 모니터링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 및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기능이 

핵심 기술이 될 것이고, 병원 중심의 환자 모니터링은 특

히 무선·실시간으로 전환되어 임상의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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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예방 및 개인 맞춤형 의료 패러다임 전환으로 규모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원

격의료 도입으로 기대되는 이익보다 우려가 더 컸지만 코

로나19 상황에서는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

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다면 원격의료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의사들

과 환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원격의료시스템

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원격진료는 대면

진료를 비대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진료를 보

완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역할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비대면 진료가 오진 등 의료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며, 그럼에도 감염 차단, 환자 편의 등을 위해 선택

한 만큼 그에 따른 오진 등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도 의료

기관에만 지워서는 안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되거나 규제 샌드박스 등으

로 조건부 허가된 비대면 의료,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건

강관리서비스 등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환자 만족도 등

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한 관련 규제 개선 및 합리

화가 시급한 현실이다.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이해관계

자 간 의견대립을 조정・합의하는 공론의 장 활성화와 사

회적, 국민적 의식 변화 논의도 필요하다.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에 대한 시장 조기진입을 지원할 수 

있는 선제적인 인・허가제도 도입을 통해 관련 제품/서비

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필

요하다.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및 산업 성장을 위한 국

가 비전과 목표 및 발전전략 등을 수립하고 민간 협력체

계 구축을 기반으로 사업 발굴 및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개발과 임상적 유효성 및 비용 효

과성 검증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메가트렌드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도 그간의 규

제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베네핏-리스크 기

준(benefit-risk ratio)에 근간을 두고 지역, 계층 간 의료 

격차 완화 등 R&D 부문의 역할은 확대하고, 민간과 함께 

공통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서비스 모델 개발・검증 등을 

통하여 시장경제 중심의 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제를 정립

해 대한민국이 더 이상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중 하나라

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규제혁신 추진으로 어느 정도 새로운 시장의 활성화를 기

대할 수는 있겠으나, 혁신적인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성장이 달성될 수 있을 지는 불명

확하며, 기반 기술인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활용을 통한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의 지속적 확대전략이 필수적이

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2020년 5월 시행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의 법적 실효성을 높이려면 미국 FDA 

의료기기방사선센터(CDRH) 산하의 “Digital Health 

Unit”과 “디지털헬스센터[The Digital Health Center of 

Excellence(DHCoE)]”와 같은 디지털헬스 분야 전담부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설하여 디지털헬스와 관련한 

의료제품의 전문적인 허가 심사와 관리감독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행 치료중심의 보험수가 체계와는 별도로 예방과 

관리 목적의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건강

보험수가 적용 검토가 필요하다.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의료기기나 의료기술의 경우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신의료기술 인증을 위한 임상적 유

용성, 안전성, 경제성 등에 대한 입증을 전적으로 업계에 

지워서는 안 될 것이며,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시

장 진입을 통한 재심사 등 사후 모니터링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의료비용 산정기준 측면에서는 기존의 동일 질환에 동일 

치료가 아닌 환자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 치료와 관리

가 됨으로써 의료행위나 의약품·의료기기의 가치도 환자

별 치료 효과와 연동된 평가도 필요하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융복합 바이오헬스 산업의 비약적 

발전은 각국 규제당국의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이다. 

물론 미국 FDA나 유럽 등 선진국 규제당국은 제품의 안

전성 확보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있으나 전체적인 규제철

학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사용자·소비자 이익

을 위한 시장경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듯하다.

일례로 모바일헬스케어와 웨어러블기기 시대가 도래 하

면서 새로운 유형의 융복합 웰니스기기와 앱 등이 등장하

게 되었고, FDA는 이에 대한 의료기기 규제적용 여부의 

명확화 또는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규제완화를 가

장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각국은 정부주도 하에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해 비대면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서비스를 권장하고 있다. 우

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만성질환자, 가벼운 증세의 

환자 등은 의료기관이 전화로 상담, 처방, 대리처방을 할 

수 있도록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원격의료 범위를 2020

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는 있으나, 의료법에 따

라 서비스 확대는 제한되고 있으며, 의료빅데이터 활용, 

오진, 대형 병원 선호, 의료민영화 등 법제도 및 사회적 이

슈로 인해 현재까지 활성화 및 산업화에는 한계가 존재하

고는 있으나,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성장의 메가트

렌드에 발맞춰야 할 것이다.

원격의료는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 원격자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는 의사와 환

자 간의 서비스이고, 원격자문은 의사와 의료인 사이의 

서비스로서 현행 의료법 상으로는 원격자문 서비스만이 

가능하다.

다만, 원격모니터링은 의료인이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 환자의 질병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관리하는 서비스로서 최근 정부는 의료

기관 내원을 통해 명확한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원격의료의 장점은 의료 소외계층의 접근성 향상과 의료

산업 발전 기반 마련,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성 개선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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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8월 한국

화장품 수출액 증가율은 17.4%로 전체 수출액 감소에도 

의약품(90.1%), 바이오헬스(58.8%)와 더불어 약진을 보

였다. 코로나19의 위기가 한국 화장품의 강점인 기초제

품과 목욕용 제품의 수출을 성장세로 이끈 것이다. 

소비자들이 가까운 신체접촉을 회피하면서 DIY(Do-

it-Yourself) 화장품 소비도 증가하였다. 아마존의 품목

별 매출 분석에 따르면 네일케어제품(218%), 모발염색

(172%)의 판매가 증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 외에

도 세포라 등 여러 사이트의 분석결과, 염색약, 헤어마스

크 등 셀프케어제품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다양한 

DIY 화장품과 이에 대한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친환경 클린 뷰티에 대한 가치 소비의 확산이다.

코로나19로 개인위생관념이 강조되며 위생용품의 수요

가 확대되고 있다. 유해성분을 배제하고 화장품의 안전

성을 강조한 클린 뷰티 트렌드가 뷰티 퍼스널 케어 전반

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커머스 분석기업 피코디(Picodi)

의 설문조사 결과, 멕시코 여성의 61%가 가격이 합리적

인 경우 친환경 화장품을 구매한다고 응답했으며, 일본의 

마마 아쿠아 사봉(MAMA AQUA SAVON)이 2020년 2

월, 산호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자외선차단제를 출시해 주목받았다. 화장품 사용이 

피부 외에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가치 전달의 필요

성이 대두되면서 제조와 브랜딩 등에서 건강과 안전의 가

치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세 번째,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소비 확대로 인한 구

매 유통환경의 변화다.

소비자들은 기존에 화장품 구매 시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테스트 후 구매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코로

나19 이후 이커머스를 통한 화장품 구매가 증가하였다. 

KPMG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분기 전체 화장품 소

매 판매액은 전년 대비 10.9% 감소했으나 온라인을 통

한 화장품 거래액은 13.6% 확대되며 성장세를 지속 중

이다. 온라인 화장품 침투율은 코로나19로 더욱 확대되

었는데, 2020년 4월 43.7%로 나타났다. 이에 맞춰 디

올 뷰티는 2020년 5월 중동 지역 최초로 온라인 스토어

를 오픈했고, 지방시 뷰티는 UAE 소비자들을 공략한 온

라인 판매 플랫폼 E-부티크(E-Boutique)를 론칭했다. 

특히 온라인 채널, 소셜라이브 커머스가 소비자들이 신

제품에 관한 정보를 얻고 구매를 결정하는 주요 플랫폼

으로 자리하였다. 라이브 커머스는 소셜 채널을 활용해 

소비자가 판매자와 쌍방향 소통하며 쇼핑하는 방식으로 

제품 특성 파악이 용이하고, 소비자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CNNIC)

는 2020년 1분기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이용자 수가 2억 

6,50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중국 전체 

네티즌의 29.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제는 유명 셀럽

이나 뷰티 브랜드가 트렌드를 주도하던 시대는 저물고 소

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각 개인이 트렌드를 주도하기도 하

고 제품 개발과 유통 등에 일정 부분 관여하기도 하는 시

대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

화 될 전망이다.

2. 연구개발의 영향(방향)

오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얼굴의 가려움증 등 다양한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감염 예방

을 위해 손 세정제 사용 빈도가 증가하면서 손이 건조하

고 갈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민감한 피부에 대

한 해결책으로 정교화 된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개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래 화장품은 인접 과학과 접목된 

융복합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화장품 원천, 선도기술 확

보가 더욱 중요시된다고 할 수 있다. 

1. 코로나19 시대의 화장품 산업의 변화

2020년 3월 11일, WHO에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

로 선언한 ‘코로나19’는 산업계 곳곳에 침투하며 우리 삶

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바이오와 융합

된 초연결, 초지능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눈부시게 발돋

움할 수 있는 화장품 산업계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

한 복병에 직격탄을 맞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화장

품 판매액은 2020년 3월, 전년 동기 대비 27.5%, 4월은 

22.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과 기업, 국가의 활동과 환경이 제

한되고 언택트화 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매장들이 곧바로 어려움에 처했고, 면세점 매

출 감소로 이어졌다. 재택근무 기업이 늘고 마스크 착용

이 의무화되면서 색조화장품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국

내 선두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에서도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 조직개편 등 고강도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성

장세를 보이던 K-Beauty 산업에 위기라는 단어가 드리

워졌다. 

감염병은 인류의 역사를 크게 변화시켜왔다. 14세기 중

반 유럽 인구의 절반인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은 

중세 봉건 경제를 붕괴시키고 르네상스를 촉발시켰다. 5

억 명의 사망자를 낸 16세기 천연두는 플랜테이션 농업

을 야기시키며 유럽국가에 막대한 자본 축적을 가져다주

었다. 고통스럽고 암울한 위기의 시기일수록 또 다른 기

회를 찾아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가져

올 화장품 산업계의 기회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군 큐

레이션과 친환경 클린 뷰티의 가치 소비 확산, 구매 유통 

환경의 변화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오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화장품 선호 제품군

의 변화다.

마스크의 마스크에 의한 마스크를 위한 인기 제품군

의 판도가 달라진 것이다. 시장조사기관 ‘KANTAR 

WORLDPANEL’에 따르면 아이섀도 제품은 코로나 이

전에는 립스틱보다 판매 순위가 낮았으나 코로나 이후, 

전년 동기 대비 28%나 매출이 급증하며 판매량 1위를 차

지했다. CJ 올리브영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1월~7월 사이 립 메이크업 제품 매출은 전년 동

기 대비 하락한 반면, 아이 메이크업은 소비 침체 상황에

도 약 6% 상승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처럼 색조 메

이크업 제품은 립보다는 아이 메이크업에 집중하며, 마

스크에도 화장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픽서 제품군에 대

한 소비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다. 예민해진 피부 진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민감성 피부를 위한 더마 코스메틱 

시장 또한 1조 원에 육박하며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

포스트코로나 시대

화장품 산업의 미래 전망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산업학과 교수 김주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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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혁신에 대한 평가 기술도 필요하다. 피부/뇌 상호

작용을 측정하고, 마이크로바이옴 변화를 분석하며, 환

경 유해인자의 피부 영향 평가와 공해방지 화장품 효능평

가기술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 맞춤형 화장

품에 적용할 수 있는 사용감 정량화 기술개발, 동물대체

시험법의 개선 및 지속적 개발과 이의 적용에 필요한 검

증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혁신적 기능성 화장품 개발에 

대한 시도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임상 지

원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동안 K-뷰티는 전 세계 유례없는 에어쿠션, BB크림이

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한류열풍에 힘입어 글로벌 뷰티 트

렌드를 선도해 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

면 화장품 수출 규모는 2020년 약 75억 달러로 전년 동

기 대비 15.3%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산업군과 비교할 

때,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중소, 영세 기업이 다수인 산업구조와 기초소재 

및 원천기술의 부족은 화장품 성장 발전의 한계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해서는 중소 영세 기업 등 개별 기업에서 해결

하기 어려운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와 산업 인프라 구축 

등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첫 번째로 제 2의 에어쿠션과 같은 아이디어 혁신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전과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이 필요

하다. 화장품은 감성 소비재로 기획과 마케팅 능력이 매

우 중시되는 제품군 중 하나이다. 이러한 부분이 집단지

성으로 발현될 수 있는 플랫폼이 중요시된다. 맞춤형 화

장품 제도 도입에 따른 퍼스널 상담(컨설팅) 커뮤니케이

션과 서비스 질 향상 또한 요구된다. 국가별 인종별 피부 

특성 및 유전체에 맞는 빅데이터 확보를 통해 이를 분석,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화장품 소재 개발 인프라 지원도 

필요하다. 산학 연계 시스템을 갖춘 선진화 된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

소를 과감히 가지치기 할 필요가 있다. 국내 내수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전세

계 시장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면 K-뷰티라는 단어는 역

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 결국 고기능성의 제품력을 갖

추지 못하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대에 역행

하는 행정규칙 상의 규제들을 정부 입증 책임 방식으로 

재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로 K뷰티 산업 생태계 조성이다. 연구개발과 인허

가, 수출 절차가 용이하게끔 밀도있게 지원하는 K-뷰티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별 특성화, 연계 상품을 강화해 

볼 수 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과도 융합될 수 

있고, 국내 생물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원료개발도 함께 

진행해, 다양한 스토리텔링으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을 상

기시키며 국가별 맞춤형 진출 지원을 강화해 K-뷰티 체

험과 홍보관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과 지원마련을 위한 별도의 화장품 특성화 

전략 기구를 만들어 글로벌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

켜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4. 화장품 산업의 미래 전망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코스메틱 분야와 IT 분야의 기

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뷰티기술이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로레알은 증강현실 뷰티 앱 회사인 모디

페이스(ModiFace)를 인수해 얼굴에 가상으로 실제 화

장한 것처럼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메이크업 지니어스 

첫 번째로 새로운 노화 기전 및 표적발굴 등 피부과학 연

구에 기초하는 과학적 근거 중심의 화장품 연구개발이 활

발히 진행 중에 있다. 피부 조직・구조 기반 연구, 인체상

재의 미생물 균총으로 우리 몸의 질병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마이크로바이옴 응용연구,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기술 연구 추진 필요성도 제기된다.

두 번째로 피부와 환경인자 간의 상호영향 연구로 미세먼

지 같은 공해 물질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규 기

전연구를 통한 신제품 기술개발이다. 오염물질의 피부자

극・영향을 연구하며 미세먼지 등의 공해 물질에 의한 피

부노화 기전규명과 응용기술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다양한 파장의 빛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기전연구

와 이를 활용한 응용제품개발 기술도 요구된다. 

세 번째로 뉴로 코스메틱 연구다. Skin to Brain 영향에 

관한 분야로 피부와 뇌를 잇는 피부 기초 이론을 연구하

여 수면 연관 피부 장애 개선 및 노화억제 기술 개발하려

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또한 후성유전학 응용 등 기능성 

화장품 개발의 새로운 기술영역확대와 노화억제 기술의 

고도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로레알은 유전체학 및 

당쇄생물학 연구결과, 주력상품 제니피크를 출시하였으

며 샤넬은 후성유전학(Epigenetics) 응용제품 Le Lift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화장품 연구개발의 방향성과 함께 해결해

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화장품 원료의 7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

안할 때, 친환경 지속 가능 원료 소재개발 기술 확보와 한

방 및 한국 전통발효기술과 첨단 바이오텍 기술을 접목한 

한국 고유 원천소재 개발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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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의료환경 변화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는 글로벌 의료산업의 많

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각 국별로 외국인의 유입을 제한

하고 의료진이나 보건자원을 방역과 자국민 치료에 집중

하면서 의료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감염병 팬데믹

에 대한 대비 미흡으로 의료체계 마비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으면서 각 국의 의료관련 정책들도 변화를 시

작했다. 세계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

어 인구 고령화, 만성 질환 증가, 불치병 치료 등에 적극적

인 정책으로 변화를 한 것이다. 특히 감염병 관련해서 상

시대응 체계, 감염병 발견 매커니즘, 보건의료 체계 정비 

등을 강화하였다. 또한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의약품과 의료기

기의 공급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관련 규제를 개편하거

나 개선하는 등의 변화도 빠르게 일어났다. 2020년 말부

터 시작된 코로나 백신접종은 빠른 시간 안에 예전의 경

제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

가별 경제회복 속도도 점차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

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계 경제의 완전한 

회복 시기 불분명한 상태이다. 그림 3-9 

(Makeup Genius)’ 개발하였으며, 아모레퍼시픽은 이니

스프리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 가상 메이크업 서비스와 

VR(가상현실) 체험공간 등을 선보이고 있다. 스마트 미러

는 사용자 개개인의 맞춤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퍼스널 

컬러를 진단해 색조 제품을 큐레이션 하기도 하고, 고객

이 미용실에서 시술 전 미리 헤어 스타일을 체험해 볼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ICT와 뷰티 산

업계의 융복합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

고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장기적인 관계를 구

축할 수 있도록 고객 경험을 중요시하며 다양한 문화와 

연계해 창의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오늘날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는 구매패턴 알고리즘을 통

해 제품을 추천받기도 하며, 국가별 인종별 피부 특성을 

데이터 베이스화 해 개인화 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날도 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년 론칭한 블렌

드온은 인공지능 피부 분석 시스템을 통해 화장품 정기배

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화 된 맞춤형 피부 진단을 통

한 서비스는 더욱 더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 미래 화장품 

시장을 주도하는 영역으로는 유전자 분석 맞춤형 화장품

도 언급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잇츠한불 

등이 유전자 정보 분석과 해석 결과를 통해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 개인화 되고 정교화 된 

서비스로 소비자 화장품 주권 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예

측된다.

참조 없이는 창조가 있을 수 없듯 화장품 산업이 아닌 다

른 산업군이 IT 분야의 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참고

해 이를 우리에게 창조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스타벅스는 2018년 3월부터 커피 재배 농부의 이력부터 

커피콩 유통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브랜드 파워를 높

이고 있다. 이는 친환경 클린 뷰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 소비에 대해 화장품 산업계

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구글은 모

두를 위한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공지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의 난제 해결은 추구하는 글

로벌 선도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인공지능

과 빅데이터를 통한 유전자 분석의 정교한 맞춤형 화장품 

분야에 있어 화장품 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

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찰스다윈은 ‘강한 종도 똑똑한 종

도 아닌 변화에 적응력이 가장 높은 종이 생존하게 된다’

라고 하였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 앞으로 한걸음 나

아갈 때 우리 화장품 산업은 제2의 K-뷰티 르네상스 시

대를 맞으며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제의료사업에 대한

영향과 전망

에이치앤컨설팅 대표 정태성

자료 : Our World in Data(2021.5.8.)

그림 3-9 전세계 코로나 백신 접종현황(`21.5.8. 기준)

Source:  Official data collated by Our World 

in Data - Last updated 9 May, 

17:10 (London time)

OurWorldlnData.org/coronavirus・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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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가장 각광받을 분야로 ‘스마트 의

료’가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의료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된 차세대 의료서비스로 다양한 산업분야와 밀접한 

연계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AI), 클라우드 네트워크, 정밀의료, 첨단바이오, 원격의

료기술, 가상현실기술 등은 스마트 의료의 근간으로 떠

오르는 기술들이다.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상시 대응과 감염병 예측 등이 가능해지고 있

다. 국제의료사업 또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큰 축

에서 ‘스마트 혹은 디지털 의료’를 빼 놓을 수 없다. 포스

트코로나 시대에 의료서비스는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

을 두고 발전할 것이며 국제의료사업 또한 예방을 시작으

로 치료까지를 하나의 서비스로 환자유치를 하거나 의료

서비스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기

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글로벌로 제공하고 해

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잠재고객’을 확보함으로써 질병이 

발생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나 

유치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

금까지는 ‘아픈 환자’ 혹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환

자’를 무작위로 발굴하여 유치하는 방법이었다면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에는 잠재고객을 관리하면서 환자를 유치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환자유치 주요 대상 국가, 

유치 경로, 홍보방법 등 많은 부분에서 지금과는 다른 변

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3-10

코로나로 인해 나타난 가장 큰 사회적 변화는 비대면 문

화 활성이다.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도 온라인 쇼핑이

나 OTT서비스 등은 높은 성장을 하였으며 이는 의료서

비스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촉발시켰다. 특히 4차산업 기

술이 적용되어 차세대 의료로 관심을 받던 디지털 의료

를 비롯한 비대면 진료로 대표되는 원격 의료 등의 급격

한 발전이 이를 잘 나타낸다. 각국은 디지털의료를 통해 

향후 감염병 관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료데이터

를 확보 및 분석하여 의료서비스에 접목시키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빠른 발전을 하고 있지

만 디지털의료가 발전하면 국가차원의 의료품질 관리가 

용이해질 것이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 간 경계가 약해

질 것이며 질 좋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제의료사업의 전망 

우리나라의 국제의료사업은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인 성

장세를 보여왔다. 특히 2016년부터 시작된 ‘의료해외진

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종합계획’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

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국제의료사업의 결과로 외국인환

자유치는 연평균 23.5%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의

료해외진출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의료사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적절한 대처와 방역활동으로 타 

국가와 비교하여 코로나 피해가 적었지만 국가 간 환자의 

이동이나 의료진의 이동이 필요한 국제의료산업은 큰 피

해를 받은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의료기관과 유치업체의 

외국인 환자 유치는 급감하였으며 의료해외진출 사업도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와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는 해외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다. 그 중에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국내 거

주 외국인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하는 유치활동과 온

라인을 접목한 상담과 홍보 등이다. 전자는 타깃의 전환

이고 후자는 마케팅 방법의 전환이었다. 국내 거주 외국

인은 ‘이동’으로 인한 자가격리 등이 필요없었고 중증질

환은 장기간 치료 필요성으로 인해 격리기간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은 당장 가시

적인 효과보다는 코로나 이후의 잠재고객 발굴에 집중하

는 모습을 보인다. 온라인 마케팅도 변화가 일어난 것이

다. 앞서 언급한 활동들은 향후 더욱 발전할 것이다. 기존 

고객 위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고객을 찾으려는 노력은 타

깃 국가 확대나 의료서비스 제공 방법의 변화, 맞춤형 진

료 제공 등으로 다양화 될 것이다. 또한 질병의 치료와 성

형/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 발굴에서 잠재고객까지 

사전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역성과는 ‘K-방역’으로 

발전하였으며 각 국에서 협력 요청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 K-방역으로 인해 한국 의료에 대해 잘 모르던 국가

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의료를 인지하는 계기가 되

고 있다. 특정 분야에 한국의료 브랜드가 고착된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뛰어난 

의료기술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형’을 중심으로 특정 

분야에 이미지가 고착되는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지속적

인 노력을 경주해왔다. 이제 한국의료 브랜드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다양한 진료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성형/미용 외에 예방부터 중증치료까

지 다양한 의료서비스 상품을 확대 개발하고, K로 대변되

는 타 산업과의 융복합 상품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이전

에 그러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번 기회를 잘 활

용한다면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연관된 의료기기, 의약

품까지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반환점이 될 것이다.   
자료 : Pharmaceutical Technology(2021)

그림 3-10 의료관광산업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가능한 기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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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를 하고 정부는 그러한 홍보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지

원활동(홍보플랫폼활용교육, 단체계약을 통한 비용감소 

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도 그

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나 보다 명확한 역할 구분

과 방향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디지털 

의료로의 빠른 전환이다. 디지털 의료는 다양한 첨단 산

업분야와의 융복합이 필요하며 조금만 늦어도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환경에서 다져진 노

하우와 우리가 가진 IT 경쟁력을 통해 빠른 경쟁력 확보

가 필요하다. 데이터와 플랫폼, AI 등으로 대변되는 디지

털 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 해결, 정책

지원, 인프라 개발, 자금지원 등이 꼭 필요하다. 정부차원

의 집중 투자는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디지털 의료시장

을 한국 의료가 선도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 글로벌 조사
214)

에 따르면 의료관광산업이 향후 1~3년 

내에 예전 규모로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이 53%로 나타

났다고 한다. 또한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은 2019

년 1,060억달러에서 2026년 6,130억달러로 성장할 것

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은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한

다는 것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가 환자유치와 의료

진출의 타깃 국가로 삼았던 국가들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

에 없다. 어떤 국가는 기존과 같을 것이고 어떤 국가는 완

전 다른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어쩌면 새로운 국가가 우

리의 새로운 타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국제의료사업은 

이와 발맞춘 변화가 필수이다.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수 요소이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국가별 정

책이나 산업의 변화, 타깃 시장 분석 등이 거의 실시간으

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기간단위 정보 수집

과 분석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

게 우리 곁에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지금까

지와는 다른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

제의료사업 입장에서 보면 기존과 같은 부분보다는 새로

운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앞에서 얘

기했던 의료 상품의 다양화, 잠재고객 확보나 디지털헬스

케어, 정보활용 등은 그러한 변화에 대비하는 하나의 단

편일 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된 환경에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정

부의 규제나 정책은 때로는 보약이 될 수 있고 떄로는 악

재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이다.

214)　 Pharmaceutical Technology(2021.03.09.)

3. 국제의료사업의 미래를 위한 제언 

지난 2020년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 중에 ‘디

지털 뉴딜’은 4차 산업 혁명에 따라 각 산업 분야를 ‘디

지털화’하여 미래 사회에 대처하는 주요 정책이다. 특히 

DNA(Data, Network, AI)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생태

계 강화 정책과 비대면 산업 육성정책은 ‘국제의료산업’

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 정책이다. 정부의 정책뿐

만 아니라 글로벌 환경에서도 이제 의료산업은 디지털과 

비대면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10여년에 걸쳐 일어날 환경변화가 

단 1년 만에 일어났다고 말한다. 이제는 이런 빠른 환경변

화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선진국과의 격차 좁히기와 경쟁국

가와의 차별화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면 이제는 어떤 시장

을 얼마나 빠르게 선점하는가를 놓고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지난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의 ‘국제의료사업’은 

가파른 성장을 이룩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

춤하였지만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할 수 있다. 국제의료

사업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첫 번째로는 정부와 의료기관 및 유치기관 등 

국제의료사업을 둘러싼 참여자들의 역할 변화이다. 우리

나라의 국제의료사업은 정부 주도로 방향을 정하고 의료

기관과 유치기관, 지자체 등이 따라가는 구조로 진행되

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정부가 뒷받침을 해주면

서 각 구성원이 경쟁력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해

졌다. 예를 들어 외국인환자유치를 위한 해외홍보에서 다

양한 형태와 매체를 중심으로 각 의료기관과 유치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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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코로나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새로운 방향

1. 산업정책의 개념과 제약바이오산업의 특징

산업정책이란 일국의 경제구조(economic structure)를 

최선의 상태(optimal situation)로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

해서 국민 경제 과정에 관여되는 일체의 공적 개입을 하

는 것이다. 국가는 전통산업이 아닌 첨단기술을 통해 국

가 간 경쟁력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215)

 4차 산업혁

명의 화두는 일자리 이슈이다. 지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16년 1월)에서 2020년까지 500

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경고 했다. 하지만 첨단 

기술혁신을 통해 노력한다면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

출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제약·바이오산업은 다원적 정책(multiple policy)적 의

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유효한 

양질(good quality)의 의약품을 제공하고, 둘째는 의약

품 비용과 의약품의 가격을 통제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균

형을 조율하며, 마지막으로는 경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을 육성하는데 있다. 이와 같이 산업정책은 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율하고 최선으로 각각의 행위자

(actors) 및 이들의 목표(objectives)를 어떻게 잘 조율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가 미래에 유망한 바이오분

215)　  ‘글로벌 시대의 산업정책론’(저자 이갑수)에 따르면 결국 산업정책은 특정 산업군을 기반으로 전통산업이 아닌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의 정책입안자(공무원)가 합리적인 발전

의 의사결정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야에 스위스, 벨기에, 아일랜드 등 신흥 강자와 같이 거듭

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산업 정책과 합리적인 규제의 리더

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제약·바이오산업은 다른 산업과 구분되는 특징들을 가

지고 있다. 기초과학의 연구 결과와 산업적 성과가 긴밀

하게 연계되어 있는 과학기반 산업이다. 다른 산업들은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개량 기술을 기반으로 상업화로 

접근하지만 제약·바이오산업은 하나의 물질특허인 원천

기술이 상업화까지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해당 산업은 고위험, 고부가가치 산업임과 동

시에 연구 집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첨단 기술의 접목과 10여년 

이상의 개발기간 동안 많은 재원이 요구되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은 정부의 규제가 강한 산업이다. 연구

성과물의 결과물인 특허권의 보호 범위의 설정과 보호기

간은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 의약품 

허가 관점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

된 의약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허가규제가 따

르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공적 보험을 대상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제약바이오산업 정책 과제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 정윤택

The Next Normal
on Biohealth Industry

2

산업별 정책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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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산업의 총수출 11% 감소와 대조를 이뤘다. 이와 같

은 분위기에서 2009년과 수출 규모를 비교해 보면 지난

해 기준으로 10여 년 만에 4~500%의 수출 증가세가 예

측된다. 또한, 글로벌 수준에서 미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약후보물질을 1조원 이상의 금액으로 기술수출

을 달성하고 있다. 2015년 한미약품을 중심으로 한해 26

개의 신약후보물질 등이 9조6천억을 달성하였고, 지난해 

2020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4개 후보물질들

이 약 10조 2천억원의 기술수출을 달성하였다. 이외에도 

2003년 미국FDA에서 허가된 팩티브(항생제,LG화학)이

래로 2013년 이후 바이오시밀러와 신약 등이 미국과 유

럽에서 허가되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5월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의 

한 축으로 삼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할 계획을 발표하

였다. 제약바이오산업을 포함하여 신약개발 역량 강화 등

을 위해 2025년까지 4조 원 규모의 R&D 투자계획을 포

함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이 그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의지

는 최근 코로나19시대를 맞이하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은 

경제적인 가치와 더불어 국가의 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는 

산업으로 재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과 같이 앞서 언급했듯이 제약바이오산업의 특징은 규

제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산업정책의 개념에서도 살

펴본 바와 같이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정부의 정책지원에 

따라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217)　  매출 1조원 기업 : (’14) 유한 → (’15) 유한・한미 → (‘19) 9개 기업 → (’20) 10개 기업(녹십자, 셀트리온, 종근당, 광동제약, 셀트리온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한

미약품, 대웅제약, 한국콜마)

218)　  부 한국의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미국 등 다른 선진국의 기업들과 비교해 주식의 가치가 고평가되었다고 하나 예를 들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경우, 년간 매출액은 8조2천억원

(2020년 12월 기준)이며 주식의 시총은 90조 5천억원(2021.2월 19일 기준)과 비교해 국내 올해 미국 FDA에 신약 3건이 허가 가능하고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한미약품의 

매출액은 1조 9백억원(2020년 12월 기준)으로 주식 시총은 4조 2천억원(2021.2월 19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었다고는 볼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신약개발의 잠재

가치가 높은 기업들은 유럽, 중국, 일본, 미국 등 공통된 현상으로 판단된다.

3.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준의 

산업 발전은 여전히 숙제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50대 제약바이오기업은 고부가가

치 혁신신약을 중심으로 전 세계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

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은 글로벌 기업을 얼마나 보유했는

지가 하나의 지표로 판단할 수 있다. ’14년도에 매출액 1

조원 첫 진입 이후, 외형 성장하여 ‘1조 클럽’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
217)

하고 있으나 글로벌 제약기

업 성공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에서도 산업의 영향

력이 있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가 차지하는 비중

은 1.25%(2017년 기준)으로 매우 낮다. 

세계 50대 제약바이오기업은 최소 3조원 가까이 매출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글로벌 수준의 연간 매

출 1조원에 가까운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보유해야 한다. 

물론 앞서 살펴 보았듯이 세계 50대 제약바이오기업으

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글로벌 수준의 신약개발을 위한 연

구개발비의 투자와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매출이 전제 되

어야 한다. 연구개발비의 투자에 있어서는 한계점은 있으

나 다수의 기술수출 신약후보물질이 상업화로 이어진다

면 충분한 잠재력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우리

나라 주식시장에서 지난해 시가총액 1조 클럽은 총 40곳

으로 이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4조원, 셀트리온 48조

원 등 세계 50대 기업수준의 매출기준과 비교해 시총 기

준으로 4조원이 넘는 기업은 15개 기업으로 우리나라에

서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잠재 가치는 시장에서 높게 보

고 있다
218)

.

하는 국가들은 보험재정의 수급과 전망을 조정하기 위해 

의약품 가격 등을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

한편, 제약·바이오산업은 조직적인 특징으로는 신규 진

입과 퇴출의 희소성이 있다. 각 질환별 개발과 유통 등 전

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 신규 진입이 어

렵지만 업종 진입후에 의약품의 보험 급여 등재에 따라 

시장 메커니즘상 안정된 의약품 공급으로 다른 사업에 비

해 덜 경쟁관계로 인해 퇴출되는 확률이 매우 낮다. 또한, 

신약개발의 파이프라인 확보와 해외시장, 신산업으로의 

진출 및 생산기지 확보 등을 위해 활발하게 인수와 합병

이 이루어지고 있다.

2. 그간 제약바이오산업의 정책과 영향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산업은 1890년대 지금의 동화

약품 전신인 동화약품이 설립(1897년)되면서 태동하였

고, 이를 바탕으로 약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왔

다. 지금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환

경의 변화가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시련이자 환골탈태

(換骨奪胎)의 단초가 되었던 것은 1987년 7월 1일 도입

된 물질특허제도일 것이다. 그간 제네릭 의약품중심의 산

업에서 지금의 신약개발을 시작한 시발점이기도 하다. 그 

당시 그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규제 측면에서

는 임상시험의 기준인 GCP(Good Clinical Practice)와 

비임상 기준인 GLP(Good Laboratory Practice)를 제

도를 마련하였고, 정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 지원을 시작

하게 되었다. 기업은 SK케미칼 등 신약개발연구소를 설

립하여 신약개발을 통해 국산 1호가 12년만인 1999년에 

선플라주(항암제, SK케미칼)가 탄생하게 되었다. 지금 현

재 국산신약은 매년 2~3개의 국산신약을 탄생하여 31호

216)　 식약처 식품의약품 산업동향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분석보고서 등 참조

가 나왔고, 향후에도 국산신약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두 번째로 산업정책 및 규제의 변화는 한미 FTA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7년 당시 

농업과 함께 제약산업은 피해산업으로 분류되면서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1조원의 기대매

출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조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제약산업 경쟁

력 강화방안’(2007년 6월)을 발표하였고 이에 주요한 내

용은 1)제도혁신을 통한 유연한 구조조정, 2)신약개발 역

량강화, 3)수출지향적 산업구조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였

다. 또한, 국회에서 제약산업육성법(2008년)을 발의하고 

제정 및 발효(2012년)되면서 체계적인 산업육성을 위해 

5개년도 종합계획과 매년 중점과제를 바탕으로 시행계획

을 범부처로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는 제2차 5개년 종합

계획이 발표(2017년)되었고 제약바오산업의 신약개발 역

량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기준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제약산업육성법에 기반한 

종합계획은 산업의 생태계를 변화시켜 주었다. 가장 주목

할 수 있는 부분이 내수중심에서 수출지향적인 산업으로

의 변화이다. 2013년을 기점으로 고부가가치 완제의약품 

수출이 원료의약품 수출을 추월하였고, 지난해 코로나19

에도 불구하고 5월, 8월, 9월달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무

역수지 흑자로 전환되면서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 2009년 국내 의약품 생산

액은 약 15조원이고 수출액은 약 1.8조원에서 2019년에

는 약 22조원에 비해 수출액은 약 6조원으로 수출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16)

 의약품 수출의 2020년 상반

기 실적은 2019년 상반기 대비 61%가 증가하면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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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가치사슬별로는 추진전략(1)
220)

을 가장 우선순위로 판단하였으며, 기술개발(2), 시장진

출(3), 생산(4), 인허가(5) 순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각 단

계별로도 기존의 제약산업 5개년 종합계획(2017년), 바

이오헬산업 혁신전략(2019년)의 정책과제들과 연계하여 

분야별로 보완 및 확대하거나 신규과제를 민간에서 우선

220)　  기존에 제약산업육성법 등 법적 기반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한시적이고 단발성 의결기구와는 달리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주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여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중심의 전문가를 구성 및 운영을 통해 Top Down이 아닌 Bottom방식의 정책과제 발굴 추진체계

순위를 바탕으로 정책과제 추진을 정부에 제언하였다. 총 

22개의 정책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장 수

요 연계하여 추진 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산업의 발전

을 모색할 수 있는 노력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표 3-1

국내 제약기업들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함에 따라 글로

벌 신약 연구개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
219)

으

로 주요한 원인으로 임상시험수행과정에서 임상시험 설

계·CRO에 대한 관리 능력·수행능력 등이 여전히 부족

하여 이를 극복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

요해 보인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요한 트렌드는 첫째, 기술개발에 

있어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확대와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플랫폼 기술을 응용한 첨단 융복합 치료제로 전환과 이

를 대응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대응 및 포스트 코

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국제 사회의 공조를 

통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둘째, 인허가 

측면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중심으로 인허가 등 규

제 및 정책 지원과 부합하게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과 개

발 확대와 더불어 각국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비 절감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처방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인허가의 절차 및 제도적인 인

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셋째, 생산측면에서 스마트 공

장 도입 등 미래 지향적 설비 기반 마련하고 바이오클러

스터 집적화 모델과 연계한 생산 활동 확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시장진출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해 4차 산업 혁명 기반의 신약개발 성공 확률 

제고 및 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 연계하여 효율적 혁신 

모델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글로벌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기반하여 미

래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요한 도전과제와 이

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정책과제의 실행을 통해 민간이 

219)　  【최근 글로벌 신약개발과정중 시행 착오 사례】① 인허가: (코오롱 생명과학) 인보사가 허가과정에서 주성분이 뒤바뀐 점(‘19.4월) ② 글로벌 임상시험: (에이치엘비) 글로벌 3상 

결과 1차 유효성 평가지표인 전체생존기관 목표치 미달 (‘19.6), (신라젠) 미국 DMC에서 무용성 평가 후 임상시험 중단 권고(‘19.8월), (헬릭스미스) 3-1상 결과 발표에서 결론 

도출 실패 보고(’19.9월) ③ 기술이전 반환: (한미약품) '에페글레나타이드' 권리 반환 (‘20.5월)

스스로 개척하고 시장의 상황과 부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틀에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4.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약바이오산업의 

정책과제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제

약산업육성법과 생명공학육성법 등을 근거로 다방면에 

걸쳐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를 발굴 및 지원하고 있다. 그와 같은 노

력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어느 산업분야에 비

해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부흥하듯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제약바이오산

업의 강국의 입지는 넘어야 할 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4월 2일 “제약바이

오 미래전략 신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흥원 원

장을 위원장으로 제약바이오협회, 신약연구개발조합, 바

이오제약협회 등의 단체와 관련된 주요한 분야의 비즈니

스모델별 기업 전문가 등 총 17명을 구성하고 약 4개월간 

진행하였다.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달리 순수한 민간 중심

에서 정부정책에 대해서 추진과제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

반으로 정책과제의 연속적인 틀에서 수정 보완 사항들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하여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제

언 과제들을 발굴하였다.

제약바이오산업의 가치사슬을 기반 하여 기술개발, 인

허가, 생산, 시장진출의 분야로 구분하고 발굴된 정책 과

제들을 중요도, 시급성, 난이도를 기반으로 추진위원들

의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추진위

표 3-1 제약바이오 미래전략 신사업 추진위원회 정책과제 및 수요조사 우선순위

구분 순위 세부 과제

전략 1 ● 현장 수요 연계형 미래전략 신사업 추진체계 구성·운영

기술

개발

1 ●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변종 감염병 연구개발 강화

2 ● 범부처 연구개발 기술분류의 표준화

3 ● 임상시험 제도 인프라 경쟁력 향상지원

4 ● 한국형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연구개발 활성화

5 ● 중개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6 ● 글로벌 신약개발 펀드조성·운영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인허가

1 ● 첨단 융복합 기술 제품화 지원

2 ● 현장 중심의 규제과학을 통한 미래 위험요소 최소화

3 ● 혁신성 연구 성과의 선순환 약가결정구조 개선

4 ● 사회 안정망 구축 연계한 인허가 제도 개선

생산

1 ● 바이오의약품의 생산 공정 개발 및 원부자재 국산화로 전후방 동반성장

2 ● 바이오 클러스터 재정립을 통한 생태계 조성

3 ● K-바이오 글로벌 Plug&Play 집적화 클러스터 지원

4 ●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해외 플랜트 진출

시장

진출

1 ●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지원

2 ●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거점 지원체계 효율화

3 ● 기술사업화 전문 인력 확보 및 활용

4 ● 비대면 국내외 K-바이오 홍보(Untact IR) 지원

5 ● 글로벌 진출의 성공·실패 지식공유 네트워크 구축ㆍ지원

6 ● 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엑셀러레이터 운영 및 지원

7 ● AI기반 플랫폼 활용을 통한 시장진출 성공가능성 제고

자료 : 제약산업전략연구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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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의사가 있는 제품의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은 필수 점검 

사항이다. 한국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

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에 납품실적은 결정적인 구매판

단 기준이다. 그러나 국내 해외마케팅 담당자는 이 질문

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된다. 국내 수출 1위 품목인 초음

파영상진단장치도 상급종합병원에 사용비율이 19.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23)

 최근 5년간 A대학병원 국산장비 

평균 구매비율 8.96%, 최근 3년간 국산 치료재료 평균 

구매비율 17%로 상급병원에서 여전히 국산의료기기는 

외면받고 있다.
224)

 이러한 수치는 수입점유율 60%의 벽

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는 국산 의료기기의 현실을 반

영한다. 

국산의료기기 사용 실태는 ‘13년까지 의료기기유통실태

조사와 ‘17년 발행된 보고서를 통해 발표되었다. 대학병

원의 구매실태 장비와 치료재료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사

용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아 인식에 대한 조사를 병행

하였다.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의 보고서가 지속적이고 더욱 광범위하게 조사되는 

것이 중요하다. 국산 의료기기 사용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을 통해 현재 정부지원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개발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가 국산화가 된다는 것은 의료비 절감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기여 할 수 있으며, 특히 코로나

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으로 강화된 보호무역, 

수급불가 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

로 국산 의료기기 사용 효과가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기존 사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국산 

223)　 관계부처 합동(2021)

224)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7)

의료기기 사용에 필요성을 입증하고 정부와 산업계가 함

께 노력해야하는 당위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20년 경기도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경기도 의

료원 대상 의료기기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로 인

하여 제한적으로 진행되긴 하였지만 경기도내 제조기업

의 제품을 의료원을 대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

졌고 참여기업 및 의료원 담당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

다. 또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군의무사령부와 

협력하여 군 시연(데모)사업을 연례로 추진 중이다. 신청

품목과 군병원 관심품목 매칭으로 1개월 동안 데모를 통

해 장비 안정성, 기능성, 편리성, 만족도 등 사용자 평가

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달예정 품목에 포함되어 

장비조달을 검토하게 된다. 국산의료기기 사용확대를 위

해서 시도의료원과 군병원에서 국산의료기기를 소개하고 

시연(데모)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을 확대해 나가야한다. 

3. 공공시장에서 국산 의료기기 확대를 위한 노력

국산의료기기 사용률을 확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

도는 없을까?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달

계약 체결 시 입찰참여자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

업자로 제한하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대기업 또는 수

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판로가 축소되어 경

영애로를 겪고 있는 당해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록 공공시장으로 제한되

어 있지만 국산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14년 의료용전동침대(2모터이하), ’19년 

환자감시장치, 고압증기멸균기 등이 지정되어 공공기관

1. ‘K-방역모델’ 성과와 의료기기 산업의 과제

코로나19가 전세계를 팬데믹(pandemic)이라는 강력한 

혼돈에 빠트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방역체계는 우수

사례로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K-방역모

델’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면서 감염병 대응 전 과정의 

절차와 기법을 체계화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산업

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화가 추

진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성공적인 사례의 배경에는 국내 보건산업 제조기업

의 활약이 있었다.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대란 사태에서

도 공급의 안정에 일선에는 제조기업들이 불철주야로 생

산에 매진하였으며 코로나 진단키트 제조기업들도 역시 

K-방역의 큰 축을 담당했으며 인공호흡기, 호흡치료기 

등 생산기업이 국내에 있었기에 코로나 대응 의료시스템 

구축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시장에서 국산 의료기기의 위상은 좋

다고 볼 수 없다. ‘15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5.3조

원, 수입점유율이 63.3%이었으나 ’19년 시장규모 7.8조

221)　 식품의약품안전처(2019)

222)　 Fitch Solutions(2019.12.)

원, 수입점유율을 62.1%로 급성장한 시장에도 불구하고 

국산 의료기기가 수입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221)

 의료

기기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며 보수적인 시장으로 사람

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인허가

를 넘어 시장진출까지는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부정책 및 산업계의 노력

이 있었음에도 수입점유율 60%의 벽을 넘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 확대를 위한 그 

간의 방향을 돌아보고, 보건산업에서 정부와 기업 그리

고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과제와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

해보고자 한다. 

 

2. 국산 의료기기 사용실태와 극복방안

“내수시장 매출기반이 없는 수출은 없다” 세계적 전시회

인 독일 MEDICA 전시회와 두바이 Arab Health를 지속

적으로 참가해 온 해외마케팅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하

는 말이다. 해외 바이어들과 미팅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물이 국내시장에서 판매량과 시장점유율이다. 한국 의

료기기 시장은 세계 10위로
222)

 해외 바이어 입장에서 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국내 의료기기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전략기획팀장 고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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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기반(플랫폼)을 활용한 혁신적 의료기기의 실증·보급 

지원을 목적으로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하여 5개 연합체(컨소시엄)을 지정해 운영

하고 있다. 

위 사업들을 통해 의료기기 기업과 의료인들이 소통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구축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이어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사업은 병원

과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국산 

의료기기의 개발에서 시장진출, 의료기관 구매까지 이어

질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

어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병원과 기업의 협력체계 구축은 개발부터 판로까지 의료

기기 전주기 생태계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기

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국산 의

료기기 사용자평가지원 사업’도 좋은 사례이다. 대학병원

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국산 의료기기를 직접 사용을 통

해 사용경험을 축적하고 평가와 더불어 기업에게 개선의

견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학술대회 논문발

표, 객관적 근거마련과 신뢰도 구축이라는 성과를 달성하

였다.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출범과 기대

‘20년 의료기기 역사에 남을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

에 조달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간경쟁을 의료기기에 적용하는데는 한

계가 있다. 품목 기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

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구 구매실적이 10억

원이상이 중소기업간경쟁제도의 신청기준이 된다. ‘19년 

기준으로 의료기기의 품목 수는 15,705개 제조기업 수

는 3,570개이다
225)

. 제조기업보다 품목 수가 4배이상 높

은 대표적인 다품종 산업이다. 때문에 중소기업간경쟁제

도의 신청기준인 품목기준 10개이상의 국내생산 중소기

업 기준이 의료기기산업에는 매우 높은 기준이 된다. 또

한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경우 동일품목의 수입을 병행하

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신청 시 수입제품은 공공기관에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10개이상 기업의 동의서를 받기 쉽지 않은 일이다. 중소

기업자간경쟁제도는 기준만 만족한다고 모두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

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 후 공청회·

이의신청·접수, 조정협의 등 다양한 절차가 있고 이해관

계자간 협의과정이 있다. 의료용전동침대가 2모터이하로 

지정된 것도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조정된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경쟁제도는 신청기간이 3년에 한번뿐

이라는 것과 지정기간도 3년이라는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는 국내 의료기기 시장 중 공공시

장에 대해서는 국산 제품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더욱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일품목 생산 10개기업 신청 기준이 

225)　 식품의약품안전처(2019)

226)　 중상산업연구원(2020)

227)　 KOTRA(2009)

228)　 KOTRA(2020.01.10.)

완화 될 필요가 있다.

공공시장에 대한 자국보호정책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

라는 중국이다. 중국의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20년에 

7600억위안(약131조원)으로 예상된다.
226)

 그중 공공시

장이 약 90%인 중국 의료기기 시장에 “Buy China”라는 

자국산 제품을 전체의 70%를 구매하라는 지침
227)

과 지

방정부 주도를 통한 자국산 제품 구매가 적극적으로 이뤄

지고 있다. 이를 통해 ’18년 기준으로 한화 1조원이상 매

출기업이 MINDRAY MEDICAL(迈瑞医疗), SHINVA 

MEDICAL(新华医疗), WEGO MEDICAL(威高股份) 

등 6개 기업이 되었다.
228)

 

 

 4. 병원-기업 협력사례와 발전 방안

의료기기의 개발부터 판매까지 병원과 협력은 필연적이

라 할 수 있다. ‘병원-기업R&D플랫폼’사업은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한국형 의료기기 산업의 성공 사례 발굴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으로 6개 병원은 각 품목에 특화된 

‘R&D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 의료기기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임상적인 지식

과 의료기기를 직접 사용하는 의사들의 아이디어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의료기기 개발을 전주

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병원을 중심으로 한 국산의료기

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원한 사업이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총 10개의 병원을 선정하여 센터로 지정

하여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였다. 후속사업으로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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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실증센터’, ‘범부처의료기기전주기연구개발’ 등 정부지

원을 통해 적극 지원 되어야 한다. 

최근 유행하는 방송 트렌드는 경연을 통해 소위 각 분야

의 최고를 발굴하곤 한다. 실력파 재야의 고수부터 잊혀

졌던 실력자까지 전문가들이 재평가를 하게 된다. 국산 

의료기기 역시 재평가 필요하다. 세계시장에서 글로벌제

품과 경쟁하며 지속적으로 수출 성장을 하고 있으나 국

내 의료기관에서 구매를 기피하고 수입점유율 60%를 극

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

련 해야한다. 품목별로 구매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만족 기준

은 무엇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성적인 요소를 최

대한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사용자인 의료진이 직접 

만족기준에 대한 목표치 설정하는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기준은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에게 하나의 개발목표의 지표가 될 것이고 이 기준을 

만족하는 국산의료기기의 브랜드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

을 것이다. 

기존 보건복지부의 보건신기술인증(NET) 산업부의 세

계일류상품 등 인증이 존재하지만 두 인증 모두 의료기기 

특화 인증은 아니며, 선정기준이 구매결정에 결정적인 요

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부차원 보다는 민간에서 

실 사용자인 의료진 주도로 평가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

되고 객관적 평가의 장이 된다면, 우수한 국산의료기기에 

대한 적절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인식개선이 가능할 것

이라고 생각된다. 유사 사례로 국내의 대한치과의사협회 

추천제품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을 주는 민간

인증이 있다.

6. 결론 : 선순환 생태계를 위한 정책 제언

의료기기 생태계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연구개발, 

인허가, 판매유통 세 가지 큰 구간 중 앞서 살펴본 지원

사업과 사례처럼 정부와 민간의 노력을 통한 연구개발 및 

인허가에 대한 구간은 다양한 지원 정책이 이미 시작되었

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산업생태계의 

정점은 판로에 있으며 의료기기 시장은 그 특수성으로 인

하여 중소기업이 홀로 극복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판

로확보를 위해 의료기기 국산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인

식 개선이 필요하며 국산화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어

떠한 기여를 했는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지

원을 통한 연구개발된 의료기기가 시장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대학병원, 시도의료기관 및 군병원 등 정부주도 

시장에서 설명회 및 데모시연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정책측면에서는 유일한 국산 보호정책인 중소기업자간경

쟁제도를 의료기기 산업에서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신청

기준에 대한 기준완화가 된다면 공공시장에서 국산의료

기기 사용률이 확대가 될 것이며 민간에서는 전문의료진 

중심의 국산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정량적 목표를 제시

하고 재평가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된다면 수

입점유율 60%라는 산은 정복 할 수 있을 만큼 국산 의료

기기의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포스트코로나 시

대에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이 국가와 병원, 국민

의 삶의 공헌했다고 평가 받는 날을 기대해 본다.

개발사업단이 출범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품 개발, 4

차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의료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 등 총 4가지 

내역사업을 수행 하고 있고, 추가로 코로나19등 신·변종 

해외유입 감염병 대비 의료현장 중심의 방역장비 개발을 

통한 국가방역체계 강화 및 체외진단기기의 핵심기술 개

발, 임상적 안전성·유효성검증을 통한 감염병 조기진단

시스템 확립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감염병 

방역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 사업을 사업단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일원화된 전주기적 R&D 지원의 초석이 마

련되었으며 4개 내역사업으로 총 309개 과제가 선정되

었고, 감염병방역기술개발사업 2개 분야 총 28개 과제가 

선정되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업단 출범과 

함께 사업화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병원-기업간 협력을 

강조하였다. 정부 R&D 사업의 관리를 넘어 사업단 자체

적으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조직 및 인력구성을 통해 사

업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성과가 기

대되는 부분이다.

뿐만아니라 사업단의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

기 연구개발 관련 기업, 병원,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컨

소시엄 구성과 협업이 이루어졌고 대규모의 ’오픈이노베

이션‘의 시발점이 된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

다. 범부처사업의 성공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의 확대

와 지속의 열쇠가 될 것이다. 의료기기 생태계의 큰 축이 

마련된 만큼 우수한 성과 달성을 위해 의료기기산업계 전

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

229)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2)

230)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7)

5. 저평가된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재평가 필요

의료기기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의료기기법‘에 의

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여 인허가를 획득한 제품

만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다. 또한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해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기업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도 유지를 해야 한다. 결

국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관리시스

템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품목이기 때문

에 공산품 보다 신뢰성이 확보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기끼리 경쟁에서는 어떤 제품이 더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는 결국 임상현장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안

전하게 사용 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실증자료를 기반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혁신적인 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장에 

정착하는데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산의료기기에 대한 브랜드 신뢰성 부족
229)

으로 구

매를 기피하던 것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230)

 의료

기관이 국산의료기기를 사용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도 인식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국산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부담을 의료진과 병

원에 어떠한 근거 없이 구매요청을 할 수 없다.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의 확보는 의료기기로서 최소한의 자격

을 갖춘 것이지 구매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없다. 신뢰성, 

성능, 사용성 등 오랜기간 의료진의 경험에 의한 기준만

족이 수반되어야 한다. 추가적임 임상데이터 확보, 제품

신뢰성 확보에 대한 검증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중소기

업이 대부분인 국내 의료기기 기업에서 이 모든 것을 감

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니즈를 ‘혁신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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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으로 2020년 성황리에 2차례 시험이 시행

되었으며 매년 1회 이상 시행될 예정이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책임판매관리

자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화장품 법령이 개정될 예정

이다.

또한, 아토피관련 기능성 화장품이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

의 인체적용시험자료만 가능했던 것을 시험요건이 맞는 

경우 일반 인체적용시험자료도 제출이 가능토록 개선되

었으며,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염모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화장품 등의 기

능성화장품에서 새롭게 제제의 규격을 고시함으로써 기

능성화장품의 보고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기준

에 적합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인지에 대하여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받았다는 표시를 

추가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화장품 법령의 변화로는 화장품 판매장에서 화

장비누를 단순히 소분(小分)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맞춤

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채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맞

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을 개선하여 고

형비누(고체형태의 세안용 비누)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

한 화장품은 맞춤형화장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판매 

등의 금지 조항에서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을 예외로 

함으로써 공산품에서 화장품 전환 이전과 같이 고형비누

를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고, 공

산품 시절에 화장비누에서 사용했던 색소 중에 2종이 화

장품인 화장비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의 색

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고시가 개정되었다.

화장품법외의 기타제도에서는 환경관련 규제의 변화인데 

우선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및 표시제도」가 2019

년 12월 25일 시행되었고, 2020년 9월 24일까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쳐 2021

년 3월 23일까지 등급 표시 의무에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간 내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추가로 3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장재 재

활용 용이성 등급평가는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등급의 표시는 연장 요건을 갖추는 경우는 2021

년 12월 23일까지 연장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화장품의 포장재 중 환경부장관과 회수 및 재생원

료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유리병, 페트병 또는 합성

수지 재질의 단일·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화장품의 경

우는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을 예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용과 분리배출 표시 심벌마크 크기를 8mm에서 12mm

로 확대하고, 분리배출 표시 재질 표기(PP, PE) 대신에 

배출방법(깨끗이 씻어서)으로 변경하여 표기하는 내용으

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

한 고시」 제정안이 다시 행정 예고됨에 따라 화장품의 경

우 등급 표시 적용 예외 요건을 갖추는 경우 등급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나 분리배출 표시의 경우는 표

시 변경이 필요함으로 관련 내용을 잘 파악하여 대비를 

하여야 한다.  

또한, 면적33제곱미터 이상 매장 대규모점포에서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의 재포장을 원칙

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

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2020.7.01. 시행)

화장품산업 주요 제도·정책에서 2020년 화장품 관련 

제도 변화의 주요 특징은 화장품 법령의 경우 제품의 안

전관리 강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화장품법 외 기타 제도에서는 환경 

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화장품 법령 중 화장품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추세에 맞

추어 화장품에서도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

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책

임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를 작성ㆍ보관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화장품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 시행되었다. 이 법은 처음 시행하는 제

도로써 업계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도기간 1년을 거쳐 

2021년 1월 23일부터는 본격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가 도입되어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화장품업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임직원 중 해

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

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으

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

원은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장품 등을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ㆍ검사ㆍ질

문ㆍ수거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 수행 등 화장품 사후관리 

업무가 강화되었다.

그리고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

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이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변경 등 화장품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화장품 법령 중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으로 2020

년 3월 14일부터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

되었다. 맞춤형화장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

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

료를 추가ㆍ혼합한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

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으로 정의하였다.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으로 신설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일반화장품과

는 달리 소비자의 피부 특성에 맞는 개인 맞춤형화장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소분업무를 하고 이에 대한 품질 안전관

리 업무를 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 분야의 최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화장품산업 정책과제

대한화장품협회 전무 장준기



162 163

바이오헬스 산업의 넥스트 노멀: 포스트코로나를 맞는 한국의 과제

2. 산업별 정책 수요 . 포스트 코로나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새로운 방향

기록했고, 수출 기여도가 높은 업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기초화장품용 제품류(79.1%), 색조화장용 

제품류가(9.2%) 전체 수출의 88%의 점유율을 기록하

며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수출 성장률로 보면 목욕용 제

품류(65.6%), 영유아용 제품류(40.8%), 면도용 제품

류(30.3%), 손발톱용 제품류(25.8%), 두발용 제품류

(19.2%) 순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중국(50.3%), 홍콩(9.4%), 미국(8.5%), 일

본(8.4%), 베트남(3.5%), 러시아(3.2%), 대만(2.1%), 태

국(1.7%), 싱가포르(1.7%), 말레이시아(1.2%) 순으로 수

출 점유율을 기록했다. 특히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러

시아 등 주요 수출국에서 모두 두 자릿수 대 성장을 기록

하면서 수출 실적이 증가했다. 

중국은 화장품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국의 화장품 소비시장은 

회복세를 보였다. 또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

어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도 증가했다. 2020년 중국의 쇼핑축제인 광군제에서 ‘알

리바바그룹’의 전체품목 매출액은 무려 83조원으로 최근 

3년 동안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중국의 상황과 

맞물려 작년 중국 수출액은 3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홍콩은 중국 직수출 영향으로 수출액 7억 달러를 기록하

며, 전년대비 22.8% 수출이 감소했으나 수출액 기준으

로 2위를 유지했다. 미국은 수출액 6.4억 달러로 전년 대

비 21.6% 증가하며 준수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일본은 넷

플릭스 등을 통한 K-드라마 열풍으로 한류의 인기가 높은 

상황에서 6.3억 달러라는 수출 최고액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그 외 베트남 2.6억 달러, 러시아 2.4

억 달러, 대만 1.6억 달러, 태국 1.3억 달러, 싱가포르 1.2

억 달러, 말레이시아 8천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화장품 무역수지는 2014년부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화장품 무역수지는 6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품목 무역수지의 13%에 해당

한다. 코로나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화

장품 업계들의 노력과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과 관심 덕분

에 대한민국 수출유망 산업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

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올해 1월 관

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뷰티 혁신 종합전략’에 잘 나

타나 있다. 이 전략에는 K-뷰티 혁신 가속화로 신성장 동

력 창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24년까지 수출액 3위, 

신남방국가 수출비율 20% 달성 목표와 글로벌 100위 

기업 7개사, 매출 50억원 이상 기업 391개, 신규 일자리 

9.3만개 창출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

하여 지속가능한 K-뷰티 혁신기술 개발, K-뷰티 산업 생

태계 조성,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활동 제고, 전략적 해외

진출지원 등 4가지 지원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첫째, 지속가능한 K-뷰티 혁신기술 개발 부문에서는 기

초소재·원천기술 기반으로 맞춤형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

형 화장품 개발 지원을 목표로 주요 수출 국가별 피부-유

전체 데이터 기반 마련, 디지털 뉴딜-뷰티 산업 기반기술 

개발, 그린 뉴딜-클린뷰티 친환경 화장품 개발 및 국산 

소재 개발 등을 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국가별·인종별 피부-유전체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

석 플랫폼과 접목하여 맞춤형 화장품 개발 등 신기술·신

제품 창출을 가속화하고,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

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화장품 추천 기술과 동물실험 

대체 효능 평가기술, 생명공학-광학기술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평가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클린뷰티 친환경 화

장품 개발 및 지원을 위해 환경친화 소재·용기 개발을 추

진하고, 천연·유기농 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

되었고, 이에 따른 재포장 예외사항은 「포장제품의 재포

장 예외기준 고시」에 규정되어 2021년 1월 1일 제조되

는 제품부터 적용하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의 경우 2021년 7월 1일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예외 사항을 잘 파악하여 포장재 변

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고시 제정이 확정되면 자사 

제품의 포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적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코로나19는 화장품 유통채널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로드숍, 대형마트, 드럭스토어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

장은 코로나19라는 직격탄을 맞으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

했다. 작년 3분기 전자시스템 공시 화장품 기업 84곳 중 

43곳은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사라지자 매출

이 감소하였고,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

는 상황에 이르면서 많은 화장품 매장들이 폐점을 겪었

다. 화장품 브랜드숍 매장은 최근 5년 동안 총 2,734개 

매장이 문을 닫을 정도로 폐점율이 높은 실정이고, H&B

스토어도 위축되는 분위기다.  

면세점 유통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둘러싼 갈등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코로나

19로 인해 국경 간 이동제한이 생기면서 한국을 방문하

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했고, 이는 오프라인 면세점 

이용객 감소로 이어졌다. 한국면세점산업협회에 따르면 

2019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는 등 매년 매

출 신기록을 세워왔지만,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이 1년

새 약 10조원 가까이 매출이 줄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

다. 국내 면세점 시장에서 가장 높은 판매 비중을 보이는 

화장품은 큰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인 관광객 수가 감소하면서 면세점 매출은 부진했고, 이

는 화장품 기업의 실적 감소로 이어졌다. 또한 화장품 업

계의 전통적인 판매방식인 방문판매는 사회적 거리두기

로 인해 고객과의 대면 영업이 힘든 상황을 겪었다. 

반면에 코로나19로 비대면 시장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화

장품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7년 7조 5,488억 원, 

2018년 9조 8,404억 원에 이어 지난해 12조 2,986억 

원을 기록했다. 화장품 업계는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판

매가 어려워지자 온라인 유통 채널로 전환을 통해 돌파구

를 모색하고 있다. 오프라인 채널에서 화장품 판매가 어

려운 기업을 포함하여 편집숍까지 자체 온라인 몰을 오픈

하면서 소비자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이커머스, 배

달 플랫폼 등과 제휴를 맺고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

다.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판매자와 소통하며 쇼핑하는 

‘라이브 커머스’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화장품 소비 트렌드(비대면, 홈코노미)의 변화도 나타났

다. 코로나19로 개인 위생의 중요성과 건강에 대한 관심

이 더욱 커지고,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었다. 소비자의 

관심은 색조 화장품 대비 기초 화장품 및 클렌징 제품으

로 이동했다. 화장품 업계는 코로나19로 화장품 구매의 

온라인 전환, 위생용품 수요 급증 추세 등에 대응해 관련 

사업 다각화 행보를 보이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

면서 유통채널, 제품, 마케팅 부분에서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었던 국내 유통현황과 반대로 화

장품 수출은 역대 연간 최고액을 기록하며 성장을 이어갔

다. 작년 화장품 수출 실적은 75억 달러를 기록했고, 전

년대비 16% 성장했다. 이 중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금액

은 49억 달러를 기록했고, 전년 대비 8.8% 성장했다. 화

장품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60%를 넘는다. 화장품은 

중소기업 20대 수출 품목 중 플라스틱제품에 이어 2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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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건강에 관한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언제나 있어왔다. 전쟁이나 기근 등으로 생존을 

걱정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

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삶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

로 여겨왔다. 그리고 그 관심은 최근 들어 정점을 맞이하

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급성 바이러

스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

19, 이하 코로나19) 때문이다. 세계 인구 중 1억 명 이상

이 감염됐고, 230만 명 이상이 사망한(2021년 2월 15일 

기준) 이 질병으로 인해 인류의 일상생활에도 변화가 생

겼다.

‘비대면’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되는 이 일상생활의 변화

는 ‘혼자’ ‘집’에서 ‘원격’으로 소통하며, ‘주문’과 배송에 

기대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과 어울

려 얼굴을 보며 함께 음식을 먹는 것, 일이나 휴식을 위해 

낯선 공간을 찾아 나서던 출장이나 여행, 그리고 멀리 떨

어진 가족을 만나는 우리의 일상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

다. 쇼핑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오프라인 매장들은 한산

해졌으며, 시식코너는 자취를 감췄다. 택배회사의 물류창

고는 더 바빠졌고, 배송된 물건들이 현관 앞에 놓여 있는 

모습은 익숙해졌다. 

이와 함께 건강을 챙기는 것 또한 많이 달라졌다. 병원 앞

에 붙어있는 여러 경고문들은 심리적인 불편함으로 다가

온다. 건강을 위해 달리기나, 자전거, 등산을 즐기던 사람

들은 그 숫자가 줄었고, 매일 착용하는 마스크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

한 관심은 더 많아졌으며, 어떤 형태로든 건강관리를 해

야 한다는 사람들의 요구도 늘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사

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

생을 통해 예방을 최신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

장 오늘 내일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비대면의 시대이

며, 달라진 상태가 ‘정상’이 되는 뉴노멀의 시대이다. 우리

는 이 바뀐 세상에 적응해야 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

야 한다. 

헬스케어 분야는 이 기회의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그러면

서도 인류를 위해 가장 빨리 변해야 하는 산업이다. 환자

의 치료와 재활은 물론, 새로운 질병에 대한 예측과 예방, 

진단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이 산업에 속한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는 ‘비대면’의 특성, 즉 일상생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가장 빨리 움직이고 있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19를 맞이하는 헬스케어 산업의 변

화를 살펴보고, 디지털 기술과 의료 융합이 만드는 새로

운 헬스케어 생태계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초·범용 소재 국산화 및 피부과학 응용연구를 지원하여 

전체론적인 항노화・피부보호 화장품 개발 기반 마련한다

는 계획이다.

둘째, K-뷰티 산업 생태계 조성 부문에서는 연구개발, 해

외 인허가, 수출 절차, 주요 수출대상국 시장정보 등 기업 

맞춤형 종합 컨설팅 제공 및 뷰티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

축을 통한 화장품 전문가 양성과 산・학・연 및 교육・문화・

관광・브랜드까지 집적된 ‘K-뷰티 클러스터 조성’ 지원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화장품산업육성법’의 제정도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 활동 제고 부문에서는 맞춤

형 화장품 임시매장의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맞춤형 

화장품 소분 전문 매장이나 전자동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에서의 조제관리사 고용의무를 유연하게 하여 맞춤형 화

장품 판매를 활성화하고,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개선, 

포장재 평가·표기 의무의 합리적 도입 등으로 표시 규제

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 될 예정이다. 

또한 혁신기술 보호하고, 브랜드 중심의 성장을 위해 제

조업자 표기의무를 삭제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

고, “K-브랜드”에 대한 지재권 보호를 위해 K-뷰티 수출

기업의 상표 무단선점 대응 및 위조상품 유통차단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해외 진출 지원 부문에서는 화장품 홍

보 팝업부스, 판매장, 시장개척단 고도화를 통한 한국 화

장품의 입지를 강화하고, 동남아 e-커머스 플랫폼과 연

계한 ‘(가칭)코리아 뷰티 데이’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상황

에서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며, 신흥 경제권역 진

출 지원을 위해 RCEP 회원국을 대상으로 협정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

다. 

또한 최근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의 수출 증대에 

따라 이들 국가의 진출을 위한 화장품 인허가 획득을 지

원하고,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 활동

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준·제도의 규제조화를 추진하며, 

주요 수출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정부 간 협의를 통해 국

가 간 규제를 조화하여 비관세 장벽을 해소해 나갈 예정

이다. 또한, 아세안국가의 화장품 담당 공무원을 초청하

여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국내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간다

는 계획이다. 

국내 화장품의 신뢰도 제고와 함께 K-뷰티 체험·홍보관, 

뷰티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국내·외 인플루언서 홍보를 

위한 한류 협업상품 제작을 지원하는 등 K-뷰티 홍보 기

반을 통한 수출 경쟁력도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화장품산업은 성장이 빠른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견인

할 수 있으며,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과 함께 성장하여 다

른 문화 콘텐츠와 같이 시너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

망한 산업이다. 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전

주기 산업구조에 맞춘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

어진다면 코로나19를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

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헬스케어 비전

한국디지털헬스협회 이사 김웅순, 실장 양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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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등

장했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의료의 인식 변화와 함께 정

부는 전화 등을 활용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 했다. 

비대면 진료는 전염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각국 감염

병 확산 저지를 위한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표 3-3 

디지털 기술이 만드는 의료의 혁신

최근 코로나19의 위험을 가장 먼저 인지한 캐나다의 인

공지능 플랫폼 ‘블루닷’ 기업이 이슈가 되면서 각국은 전

염병 극복을 위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원격의료 등의 다

양한 디지털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2020년 4월 발표된 European Parliament의 보고서 

‘Ten Technologies to fight coronavirus’ 에서는 코로

나19 극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10대 디

지털 기술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10대 기술로 인공지능

(AI), 블록체인, 오픈소스, 원격의료, 3D 프린팅, 드론, 로

봇, 나노기술, 유전자 편집, 합성생물학 등이 선정되었으

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코로나19가 바꿀 미래 중 

헬스케어 영역에서 건강관리와 원격의료 중심의 의료시

스템 변화, 다양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편리

성・효과성・보안성 향상 등에 대해 언급했다. 표 3-2 

표 3-2 코로나19가 바꾼 미래: 헬스케어 분야 유망기술

기술명 참고 이미지 기술 설명

디지털

치료제

●  (기술 정의) 정신병리, 심리 등을 섭취하는 의약품 대신 치료하는 

SW(앱, 게임, 가상현실 등)로 FDA나 식약청 승인을 거친 치료용 콘텐

츠 기술
●  (세부기술) 콘텐츠 기술, 실감형 인터렉션 기술, 정보 분석 기술, UI/

UX 기술 
●  (활용) 비대면 정신질환(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중독 등) 치료

AI 기반

실시간

질병진단

기술

●  (기술 정의) 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자의 질병 유무를 판단하고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제시해 주는 SW 기술 
●  (세부기술) 정보 분석 기술, 자동진단 알고리즘, 클라우드 및 통신 

기술, 정보보안 기술 
●  (활용) 실시간 질병진단(지원)

실시간

생체정보

측정・분석

기술

●  (기술 정의)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분석

하여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기술 
●  (세부기술) 센싱 기술, 정보 분석 기술, 이상 알림 기술, UI/UX 기술, 

정보보안 기술 
●  (활용) 언제 어디서나 지속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건강관리 및 병원치료 연계

감염병 확산 

예측・조기

경보 기술

●  (기술 정의) 질병의 전파 과정, 감염 환자, 인구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감염병의 지역 확산 가능성 예측 및 사전 안내 기술
●  (세부기술) 정보분석 기술, 위치정보 기술, 위험 알림 기술 
●  (활용) 감염병 (사전)대응, 역학조사

자료: 임현 외(2020)

표 3-3 주요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의료 현황

구분 주요 내용

미국

●  미국 정부는 원격의료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의료진 부

족을 해결하고자 서비스 권장

-  미국 내 의료시스템 특수성(의료진 부족) 및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비 감소 효과 기대 등으로 

원격의료의 확산 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원격의료협회와 의료정보경영학회는 코로

나19 확산으로 인한 원격의료 수요 증가를 대비하여 중앙정부에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를 요구한 바 있음

-  이에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원활하지 못한 대면진료를 대체하기 위해 트럼프 정부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권장함

- 미국의 원격의료 시장규모는 570억 달러(약 62조원)로 추정

중국

●  중국은 정부 주도 하에 2014년부터 원격의료를 추진, 코로나19 이후 전화 진료 및 처방을 한

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원격의료 건수가 급속하게 증가함

-  중국의 의료 환경은 2017년 기준 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가장 낮고 병

상수는 3.1개로 낮은 편으로, 이와 같은 의료 인력 및 의료 시설 등의 부족 현상에 따라 원

격의료의 필요성이 증대됨

-  2014년 중국 내 온라인 병원 플랫폼 수립 이후 꾸준히 온라인 병원 수가 증가되어 중국 내 

의료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전화 진료 및 처방의 한시적 허용 이후에는 

원격진료 건수가 10만 건('20.2.24.~'20.4.12.)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  중국에서 원격의료는 현재 전체 진료의 10% 정도(267억 위안, 약4.5조원)를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추정되며, 2025년 전체 진료의 26%까지 상승하여 947억 위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한국

●  대한민국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원격의료 범위를 한시적으로 넓혔으나, 의료법에 의해 

서비스 확대가 일부 제한됨

-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의사 포함)으로 국한돼 있었으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함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 2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21개와 종합병원 및 병원 169

개, 의원급 913개의 의료기관이 의사-환자 간의 원격 전화 진료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됨

자료: 문초혜(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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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운동’을 하는 홈피트니스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이 상황은 개인이 원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제한당

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아래 직접 야외에서 

땀 흘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홈트레이닝 시

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원격’은 감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면하는 

환경을 제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생활 

방역 특성 상 원격의료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비대면 의

료는 코로나 발발 전부터 꾸준히 성장해 온 디지털헬스케

어 산업의 트랜드이긴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비대면 진

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준 셈이다. 

특히 정부가 ‘2020년 2월 2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

해 이전까지 제한되었던 비대면 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

는 등 처음으로 비대면 원격의료서비스 규제의 빗장을 풀

었다. 2003년 의료인들 간 원격의료를 허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서비스가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감염우

려를 줄이고, 의료진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로 행하게 될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그림 3-12

예를 들어 최근 스타트업 중 하나인 메디히어는 당초 미

국 시장을 겨냥했지만 국내에서 한시적으로 규제가 풀리

자 바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출시했다. 메디히어앱에 증

상을 입력하고 원하는 진료시간을 예약하면 의사와 영상

과 채팅으로 진료하고,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메디히어는 명지병원을 시작으로 한양대병원, 국립암센

터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비대면 진료 상용화를 위해 원

격화상 진료 플랫폼과 개발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20년 5

월 기준 앱 가입자는 1만 359명이고 등록된 의사는 113

명, 원격진료를 받은 회원은 총 9,264명에 이른다. 

아직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중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에

서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체계와 가이드라

인의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이런 시작을 바

탕으로 환자와 의사,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을 가져

다 줄 것이다.

비대면 의료 측면의 또 다른 모델로 재활훈련 분야가 있

포스트코로나 뉴노멀 : 비대면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

비대면 진료와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헬스케어 분야는 

‘비대면’의 특성, 즉 일상생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가장 

빨리 움직이고 있다. 

앞서 설명한 ‘혼자’ ‘집에서’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헬스

케어 분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사실 ‘혼자’

서 건강관리를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쉽지 

않은 이야기다. 건강관리는 짧은 시간으로 나타나는 결과

가 아니기에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 ‘혼자’ 건강관리를 

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비대면 시대에는 개인이 보다 주도

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각종 운동을 가르쳐주는 앱과 영상들이 늘고 있으며, 혼

자서 하는 운동을 돕는 상품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 건강

관리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흥미를 유도하고 의지를 

이끌어 내는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피트니스계의 넷플릭스’로 불리는 미국 ‘펠로톤’은 실내 

자전거에 설치된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운동 수업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유명 트레이너 강좌를 유료 서비스로 제공

한다. 말 그대로 넷플릭스 같은 구독형 스트리밍 서비스

다. 펠로톤은 하드웨어 기기와 모바일 코치 서비스를 모

두 제공하는 홈트레이닝계의 대표 플랫폼으로서 2019년 

기준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

되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등 기업가치는 더욱 치솟고 있

다. 물론 이들은 뉴욕과 런던의 오프라인 스튜디오를 폐

쇄하는 등 일부 피해를 입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집에

서 하는 1인 운동, 원격 코칭 트렌드가 가속화되면서 명

실상부한 최고 수혜 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림 3-11

한국에서도 최근 일본 닌텐도 스위치의 게임인 ‘링피트 

어드벤처’가 재미와 운동 효과를 모두 잡으며 돌풍을 일

으켰다. 또한 G마켓 조사 결과 아령, 케틀벨 덤벨 등 홈트

레이닝 관련 상품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하는 

등 실내 운동이 각광받고 있다. 또 국내 유튜브 채널 중 평

범한 30~40대 부부가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 동

작들을 소개한 ‘땅끄부부’ 채널구독자 수 200만 명을 돌

파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시장은 물론 국내시장에서도 ‘혼자’서 ‘비

그림 3-11 피트니스계의 넷플릭스 ‘펠로톤’ 그림 3-12 메디히어 비대면 의료서비스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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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장치에 대한 사전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내

용이다. 또한 최근 의회가 승인한 코로나19 관련 긴급 예

산 83억 달러(약 9조 8000억 원)에 연방의료보험 제도

를 포함했다. 미국에서도 이전까지는 원격의료 서비스 가

능 범위를 보건의료 전문가가 부족한 지역 환자 등으로 

제한했는데, 이제는 의료진이 주 면허와 관계없이 미국 

전역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는 의료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원격

의료에 대한 의료진 저항의 문턱을 낮췄다. 원격의료 서

비스, 디지털헬스케어 제공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해 당사

자인 의료진과 환자들이 원격의료를 경험하게 된 지금이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다.

다만 ‘원격’이라는 단어는 긍정적, 부정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의사

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직접 보지 않고 

진찰한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는 신뢰성의 측면과, 특정 

병원 또는 의사에게만 진료가 몰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새로

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신세계로 주목받겠지만, 기술

적 완성도가 부족한, 성급한 시장 개척으로 평가 받지 않

도록 시스템을 체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진화의 중요성

산업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여러 기업이 모여 산업

이 되고, 그 기업들과 산업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생태계

를 이룬다. 이 생태계는 다양한 종이 모일수록 더 커진다. 

우거진 수풀에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생명체들이 공존하고 있다. 

기존 헬스케어 산업의 생태계 내 구성과 주체는 단순했

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진료에 초

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인구증가 고령화,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및 의료서비스 불균형에 대한 완화 요구와 동

시에, 발달된 디지털 기술과 방대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헬스케어 기기, 서

비스의 효용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낮은 수준이며, 국

내 기업들은 소비자 인식 부재, 각종 규제로 인해 시장에

서 제품, 서비스를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 상황

이다.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은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

를 개발해도 수요자(Payer)가 부족한 국내 시장에서 살

아남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근로자, 취약계층, 고령자 등을 우선으로 수요자 

체감형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여 서비스 

효용 제고와 함께 개인 스스로 건강개선 및 건강증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기업 및 개

인)와 공급(헬스케어 기업)이 자유롭게 헬스케어서비스

(제품, 솔루션, 서비스 등)를 선택하고 가치 기반의 비용 

지불 구조를 확대하는 오픈 플랫폼 및 보급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수요자가 디지털헬스 전문기업의 서비스 및 솔루션을 활

용토록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개인, 기업 등 수요자 니즈

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새

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를 통해 사

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맞아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

용하여 방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심지어 그 결과

는 선진주요국을 앞서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좀 더 다양

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성장시킴으로써 다양성이 존재하

는 생태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다. 지난 2020년 6월 25일 의료 솔루션 전문기업 ‘네오

펙트’는 국내 최초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231)

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네오펙

트는 실제 규제로 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진

행하면서 환자의 만족도, 훈련 순응도, 부작용, 훈련 효과 

등을 검증하려 한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네오

펙트에서 제안하는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는 거동

이 힘든 뇌졸중, 척수손상, 뇌성마비 환자들이 병원에서 

최초 진단 및 처방을 받은 이후 원격으로 재활 훈련을 진

행하는 서비스다. 주요 기능인 AI(인공지능) 기반 홈 재활 

플랫폼을 통해 환자 상태에 최적화된 재활 훈련을 추천하

고, 환자들은 추천받은 훈련을 통해 관절 운동이나 인지

기능 향상 운동 등 집에서 스스로 재활 훈련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병원에서 훈련 데

이터를 모니터링 하고 주기적으로 화상통화를 통해 환자

231)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제도

들을 가이드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시범 운영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여 통

원 자체가 힘든 환자들이 집에서도 효과적인 재활 훈련

을 진행할 수 있고, 재활 치료 분야에서도 원격 기술을 적

용하여 치료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

으로 기대한다. 

네오펙트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원격의료의 

잠재력이 큰 미국 원격의료 시장을 겨냥해 미국과 독

일에 법인을 설립하고, 2020년 1월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 위치한 재활 클리닉인 ‘커뮤니티 리햅케어

(Community Rehab Care)’를 인수했다. 그림 3-13 

최근 미국 FDA는 팬데믹 기간 동안 의료장비 사용과 관

련한 원격의료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감염병이 유행하

는 동안 원격의료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특정 모니터

그림 3-13 네오펙트 홈 재활 훈련기기 ‘라파엘 글러브’

자료: 서울경제(2016.2.17.)



172 173

바이오헬스 산업의 넥스트 노멀: 포스트코로나를 맞는 한국의 과제

2. 산업별 정책 수요 . 포스트 코로나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새로운 방향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선언

(WHO, ’20년 3월) 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국가간 이동

이 어려워졌으며, 특히 외국인의 입국 제한 및 금지, 제한

적 입국 허용, 입국 후 격리 등의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광사업과 의료관광 시장

은 크게 축소되었다. 그림 3-14

2.  주요 의료관광 국가들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기대응 정책

말레이시아는 2020년 7월 1일부로 메디컬 트레블 버블

(Medical Travel Bubble) 제도를 시작하고, 이에 대한 

엄격한 표준 운영 절차(SOP)를 적용하였다. 트레블 버블

은 해외여행 진흥을 위해 국가 간 일시적으로 맺는 협정

으로 이를 통해 중증 의료관광객만 말레이시아 입국을 허

용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보건부 산하 의료관광위원회

(Malaysia Healthcare Travel Council, MHTC) 회원 병

원만이 외국인환자를 수용하고, MHTC 회원병원에 대

해서만 발행 가능한 말레이시아 치료 허가증(Malaysia 

Care Entrance Permit)을 이용하고 있다. 

태국은 2020년 7월부터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제한적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태국 총리의 초청 및 허가를 받

은 자, 태국 영주권자 등과 함께 최우선으로 의료 관광

객의 입국이 허용되며 태국에 도착하기 72시간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태

국 도착 시 14일간 호텔 의무격리를 하게끔 하였다. 코

로나19 상황관리센터(Centre for 코로나19 Situation 

Administration, CCSA)는 특정 치료를 위해 최대 3명의 

간병인 동반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치료를 마친 의료 

관광객에게는 마사지, 스파, 피트니스 프로그램 등 웰니

스 관광이 가능하게 하였다. 

터키는 2020년 5월 20일부터 31개국으로부터 외국인 

환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외국인 환자들이 입국하여 병원

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부의 일정한 보

안 조건과 격리 규정을 수립하였다. 문화관광부의 교통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나라 외국인환자 유치사

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고 재도약

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

탕으로 주요 의료관광 국가들의 위기대응책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외국인환자유치와 의료해외 진출의 재도약을 

위하여 본 협회가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정책이 무엇이며, 

그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성장과 코로나19 팬데믹

우리나라 의료관광은 2009년「의료법」개정을 통해 외국

인 환자 유치가 허용되면서 그 해 외국인 환자 수 60,201

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6년「의료해외진

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18년 378,976명(전년 대비 17.8% 증가, 연평균 22% 

증가), 2019년 497,464명(전년 대비 31.3% 증가, 연평

균 23.5% 증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3-4

외국인환자유치 재도약을 위한

What to do

(사)한국국제의료협회 과장 라윤주, 대리 김석영

표 3-4 연도별 외국인환자 수 증가 추이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환자수 60,201 81,789 122,297 159,464 211,218 266,501 296,889 364,189 321,574 378,967 497,464

입원 3,915 7,987 11,945 14,809 20,137 23,855 24,489 26,276 27,678 27,879 24,449

외래 56,286 73,802 110,352 144,655 191,081 242,646 272,400 337,913 293,896 351,088 473,015

방문국가 139 163 180 188 191 190 187 186 190 190 198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0)

그림 3-14 팬데믹으로 인한 관광시장 규모 추정

자료 : Statista(2020)

Pandemic Could Set Tourism

Sector Back by $1 Trillion

Global international tourism receipts

from 2000-2019 and possible

scenarios fo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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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별 정책 수요 . 포스트 코로나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새로운 방향

인환자들의 지속적인 의료이용을 위하여 더욱더 필요한 

제도이다. 

India Med Today(2020.5.7.)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의료관광 시장의 주요 변화를 예측하

였는데 내용 중 비자 발급을 위해 다수의 국가에서는 예

방접종 증명서 및 건강증명서 등을 요구함에 따라 비자 

처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실제로 2020

년 치료 목적으로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이 매우 어

려워져 많은 외국인환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

히 한국에서 치료 및 수술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 지속

적으로 케어가 필요한 외국인환자의 경우에도, 비자 발급 

신청 기준에 합당하고 후속치료를 위한 한국 방문용 비

자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절당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치료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 특

히 한국을 방문하여 치료의 경험이 있고, 연속적인 치료

를 받는 경우 지속적인 치료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

무부와 외교부 등 각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 외국인환

자 대상 비자 발급 체계의 재정립을 하여 기준에 합당한 

외국인환자는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이 필요

하다. 만약 한국 방문목적 중 한국에서의 치료 필요성 등 

전문 의료진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협회 의료기관의 전문 

의료진을 통하여 심의 절차를 거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의료기관 격리 제도’ 조건 완화 검토

보건복지부는 2020년 7월부터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 

‘중증 외국인환자’가 치료의 중단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전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를 병행한 격리를 

위해 ‘외국인환자 확인증’ 발급 절차를 구축하였고, 본 협

회와 협약을 맺어 운영・관리 중에 있다. 그러나 본 지침에 

근거한 외국인환자 확인증 발급대상은 ‘중증 외국인환자’

로만 제한되어 있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성장을 견인

하였던 중소 병원들의 주요 유치 대상인 경증 환자는 포

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 전용 병상 입원

관리 및 동선 분리 등 의료기관 격리 조건이 충족되는 기

관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신청이 불가능

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외국인환자 격리 기준 완화에 대한 

수요와 문의가 지속 발생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감염위험률이 질병의 경중에 따라 다르

지 않고, 백신 보급률 증가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한 

상황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외국인환자 확인

증 발급 대상을 중증 환자로 제한하지 않고 의료기관 격

리 제도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이 치료 목적으

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기

관 격리 제도’의 점진적인 제도적 검토 및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예방백신

의 접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백신 접종을 시행

한 외국인환자의 경우 비자발급 완화와 국내 입국 시 자

가 격리 기간 축소 및 제외 등의 전체 방역 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외국인 환자 및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관련 제도 마련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국가 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

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환자유

치에 있어서도 기존과는 차별화된 의료관광 전략마련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 즉 대내·외 환경변

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

로벌 의료관광을 선도하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 융합 국제의

료서비스의 다각화와 이를 지원하는 사업 발굴 및 육성

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설, 숙박시설, 식당 등에서 높은 보건위생 기준이 충

족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병원 내 치료 및 수술 등의 의

료관광, 요양 치료센터의 노인 및 장애인 관광 등 광범

위한 치료를 포괄한 ‘건강관광인증(Healthy Tourism 

Certification)’ 사업을 시작하였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재도약을 위한 제언 

1)  한국의료의 국제사회 신뢰도 상승을 활용한 한국의료 

브랜드 이미지 제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의료관광 목적지로서의 새로운 선택 

‘한국의료’

빠르게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의료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불안정한 방

역 체계로 인하여 많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 상대적

으로 빠른 대처와 안정적인 의료시스템 덕분에 우리나라

의 코로나19 모범 대응사례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각국 정부는 신속한 대응과 방역체계에 대해 정보 공유

를 요청해 왔으며, 협회와 진흥원은 글로벌 웨비나를 통

하여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체계를 전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코로나19의 모범적인 대처에 많은 외신은 한국의 

의료시스템과 방역 체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지는 홍

콩 기반의 씽크탱크 Deep Knowledge Group이 전 세

계 250개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제, 정치, 

보건·의료의 안전성을 평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한국을 ‘코로나19 100대 안전국가’ 중 3위로 선정한 바 

있다. 또한 미국 글로벌 파이낸스 매거진이 선정한 ‘세계

에서 살기 좋은 도시’에 서울을 8위로 선정하였는데 코로

나19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이 톱10에 오른 배경으로 소

개하면서 “서울은 도시 봉쇄 없이 경제활동을 유지한 채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모범 사례”라고 설명하였

다. 이와 같은 보도와 연구는 이전의 한국의료를 알리려

한 홍보 방법보다 매우 효과적이며, 한국의 우수한 방역

관리, 진단·치료 역량과 독자적인 방향으로 발전한 우수

한 의료체계를 여러 나라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외국인환자들이 의료관광 목적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비용과 지리적 접근성 보다는 의료기

술의 품질, 안전과 위생의 수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의료기관 선택에 있어서도 안전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코로나19에 효율적인 대처와 우수한 진단 검사, 

치료 능력으로 우리나라는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국

가’라는 브랜드를 기반으로 의료관광 목적지로서 안전

한 ‘Medical Korea’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외국

인환자유치 의료기관의 안전성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지

침 또는 기준 등,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의료

관광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외국인환자들의 한국의료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원활한 비자 발급을 위한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체

계 구축 및 지원

법무부는 2009년 5월 이후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존의 단기 종합(C3/90일), 일반(G1/1년) 비

자에 치료 목적 입국을 의미하는 메디컬 코드 M 표기를 

더해 C-3-M, G-1-M 두 종류의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하였다(현재는 C-3-3, G-1-10으로 변경함). 현재 코로

나19로 인하여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는 시점에 

의료관광비자는 그동안 한국의료를 믿고 이용했던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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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별 영향 및 전망 . 포스트 코로나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새로운 방향

9.2%의 성장을 지속해 2024년 시장규모가 37억 달러

(약 4조 149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동향에 맞추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던 외국

인환자 대상 또는 의료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재외국민 대

상으로 비대면 진료 및 상담을 허용하고, 한국에서 치료

받기를 희망하는 신규 환자 및 추적 관찰을 필요로 하는 

중증 재진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

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 

2021년 1월 1일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재외국

민・외국인 환자 대상 사전・사후 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

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인환자유치기관 지원 방안 마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

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여야한다. 

이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

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해야 된다. 보

험료의 경우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보험료

가 발생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은 매우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의료

관광 산업 대상으로 특별한 정부의 지원이 없어 많은 유

치업체가 폐업하거나,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상책임 보험을 갱신하는 것도 부담이다. 이에 정부와 

보험사와의 조율을 통하여 보험 갱신기간 연장 또는 보험

료 인하 등의 안정적인 제도정착 지원이 주어진다면 경제

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관광시장에 실질적 지원이 되

어, 유치 시장 저변 확대에 큰 기반이 될 것이다. 

2009년부터 정부의 신성장 사업으로 시작한 의료관광 

시장이 직면한 팬데믹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등록이 유지되

도록 보험사와의 조율을 통한 의료사고배상보험 갱신 기

간 연장 또는 보험료 인하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구축

해야 된다.

외국인환자 유치의 재도약을 기약하며..

한국 의료관광사업은 정부의 신성장 사업으로 지정되어 

지난 10년 동안 크게 성장해 왔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해 누구도 예

측하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은 급감하였으며, 많은 의료관광 관련 인력의 축소와 

대부분의 관련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실정이다. 이는 정

부와 민간 모두 그 동안 성장하고 구축해온 인프라가 붕

괴 위기에 놓여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백신 여

권 도입 등 국가 간의 원활한 이동이 가능한 시기가 조만

간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료관광 종착지로서의 한국

을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구축해왔던 인프라를 포스

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보다 내실을 다지는 작업이 필

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의료서비스 체계가 전 세계의 주

목을 받는 수준을 넘어 의료관광산업의 실질적인 발전까

지 연계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외국인환자 유

치의 재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전 산업분야의 국제 교류

에 있어 ICT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라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 세

계 원격의료 산업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가 엄격했던 우리나라

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한 인식과 정

책이 변화하고 있다. ICT를 접목한 온라인(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차원에서도 국

민(환자) 뿐만 아니라 의료인 보호 차원에서도 ‘비대면 진

료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

추고 사전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실

제로 원격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2020년 3월부터 5

월까지 전화상담·처방건수 22만건 이상, 청구액 28억 

6000억원 규모로 시행되었다. 관련하여 오진 보고사례

가 없고 환자의 만족도도 높아 많은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진료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

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시장조사 기업 IBIS World에 따르면, 미

국의 원격의료서비스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34.7%

의 폭발적 성장을 지속해 2019년 시장규모가 24억 달

러(약 2조 6916억원)였고, 향후 5년간도 시장이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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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코로나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새로운 방향

1. 개요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와 우리 사회가 경험했던 모든 

‘정상(Normal)’을 바꿔놓았다. 사회 시스템 전반이 새로

운 정상(New Normal 또는 Next Normal)으로 이행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겪는 것이다. 전에 없던 확산 속도와 

심각성을 보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경제·사회생

활의 우선순위를 위험 회피에 두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사회 전반이 비대면(Untact) 기반으로 급격하게 변화하였

다. 또한 마스크, 산소호흡기, 진단기기와 백신 및 치료제 

등 코로나19의 직접적 대응과 관련된 분야가 크게 성장한 

반면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대부분 질환의 선택적인 치

료 및 수술은 감소하였고, 의료기기 수요 감소, 임상시험 

중단, 원료의약품 조달 악영향 등의 요인들이 기업의 사업 

모델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각한 위기를 절대 그대로 허비하지 말라’는 윈스턴 처

칠의 말처럼 코로나19는 위기와 더불어 혁신과 성장을 

위한 기회를 비춰주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들도 바이

오헬스 분야의 혁신적 기술 개발과 새로운 성장 기회 측

면에서 코로나19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Frost & Sullivan(2020b)은 현금 유동성 위기, 직

원 사기 및 생산성, 생산 파이프라인 감소, 공급 사슬의 

저해, 비용 및 운영 최적화, 디지털 발전, 사업 모델의 검

토, 고객 참여 모델의 변화, 그리고 회복 준비 등 코로나

19가 미치는 이슈들을 고려하여 바이오헬스 분야의 성장 

기회와 8가지 주요 변화 전망을 제시하였다. 표 3-5

글로벌 기관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바이오헬스 전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 김용민, 박인용

표 3-5 포스트코로나 시대 바이오헬스 분야 변화 전망

●  의료기기 기업들은 재택 환자(타 질환) 지원을 위한 환자 참여, 가상, 혁신적 건강관리 도구・기술 개발

●  민첩성에 기반한 병원 수용 능력 디자인(하이브리드 수술실 등)

●  원격의료의 확산,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표준화 필요성 증가

●  정보 상호운용성 및 결과 분석의 임상 의사 결정 단계 활용 증가

●  AI 등 원격방사선진단 인프라 및 서비스 수요 증가

●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재정 압박에 따른 새로운 고객 참여 모델의 등장

●  공급 사슬의 투명성·유연성을 위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탄력적 제조

●  저위험군 분류를 위한 리테일 클리닉 내 진단 서비스 수요 증가

자료 : Frost & Sullivan(2020b)

The Next Normal
on Biohealth Industry

3

포스트코로나 바이오헬스

전망 및 주요국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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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스트코로나 바이오헬스 전망 및 주요국 정책 변화 . 포스트 코로나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새로운 방향

결정 가속, 디지털 치료법(가상치료), 임상시험 등의 의료

서비스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

했다. 먼저, 원격 모니터링은 웨어러블 또는 모바일 기기

를 통한 이용자의 건강 데이터 이동이 핵심이 된다. 이를 

기반으로 영상/전화 상담까지 연계되어 외래환자의 접근

성을 강화하고,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의 수요 조절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수

행되는 의사결정에는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처

방, 수술, 입원 등 수많은 의사결정의 근거 형성에 딥러닝 

등의 기법이, VR 기반의 가상 의사결정 모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AI의 활용은 치료방법의 고도화에도 비슷한 맥

락으로 적용되어 환자의 건강 및 임상진료 관련 빅데이터

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지행동 치료, 통증관리, 재활 

등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요법을 도출하여 제공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임상시험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집체 

실험이 제한된 임상 환경에서 AR/VR 기반 행동 및 관리

233)　 Ernst & Young(2021)

를 통해 의료서비스 개발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

다. 그림 3-15

EY(2021)
233)

에서는 의료진과 환자를 상대로 코로나19 

전후 디지털 진료의 경험 및 활용 의향에 관한 설문조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의 결합에 

따른 원격의료 환경이 급속도로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팬데믹 이전과 현재 시점, 팬데믹 극복 이후에 

대한 비대면의료 기술 수용의도 조사에서 의료진과 이용

자(환자) 모두 수용의도가 팬데믹 이전보다 3배 이상 증

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용자들은 원격 상담과 온라

인 절차 진행에 대한 수용의도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

나, 의료진은 전화・화상 등 원격 상담 위주로 수용의도가 

급증하였다. 이는 팬데믹 초기와 극복 이후 비대면의료에 

대한 접근 시각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초기에는 개인 안

전(감염 회피) 확보의 측면에서 비대면의료에 접근하였으

본 절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바이

오헬스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 어떠한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지에 관련된 내용을 글로벌 컨설팅 기업들의 분석 

보고서를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2. 바이오헬스 산업별 전망

가. 의료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변화는 가장 먼저 서비스

의 형태 및 전달, 이용자 관계 등에서 발생한다.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역량이 팬데믹 대응에 집중되면서 타 질환 환

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

었다. 이는 감염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중

첩되어 의료진에서 환자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기존 의

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바이오헬스, 특히 의료서비스 

232)　 Deloitte(2020d)

분야에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원격 기술은 다양한 측면에

서 일반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

다. 많은 국가에서 비대면 상담, 처방 등이 활성화되어 있

고, 의료법으로 원격의료가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도 팬

데믹을 겪으면서 한시적으로 원격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기술은 어떠한 속성을 지니고 의

료서비스의 고도화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 

Deloitte(2020d)
232)

에서는 유럽의 의료산업 변화 전반

을 전망한 가운데 의료서비스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

털 기술이 이른바 SMART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하

였다. 디지털 기술은 직관적이고(Straightforward), 측정

가능한 파급효과(Measurable Impact)를 지니며, 솔루

션이 기민하게 적용되고(Agile solution), 산업계 협력을 

기반으로(Reliant on industry collaboration), 사용자

의 수요에 맞춰(Tailored to end-user needs) 변화한다

고 본 것이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원격 모니터링, 의사

그림 3-15 디지털 기술의 속성(SMART)과 의료서비스의 고도화 연결

자료 : Deloitte(2020d), 저자 역

그림 3-16 팬데믹 시기별 원격의료 수용의도 변화(상: 환자 / 하: 의료진)

자료 : Ernst & Young (2020)

“After COVID-19” is based on current users who are likely to continue using the technology in the future
“Future adoption” includes adoption by current non-users who intend to use the technolog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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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Virtual home health), 자가투약 관리기술(Tech-

enabled home medication administration)의 5가지 

원격의료 모델이 차지하는 시장 규모는 2020년 2,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미 건강

보험 규모의 20%에 해당한다. 

이들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

격 진료 활성화 또는 방문 위주의 진료를 대체하는 개념

을 뛰어넘어야 하며, 잠재력을 온전하게 이끌어낼 수 있

는 기술/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먼저 가

상 응급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치료법의 신속한 도출 및 

적용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AI를 기반으로 치료법을 탐색 및 도출하고, 이를 환자분

류/증상관리 솔루션 결합하여 최적의 치료법을 안내하는 

패키지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가상 방문 모

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원격 진단 서비스의 고도화와 

데이터 이동 채널의 확보를 강조하였다. 상용 진단키트 활

235)　 Deloitte(2020e)

용을 통해 환자의 편의성 강화와 진단 및 처방의 장애요

소를 해결하고, 진료 및 치료법 데이터 플랫폼을 공유하

여 최적 치료법 도출까지 원격진료 플랫폼의 완성을 목표

로 한다. 자가투약 관리에서는 약사와의 투약상담,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서포트를 결합하여 개인 신체상태 및 치

료상황에 맞춰 투약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림 3-17

코로나19는 다른 감염병과는 다른 확산경로, 기존 바이

러스를 뛰어넘는 변이 및 전파 속도를 지녔기 때문에 팬데

믹에 이르기까지 기존 감염병 예측모델을 통한 정확한 대

응 및 예방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관련 데이터가 축

적되고 이를 AI기반 학습(딥러닝/머신러닝)을 통해 가속

화함으로써 주요국 및 세계기구는 방역/R&D/통제 등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Deloitte(2020e)
235)

에서는 가상의료의 확산이 실현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나, 팬데믹 극복 이후에는 비대면의료의 편의성과 신속성 

경험이 지속적인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

다.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환자 수의 유지를 위해 팬데믹 

이전에 비해 비대면 진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15

이러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수용 확대는 단순히 사용자의 

의료접근성 강화에 그치지 않고, 의료모델의 변화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같은 문헌에서 수

행된 조사에서 소비자와 의료진 모두 스마트 병원(Smart 

hospitals), 가상 병원(Virtual hospitals)이 새로운 의료모

델로써 등장할 것으로 전망한 것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의

료진의 73%는 VR기기를 통한 가상진료가 전문가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전문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를 보완할 수단으로써의 의미가 있다. 그림 3-16

234)　 Mckinsey & Company(2020f)

Mckinsey & Company(2020f)
234)

는 코로나19 이후 미

국의 가상의료 시장이 2,5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가상의료가 다양한 원격 의료서비스를 변화

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소비자 및 의

료진/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 원격의료 이용 변

화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는 2019년 원격의료 이용자

의 비율이 11%에 불과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그 비율

은 76%로 급증하였다. 의료진을 포함한 공급자 역시 원

격의료 활용 건수가 팬데믹 이후 50-175배 증가하였으

며, 응답자의 57%는 원격의료가 더욱 보편화될 것이라

고 밝혔다. 이는 원격의료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양 

측면에서 모두 활성화될 것을 시사하며, 저자는 원격의

료가 보편화됨에 따라 실현 가능한 5가지의 가상의료 모

델을 제시하였다. 가상 응급치료(Virtual urgent care), 

가상 방문 모델(Virtual office visits), 근접 가상 방문 

모델(Near-virtual office visits), 가상 자가의료 서비

그림 3-17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로써의 병원의 변화 전망

자료 : Ernst & Young(2021)

그림 3-18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 모델 시장규모 전망 (단위 : 10억 달러)

자료 : McKinsey & Company(202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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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것(긍정응답률 86%)으

로 기대된다고 보았다. 그림 3-18 236)

KPMG(2020)
237)

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의료서비스 변화

의 지향점 중 하나로 의사결정의 고도화를 전망하고 있

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입증된 사실 중 하나는 많은 데이

터의 축적과 처리능력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요

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팬데믹에 대한 직접적 대응뿐만 

아니라 이후의 의사결정을 위한 플랫폼의 형성으로 이어

지고, 이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의료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을 꼽았다. 데이터의 활용 방향을 설명, 예측, 규범적

으로 분화함으로써 시스템 운영뿐만 아니라 구급활동, 환

자맞춤형 진료 등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필요한 최적의 근

거기반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의사결정을 비롯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고도화

되는 과정에서 사용자 중심성(Consumer-centricity)

236)　 Deloitte(2020e)

237)　 KPMG(2020)

이 핵심가치로 등장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여기에서

는 다양한 비대면/가상 기술은 현 시점에서 이미 구현되

었고, 팬데믹을 지나면서 보편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020년 한해 US telemedicine의 가상서비스 이용 건수

는 팬데믹 이전 3,600만 건으로 예측된 것과 달리, 발생 

이후 첫 달에만 이전기간 대비 50% 증가하면서 2020년 

총 2억건 이상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세에서 

팬데믹은 병원/의료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지속성 저하(또는 파편화)를 가속화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였고,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효용을 유지하

기 위한 대안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재설계가 부각

된다. 환자를 비롯한 수요층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었던 

의료모델이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디지털 기

술을 통한 비대면 기반 의료서비스의 다양한 적용 사례는 

궁극적으로 환자 중심의 헬스케어 모델의 토대가 된다. 이

미 주요국에서는 팬데믹 시기에 등장한 신 서비스를 구축

그림 3-19 2030년까지 데이터와 상호운용성, 소비자 헬스케어 기술의 변화 예측

기술적 솔루션의 활용에 주목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공

급자(의료진, 병원, 기업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의 

가상의료 시장은 연평균 23% 이상 증가하여 2025년에

는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았고, 응답자의 74%

는 가상의료 시장 투자가 매년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응답자들은 인터뷰에서 가상의료 기술이 기

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단점 또는 불균형 분배를 개

선하는 데 잠재력이 있으며, 행동건강・종양・근골격계 등

의 다양한 분야의 건강과 의료전달 체계 내 소통의 고도

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답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의

료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을 강화하기 위한 요소로 온라인 

프로그램과 원격 외래환자 모니터링, AI기반 서비스 고도

화를 꼽았다. 각 분야의 질환에 이들 기술이 적용되는 과

정에서 유망 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보았다. 원격 외래

환자 모니터링은 행동건강과 종양을 포함하여 다양한 질

환에 적용할 수 있으며, 진단 및 처방을 넘어 환자의 심리

적 안정, 부작용 완화, 경구화학요법에 이르기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의 

보조 수단으로 AI기반 영상 진단을 도입하여 이상신호 포

착 및 빠른 진단이 가능하게 된다. 근골격계 관리 부문에

서 기대할 서비스로 꼽았던 디지털 물리치료 플랫폼은 환

자 상태의 모니터링과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운동요법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있으며, 공급자 간 상담

에 활용되는 의료진-전문가 소통 플랫폼은 환자 데이터

를 포함한 의료서비스 자원 전반의 교환체계와 의사소통

을 포괄한다. 표 3-6

특히, 이 보고서에서 주목한 것은 데이터 활용의 증대와 

의사결정이다. 향후 10년간 가상의료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의 응답자가 진료・처방 등

의 개인 진료기록 데이터(EMR, PHR 등)을 축적하고 적

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사결정이 고도화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하였다. 데이터의 공유 및 상호운용성이 확산

됨에 따라 의료진은 환자의 개인 건강데이터의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긍정응답률 94%), 기존의 

의료전달 모델이 진료 데이터 활용과 결합되어 개개인의 

배경에 맞춘 케어 모델이 확립될 수 있을 것(긍정응답률 

88%)으로 보았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진 및 환자에게 모

표 3-6 주요 질병 영역의 가상의료 도입과 기대효과 전망

주요 부문 도입 기대 기술/서비스 기대 효과

행동 건강

(Behavioral health)
원격 행동건강 서비스 행동장애의 서비스 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

종양

(Oncology)

가상예약 및 방문, 원격 모니터링, 

가상 경구화학요법

환자 대기시간 감소, 의료진 접근성 향상, 

부작용 상시관리 가능

근골격계 관리

(Musculoskeletal care)
디지털 물리치료 플랫폼 환자상태 관리 고도화

공급자 간 상담

(Provider-to-provider Consultation)

의료진-전문가 소통 플랫폼

(의학적 소견, 크라우드소싱 등)
환자 관리 체계의 효율화

자료 : Deloitte(2020e)

자료 : Deloitte(2020e)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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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디지

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다섯 가지 핵심 동인

(RWE 및 분석, AI/ML 및 자동화 솔루션, 디지털 기반 

연구실, 가상 임상 시험, 기업 IT 및 자동화)이 글로벌 제

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생명공학이 점점 데이터 중심이 되어가면서 RWE 

및 고급 분석이 기존 의약품의 확장이나 의료 수요의 증

가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

며 RWE는 기존 임상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방법을 개선하여 임상연구 단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AI/ML은 치료법 전환, 예측 모형 개발, 질환 초

기 진단, 질환 프로파일링 등 질환 관리 전단계에 활용될 

수 있는데, ML은 전염병이 수요 및 공급사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로보틱스는 공급사슬의 감시 및 자동화, AI 및 

IoT는 환자 참여, 환자 맞춤형 진료 모형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tele-health) 필요성이 점차 강조

하고 시행하는 모델들을 확립하고 있다. 

KPMG(2020)에서는 환자 중심의 케어모델이 필요함과 

동시에 재설계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환자중심병원의 3

가지 실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들 사례에서는 사용

자(개인) 단위의 의료데이터 구축/활용 체계와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디지털 기술 핵심요소로 지니고 있

으며, 지역사회, 자가 등 병원 외에서 의료서비스의 전달

이 가능한 구조 및 수요층에게 강화된 역할을 부여한 점

이 공통적으로 꼽히고 있다. 표 3-7

글로벌 컨설팅 기관에서 전망하는 의료서비스의 미래는 

공통적으로 환자, 즉 사용자(소비자)를 중심으로 의료시

스템의 구조적 전환을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급자 

중심의 의료시스템에서 병원 및 의료진으로의 접근이 어

려워지는 것은 곧 의료서비스의 전달이 차단되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각각의 요소들은 수요자

의 역할 강화와 연결되어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생태

238)　 Infosys(2020)

계가 형성되는 근원으로 작용한다. 각 기관의 보고서에

서 전망하는 의료서비스 요소와 적용 방향성은 다음 표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8

나. 제약산업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 중

인 가운데 제약산업도 서서히 회복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19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약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파괴적 동력(disruptive forces)이기도 

하다. 다수의 글로벌 기관들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에 제약산업의 변화 전망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본 섹션에

서는 이들 보고서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Infosys(2020)
238)

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전산업에 걸쳐 디지털 채널(digital channel)의 적용이 늘

어날 것이며 특히, 리얼월드데이터(Real World Data),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AI/ML), 로봇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술이 생명과학 분야에서 핵심

표 3-7 환자 중심 헬스케어 모델의 실험적 사례

구분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s
(미국)

Clusters
(사우디)

Ontario Health Teams
(캐나다)

누적 환자 수 3,200만 3,000만 1,400만

통합 케어 모델의 

핵심 요소

-   공적의료보험(Medicare)연계를 

기반으로 통합적 의료 추진

-   치료 유형과 특정 결과의 도출에 

관한 수가 조정

-  진료 전 분야(1차, 2차, 

전문분과)를 아우르는 

책임치료조직

-  치료 및 개입에 관한 

표준화 모델

-  지역중심, 자가치료 강화

-  거버넌스 및 책임성을 공유 

하는 치료 네트워크

-  탐색 및 치료 조정에 관한 환

자의 상시 접근성이 확보된 

서비스 전달체계

디지털 요소

- 병원정보시스템

- 전자건강기록

- 병원정보 교환 체계

- 원격의료 플랫폼

- 통합 개인건강기록

- 가상 자가치료 및 교육 도구

-  가상 방문, 온라인 예약, 

개인건강기록(PHR) 수집 및 

통합 추적관리

자료 : KPMG(2020)

표 3-8 포스트코로나 시대 의료서비스 산업의 변화 전망

Deloitte (d) EY Mckinsey Deloitte (e) KPMG

원격 모니터링

웨어러블, 모바일 기기를 

통한 외래환자 접근성 

강화 및 응급 환자 수요 

조절

전화/화상 상담

초기 경험을 통해 체감한 

편의성, 

속도가 유인이 되어 사용 

의도 증대

AI 기반 치료법 탐색

증상 솔루션과 연계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법 

제공

원격 외래환자 모니터링

환자의 심리적 안정, 

부작용 완화, 경구화학 

요법 등 원격 모니터링 

범위 강화

EHR/PHR

진료기록 수집 및 종단적 

관리, 데이터 기반 최적 

치료법

도출

AI/딥러닝/AR

환자 분류 및 관리, 진단, 

처방에 관한 의사결정 

가속화

VR 기반 가상진료

VR기기를 활용하여 

전문가 진료 공백에 대처

상용 진단키트 연계

원격진단

원격진단 및 처방의 

장애요소 해결 및 환자의 

편의성 강화

AI 기반 영상진단

진단 보조를 위한 

이상신호 포착 및 빠른 

진단 가능

디지털 케어 플랫폼

가상 예약 및 방문, 

처방까지 PHR 기반 활용

AI 기반 인지행동 및

가상치료 요법

통증관리, 물리치료, 

사회인지 이론 적용 등 

맞춤형 치료기법 도출

환자데이터 공유 플랫폼

진료데이터 축적 및 최적 

치료법 탐색을 통해 

원격진료 플랫폼 완성

디지털 물리치료 플랫폼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맞춘 

운동요법을

제공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프로세스

의사결정의 근거 확보 및 

시급 사안에 대해 빠른 

의사결정

임상시험

AR/VR 기반 임상시험 

절차 적용

맞춤형 투약 모니터링

서비스

개인 신체상태 및 

치료상황에 맞춘 투약 

상담 및 모니터링 서포트

공급자 간 상담 플랫폼

환자의 진료기록, 영상, 

처방 등을 기반 

으로 최적의 진료 제공을 

위한 기관/의료진 간 자원 

및 의사소통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표준

데이터 공유 및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여 

환자와 의료진의 의사 

결정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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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하는 등 중장기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디지털 기술 및 인공지능의 투자 확대 및 적용은 신

약 후보물질 발굴, 디지털 임상시험, 의료인과의 의사소

통 등 R&D부터 상업화까지의 신약 개발 가치 사슬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금지, 진료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조치로 인

하여 기업의 마일스톤, 예산, 신약 파이프라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기존 임상시험 방식은 환자와의 의사소통, 

환자 관리, 임상시험 진행 과정 등에 있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에는 미흡했다. 따라서 다양

한 디지털 기술(데이터 분석, 자동화, 웨어러블 장치, 센

서 등)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임상시험의 여러 문

제점들을 완화할 수 있다. 표 3-9

PWC(2020)
242)

는 코로나19로 인해 제약 및 생명과학 기

업들은 스스로를 재정의하고 운영 모델을 발전시키고 미

래의 위험을 완화하고 발전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

이 중요하며, 특히 기업의 민첩성(agility)을 확보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여러 이해관

계자간 협력, 원격 업무 등 새로운 사업의 운영 모델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본질적으로 제약산업은 이해관계자간 

상호의존성이 크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해결책을 개발

하기 위해 정부 등 이해관계자간 협력이 더 커질 것이다. 

또한 가상 상담, 원격 모니터링 및 임상시험 데이터의 전

자적 수집 및 관리 등과 같이 기존 업무 방식의 원격 방식

으로 전환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업의 연

속성과 유연성의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술이 중요해진다

는 것이다. 환자-의료서비스 제공자-지불자-제약기업간 

242)　 PWC(2020)

243)　 Ernst & Young(2020a)

244)　 Royal Bank of Canada(2020)

정보가 안전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디지털 시스템에 투자

가 필요하다. 의료 정보 및 환자의 행동 정보를 수집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환자와 쉽고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

도록 연결 도구의 개발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 세 번째

로는 공급 사슬의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며 경우에 따

라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개편도 필요하다. 특히, 원료의

약품(API)와 같이 특정 국가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경

우, 병목 현상의 해결을 위해 제조 및 공급망의 멀티 노드

(multi-node) 모델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제조 시설을 건립하지 않고 업계가 기존에 

보유했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간 데이터 공유

를 위한 표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Ernst & Young(2020a)
243)

도 PWC(2020)와 마찬가지

로 공급사슬의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중국, 인도에서 생

산되는 원료의약품의 의존도가 큰 제네릭 의약품 분야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공급 사슬의 유연

성 제고를 위해 공급망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요구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3-19

Royal Bank of Canada(2020)
244)

는 코로나19가 바이오

제약 산업 전반에 변화와 혁신, 투자의 촉진제 역할을 하

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제약산업

을 전망하였다. 타 기관에서 전망한 바와 같이 원료의약

품을 비롯한 의약품의 중국 등 특정 국가로의 집중 문제

를 완화하기 위해 공급 사슬의 지리학적 다양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임상시험 계획 수립 시, 잠재적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리학적 다양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이 일반

됨에 따라 웨어러블 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 기

반의 환자 맞춤형 중재(interventions)도 가능하다. 또한 

환자 중심적 관점에서 가상 임상시험(virtual trials)도 많

은 장점이 있는데, 디지털 기술과 RWD을 통해 임상시험

에 적합한 환자군을 선별하고 원격 등록·모니터링이 가

능하며 연구진들의 서류 작업 등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마

지막 기업 IT 및 자동화의 경우, 로봇 자동화를 통해 인간

의 개입을 최소화한 스마트 병원(smart hospital)을 구축

할 수 있으며 임상정보를 클라우드(cloud)를 통해 저장·

239)　 Deloitte(2020a)

240)　 중국은 글로벌 항생제, 비타민, 헤파린 공급의 대부분 차지

241)　  희귀질환, 항암 신약 등 무작위 대조군 연구 설계가 어려울 때 합성대조군 사용. RWD, EMR, 논문 등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임상시험 목적과 조건에 맞도록 환자 데이터를 재재구성

공유 함으로써 업무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Deloitte(2020a)
239)

는 코로나19의 회복 및 정상화에 따

른 생명과학 분야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을 크게 두 가지(제

조 및 공급사슬 방해, 디지털 기술 사용 증가)를 제시하

였다. 전세계 원료의약품의 생산 및 수출의 대부분을 중

국
240)

과 인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통제 등으로 인하여 글로벌 제약산업의 공급사슬이 영향

을 받고 있다. 이에 제약기업들은 현재 공급 채널의 재검

토를 통해 현재 공급 채널의 약점을 분석하고 공급원을
241)

표 3-9 기술을 활용한 임상시험 장애요소 해결책

임상시험에 미치는 영향 가능한 해결책

이동 제한에 따른 환자 모집

지연, 환자 방문 제한

●  가상 임상시험을 통해 환자의 집에서 참여 가능하며 병원으로의 이동 필요성 완화・제거
●  소셜미디어, 전자메일, 원격의료 및 바이오 센서를 활용한 환자 모집 단순화, 환자와 의

사소통 통한 능동적・수동적 자료 수집 가능

임상시험 실시 기관 선정 제한, 

환자 모집 지연 등에 따른 

임상시험 실시 지연 

●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대상 환자 식별에 수반되는 노력과 비용 절감 가능
●  인터넷 및 환자 커뮤니티 등 단순 광고에서 소셜 미디어 통한 환자 오피니언 리더, 비정

형 환자 데이터의 마이닝을 통한 다양한 방법 가능

방문 일정, 시험 절차

약물 투여 및 모니터링 절차 

미준수에 따른 프로토콜

준수의 문제

●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임상시험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환자 관리 개선 가능
●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환자의 복용, 건강 데이터 입력, 환자-연구진간 의사소

통, 방문 일정 예약 등 상기 가능

제한된 인력, 여행 금지 등에

따른 임상 재료의 유통 및

수출/입 지연

●  자가 투여가 가능한 의약품 전달에 드론 활용 가능

치료 중인 환자가 없는

임상시험의 중단

●  합성대조군(synthetic control arms), 마스터 프로토콜(master protocol)과 같은 새로

운 시험 설계를 통한 임성시험에 필요한 환자의 수 감소 가능
●  합성대조군241)은 이전에 완료된 실험 또는 RWD를 사용하여 위약(플라시보) 또는 표준

적 치료를 받는 “통제” 그룹을 생성하는 것(희귀질환, 말기 암 환자와 같이 통제그룹을 

설정하는 것이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경우)
●  마스터 프로토콜(여러 팀 또는 기업이 우산, 플랫폼 등의 형태로 유사한 환자 모집단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하나의 포괄적인 프로토콜)을 통한 비슷한 목표 달성 

자료 : Infosys(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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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우리 몸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그 유전정보를 일

컫는 마이크로바이옴은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각종 대사

물질을 생성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코로나 바이러스

의 활동 억제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료

제로서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소화기계 질환, 암, 자가면역질환, 신경계질환, 

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치

료제 개발 연구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인체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 암 세포를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치료

제로 3세대 항암제로도 불리는 면역항암제 시장은 코로

나19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면역항암제 단독으로는 일부 암

에서 반응률이 낮고 환자에 따라 효능을 나타내기 어려

운 한계로 인해 다른 약물을 함께 투여하는 병용 용법 개

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에도 규제 당

국의 승인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AI, 

ML 등을 활용하여 면역치료법, 화학치료법, 세포치료법 

등 다양한 치료법 간 최적의 조합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246)　 McKinsey & Company(2020b)

보인다.

McKinsey & Company(2020b)
246)

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제약기업, 제약산

업 및 정부 차원에서의 변화 전망을 제시하였다. 그림 3-20

제약기업 측면에서는 3가지 전망(①기업의 탄력성

(resilience) 제고를 위한 자산 및 공급 사슬의 재정비, ②

민첩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분석 도구, ③자동

화, 새로운 업무 방식 및 능력의 수요 증가)을 제시하였다. 

기업의 탄력성 제고를 위한 자산 및 공급 사슬의 재정비

의 경우,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공급 사슬의 위

험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전략, 위험 허용범위 등을 재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단기적·중장기적인 소싱 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보다 민첩하고 전

략적인 조달 조직(procurement organization)이 등장할 

수 있다.

위험 완화에 대한 요구는 기업들이 가치 사슬에서 더 투

명하고 더 민첩한 운영 모델을 찾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변

화 속에서 기업들은 디지털 및 분석 기반의 솔루션에 더

화되어 임상시험 등록, 원격 자료 수집, 사후 감시 등 임

상시험 과정에 원격화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개발 단계

에 있는 혁신적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투자도 증가할 것이

며 혁신적 기술 및 제품의 확보를 위한 이들 기업을 대상

으로 하는 제약기업들의 M&A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하

였다. 또한 데이터 기반 변화 흐름에 따라 바이오제약 기

업들의 신기술 적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AI, ML, 웨어러블 센서, 유전자 분석 데이터, 진료 기록, 

진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질환의 이해력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와 데이터의 해석 능력이 중요해 질 것이라 보았다.

Frost & Sullivan(2020a, 2021)
245)

은 2020년 보고서

에서는 코로나19가 임상시험 정체, 원료의약품 공급 감

소에 따른 의약품 가격 증가, 탄력적 공급 사슬 등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미래에는 소규모 생산 및 애자일 바이

오 제조, 임상시험의 가상화 분야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

하였다. 전자의 경우, 원료의약품 공급 사슬이 파괴되고 

5~6개월 가량의 재고 보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작은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생산량을 조절하여 유연한 생산이 

245)　 Frost & Sullivan(2021), Frost & Sullivan(2020a)

가능하도록 하는 제조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대부분의 임상시험이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mHealth

를 통한 원격 임상시험은 15~22% 가량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 직접(direct-to-patient) 및 환자 

기반(from patient) 임상 시험 방식이 운영상 위험 요소

들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21년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케어 

산업 전반적으로 시장 성장률은 감소하였으나 의료 기술 

발전 측면에서는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8가지 유망 기술(분야)를 제시하였다. 제약분야에서는 혁

신적 백신 기술,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기술, 면역항암

제 병용 용법을 선정하였다. 

mRNA, 합성 및 재조합 백신과 같은 차세대 백신은 부작

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연령대에 접종이 가능한 장점이 있

으며 핵산 DNA 및 RNA 기반 백신은 병원체 단백질의 

힘든 제조가 필요 없어 생산이 빠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DNA/RNA 기반 백신의 대규모 임상시험이 실시된 

것은 처음으로 이들 백신 개발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

그림 3-21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약산업의 변화 전망

자료 : Mckinsey & Company(2020b)

그림 3-20 지정학적 요인이 공급 사슬에 미치는 영향

자료 : Ernst & Young(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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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간 협력 및 디지털

화를 통해 글로벌 의약품 및 재료의 재고를 확인할 수 있

게 되면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제조 과정 및 

창고의 자동화를 통해 데이터 가용성 제고와 인력 활용

을 줄일 수 있으며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발생에

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전통적인 제약산업의 프로세스

는 향후 비상사태에 대비한 신속한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신속한 변화가 가능한 모델, 예를 들어 간소화된 의료장

비 승인, 품질 및 위험 평가 프로세스, 현장 품질 감사의 

원격 모니터링, 신속한 전자 배치(batch) 기록 등 모델로 

전환될 것이다.

미래 업무 방식이 더욱 원격화・분산화됨에 따라 새로운 

역량과 인재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산업의 전반적인 비

용이 증가함에 따라 제약기업들은 기획 및 운영 모델의 변

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인력의 재분배가 나타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에는 현장 작업 대비 원격 작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더욱 민첩성과 

분산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더욱 효율적이

고 생산적인 업무 방식을 도입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 단순 

노동(manual) 기술 중심에서 디지털 기술 및 분석, 자동

화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프로그래밍, 운영, 데이터 분

석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제약산업 측면에서는 네트워크 최적화, 환자 중심성, 생산

량 및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요구라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비용 및 위험간 균형을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가 등장하

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생산-공급 시설을 시장에 가깝게 

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다. 또한 기존 공급 허브들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한 공급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글

로벌 공급망의 다변화(복수 조달, 파트너 포트폴리오 다

각화, 현지화 전략 등)를 추구할 것이다. 

또한 공급 사슬이 더욱 환자 중심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디지털 도구, 텔레헬스, 앱 기반 생태계를 통한 환자 정보

의 가용성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

는 환자 중심적 공급 사슬로 변화할 것이다. 환자 및 고객

들은 공급 사슬의 투명성과 정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텔레헬스 및 앱 기반 생태계는 더욱 기술 기반의 전달 모

델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를 위한 공급 사슬의 디지털화

가 더욱 가속화되고 투자도 활발해 질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지속적으로 출현함에 따라 전반적인 산업

환경 역시 변화할 것이다.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의 

개발에 따라 mRNA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고 제

약사들도 mRNA 및 동결 건조 기술 수요가 증가할 것으

로 예측하였다. 또한 기존 항체의약품 생산 시설을 코로

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제품 생산을 위해 용도 

변경을 하거나 현지 생산을 위한 공간을 덜 차지하고 유

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조 기술의 적용도 확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위기 상황에서 

핵심 의사결정을 하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FDA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지원 프로

그램인 CTAP(Coronavirus Treatment Acceleration 

Program)과 같이 정부의 제약시장 지원이 점차 증가하

고 있으며 제약기업간 협력 증가에 따라 정부 및 규제 당

국의 역할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제약기업들

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접근을 취할 수도 있으며 선별된 의약품에 대해

서는 최소 보유 수량을 의무화하거나 주요 의약품 및 의

료제품에 대해 유연한 재고를 보유하는 것이 의무화됨으

로써 재고의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

이상 살펴본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제약산업 변화 전

망을 주요 키워드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10

표 3-10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약 산업의 변화 전망

Infosys Deloitte PWC RBC Frost & Sullivan McKinsey

Real World Data

- 의약품 수요 예측

- 임상시험 가속화

제조 및 공급사슬 변화

-  현 공급 사슬의 

재검토 통한 

다변화 전략

새로운 업무 방식

-  이해관계자간 협력 

증대

- 원격 방식 업무

공급 사슬의 지리학적 

다양화

소규모 & 애자일 생산

-  작은 공간, 실시간 

유연한 생산

공급 사슬 재정비 및 전략 

적인 조달 조직 등장

-  현 공급 사슬의 위험 

요인 제거

AI/ML

- 치료법 전환

- 예측 모형 개발

- 질환 초기 진단

- 질환 프로파일링

디지털 기술/AI 사용 증가

-  신약 R&D 가치 

사슬 긍정적 영향

(후보물질 발굴, 

디지털 임상시험, 

의사소통 등)

디지털 기술 증가

-  환자・의료서비스 

제공자・지불자・제

약기업간 정보 공

유 시스템 개발

원격 임상시험

-  웨어러블 장치 통

한 등록, 데이터 수

집, 사후 감시

임상시험 가상화

-  mHealth 기반 원

격 임상시험

-  direct-to & from 

patient 임상시험 

디지털 분석 기반 

솔루션 활용

- 민첩한 운영 모델

-  기업간 정보 공유, 

제조 및 재고 

자동화

원격 모니터링 기반 

환자 중재

-  웨어러블 기술 

활용 통한 

원격 의료

비즈니스 모델 개편

-  제조 및 공급망의 

멀티 노드 모델

-  인프라 공동 활용 

위한 데이터 

공유 모델

바이오제약 기업 

M&A 증가

-  혁신적 제품・기술 

확보

혁신적 백신 기술

-  차세대 백신

(mRNA 등) 기술 

개발 증가

새로운 인재 수요

-  디지털 기술/분석, 

자동화 프로그래밍, 

운영, 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수요 

증가

가상 임상시험

-  디지털 기술, 

RWD 활용 통한 

환자군 선발, 

원격 모니터링

데이터/데이터 분석 기술

-  AI, 웨어러블 센서, 

유전자 분석 

데이터, 진료 기술, 

진단 기술 등 

발전에 따른 질환 

이해력 제고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기술

네트워크 최적화

-  생산-공급 시설의 

소비시장 근접화

-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복수 조달, 

파트너 포트폴리오 

다각화, 현지화 등)

기업 IT 및 자동화

-  로봇 자동화 통한 

인간 개입 최소화 

-  클라우드 통한 

임상정보의 

안전하고 생산적인 

활용

면역항암제 병용 요법

-  코로나19 영향 

거의 없으며 시장 

지속 성장

-  다른 약물과 병용 

요법 연구 활발

-  AI 활용한 다양한 

치료법간 최적 

조합 발견

환자 중심적 공급 사슬

-  환자 정보 가용성 증

대에 따른 

수요 충족 공급 사슬

-  원격의료, 앱 기반 

생태계에 따른 

공급 사슬의 

디지털화 가속화

혁신적 기술

-  mRNA 기술 및 

동결 건조 기술 

수요 증가

-  생산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조 

기술 적용 확대

정부 역할 확대

-  제약시장에서 정부 

참여 확대

-  의약품/의료제품의 

재고 보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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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스트코로나 바이오헬스 전망 및 주요국 정책 변화 . 포스트 코로나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새로운 방향

과 자원을 줄이고 진단 결과를 향상시키는데 AI 기반 영

상 진단 장비가 활용되고 있는데, AI 기반 영상 진단은 다

수의 환자에게 더 높은 질의 서비스 제공, 진료에 소요되

는 의사 및 시간 감소,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이 있어 의료 

현장에서의 적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웨어러블 

장치, 인체 삽입 장치, 소화 가능한 센서 등 디지털 장치

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 데이터인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통

해 건강 관련 정보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바이

오마커는 객관적이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수

집·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질환의 이해도를 높이고 환

자에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바

이오제약 기업들도 환자 맞춤형 의약품(precision drug)

의 개발을 위해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활용하고 있고 건

강 예방을 위한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다. 클라우드 기반 

LIMS 시스템은 비용 절감과 기존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소에 바이오뱅킹, 진

단 등 실험실 정보 관리 솔루션에 유연성과 데이터 표준

화 등을 장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복잡한 정보의 저

장·관리·분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클라우드 시스템

의 적용 확대로 의료기기(정보) 기업들의 클라우드 기반 

LIMS 개발이 활발해질 것이며 5G 기술의 적용 확대를 

통해 유연성·속도 측면에서 LIMS 시스템이 개선될 것으

로 보인다.

BAIN & COMPANY(2020)
250)

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에 의료기기 기업들의 장기적 성장 전략으로 3가지를 제

시하였다.

첫 번째 전략은 상업화 전략의 변화로 경쟁이 치열해지

고 고객의 니즈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분야에만 집

250)　 BAIN & COMPANY(2020)

중하는 카테고리 리더십 전략과 같은 판매 전략과 포트폴

리오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의 차별화가 필요하

다고 하였다. 또한 병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외래 수술 센

터(ambulatory surgery center)와 오피스 기반 실험실

(office-based lab)와 같은 외래환자 센터의 수요가 증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가상 판매 전략, 탄

력적 계약(flexible contracts), 적시(just-in-time) 유통 

등 사업화 역량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차별화

된 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활용하

는 가상 판매(virtual selling)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하

였다. 이를 위해 원격 판매(telesales), 수술실 내 가상 판

매원 등 고객 참여, 내부 인력 훈련 및 협력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도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셋째, 병원에

서 외래 수술 센터(ambulatory surgery center)로의 이

동, 디지털헬스 및 커넥티드 장치 사용의 증가로 인해 의

료기기 기업들의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 사용자 친화성

(user interface), 사업 모델 및 공급 사슬의 변화를 통한 

제품 포트폴리오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즉, 외

래 수술 센터에 필요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시간 

위치 및 건강 정보의 수집을 위한 커넥티드 기기 및 데이

터 기반 기기 개발에 투자를 늘릴 것이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한 핵심 기술을 보

유한 소규모 기업 인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마

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재무 상황이 어려워

지면서 기업들은 점차 성과 향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구축하고 

조직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조직 구조를 단순화할 것으

로 전망하였다.

다. 의료기기 산업

코로나19는 의료기기 산업에 전례 없는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진단기기, 개

인보호 장비(PPE), 인공호흡기 등 의료 용품에 대한 수요

는 증가하는 반면 코로나19 이외의 선택적 수술의 급격

한 감소로 관련 의료기기의 수요는 감소하였다. 특히, 임

상시험, 생산, 공급, 판매 등 의료기기 산업의 모든 가치

사슬이 영향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들

의 R&D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고 백신 및 치료

제 개발과 회복이 시작되면서 ‘뉴노멀’ 시대의 혁신적이

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

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미래를 내다보는 의

료기기 기업이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것이다. 글로벌 컨설

팅 기업들도 코로나19의 회복 단계에 대비한 산업 전망 

및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분야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Frost & Sullivan(2020a)
247)

은 코로나19에 따른 의료

기기 분야의 발전 전망을 7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환자 참여의 수요 증가로,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관리

를 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만성질환과 선택적 치

료의 정체에 따라 새로운 환자 관리 모델 개발을 위한 의

료기기 기업과 의료서비스 제공자간 협력이 증가할 것이

다. 두 번째는 운영 효율화 솔루션에 대한 병원의 수요 증

가이다. 의료 인력 부족과 병원 자원의 한계와 더불어 환

자 증가, 환자의 다양성으로 인해 병원 운영 효율화를 위

한 기술 플랫폼의 적용이 확대될 것이다. 세 번째는 회복 

탄력성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의 적용 확대이다. 무역 전

쟁, 정부 정책, 자연 재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등으

247)　 Frost & Sullivan(2020a)

248)　 대형 매장 내 설치된 간단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

249)　 Frost & Sullivan(2021)

로 인해 수요/공급의 변동이 심하고 이에 대비한 3D 프

린팅, 자동화 기술, 주문형(on-demand) 기술, 소형화, 

자율 기술 플랫폼 등 혁신적 기술의 적용이 확대될 것이

다. 넷째, 원격 방사선 진단 및 AI 원격 진단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그동안 연기되었던 선택적 치료에 대

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영상진단 수요도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되나 방사선사 수 부족 및 과로에 따른 판독 효율

화 및 오류 제거를 위한 사전 판독 기술 활용이 증가할 것

이다. 다섯 번째는 공급사슬의 최적화로 코로나19에 따

른 중국 봉쇄, 수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영상장비 부품들

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됨으로써 부품 및 조립 허브로

서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등 중국 외 시장 확대 기회가 늘

어날 것이다. 여섯 번째는 영상진단 분야에서의 관리 모

델에 대한 수요 증가이다. 코로나19 이후 의료기관들의 

자본 지출이 감소하는 반면 영상장비들의 노후화에 따

른 신규 장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관리 서비스

(managed service), 스캔당 수가, 서비스 플랫폼 등 영

상진단 아웃소싱 모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은 POCT(Point of Care Testing)로 팬데믹이 진정된 후 

EHR과 통합되어 리테일 클리닉(retail clinic)
248)

, 공항에

서의 진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재택 진단 서비스 

모델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Frost & Sullivan(2021)
249)

은 AI 기반 의료영상 진

단, 디지털 바이오마커, LIMS(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olutions) 활용 증가를 의료기기 분야에 

상위 성장 기회로 전망하였다.

영상 정보의 증가 및 판독의 부족 등의 영향으로 인해 대

량의 정보를 빠르게 스캔하고 판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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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스

트 코로나19 시대의 의료기기 기업은 3가지 측면에서 변

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 변화 는 상업화 조직 준비(commercial 

organization readiness)이다. 코로나19 이후 성장 회복

이 시작된다고 해도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통합 및 구조 조정 등에 직면할 수 있어 코로

나19 이전의 고객 세분화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

다. 수정된 계약, 진료 재건 계획, 훈련 및 역량 구축 투

자가 포함된 고객별 참여 계획(account-by-account 

engagement plan)은 고객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 장소와 구조가 변화될 수 있

어 제품 개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디지털 도구

를 개발·활용을 통해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

을 것이다. 두 번째 변화는 자원의 재할당 및 포트폴리오 

전략(resource reallocation and portfolio strategy)이

다. 변화를 신속하게 수용하기 위해 시장 수요를 예측하

고 인력 배치를 전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원 서비스의 신속한 확장과 더

불어 직원의 교차 훈련(cross-training)의 투자가 이루

어져야 한다. 내부 자원 할당의 보완을 위해 의료기기 기

업들은 자사의 포트폴리오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장기적인 위기 시나리오에서 시장 구조

와 기업 가치 프리미엄(valuation premium)의 많은 변화

가 예상되므로 포트폴리오의 재편 준비가 된 기업은 포

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

다. 마지막으로 임상시험 전략 및 제품 설계(clinical trial 

strategy and product design)이다. 코로나19 회복 단

계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 과제이기 

253)　 TCS(2020)

때문에 임상시험 기관의 선택, 환자 참여, 대상자 모집에

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환자 

안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임상시험에서 요구될 것이고 

원격의료 및 케어 적용의 확대에 따른 RWE와 통합적 근

거 생성 프로그램도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

격의료의 활용을 통해 환자, 의료공급자, 보험자간 만족 

요인들은 제품의 설계 및 파이프라인에 반영되어야 할 것

이다. 과거에는 의료기기 기업 자체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코로나19가 야기한 변화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의사소

통, 데이터 분석, 제공자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모멘텀

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TCS(2020)
253)

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기업의 회

복력과 적응력을 위해 ‘디지털’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의

료기기 기업은 최종적으로 디지털 헬스 기업과 솔루션 제

공자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가치사슬별로 성장 요인

을 제시하였다. 먼저 R&D 측면에서는 임상시험의 디지

털화와 분산화를 강조하였으며 Direct-to-Patient 임상

시험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AR, VR, 시각

화 CAD/CAE, 3D 프린팅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술자, 과학자, 의료인, 환자간 효과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여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는데 IT가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즉, IoT, 웨어러블, 추적 앱 등을 통한 원격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고 의료기기 개발 기업은 이러한 사

용자 요인을 제품 R&D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역량을 활용하고 지역적 영향을 적게 받는 클라우

드 기반의 오픈 이노베이션도 사업 모델로 활발해지고 상

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제품의 기능을 간

소화하는 재설계·용도 변경 등 최소(frugal) 혁신도 활발

해 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Deloitte(2020e)
251)

는 코로나19는 기존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의료

기기 산업의 주요 변화 전망을 6가지로 제시하였다. 먼저 

수요 변화의 대응으로,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 관절 치

환 및 이식 등 코로나19 대응 이외에 활용되는 의료장비

의 수요가 줄어들고 기업들도 마스크 등 코로나19 대응

을 위한 장비 생산에 집중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정상적

인 상황으로 돌아왔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

른 분야의 수요도 다시 정상화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민첩하게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할 준비

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디지털 판매·서비

스·훈련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사용되는 필수 의

료 장비들은 지속적인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들 장

비들은 고도로 복잡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

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술 지원 인력의 의료

기관 방문이 제한되는 한편 소규모 의료기관들은 인력이 

부족하여 의료기기 기업의 인력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따

라서 원격 훈련, 교육, 기술적 지원을 위한 디지털 도구

의 적용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기업들의 기존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화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의료

기기 임상시험도 원격 대상자 등록, 주기적 관찰 등 과정

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호환가

능한 데이터의 통합, RWE,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임상

시험 도구를 통한 임상시험 과정·결과의 모니터링이 가

능할 것이다. 넷째, 공급사슬의 변화이다. 미래에는 3D 

프린터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의료기기 또는 부

품을 직접 제작하고 공급 사슬의 유동성도 높아질 것이

다. 또한 병원 내에서 수행되던 과정들이 점차 외래 진료

251)　 Deloitte(2020e)

252)　 McKinsey & Company(2020e)

로 이동하고 있는데, 의료기기 기업들의 제품 및 기술 개

발을 통해 일부 입원 진료는 점차 집과 같은 환경(lower-

acuity environment)에서도 가능해 질 것이다. 다섯째, 

인공지능의 활용 증가이다. 미래에는 항시 착용(always 

on) 센서를 통해 상호 호환가능한 다양한 건강 관련 정보

가 취합되어 개인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것

이며 특히, 역학 조사를 위해 개발된 AI 알고리즘이 코로

나 바이러스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었듯이 AI 알고리즘 

기술은 더욱 발전하여 수많은 연구를 통해 취합된 정보

들을 판별·분석하는데 사용되고 인간이 놓칠 수 있는 의

미 있는 발견과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AI를 통해 

의료기기 기업들은 특정 상황에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

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들

의 가상 의료/원격의료 적용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질병의 불필요한 노출 감소는 영원한(permanent) 변

화가 될 것이다. 환자와의 관계도 앱, 기타 디지털 도구를 

통한 디지털 관계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러

한 변화에 맞추어 디지털 및 가상 진료를 지원할 수 있는

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McKinsey & Company(2020e)
252)

는 경기 회복이 시

작되면 비즈니스 모델 및 재무 회복력을 압박하는 선택

적(elective) 및 지연된 필수 수술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

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치 사

슬이 빠르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즉, 코로나19의 

즉각적인 대응을 넘어 장기적으로 의료기기 기업들은 다

양한 시나리오에서 현재 운영 모델의 스트레스 테스트

(stress-test)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위험과 

기회 요인을 식별하고 운영 및 비즈니스 회복력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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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측면에서는 위기 상황의 추가 발생에 대비해 시

장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민첩

성을 강조하였다. 자동화와 로봇 활용이 중요해지고 업

무 방식이 디지털화되고 인력 의존이 감소한 디지털 

제조 시대에는 3D 프린팅 및 지속 생산(continuous 

manufacturing)이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자본이 많이 소요되는 인프라 투자 대신 유연성과 수요 

대응에 유리한 공동 생산 시설 및 다양한 역량 활용을 위

해 의료기기 기업들의 생태계 참여가 활발해 질 것이며 

생산 거점을 인도, 동남아시아로 다변화하여 중국 의존도

를 낮추고 최종 소비 시장에 가까운 곳에서 생산이 되도

록 하는 노력도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제품의 효용성 제

고에 대한 수요자 요구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

한 제품 재사용 등 기업들의 제품 개발 혁신 노력이 증가

할 것이다.

공급 사슬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에 대비한 기업들의 

위험 감소 노력이 증가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핵심 시장에 

가깝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고 관리 및 전달 모

델과 같은 미래 공급 사슬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

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 의료 중재(intervention)·

자가 관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양의 의료장비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전달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공급 사슬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이 정확한 예측과 명확성 제고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

할 것으로 보았다.

판매 및 마케팅 측면에서도 성과 중심 마케팅 전략을 구

축하기 위해 의료기기 기업들의 디지털 역량 확보가 필요

하다고 하였다. 특히, 효과성 데이터 및 분석 지원 도구

들이 마케팅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환자 및 의료인들과 

모바일 앱, 챗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소통 방

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백신 개발 후에도 원격 

근무 방식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교육·훈련, 판매 등 

표 3-11 포스트코로나 시대 의료기기 산업의 변화 전망

Frost & Sullivan BAIN Deloitte McKinsey TCS

환자 참여 증가

-  새로운 환자 관리 모델 

개발 위한 기업・의료 

인간 협력 증가

상업화 전략의 변화

-  카테고리 리더십 

전략

-  신규 외래 진료시

설 대상 

사업화 역량 구축

경제 안정화・수요 증가 대비

-  코로나19 이외 분야의 

수요 증가 대비

상업화 조직 준비

-   고객별 참여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장소 및 

구조 변화에 따른 디지털 

기술 활용 제품 개발

임상시험의 디지털화/분산화

-   Direct-to-patient 

임상시험 확대

병원 효율화 솔루션 수요 

증가

-  인력 및 자원 한계, 

환자 증가 대응

가상 판매 전략

-  디지털 플랫폼(원

격 판매,  

인력 훈련,  

협력) 도입 증가

업무 프로세스 디지털화

-  원격 판매・훈련・교육・ 

기술 지원을 위한 디지털 

도구 적용 확대

자원 재할당 및 포트폴리오 

전략

-   시장 수요 예측 및 인력 

배치 전환 프로세스 구축

-   내부 자원 재할당 위한 

포트폴리오 비판적 분석

디지털 기술 활용/협력 R&D 확대

-   공학자・과학자・의료인・ 

환자간 협력 및 제품 개발을 

위한 IoT, 웨어러블 센서 등 

IT 활용 확대

Frost & Sullivan BAIN Deloitte McKinsey TCS

혁신적 기술 적용 확대

-   3D 프린팅, 자동화,  

주문형 기술, 소형화,  

자율 기술 플랫폼 등

제품 포트폴리오 변화

-   외래 진료시설 

대상 제품 개발, 

데이터 기반 기기 

개발

-   혁신 기술 보유 

기업 대상 M&A 

확대

의료기기 임상시험 디지털화

-   디지털 임상시험 도구를 

통한 임상시험 

과정・결과의 모니터링 

임상시험 전략 및 제품 디자인

-   새로운 임상시험 전략

(프로세스, 환자 안전, 

RWE, 근거 생성 

프로그램)

-   원격의료를 통한 환자・ 

제공자・지불자의 만족 

요인의 제품 개발 시 반영 

클라우드 기반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

-   다수 역량 활용, 

지역적 영향 최소화

원격 방사선 진단/AI 원격 

진단

-   판독 효율화,  

오류 제거

사업 복잡성 제거

-   효율적 비용 

구조, 조직 

구조의 단순화

공급 사슬의 변화

-   3D 프린터 활용 의료기기

・부품의 현장 제작 통한 

공급 사슬의 유동성 제고

-   외래진료 시설, 집 등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 및 기술 

개발 증가

최소(frugal) 혁신 확대

-   기존 제품의 기능 재설계・용도 

변경 등 통한 기능 간소화・ 

신속한 대응

공급 사슬 최적화

-   중국 외 국가로의 부품, 

조립 허브 확대

인공지능 활용 증가

-   항시 착용 센서 통한 건강

정보 취합・분석 통한 

맞춤형 의료 제공

-   AI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통한 의미있는 결과 도출

제조의 민첩성 제고

-   자동화・로봇 활용 증가

-   3D 프린팅 및 지속 생산 

중요성 증대

-   기업간 공동 생산

영상진단 관리모델 수요 

증가

-   관리 서비스, 스캔당 수

가, 서비스 플랫폼 등 영

상진단 아웃소싱

디지털/가상 의료

-   앱, 디지털 도구 통한 

의사・환자와의 관계 

디지털화에 따른 의료기기 

기업의 대응 필요

생산 거점의 다변화

-   동남아시아, 인도 등 생산의 

중국 의존도 감소 

POCT 서비스 확대

-   리테일 클리닉 등에서의 

진단 서비스, 재택 진단 

서비스 수요 증가

공급 사슬 변화

-   핵심 시장에 가깝도록 재고・전

달 모델의 변화

-   재택 의료 중재・관리의 수요 

증대에 따른 전달 프로세스 필

요

디지털 바이오마커

-   웨어러블 장치, 인체 

삽입 장체, 소화 가능한 

센서 등 통해 수집된 

개인 데이터 활용 건강 

예측・최적화 치료법 제시

디지털 판매・마케팅 도구 증가

-   핵심 마케팅 도구로서 데이터 

및 분석 중요성 증가

-   환자・의료인과의 새로운 소통 

방식

-   가상 판매 등 기술 필요성 증대

클라우드・5G 기반 LIMS 

활용 증가

-   기존 LIMS의 유연성・데

이터 표준화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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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 등의 기술적 효용성을 인정받아 앞으로도 지속적

인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활용 관련 기술은 

세부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다양한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I 기반 영상진단, 후보물질 도출 

솔루션 등은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으면 기술적 효용

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제약・기기산업 측면에서도 데이터

는 의사결정, 생산관리 고도화의 원천으로 활용된다. 결

국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산업 고도

화와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한 과정으

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할 수 있다.

둘째, 팬데믹으로 촉발된 산업환경 변화는 제품・기술・서

비스의 개발 방향 설정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이는 기술・제품 제조 측면이 부각되는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에서 강하게 드러났다. 글로벌 공급사슬에 

제약이 가해지면서 각 기업들은 원료 수급, 제품 수출, 연

구개발 등 가치사슬 과정의 다각화를 추진하게 되고, 이

를 경영 측면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애자일 제조시스템, 

포트폴리오 전략, 진료시설 기반 개발전략 등의 등장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또한, 시장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

하여 3D 프린팅 제조, 자율기술 플랫폼 등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위한 기술 활용 증대도 전망된다. 이러한 전

망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제조업 규모의 영세화가 아니라 

환경 변화의 폭이 큰 산업 특성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개

발 및 적용이 시급한 제품・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

도록 산업생태계가 변화할 것을 시사한다.

셋째, 신제품・기술・서비스의 개발 및 확산에 있어 환자를 

비롯한 수요층의 관점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기존 공급자(병원, 의료진 등)·치료 중심의 의료전

달 체계의 한계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에 원격의료, AI

기반 진단, 디지털 임상시험 등의 비대면 수단들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러한 기술이 확산되면서 수요자(환자 및 일반인)

는 의료서비스를 단순히 수용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의료

서비스 원천(진료데이터, 임상참여 등)을 생산하는 주도

적 역할이 점차 강화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의료서

비스 체계가 공급자만의 것이 아닌 공급자-수요자의 상

호협력 기반 구조로 이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망은 의료환경의 변화가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팬

데믹 이후 우리는 K-방역으로 일컬어지는 사전 대응체계

를 구축하면서 전 세계 방역물품 시장의 선도적 지위 또

한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선제적 방역의 

효용 한계, 제한적 원격의료 활용, 백신의 원천기술 부족 

등 팬데믹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의 부족이 지적

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관들의 포

스트 코로나19 전망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술의 

고도화와 궁극적으로는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의 구조

적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관련 기술 개

발 및 제도 개선 등 선도형 체제 전환, 수요 기반 산업 생

태계 조성을 통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 방향 도

출이 필요할 것이다.

업무들도 가상(virtual) 판매 및 마케팅 방식이 확대될 것

이며 관련 기술의 습득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 살펴본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의료기기산업 변화 

전망을 주요 키워드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11

3. 시사점

팬데믹으로부터 초래된 변화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새로

운 성장과 구조적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인

식이며, 변화된 환경에 맞춘 제품・기술・서비스가 확산됨

에 따라 향후 바이오헬스 산업의 판도 역시 달라질 것이

다. 본 절에서도 글로벌 컨설팅 기관들은 바이오헬스 산

업이 디지털 기술의 활용 확대, 선택과 집중, 그리고 수요 

관점의 비즈니스 모델 강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디지털 기술은 의료환경 변화의 대응 수단을 넘어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의 성장 모멘텀으로 그 의미가 확대

되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의 예시로 인식되는 원격

의료, 디지털 모니터링 등은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개발

이 진행되어 왔으며, 감염회피라는 사회적 수요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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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의 바이오헬스 산업 정책 개요
25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9년 발표한 보고

서 ‘The Bioeconomy to 2030: designing a policy 

agenda
255)

’에서 경제 생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산

업군으로 ‘바이오경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창하였

고 이후 각국에서 바이오 이코노미에 관한 국가 전략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2012년 바이오경제 국

가정책(National Bioeconomy Blueprint)을 발표하였

고, 2012년 EC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품 및 프로세

스로 전환하여 성장과 고용을 창조하기 위해 ‘지속가능

한 성장 혁신을 위한 유럽 바이오경제(Innovation for 

Sustainable Growth – A Bioeconomy for Europe)’ 

전략을 채택하였다. 

영국은 2018년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에서 산업

단체(바이오테크놀로지, 제약, 합성생물학, 화학, 식품)의 

대표들과 공동으로 독자적인 ‘바이오경제전략
256)

’을 수립

하였다. 영국의 바이오경제 전략은 산업전략에 초점을 맞

추고 있으며, 2030년까지 영국은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목표로 투자를 증가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을 

254)　 METI(2021.02.02.)

255)　 OECD(2009.04.)

256)　 Gov. of UK(2018)

촉진하는 동시에 저탄소 사회를 달성한다는 비전을 그리

고 있다. 이를 위해 바이오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개발(R&D) 추진, 혁신적인 바이오 제품 보급을 위한 시

장환경 조성, 인재육성, 2030년까지 바이오경제의 파급

효과를 2014년의 2배 수준인 4,400억파운드까지 확대

할 예정이다.

독일도 2020년 독자적인 바이오경제 전략을 채택했으

며, 중국은 포괄적인 바이오경제 전략은 없지만, 2006

년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개요

(2006~2020년)’와 2016년 ‘국가혁신촉진발전전략개요

(2016~2030년)’ 중에서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생명과학

이 중점 분야로 언급되고 있다. 

주요국들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적으로 실행하는 가운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

된 코로나19 위기는 이러한 각국별 바이오헬스 정책과 

실행 추진에 큰 구조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은 개인, 사회, 세계 경제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

식시킨 계기를 마련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바이오헬스 산업

정책 변화

넥스텔리전스 수석연구원 류웅희 어 미국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J&J의 자회사), 노바백

스 등 4개의 백신,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학

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였다. 비록 과학적인 검증 측

면에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부작용에 대한 많은 우려감

을 나타내고 있지만, 러시아는 스푸트니크V(Sputnik-V) 

백신257), 중국은 시노팜·시노백·칸시노 등의 백신을 개

발하여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의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2.  코로나19로 인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환경 및 구조의 

변화
258)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은 의료비 부담의 가중, 의료 종사

자 및 예산 등 자원의 불균형, 바이오시밀러의 확대와 신

약개발 접근 방식의 변화, 새로운 트렌드와 디지털 기술

의 발흥, 각국에서 추진된 의료 개혁 등으로 인해 코로나

19 이전부터 구조 변혁의 기로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코

로나19의 확대로 인해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행동 변화가 강제로 새로운 형태로 진전되거나 종전의 진

행되었던 구조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환경 및 구조의 변화는 크게 (1)소비

자 행동의 변화 (2)제약영업(MR)활동의 제약 (3)임상시

험에서 패러다임 변화 (4)공급망 리스크의 표면화와 디

지털헬스케어와 같은 새로운 모달리티(Modality) 출시의 

가속화 등 4가지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실적 부진

은 의료기기 제조, 의료기기 도매, 물류관리(Supply 

Processing Distribution, SPD) 등 의료기관을 위한 서

257)　 Deutsche Welle(2021.03.09.)

258)　 PWC Japan(2020.11.14.)

259)　 가상 임상시험은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 없이 재택 온라인 진료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의미

260)　  후향연구활용은 과거의 시험 데이터나 리얼월드데이터(RWD, 시험과 같은 통제환경하가 아닌 실제 환경에서 관측된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전향적인 시험 필요요건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접근법을 의미

비스 사업자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들

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불요불급한 진찰을 피하는 소비

자의 행동이 정착될 가능성이 있어 이전의 소비자 행동을 

전제로 한 사업모델이 성립되지 않게 되고 의료기관을 중

심으로 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재편과 변혁이 가속화될 것

으로 예상된다. 

둘째, 코로나19는 제약영업(Medical Representative) 

기능을 다양하게 제약하고 있으며, 영업대행업체(CSO)

의 재편을 가져오고 있다. 일본 MR 인원 수는 ‘13

년 65,752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18년에는 

59,900명까지 감소했으며, 미국에서는 MR 인원이 ‘06

년대 중반에 10만명에서 ’14년에는 6만 6천명까지 30% 

이상 감소하였다. 코로나19는 MR 및 CSO 기능과 조직

구조의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셋째, 임상시험의 패러다임 변화을 살펴보면, 임상시험수

탁기관인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산

업은 최근 몇 년간 임상시험의 소규모화와 복잡화라는 

사업 환경에 직면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의 확대는 임상시험 운용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감염 방

지의 관점에서 의료기관 측이 모니터의 병원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임상 시험의 중단·지연이 표면화했다. 가상임

상시험(decentralized clinical trial)
259)

과 후향적 연구의 

활용260) 등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임상 시험을 크

게 간소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

며, 규제당국의 보수적인 관점이 혁신의 장애요인이었으

나 코로나19의 확대가 임상 시험의 패러다임 변화의 가

속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이자(Pfizer),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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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Merck), 버텍스(Vertex), 일라이릴리(Eli Lilly) 등 대

형 제약업체부터 소규모 생명공학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19로 인한 봉쇄, 병원 방문에 대한 두려움, 전염병으로의 

초점 전환으로 인해 임상시험이 크게 지연되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기업들에게 가능하면 가상, 원격의

료 또는 원격의료 기반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촉구했으며, 

Vertex 등은 FDA의 권고를 수용했다.
261)

넷째,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리스크가 표면화되고 있

으며, 천문학적인 자금이 지원된 백신개발경쟁으로 새로

운 형태의 구조변혁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원약 

261)　 Fierce Biotech(2020.03.31.)

및 원료의약품(API)의 30%를 중국과 인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편 인도에서도 API 조달의 60%를 중국에 의

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원약 및 API의 의존도로 인해 코

로나19로 인해 인도 등 각국 정부가 원약·제재의 수출

을 제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적시에 원료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공급망 리스크가 부상하게 되었다. 그림 

3-21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형태의 기

술 획득을 위한 CDMO간 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그림 3-22 코로나19로 인한 바이오헬스 산업 재편과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자료 : PWC Japan(2020)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4월, Thermo Fisher 

Scientific사가 미국 임상시험수탁기관(CRO) PPD

를 174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현재, CDMO(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262)

 

산업은 분산된 업체 구조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

전의 비즈니스연속성계획(BCP)을 포함한 안정공급체제

의 구축 및 품질관리 고도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

기 위해 CDMO간 M&A와 제조설비인수 등을 통해 대

기업 CDMO로의 통합이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용 백

신으로 mRNA 백신 등 새로운 기술이 주목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개발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개발방식을 

위한 기술획득수단으로 M&A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2019년 벨기에 소재 글로벌 의료기기 전문기업 

Thermo Fisher Scientific의 Brammer Bio 인수, 2019

년 Catalent의 Paragon Bioservices 인수 외에 2020년 

7월 AGC의 Molecular Medicine 인수도 이러한 유형의 

M&A로 분류된다.

주요 IT 플랫폼 업체들이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하여, 제

약회사 및 의료기기 업체 등의 디지털헬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Apple사는 Apple Watch에 의

료기기 기능을 활용하고 있으며, Google사는 웨어러블 

Fitbit사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으며, 일본 시오노기제약

(塩野義製薬)사는 중국 평안보험그룹과 합작회사 설립

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 가치 사슬을 둘러싼 업계의 횡

단적인 M&A와 산업 재편은 향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

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확대를 기점으로 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구조

262)　  CDMO란 항체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과 위탁개발(CDO・Contract Development Organization)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세포주를 받아서 생산하면 CMO, DNA로 받아서 세포주를 만든 후 생산까지 하면 CDO다.

263)　 IMF(2021.03.11.)

264)　 US DEPT. OF DEFENSE, CORONAVIRUS: OPERATION WARP SPEED 

변혁의 4가지 시나리오와 데이터 가치사슬에 대한 투자 

활성화는 새롭게 부상한 구조변혁이 아니라 종전부터 진

행하고 있던 구조 변화가 코로나19로 인해 촉진되고 가

속화된 것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이해관계자간의 상호 

연관된 가치사슬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 구조변

혁은 적어도 간접적으로 다른 이해관계자에도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헬스에 의한 데이터 가치

사슬의 부상은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참가자를 포함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를 끌어들여 새로운 산업구조의 재편을 

일으킬 전망이다.

3. 미국의 코로나19에 관련된 주요 정책 대응
263)

미국의 바이오헬스 산업 정책은 다른 바이오헬스 선진국

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응정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제약산업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재정자금을 투

입하고 백신개발을 위한 ‘초고속작전(Operation Warp 

Speed, OWS)’을 통해 바이오헬스분야에서의 글로벌 주

도권을 공고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

부가 추진한 ‘초고속작전(Operation Warp Speed, 

OWS)
264)

’은 백신 생산을 위한 미국산업 기반을 성공적

으로 확장했다. 2020년 5월 15일, 코로나19 백신, 치료

제 및 진단기기의 개발, 생산, 배포를 가속화하기 위한 초

고속작전을 발표하여 2021년 1월까지 사용 가능한 3억

회분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생산하고 제공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초고속작전은 국방부(DoD), 보건복

https://www.defense.gov/Explore/Spotlight/Coronavirus/Operation-Warp-Speed/\#:~:text=On%20May%2015%2C%202020%2C%20the,doses%20available%20by%20January%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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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HHS) 산하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미국 식품

의약국(FDA), 국립보건원(NIH), 생물의학고급연구개발

기관(BARDA) 등 관련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미국 식품

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EUA)을 받지 못한 

백신까지 포함할 경우, 미국은 2021년 미국에서 2억 6

천만명의 성인에게 백신 접종을 하는 데 필요한 초과 투

여분 4억회분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3-12 
265)266)

코로나19백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최근 확산되

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종, 중국, 러시아 등 지정학

적 라이벌 국가와의 백신 주도권 경쟁, 전 세계적으로 확

265)　 CSIS(2021.04.14.)

266)　 GCPPP(2021.03.25.)

대되는 백신 불평등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전 세계 국가가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미국은 막대한 백

신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 전체적으로 국제사회

에서 영향력과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소득 국가는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불과하지만 전

체 백신 투여분의 절반 이상을 구입하고 있으며, 4월 12

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8천만회분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지만 그 백신의 거의 90%가 고소득 및 중간 소

득 국가에서 접종되었다. 세계적으로 만연된 백신 불평

등은 팬데믹을 통제할 수 없으며, 백신공급 부적절한 제

조 능력은 국가 간 긴장의 원천이 되어 수출 금지, 정치적

표 3-12 미국 코로나19 백신 구매 및 백신 EUA 동향

백신 개발업체 미국내 생산공장
백신 구매량 
(doses)

목표 접종량 
(doses)

EUA 
승인여부

화이자

(Pfizer)

- St Louis, Missouri 

- Kalamazoo, Michigan 

- Andover, Massachusetts

3억회분 1억5천회분 승인

모더나

(Moderna)

- Norwood, Massachusetts 

- Portsmouth, New Hampshire 
3억회분 1억5천회분 승인

존슨앤존슨

(Johnson&Johnson)

- Bloomington, Indiana 

- West Point, Pennsylvania
2억회분 2억회분 승인

아스트라제네카

(AstraZeneca)
- Biosolutions, Baltimore 3억회분 1억회분 미승인

노바백스

(Novavax)

- Gaithersburg, Maryland

- College Station, Texas 

- Morrisville, North Carolina

1억회분 5천회분 미승인

사노피(Sanofi) - 1억회분 5천회분 미승인

합계 13억회분 7억5천회분

자료 : CSIS       , GCPPP265) 266)

으로 우회적인 협상, 백신의 긴급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협정의 일시적인 포기 요구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67)

 

세계은행 보고서
268)

에 따르면 128개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85%가 국가 예방 접종 계획을 수립했지만, 특히 

백신 접종 능력과 지역 사회 참여 및 코로나19 백신에 대

한 수요에 심각한 격차가 남아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 3월 GDP의 약 

11%에 해당하는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바이러

267)　 CSIS(2021.04.14.)

268)　 World Bank(2021.03.18.)

스지원·구제·경제보장법(CARES Act)을 통과시켰다. 

2020년 1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통합세출법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의 일환으로 GDP

의 4.1%에 해당하는 8,680억 달러의 정부자금지원법

안에 서명했다. 또한 2021년 3월 11일, 하원은 2020년 

GDP의 약 8.8%에 해당하는 1조 8,400억 달러인 미국

구조계획법(ARP Act)을 승인했다. 이 계획은 공중보건

대응에 투자하고 가족, 지역 사회 및 기업에 일시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8 209

바이오헬스 산업의 넥스트 노멀: 포스트코로나를 맞는 한국의 과제

3. 포스트코로나 바이오헬스 전망 및 주요국 정책 변화 . 포스트 코로나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새로운 방향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코로나19를 국내에

서 중단시키는 것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끝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위기가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

문에 글로벌 대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

통령은 미국 내 백신접종의 수요량이 충족되면 적극적으

로 백신 잉여량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할 정책 방침을 수

립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월 12일 안보 대화 정상

회담에서 일본, 인도, 호주와 협력하여 2022년 말까지 인

도의 민간 부문 백신 생산을 10억회 분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했으며,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회원

국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행정부는 승

인된 멕시코와 캐나다에 기 구입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비축물량 400만 회분을 대여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바이오헬스 산업은 2021년에도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과 희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세포유전자

치료법(CGT) 및 항체약물 결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에 대한 활발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것

으로 전망된다. 미국 바이오헬스업체들은 초기 임상단계

에 있는 생명공학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할 것으로 전

망되며, 차세대 기술을 위한 혁신 및 경쟁은 거래 시장의 

주요 테마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웨어러블 등 

기술들을 활용하여 바이오헬스 산업의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를 재편하고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헬스케어시

스템을 재편할 전망이다. 급속한 오피오이드 확산, 소득

불평등 확대, 사회안전망 감소, 소셜미디어로부터 야기되

는 사회문제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악화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수요가 증가될 전망이다. 

269)　 KPMG(2021.01.25.) 

270)　 World Economic Forum(2021.04.29.)

271)　 IMF(2021.04.01.)

272)　 European Council(2020.07.21.)

미국 의회는 2020년 12월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

양책의 일환으로 정신건강과 물질사용 장애에 대해 42억 

5천만달러 예산을 배정하였다.
269)

 

또한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보건위기는 연구개발

(R&D)에 대한 투자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

며, 최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연구에 

2,500억 달러 투자를 제안했고 연구에 대한 지출을 미국 

GDP의 2%까지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70)

 

4. EU의 코로나19에 관련된 주요 정책 대응
271)

EU의 바이오헬스 산업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27개 회원국과 유럽연합의 경제회복 지원정책과 

EU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EU4Health 및 추가프로그

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2020년 12월 11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EU 지

도자들은 EU 예산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회원국

과 유럽연합의 경제회복을 위해 총 7,500억 유로 규모

의 ‘넥스트제너레이션EU(NGEU)’ 경제회복기금(EU 

Recovery Fund)의 조성에 대하여 최종 합의를 하였

다.
272)

 경제회복기금 7,500억 유로 중 3,900억 유로는 

보조금(grants)으로, 3,600억 유로는 대출(loan) 방식으

로 지원된다. 대부분의 자금은 2021~23년 동안 투입될 

예정이며 보조금의 70%는 2021~22년 동안 투입될 예정

이다. 

EU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EU27 GDP의 4%에 해

당하는 약 5,400억 유로 규모의 최신 코로나19 대응 패

키지에는 (1)유럽안정화기구(ESM)는 팬데믹 위기지원

을 각 유로 지역 국가에 대해 보건 관련 자금지원을 위해 

2019년 GDP의 최대 2%(총 2,400억 유로)까지 제공하

도록 허용하고 (2)최대 2,000억 유로 규모의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유럽투자은행(EIB)에 250억 유로의 정부 보

증을 제공하고 (3)EU회원국의 보증으로 지원되는 근로

자와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1,000억 유로 규모를 

대출해 주는 한시적인 기구인 ‘실직위험경감지원비상기

구(SURE)’를 설립하였다. 

EU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EU4Health는 EU의 의료 

및 헬스케어 직원, 환자 및 보건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쳤

던 코로나19에 대한 EU의 대응이며, 총 51억 유로를 투

자하는 EU4Health는 EU 국가, 의료기관 및 비정부기

구(NGO)에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EU4Health는 EU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국경 간 건강 위협에 대한 공동 

노력을 지원하며, 미래의 건강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EU의 준비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코로나

19 이후 회복에 기여할 전망이다. EU4Health는 (1)코로

나19와 같은 국경 간 건강 위협을 처리하고 위기관리 능

력의 향상을 위한 보건 시스템의 탄력적인 운용 (2)암 치

료, 팬데믹 대비 개선, 의약품 가용성 및 혁신 투자를 통

한 유럽보건연합(European Health Union)의 구축 (3)디

지털헬스 및 질병 예방 역량의 강화 등을 목표로 설정하

였다. 유럽연합이사회(European Council)의 정식 채택 

이후 EU4 Health의 ’21년의 첫 번째 실행프로그램(work 

program)이 시행될 예정이다.
273)

 

EU4Health를 보완하기 위해서 (1)의료 서비스에 접근하

는 취약한 그룹을 지원하는 유럽  사회기금플러스(ESF+) 

(2)지역 보건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유럽지역발전기

273)　 European Commission(2021a)

274)　 European Commission(2021b)

275)　 IMF(2021.04.01.)

금(ERDF) (3)건강 연구를 위한 호라이즌유럽(Horizon 

Europe), (4)응급 의료용품 비축을 위한 Union Civil 

Protection Mechanism과 EU 시민보호 프로그램인 

‘RescEU’ (5)디지털 건강 도구에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

를 만들기 위한 디지털 유럽 및 유럽 연결 시설 등 다른 

EU 프로그램에 추가 투자를 제공할 것이다.
274)

5. 영국의 코로나19에 관련된 주요 정책 대응
275)

코로나19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투입과 함께 

영국의 바이오헬스 산업 정책에 있어 주요국가와 다른 특

이한 점이 있다면, 향후 10년 동안 유전체학에 대한 글로

벌 주도권과 생명과학의 글로벌 허브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1)일반 시민을 지원하

기 위하여 국가보건서비스(NHS), 공공서비스, 자선단체

에 추가 자금지원 485억 파운드를 제공하였고 (2)세금혜

택과 보조금 등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문의 중소기업

을 포함한 기업지원자금 290억 파운드를 제공하였고 (3)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80억 파운드를 조성하여 공적 

소득지원제도인 유니버설크레딧(Universal Credit)과 기

타혜택을 확대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였다. 2020

년 11월 25일 영국정부가 FY2021-22에 대한 지출 한도

를 설정하는 2020 지출검토(2020 Spending Review)

에 따르면, FY2020-21에 코로나19 지원 조치는 2,800

억 파운드로 추정되며, FY2021-22에 550억 파운드

를 배정하였다. 2021년 1월 5일, 영국 리시수낙(Rishi 

Sunak) 재무장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 기업을 위

한 46억 파운드의 새로운 재정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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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GDP의 약 2.6%를 차지하는 590억 파운드 규

모의 추가 재정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재정정책과 함께 영국정부는 생명과학 연구를 지

원하고 생명과학의 선도적인 글로벌 허브로 만들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컴퓨팅 및 보건 데이터 시스템에 투자할 

예정이다. 영국의 미래 비전전략에서 (1)진단 및 맞춤형의

약품 (2)예방 (3)연구 등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초점을 맞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질병의 진단, 계층화 및 치

료를 개선하기 위해 최신 유전체학의 발전을 일상적인 의

료에 통합하기 위해 (1)NHS 영국 유전체 의학 서비스 (2)

276)　 유전자와 대립유전자의 다양성(allelic variation)을 찾아내고 약물에 대한 인체의 대사과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야

약물유전체학(Pharmacogenomics)
276)

 (3)암(cancer)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영국은 전 세계 최

초로 전체게놈시퀀싱(whole genome sequencing, 

WGS)을 일상적인 치료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국가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50만 개의 전체 게놈 서열화 

약속을 이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약제유전체학 연

구를 통해 효과적인 치료법의 가장 효과적인 제공을 가

능하게 하여 환자들이 그들에게 효과가 있는 치료와 조

언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약물 치료의 

맞춤화가 포함된다. 다학제 팀은 다양한 유전체, 영상 및 

종적 건강 및 관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자 결과를 개선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암 운영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

다. 영국 정부의 ‘2020 예산(Budget 2020)’에 따르면, 

2025년까지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 지출을 220억 파운

드 늘리기로 하였고, 2027년까지 GDP에서 차지하는 연

구개발의 비중을 2.4%로 확대할 계획이다.
277)

 

미래의 팬데믹 상황에 대비하고 영국 기업들의 글로

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약및진단시약제조업전

환기금(Medicines and Diagnostics Manufacturing 

Transformation Fund)’ 신청 접수가 2021년 4월 7일부

터 개시되었다. 생명과학 제조업 일자리의 2/3이 런던 외

곽과 남동부 지역에 밀집한 가운데, 북아일랜드와 스코틀

랜드 및 웨일즈 등 영국 전역에서 생명 과학 제조업에 대

한 경제적 기회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조성된 2천

만 파운드의 기금 집행을 개시하였다. 영국의 보건 및 생

명 과학 분야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기반으로 800

억 파운드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25만 6천개의 일자리

를 제공하며, 강력한 연구 및 과학 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

다. 현재까지 영국 정부는 2020년 4월 설립된 백신 태스

크포스를 통해 백신 제조에 3억 파운드를 투입했으며, 영

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역사상 최대의 백신 접종 프로

그램을 통해 영국 전역과 전 세계에 백신을 공급하고 있

다.
278)

 

영국이 생명과학 분야에서 성공한 주요 장기적인 이유 중 

하나는 대학 부문에 있다. 세계 무대에서 세계 10위 안에 

4개의 대학이 있으며, 영국 대학은 학계와 상업 부문 간

277)　 Gov. of UK(2020.11.16.)

278)　 GOV.UK(2021.04.07.)

279)　 ICR(2021.4.15.) 

280)　 IMF(2021.04.01.)

281)　 World Economic Forum(2021.4.27.)

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잘 발달된 영국 지식 교환 산업

의 일부이다. 브렉시트(Brexit)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

는 2027년까지 R&D 지출을 GDP의 2.4%까지 확대한

다는 목표를 담은 산업전략을 포함하여 영국 생명과학을 

계속 지원하고 투자하고 있다.
279)

 

6. 일본의 코로나19에 관련된 주요 정책대응
280)

일본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없기 때문에 백신

수급측면에서 곤란을 겪고 있지만 mRNA와 같은 플랫폼 

기술에 대한 수년간의 연구와 투자를 성공적으로 전환하

는 등 세계적 수준의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281) 일본

의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주요정책의 특징은 바이오경

제와 데이터 전략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2020년 4월 7일 일본 정부는 2019년 GDP의 20.9%

에 해당하는 117.1조엔의 코로나19에 대한 비상 경제 패

키지를 채택하고 2019년 12월에 발표된 부양책을 포함

하였다. 부양책에는 (1)감염 확산에 대한 예방 조치 개발 

및 치료 능력 강화(2019 GDP의 0.4% 지출) (2)고용 및 

기업 보호(2019년 GDP의 15.8%) (3)봉쇄 후 경제활

동 회복(2019년 GDP의 1.5%), (4)탄력적인 경제구조

재건(2019 년 GDP의 2.8%), (5)미래에 대한 준비 강화

(2019년 GDP의 3%)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치로는 

모든 개인 및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현금 보조금, 세금 

납부 및 사회보장 비용지불 연기, 공공 및 민간 금융 기관

의 양허적 대출로 구성된다. 

2019년 6월 ‘바이오전략(バイオ戦略)’을 수립한 일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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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2020년 6월 코로나19대응을 위한 바이오 연구개발

을 가속화하고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바이오경제와 데

이터 전략을 강조한 ‘바이오전략 2020’을 발표하였다. 

일본 정부는 '바이오전략 2020'에서 코로나19 대책과 관

련한 연구개발 추진 및 기존 ‘바이오전략 2019’에 따라 

지체없이 대처해야 할 기반시책 등 5가지 핵심전략을 제

시하였다. 첫째, 진단법, 치료법, 백신개발, 의료기기 및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환경정비, 국제협력, 백신의 조

기 실행화를 위해 생산체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바이오데이터 연계 및 이용·활용에 관한 가이드라

인의 수립과 시장획득을 실현하는 데이터 연계 촉진을 제

시하였다. 셋째, 2개 지역의 글로벌 바이오커뮤니티와 여

러 지역의 바이오커뮤니티의 조성과 바이오제조와 인재

육성 기반 시책을 마련하였다. 넷째, 바이오전략 2019에 

따라 데이터 관련, 바이오커뮤니티 형성관련, 제도정비 

관련 등 기반시책을 지체 없이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전문가 회의를 통해 전체목표를 평가하고 시장영

역 로드맵, 바이오커뮤니티 인증, 가이드라인 수립 등 바

이오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지도층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2030년에 세계 최첨단의 바이오경제 사회 실현을 

목표로 4개의 사회 형태, 9개의 시장 영역을 설정하고, 

주요 과제와 향후의 방침,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2021

년 1월에는 시장영역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업계, 일본정

부의 향후 구체적 액션플랜을 정리했다. 그림 3-22 

그림 3-23 일본 바이오전략 2020(기반시책)의 개요

자료 : METI(2021), 저자 역

7. 바이오헬스 산업의 향후 전망 및 정책방향
282)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유럽, 영국, 일본 등 주

요 바이오헬스 선진국들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였

다. 백신개발 방식의 변화, R&D 투자확대, 첨단기술 적용

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 바이오헬스 산업은 급격한 구조변

화를 체험하고 있다.  

첫째, 바이오헬스업계의 백신개발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

다. 제조, 테스트, 물류, 디지털 공급망 및 가상임상시험

에서 상당한 발전을 달성하여 신속하게 백신이 개발되고, 

승인되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자와 과학자들이 

지난 1년 동안 축적한 생명과학 연구개발로부터 축적한 

282)　 Deloitte(2021.01.12.)

283)　 McKinsey&Company(2020.07.08.)

284)　  10가지 혁신은 오믹스(omics)・분자기술, 차세대 제약, 세포치료재・재생의약품, 혁신적인 백신, 첨단외과수술, 커넥티드・인지기기, 전기약(Electroceuticals), 로봇공학・보형물

(prosthetics), 디지털치료제, 기술기반의 케어서비스(Tech-enabled care delivery) 등 지칭

지식은 향후 전개되는 발전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둘째, 혁신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

어질 전망이다. McKinsey Global Institute 보고서
283)

에 

따르면 혁신기술과 연구개발 투자는 2040년까지 전 세

계 질병 부담이 40% 감소할 수 있으며 예방 조치가 이러

한 감소의 70%를 실현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기존에 알

려진 개입으로 전 세계 질병 부담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

칠 수 있지만, 치료법이 부족한 새로운 질병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여전히 필요하며, 2040년까지 시장에 

출시되고 질병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는 10가지 혁신
284)

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공지능(AI) 시스템은 이러

그림 3-24 글로벌 건강개선으로 인한 GDP 성장규모 및 성장률(2020~40)

자료 : Mckinsey & Company(2020)

단위 : GDP(조 달러)

기준 GDP 조기사망

감소

건강질환

감소

참여의 확대 생산성 증가 잠재 GDP

('40년)

연간성장률

(2020~40) 2.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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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의 발전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든다. 건강 개선

이 이루어질 경우 큰 폭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 장애가 있거나 24시간 간병인

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규 노동인력으로 편입될 수 있고, 

고령층의 퇴직을 늦출 수 있으며, 만성질환을 가진 직원

들이 직장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산성이 제

고된다. 이러한 건강개선활동이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으

로 2040년에 전 세계 기준 GDP(142.0조 달러) 대비 잠

재GDP(32.0조 달러)를 8% 증가시켜 약 12조달러 만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23 

셋째, 바이오헬스 선진국들은 건강형평성과 인력 다양

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0년 11월 미국 첨단의료기

술협회(Advanced Medical Technology Association, 

AdvaMed)은 인종 건강 불균형을 해결하는 가이드라인

으로 업계 원칙을 발표하였으며, 미국제약연구제조협회

(PhRMA)는 건강 격차를 좁히고 ‘임상 시험 참여에 대한 

다양성 및 포함에 대한 정보’를 향상시키는 원칙을 발표

하였다. 

넷째,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적을 대응하기 위해 경쟁기

업들은 과학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고 코로나19가 극복

되는 과정을 통해 생명과학업체들은 M&A, 파트너십, 협

력을 통해 최선의 과학적 방법을 찾으려고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 등 일하는 방식이 바뀜

에 따라 바이오헬스 업체들은 인재를 찾고 모집하기 위한 

전략을 재평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단기 

인력 문제, 특히 일선 직원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는 동

시에 미래의 인력 적응성과 복원력을 구축하려면 진화하

는 직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조직이 신속하게 지원

을 위해 이동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의 인간 중심 솔루션

이 필요하다.  

여섯째, 인공지능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고급분석, 

자연어 처리, 자동화 및 로봇공학을 포함하는 AI는 생명

과학업체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클라우드 기술, 원격 작업 플랫폼, 공유 서비스 및 AI를 

통해 조직은 대유행 기간 동안 수립한 원격 작업 준비를 

미래로 확장할 수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로 재편되는 글로

벌 바이오헬스 시장의 선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개

혁 정책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으로 전망된다.  

The

Next Normal

on Biohealth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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