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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가장 빨리 글로벌화 할 수 있는 분야는 CMC
스위스 CMO 사업 벤치마킹하여 CMC 분야를 강화해 볼만

글_정혜자 박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전문 상임컨설턴트, CMC GMP 전문가)

차세대 먹거리로 글로벌 제약사업 추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동안 국내 제약시장에만 초점을 두고
의약품개발을 해 왔던 국내제약사들에게는 세계시장의 진입에 필요한 글로벌화 과정은 새로운 도전인데, 그
중 풀어야 할 숙제 중의 한 분야가 CMC분야이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신약개발, 인허가, 의약품 판매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CMC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제약산업에서 CMC란 무엇인가?
CMC는 화학합성(Chemistry), 공장생산(Manufacturing), 품질관리(Control 또는 quality control)의 요약이다.
신약개발에서 전임상/임상용 시험약을 만들어 주고, 인허가 획득 후에는 출시를 목적으로 의약품의 대량 생
산을 담당하는 곳을 CMC부서라고 한다. CMC는 원료의약품 (drug substance 또는 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와 완제품(drug product) 등으로 나뉜다. 이 중 화학합성 또는 생물학적 절차를 통해 만들어지고 약
효가 있는 주요물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을 drug substance 이라고 말하고, 1개 또는 1개 이상의
원료의약품을 가지고 제재연구를 통해 환자에게 투여될 완제품 (경구용 고형약제, 주사제, 패취제 등)은 drug
product 이라고 정의한다.
FDA 인허가를 요청 할 때 CMC의 역할은 중요하다. 제출할 CMC 패키지 안에는 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의 의약품 제조 개발 내용을 서술하여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입증된 제조방법으로 상품화된 제품의 생산방
법을 담고 있다. CMC 패키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열거한다면, 과학적인 방식으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제조방법의 수록, API 구조 규명(Characterization and proof of API structure), 입증된 분석방법
(Method Validation), 불순물질 확인(Impurity identification), 안정성 시험(Stability study data) 결과 등을 포함하
고 있는데, 이 모든 데이터가 GMP된 연구실이나 공장에서 얻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미국에 시판할 의약
품은 미국 FDA가 인정하는 cGMP 공장에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생산하고, CMC 패키지 제출에 이
어, 공장실사를 통과해야 한다. 역시 같은 규정이 유럽 제약시장 진출 때도 적용되며, EU GMP 공장 실사를 통
과한 후, 유럽에 의약품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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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CMC는 GMP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믿고 먹을 수 있는 의약품이 나오도록 신뢰할 수 있는
생산공정의 지침을 만들어주는 분야라고 요약할 수 있다.

한국제약사의 CMC 현황
제네릭 사업에 전념해왔던 한국제약사는 KFDA와 USP (United States Pharmacopeia)의 약전에 맞추어
CMC part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해외 국가에 인허가 신청을 할 때는 그 나라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준비하
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 또는 EU 규정을 따르고 있다. 다시 강조하자면, 글로벌 시장에서 US 및
EU의 CMC를 우선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KFDA 인정받은 신약/제네릭일 지라도 해외진출 시 다시 한번
US/EU GMP 가이드라인 하에서 CMC 데이터 수집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하는 상황을 접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글로벌 신약/제네릭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제약사는 우선적으로 공장의 cGMP화 (또는
EU GMP화)에 투자해야 할 뿐만 아니라, QbD에 기준한 CMC 패지지 준비가 필요한데, 이들의 경험 부족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고민하고 있는걸 필자는 종종 목격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해외의 위탁생산업체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에게 CMC 전체를 위탁하는 것으로 이러한 추세
는 근래에 국내의 글로벌 신약 개발자들에게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
하여 대부분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CMO활용을 하고 있는 방향과 같이 가고 있다.
CMO 활용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요즘, 몇몇 국내 제약사들은 과감하게 자사의 국내 생산공장의 cGMP
화(또는 EU GMP화)를 진행하면서 원대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럴 때 이들 제약사의
사업 목적은 2가지이다. 그 중 하나는 미국 및 유럽에서 인정하는 GMP 공장시스템을 구축해서 한국에서 제
조한 자사 품목을 해외수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글로벌 제약사의 위탁생산을 맡아 CMO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CMO 활용을 통해 CMC 패키지를 준비하는 글로벌 제약사 현황
미국 및 유럽의 다국적 제약사들은 방대한 CMC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즉 개발과 인허가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CMC 부서는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탄탄한 CMC 패키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중소제약사의 경우는 우리나라 제약사와 별반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아웃소싱 사업이
본격화된 2000-2005년도 이후에는 공장시설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제약사들은 CMO들에게 CMC Part를 전
담시키고 있으며, 하물며 년간 30-50개의 신약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임상약과 판매용 의약품을
회사 내부조직에서 전부 감당해 오던 다국적사들 조차도 이제는 CMO에게 위탁해서 CMC 패키지를 준비하
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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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CMC 사업을 벤치마킹하자
겉보기에 CMO 사업이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번성하고 있는 것 같으나 2014년 통계를 보면 미국과 유럽
CMO가 전체의 50-60%의 CMC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에서 상당한 CMO 비즈니
스를 가져가는 나라가 스위스이다. 현재, 다국적사 중에서 스위스 CMO업체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는 거의 없
다. 다국적사뿐만 아니라, 공장이 미비한 미국의 중소제약사의 CMC 관계자들은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로 가
서 임상약과 판매용 의약품을 만든다. 그 이유가 뭘까? 스위스는 이미 2개의 다국적사, 즉 노바티스(Novartis)
와 호프만라로슈(Hoffmann-La Roche)를 배출하였으며 그 저변에 신뢰받는 CMO들이 제약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잘 알려진 CMO 이름을 찾아보면, 론자(Lonza), 도티콘(Dottikon), 솔비스(Solvias) 등이 있고, 또한
항암제와 같은 독성물질을 잘 다룰 수 있는 카보젠앰시스(Carbogen Amcis)가 인정받는 업체들이다. 한국과
스위스는 모두 작은 국가에 속한다. 두 국가를 비교해보면, 한국(100,210 km2)이 스위스의 면적 (41,285 km2)
에 비해 2.4배가 크고, 인구로 보면 6배 이상 많다(한국 5천만명/스위스 8백만명). 이렇게 소규모의 나라가 제
약업에서 세계 최고의 CMC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제약사들도 스위스의 CMO 사업을 벤
치마킹하여 CMC 분야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제약산업 중에서 한국제약사가 빨리 글로벌화 할 수 있는 분야는 CMC
신약과 제네릭 등을 포함한 의약품 개발사업은 여러 전문분야가 협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약물탐색연구
과학자, 임상 전문가, 인허가전문가가 필요하며, 공장에서 의약품(drug substance와 drug product)을 생산하는
CMC 전문가도 있어야 한다. 이중 한국 제약사가 빠른 시간 내에 글로벌 규정을 이해하고 세계 제약시장에 뛰
어들 수 있는 분야는 CMC 분야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자체 품목을 cGMP 또는 EU GMP 하에서 개발해 보는 일이 우선일 것이다. 여러 번의 반복적인 글로벌
CMC 개발 경험은 자신감을 부여할 것이며, 자연히 다국적사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CMO 사업도 병
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글로벌 신약이 해외 CMO에게 의존하지 않고, 국내 전문가들에 의해 CMC 패키지
가 손쉽게 준비되는 날을 고대해 본다.

보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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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약전문가 초빙 및 활용사업 목적

해외제약전문가 초빙 및 활용사업 내용

해외제약전문가 컨설팅 서비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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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리데이션 성패, 회사 명성 좌우한다
모범사례 가이드 제대로 따르면 요구사항 충족

글_피터 비치(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전문 상임컨설턴트, 제약 플랜트 전문가)

제약,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혈액제제, 생물학적 제제, 조직, 임상연구기관, 병원, 물류, 데이터 관리 등(이
를 통칭하여 생명과학이라 부름)을 공급 및 운영하는 기업들은 그들의 장비,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밸리데
이션(Validation)할 필요가 있다.

밸리데이션(Validation)이란 무엇인가?
밸리데이션이란, 생산과 테스트의
전 단계에서 그 절차, 과정, 활동이 요
구되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서류를 확립하는 과정
이다.
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은 생명과
학산업에서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
역으로서 규제가 필요한 모든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을 포함한다. 다른 밸리데이션과 마찬
가지로 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 실
행을 위한 모범사례 가이드, 규제지
침, 허용되는 프로세스 등이 존재한다. 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은 다른 밸리데이션(장비, 공정)과 유사하지
만 몇 가지 추가적인 규제사항(즉, 보안, 전자기록)이 요구된다.

보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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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리데이션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국가/국제 기관에 생산,
운영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것은 회사
이다. 회사는 규제전문가로서 하청업
체 및 외부컨설턴트를 채용할 수 있
지만 규정준수의 유지 및 달성에 대한
책임은 라이선스 보유자에게 있다.

밸리데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운영/생산 허가를 위해 규정 준수가
충족되어야 하는 회사가 밸리데이션
을 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없다. 또한 공장 라이프사이클 동안 유효성이 검증된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회사들은 연간 수익을 벌금으로 물기도하고, 사
업장을 폐쇄하기도 하며 어떤 회사의 경우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어 주가에 큰 영향을 입기도 한다. 또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한번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난 후에는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지속적인 준수
보장을 위해 반드시 국가/국제 기관이 감시해야 한다.

언제 밸리데이션을 하는가?
제품과 관련된 기록 유지가 요구사항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밸리데이션은 공장 설계 초반부터 시작하
여 생산이나 시스템이 중단, 해제된 이후 수년 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라이프사이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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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리데이션은 어디에 필요한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안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히 환자의 안전, 제품 품질과 같은 위험과 직결되는 모
든 곳에 밸리데이션이 요구된다. 생산시설에서 품질과 관련하여 중요한 생산, 건물환경, 사용장비, 공정제어
또한 품질관리, 직원교육, 변화관리 등 전반에 걸쳐 위험평가 및 잠재적인 밸리데이션이 요구된다.

밸리데이션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모범사례 가이드를 제대로 따르는 경우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 밸리데이션을 필요로 하는 중대형
회사들은 대개 완성된 품질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회사들 대부분이 현 상태 유지를 위해 밸리데이션
을 한다.
초대형 회사의 중요한 신규 프로젝트의 경우 시스템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문 하청업체나
업계 컨설턴트들에게 의존한다. 자격(밸리데이션)은 회사의 신규, 업데이트된 공정/시스템이 사업의 요구
를 충족시키고, 규정을 준수함이 입증되는 경우이다. 마스터 밸리데이션 계획(Master Validation Plan)은 정
해진 경로를 따르는 품질작업에 대해 모든 중요한 측면(누가/무엇을/언제)을 아우르는 기록이다. 밸리데이
션 완료 단계에서의 밸리데이션 요약보고서(Validation Summary Report)는 모든 활동의 종료와 부적합사
항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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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리데이션 실패와 유지 예;
미국의 애보트사는 밸리데이션의 실패로 인해서 100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공장에서의 in vitro 진
단제품의 제조 및 미국 일리노이주 내에서의 제품유통이 모두 금지되었다. 그 후 애보트사는 14개 공정에 관
한 밸리데이션 연구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들을 작성하기 위해서 대략 약 6,000 페이지, 6만 시간(1시간 1인
노동량)이 소요되었다. 비용 측면에서는 전문 컨설턴트 1인당 약 150불씩 총 1억2,600만달러를 지출했다. 또
한 약 250여종의 특정 제품에 대해 밸리데이션을 완료했다. 애보트는 약 260만 시간에 걸쳐서 3억5,000만달
러 이상 소요하여 밸리데이션을 완료하였다. 또한 이 회사의 주가와 회사의 명성에 악영향을 끼쳤다.
표1, 세계 10대제약회사
Rank

Company

1
2
3
4
5
6
7
8
9
10

Pfizer
Johnson & Johnson
Novartis
GlaxoSmithKline(GSK)
Roche
Sanofi
AstraZeneca
Abbott Laboratories
Merck & Co.
Bayer He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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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ㆍ뇌혈관질환 등 우수 의약품 신속 허가 추세
중국 진출 글로벌 제품 핵심 경쟁력 갖춰 세계화 성공

글_Di Feng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전문 상임컨설턴트, 중국 인허가 전문가)

주요 치료제 분야와 시급한 임상의약품 등은 중국 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의 우선 심사대상이다. 우선심사
대상의 지정을 통해서 국민들은 최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때에 얻을 수 있다. 최근 몇 년 중국 식
품의약품감독관리국은 주요 치료분야를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1. 치료 및 예방 바이오 제품
2. HIV 감염의 치료 약품
3. 항암제
4. 특수 집단용 약
5. 아동용약
6. 희귀 질환 치료용 약
7. 당뇨병 치료 약품
8. 골다공증 치료 약품
9. 정신질환 치료 약품
10. 긴급하게 필요한 임상 약품
최근 몇 년간 수입약품 인허가를 받은 주요 약품은 다음과 같다.
1. 인간재조합혈액응고인자 IX 주사(Recombinant Coagulation Factor IX for Injection)는 B형 혈우병 환자의 특이성용약
이며, 미국 와이어스제약주식회사(Wyeth Pharmaceuticals Inc)의 제품이다.
2. 라니비주맙 주사(Ranibizumab Injections)는 혈관내피성장인자 재조합 항체 약물 저해제로서, 노인성습성황반변성
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스위스 노바티스제약社(Novartis Pharma Schweiz AG)의 제품이다.
3. 릴피비린 정(Rilpivirine Tablets)은 2-아닐린피리민유도체의 한 종류로서 신형 비뉴클레오사이드 역전사효소 저해
제(NNRTI)에 속한다. 이 약품은 야생형 HIV-1과 기존약리에 내성이 있는 돌연변이 HIV에 매우 효과가 있다. 약에 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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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HIV 환자를 치료하는데 작용한다. 미국 티보텍社(Tibotec, Inc)의 제품이다.
4. 다사티닙 정(Dasatinib Tablets)은 만성골수성백혈병 성인환자 치료약품이다. 미국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제약
社(Bristol-Myers Squibb Pharma EEIG)의 제품이다.
5. 크리조티닙 캡슐(Crizotinib Capsules)은 변이림프종양 키나아제(ALK)와 양성비소세포폐암 간에 대하여 표적 치료
작용을 발휘하는 하나의 특이성 주사 약물이다. 미국 화이자社 (Pfizer Inc)의 제품이다.
6. 에베로리무스 정(Everolimus Tablets)은 장기이식 후 거부 반응으로 인한 초기 예방, 최근 항종양 작용으로써 개발
되었으며, 신장암 말기 환자에 사용한다. 노바티스제약 (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의 제품이다.
7. 도네페질염산염경구붕괴 정(Donepezil Hydrochloride Orally Disintegrating Tablets)은 노인성 치매환자에 사용하는
약의 순응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에자이 社(EISAI LIMITED)의 제품이다.
8. 수니티닙말레이트 캡슐(Sunitinib Malate Capsules)은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 환자 치료에 사용한다. 이 약은 글로
벌 임상연구의 기초자료에 있는 포괄적인 약물 연구 후, 중국 심평전략심사의 임상시험을 하지 않고 사용되었다. 화이
자社(Pfizer Ltd)의 제품이다.
9. 카페인 구연산 주사(Caffeine Citrate Injection)는 국제상 유일한 미숙아 무호흡증을 치료하는 약물로 승인되었다. 이
약 또한 글로벌 임상 연구의 기초자료에 있는 포괄적인 약물 연구 후, 중국심평전략심의 임상시험을 하지 않고 사용되
었다. 이탈리아 치에시파마슈티키社(Chiesi Farmaceutici SpA)의 제품이다.
10. 삭사글립틴 정(Saxagliptin tablets)은 디펩티딜 펩티다제-4(DPP-4) 경쟁적 억제제로서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
다. 또한, 메트포르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당뇨병환자의 혈당불내증도 개선할 수 있다. 미국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社(Bristol-Myers Squibb Company)의 제품이다.
11. 리라글루티드 주사(Liraglutide Injection)는 GLP-1 유사물 제제로서 장시간 지속적인 효과 작용을 하는 것이 그 특
징이며, 하루에 한번 투여 할 수 있다. 덴마크 노보노르디스크社(Novo Nordisk A/S)의 제품이다.
12. 알로글립틴베네조에이트 정(Alogliptin Benzoate Tablets)은 제2형 당뇨병환자의 혈당을 조절하는데 사용된다. 일
본 타케다제약社(Dakeda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의 제품이다.
13. 테리파라타이드 주사(Teriparatide Injection)는 세계 최초로 출시된 부갑상선호르몬(PTH) 제품이다. 네덜란드 일라
이 릴리 社(Eli Lilly Nederland B.V.)의 제품이다.
14. 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 주사(Paliperidone Palmitate Injection)는 장기적으로 효력이 있는 치료 제제로서 캐나다 얀
센社(Janssen Inc)의 제품이다.
15. 아고멜라틴 정(Agomelatine Tablets)은 신형 항우울제의 일종이다. 이 약은 수면구조를 방해하지 않으며, 우울환
자의 수면 개선작용을 한다. 캐나다 얀센社(Janssen Inc)의 제품이다.
16. 레날리도마이드 캡슐(Lenalidomide capsules)은 성인 환자의 난치성, 재발성, 다발성 골수종 치료에 사용된다. 명
백한 생식독성을 가진 제품으로 중국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은 신청인의 위험관리 및 제어능력을 엄격하게 평가했다.
위험통제조치와 위험관리 제어전략을 토대로 수입 등록의 결정을 허가했다. 영국 셀진유럽社(Celgene Europe Limited)
의 제품이다.
17. 티카그렐러 정(Ticagrelor Tablets)은 최초 항혈소판응집의 가역성억제작용이 있는 약물이다. 스웨덴 아스트라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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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AB社(AstraZeneca AB)의 제품이다.
18. 파리칼시톨 주사(Paricalcitol Injection)는 선택적 제3대 비타민D 수용활성제로서 만성 신장 관련의 속발성 부갑상
선 기능항진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이탈리아 애브비社(AbbVie S.R.L)의 제품이다.
19. 다비가트란이텍실레이트 캡슐(Dabigatran Etexilate Capsules)은 경구복용하는 직접적인 트롬빈 전구약물이다. 비
판막성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 예방을 위해 사용된다. 이 제품은 빈번하게 피를 뽑는 검측이 필요하지
않아 조제량을 언제든지 조정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 베링거인겔하임社의(Boehringer Ingelheim International
GmbH)의 제품이다.
20. 트레프로스티닐 주사(Treprostinil Injection)는 폐동맥 고혈압 치료 약물이다. 폐동맥 고혈압은 심혈관질병의 예후
가 매우 좋지 않은 것 중의 하나로 희귀병이다. 본 제품은 안정성이 비교적 좋으며, 반감기가 길며, 약복용방법이 피하
로써 비교적 안전하다. 미국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社(United Therapeutics Corporation)의 제품이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에서
수입약품 인허가증을 받으려면 긴 시
간이 필요하다. 매년 대략 수입 약품
허가 신청서 중 1/10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들 제품들은 중국 제약
시장에 순조롭게 진입했다. 중요한
점은 신청자들이 제품의 세계화를 위
해서 성공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이
다. 제품 세계화의 한가지 중요한 원
칙은 적절한 지역에서 적절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지리적 환경, 종교신
앙, 생활습관과 서로 다른 전통, 음식
으로 인해 서로 다른 스펙트럼의 질
병이 발병한다. 각 질병에 적절한 약
을 사용해야 비로소 더 효과적일 것
이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 중
국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질병은 악성종양, 뇌혈관질환, 심장병, 당뇨병,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간경화, 고혈압질환 및 폐렴 등
이다. 이러한 질병의 치료에 좋은 임상효과를 나타내는 약품들은 중국 의약품 규제기관에서 신속하게 제품승
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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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세계화의 또 다른 중요한 전제조건은
현지 규정을 준수하고, 국제 시장 경험과 능력
을 제어하고 전략을 세워 현지시장을 장악해
야 한다는 점이다. 복잡한 국제환경과 맞부딪
쳐야 한다. 어떻게 중국 정부와 교류 할 것인
가, 어떻게 경쟁업체와 교류 할 것인가, 어떻
게 파트너를 찾고 그 파트너와 좋은 협력을 할
것인가, 어떻게 다른 민족 풍습에 적응할 것인가,
문화 정체성, 종교배경 및 법적 제약 등이다. 이러
한 모든 것들은 한 회사가 효과적으로 국제시장을
확장하고 제어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중요한 조건이
다. 만약 이러한 방면의 능력 및 경험을 갖추지 않고 성
급하게 국제시장을 확장한다면,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성숙한 준비와 첨단기술은 제품 세계화의 핵심 요소들이다. 앞에 서
술한 것을 전반적으로 중국 수입 인허가증을 받은 제품들은 독특한 고급 기술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재조합 기술이거나, 특이성 치료이거나, 장기간 효력이 있는 것이거
나, 또는 유일한 것이다. 이러한 자질을 가진 제품은 세계 핵심경쟁력과 특수 개발의 동력을 가지고 있어 세계
시장 안에서 어디를 가든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한-중 양국은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었다. 이 두 국가는 교류의 역사가 길며, 이미 진정한 이익 공동체이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으며, 최대 수출 시장, 최대 수입국이며, 해외 최대 투자 대상이
기도 하다. 또한, 유학생 최대 교류국이며, 해외 최대의 여행 목적지이다. 그리고 중-한 관계 발전 속도가 넓
은 분야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를 전세계의 사람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 삼성 핸드폰과 북경한미약품 제품들은 중국에서 발전이 매우 순조롭다.
최근 몇 년, 중국에서‘한류’의 기세가 굉장하다.‘대장금’부터‘별에서 온 그대’
까지 한국 드라마는 이미
중국을 휩쓸었고, 수 많은 중국 팬들을 정복했다. 중-한 양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더 많은 이익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발전하기를 바라며, 내일의 경제적 번영을 다같이 이익을 얻고
다같이 나누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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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희귀의약품 가격, 과연 정당한가?
‘소발디’ 약가 논쟁으로 살펴본 국내외 희귀의약품 개발동향

글_신헌우 박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전문 상임컨설턴트, R&D기획 전문가)

희귀의약품의 치료를 목표로 하는 신약개발의 노력이 뜨겁다. 희귀질환은 주로 유전적 결함에 기인으로 하
는 질환으로, 심각한 생명과 삶의 질에 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질환이었으나, 1983
년 미국에서 희귀질환의 개발 및 인센티브 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희귀의약품법(Orphan Drug Act)의 입법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더하여, 인간게놈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이후 유전적 질환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도 제고, 특정 타겟을 목표로 하는 약물 개발능력의 향상 등에 힘입어 활성화되게 된다
1983년 입법 이전 38개이던 미국 내 희귀의약품은 현재 400 여개를 상회하며1)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품
목은 2014년 현재 약 2,900 여개이다. 또한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는 희귀 의약품 품목은 350여개에 이르러2)
입법 이전 10년간의 희귀의약품 개발 숫자가 10개 이내임을 고려하면 희귀의약품 개발은 법안의 입법 및 생
명과학 기술의 진보에 힘입어 그간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와 더불어 그 동안의 희귀의약품의 성장발전
은 규제당국의 허가기준3) 완화와 신속한 허가심사, 세금 및 비용 공제 등 다양한 유인책으로 부터도 힘입은
바 크다.
이제 희귀의약품 개발 분야는 더 이상 중소 바이오텍기업의 전문 영역이 아니며4), 희귀질환을 전문영역으
로 하는 셀젠(Celgene)이 2013년 매출 67조원을 기록한 사실과5) 2011년 사노피(Sanofi)에 의한 희귀질환 전문
기업 젠자임(Genzyme)의 M&A, 화이자(Pfizer)가 2010년 6월 희귀질환연구소(Rare Disease Research Unit)의
설립을 발표하며, 희귀질환 분야를 본격적으로 연구할 것임을 발표한 사례에서도 그 동향을 살 필수 있다.
현재 희귀질환의 종류는 약 7,0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총 환자수는 미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10% 정도인 2,500-3,000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다. 시장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희귀질환에 의
한 매출은 100조원에 이르며, 연간성장률은 일반의약품의 두 배인 7.4%로 2018년에 이르러서는 120조원을
상회하는 시장규모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이고 전체 처방건수의 16%에 이를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림 1).
1) http://www.fda.gov/forindustry/DevelopingProductsforrareDiseasesConditions/ default.html
2) http://www.prnewswire.com/news-releases/global-orphan-drug-market-to-reach-us-120-billionby-2018-244195511.html
3) Orphan drug 의 경우 일반 약물과 달리 1개의 임상 3상으로 허가가 가능하며, biomarker등 대체 endpoint 의 활용이 가능하다
4) M. Ian Phillips.“Big pharma’
s new model in orphan drug and rare diseases”Expert Opinion on Orphan Drugs (2013) 1(1):1-3
5) Grading Pharma In 2013: 16 Drug Companies Ranked by Matthew Herper, Forb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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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적 의약품 대비 희귀의약품 시장 및 처방 건수 동향 (출처: Evaluate Pharma 20136))

희귀의약품 가격 현황
미국 내에서 희귀의약품이 아닌 통상적인 처방약물의 가격은 연간 $1,500 ~ $10,000 정도에서 정해진다.7)
2013년 가장 많이 처방된 10대 약물 중 가장 비싼 약물은 위경련 약물인 넥시움(Nexium)의 연간 $7,500이고
가장 저렴한 약물은 천식 치료제인 벤톨린(Ventolin)이 $770이어서 처방약물이 대체로 $1,000-$10,000 사이
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희귀의약품의 약가는 환자의 수에 따라 일반적 희귀질환 약물과 초희귀질환 약물로 나뉘어 가격체계를 달
리한다. 미국의 경우 환자수가 10,000-200,000명인 경우 평균약가는 연간 $68,000에 이르고, 환자수 3,00010,000명 이하의 약물인 경우는 약 $100,000, 2천명 이하인 경우 $300,000 이상에 이른다. 최근 단 회 처방의
유전자 치료제 글리베라(Glybera®)가 유럽연합(EU)에서 2012년 승인이 되고, 가격은 $1.6백만으로 결정이 되
어 이제 약가는 백만불을 상회하게 되었다. 참고로 초희귀질환 약물인 솔리리스(Soliris)는 $537,000/년, 나글
라자임(Naglazyme)은 485,000/년, 칼리데코(Kalydeco)는 $300,000/년이다 (표 1). 8)
일반적으로 약가는 환자수와 반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 2). 기업의 연구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소수의 환자로부터 오는 적은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런 이유로 그간 희귀질환에 대한 약가는 비
교적 무난하게 개발사의 의지대로 고가의 약가가 수용되어 왔다. 아울러 여기에는 희귀 의약품개발사들의 공
격적 약가정책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년간 악타젤(Acthar gel)의 약가는 약 1,000배에 가깝게 인
6) Orphan drug report 2013 by Evaluate pharma
7) 월간 소비자 처방가격 (source: http://www.goodrx.com/): Synthroid (hypothyroidism) : $88, Crestor(콜레스테롤): $ 123,
Nexium (위경련억제): $625, Ventolin (폐경련): $56, Advair Diskus (통증): $299, Diovan: $115, Lantus solostar (당뇨):$360,
Cymbalta: $212, Vyvance (ADHD): $203, Lyrica (신경병성 통증): $144 (이상 10대 약물) Janumet (당뇨): $828, Farxiga(당뇨):
323$, , Abilify (비정형 antipsychotic): $807
8) http://www.fiercepharma.com/special-reports/top-10-most-expensive-drugs-2013-soliris-alexion (10 most expensive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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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었고, 지난 7년간 포말리스트(Pomalyst)는 840%, 휴물린(Humulin)은 354%의 인상이 있었다9) 지난 7년
간 화이자, 머크(Merck), 및 노바티스(Novartis) 등의 제약사가 평균 약 75%정도 약가를 인상한 것을 고려하면
희귀의약품의 약가의 상승은 매우 가파르다고 하겠다.
표 1. 2013년 Top 10 희귀의약품 약가 및 환자수 [출처: Fierce Pharma 2013]
Drug

Price/year

Soliris
(Alexion)

$537,000

Naglazyme

Indication

Revenue
Patients number of
the indication
(2013, in million USD)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450

$1,551

Note

$485,747

MPS VI

64 (US)

$271

Kalydeco
(Vertex)

$299,592

Cystic fibrosis specific
to G551D mutation

600 (US)

$371

G551D is 2% of
Cystic fibrosis

Cinryze
(Shire)

$230,826

hereditary angioedema
(HAE)

10,000
(US and EU)

$215 (2014)

Viropharm was acquired by shire
($4.2B)

Acthar Gel
(Mallinckrodt)

$205,681

Multiple sclerosis
infantile spasm

30,000 (US)
10,000 (US)

$760

1,000 times increase in price from
2001 to 2013

Sprycel
(BMS/Otuska)

$149,762

Chronic myeloid
leukemia

5,000

$1,280

Pomalyst
(Celgene)

$147,302

Multiple myeloma

20,000

$305

840% price increase from 2007

Xylem
(Jazz)

$143,604

Excessive daytime
sleepness
with cataplexy

20,000

$565

Xyrem development initiated
by Office of Orphan Products
Development

Erbitux
(Merck KGaG/
BMS)

$137,953

Colon cancer
Anemia with MDS
Mantle cell lymphoma

150,000
60,000
6,000

$1,870

Indication reduction by FDA
recommendation

Revlimid
(celgene)

$128,666

Multiple myeloma
Myelodysplastic
syndrome

83,000
15,000

$4,300

Multiple indication

그림 2 약가와 환자수와의 상관 관계 [출처: Evaluate Pharma]
9)“Big

pharma’
s favorite prescription: Higher prices”by Robert Langreth. Bloomberg business week May 08, 2014 http://www.
businessweek.com/articles/2014-05-08/why-prescription-drug-prices-keep-rising-higher#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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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희귀의약품의 약가와 관련해서, 이제는 초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했
던 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환자 및 보건당국의 부담의 증가가 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10) 이
제 일부 약물은 이미 1조원을 상회하거나 이에 육박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는 1조원이 넘
는 43개의 약물 중 18개는 희귀의약품으로서 희귀의약품은 이제 단순히 틈새시장(Niche market)의 범위를 넘
어 블록버스터제품의 주요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반면, 희귀의약품의 개발 시 임상환자수는 일반약물의 약
1/3인 731명 (일반약물: 3,540 명), 개발비용은 일반약물의 절반인 $99백만 (일반약물: $188백만)인 것으로 알
려지고 있으며, 이에 반해 희귀의약품의 총수익률은 80%를 상회하여 16%인 일반약물의 수익률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희귀 약물의 가격은 타당한가?
영국 보건성 자문 기관인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에 따르면 약가의 적정선
은 약물을 처방하여 환자의 생활 및 수명의 연장을 이루는 단위인 QALY를11) 기준으로 약물의 가격과 효능을
산정하여 계산하며, 약 ￡25,000/QALY를 상한선으로 고려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약 $ 50,000/QALY를 상한
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Table 2. 희귀질환 및 일반약물의 비용효과성 비교
Drug
Soliris

Orphan indication
Yes

Price/year
$537,000

Cost effectiveness
/ QALY

Note

$651,000 - £470,000

http://www.england.nhs.uk/wpcontent/uploads/2013/09/e03-hss-a.pdf

Kalydeco

Yes

$299,592

$410,000

http://www.scottishmedicines.org.uk/files/advice/ivacaftor_Kalydeco_FINAL_
December_2012_amended11_01_13_for_website.pdf

Cinryze

Yes

$230,826

$1,250,000

http://www.sph.nhs.uk/sph-psu/sph-files/shipminutes/SHIP%20minutes%
20-%20September%202012.pdf

Sprycel

Yes

$149,762

$250,000

http://www.pmlive.com/pharma_news/nice_novartis_tasigna_glivec_bms_
sprycel_cml_395458

Erbitux

Yes

$137,953

$186,761

http://www.medpagetoday.com/Gastroenterology/ColonCancer/15440

Revlimid

Yes

$128,666

$42,800

file:///C:/Users/Administrator/Downloads/CaseStudy4%20-%20
RevlimidandMultipleMyeloma.pdf

Crestor

No

$1,500

$1,600 ~ 9,250

http://www.scottishmedicines.org/files/advice/rosuvastatin_Crestor_FINAL_
September_2011_for_website.pdf

Nexium

No

$2,400

$5,725

http://michaelschlander.com/pnp/publications_en/Schlander-CPDPharmaceutical-Economics-CAP-2010.pdf

Vyvance

No

$2,400

$9,200 ~ $12,000

http://michaelschlander.com/pnp/publications_en/Schlander-CPDPharmaceutical-Economics-CAP-2010.pdf

Farxiga

No

$3,870

$26,300

http://www.ncbi.nlm.nih.gov/pubmed/21329624

10)“Orphan drug pricing and reimbursement: Market access / Pricing & reimbursement”Data monitor 2014
11) Quality Adjusted Life Year(QALY): http://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1067402/pdf/hsresearch00567-0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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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희귀의약품에 대한 약가 지불은 치료약물의 부재, 인도적인 고려, 전체 보험예산에서 차지하는 희귀
의약품의 낮은 재정비중(5%)12) 등에 의해 무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재 상위 10위 내에 들어있는 의
약품의 QALY 단위당 비용은 일반 약물이 약 $1,600-$26,000 정도인 반면, 희귀의약품의 경우 레블리미드
(Revlimid)를 제외한 경우 최소 $190,000 -$1,250,000 에 이르러, 치료효과 대비 지불비용은 일반약물의 수십
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이러한 이유로 그간 희귀의약품의 적정한 약가 산정에 대해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가 이루
어져 왔으며, 점점 미국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 있다. Vegter 등에 의하면13) 영국에서
￡30,000($37,500)/QALY 이상의 평가를 받은 11개의 희귀의약품 중 8개(71%)는 보험급여에 대해 부정적 권
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Barham 등도14) 18개의 평가를 받은 약물 중 40% 만이 긍정적 권고를 받은 것
으로 기술하고 있다

소발디(Sovaldi®) 가 촉발한 본격적 약가 논쟁
2013년 길리아드(Gilead science)는 인터페론을 사용하지 않는 경구용 C형 간염 치료제인 소발디의 출시를
발표하였다. 소발디는 기존 간염치료제인 인터페론의 부작용을 피하면서 기존 치료기간에 비해 절반 정도인
12-24주 내에 완치가 가능하고, 인터페론(40-60%) 대비 90%의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새로운 간염치료제로서 부각이 되었다.
반면 소발디의 가격은 유례가 없는 $84,000($1,000/정)로 결정이 되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고, 현재 미
국의 C형 간염의 환자가 2백7십만명 임을 감안할 때, 총 비용은 22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15)
이는 기존 일부 희귀의약품들이 향유하던 고가의 약가정책을 처방약에서 구현한 것으로, 이로 인해 미국 내
간염치료제의 치료 비용은 2016년 까지 18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NICE에 의하면 소발디의 QALY는 ￡20,000($25,000) 이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국의 보건성은 ￡1.2조에 이르는 예산상의 이유로 소발디의 사용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19개 주에서는 소발디/올리시오(Sovaldi/Olysio, 치료율 94%)를 특정 단계에 이른 환자
만을 대상으로 치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항하여, 길리아드는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약가를 산정하고, 영국에는 미국보다 36%가 낮은 수
준으로 약가를 결정하였다. 다만 지난 10월 허가를 받은 소발디와 레디패스비(Ledipasvir)의 복합제에 대해서
는 1정당 $1,125을 부과하여 총 치료비용은 용량의 양에 따라 $94,500-$189,000에 이를 것으로 보여, 당분간
12) http://www.forbes.com/sites/edsilverman/2013/10/09/sticker-shock-will-orphan-drug-reimbursement-remain-stable/
13) Vegter

et al,“Review of regulatory recommendations for orphan drug submissions in the netherlands and scotland: focus on
the underlying pharmacoeconomic evaluations”Clinical Therapeutics, 2010, 32, 1651-1661
14) Leera Barham“Orphan medicines: special treatment required ?”Nov 2012, 2020health.org
15) Kristen Fischer“New Hep C drug Sovaldi ignites fierce pricing debate”Health News 2014, 4, 11
16) https://www.linkedin.com/today/post/article/20141003154140-3951390-nhs-england-may-not-fund-sovaldi-evenif-nice-approve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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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미국 시장 내에서의 고가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서는 최근 강제라이선싱(compulsory licensing)규정에 의거하여 소발디의 약가가 $900로 조정이 되었
고, 아울러 인도의 제네릭사인 나트코파마(Natco Pharma)가 특허무효 청원을 제기하여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17)

결언
7,000 여개에 이르는 희귀질환 중에서 아직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희귀의약
품은 향후 블루오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희귀질환의 분류 및 세분화가 지속됨에 따라 기존 질병도 좀
더 분화하게 되어 희귀질환의 숫자는 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들 희귀질환의 가격에 대한 불만
및 인하 압력은 약가 상승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는데, 희귀질환이 아닌 일반적인 질환에 대한 처
방약물인 소발디의 고가전략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건당국과 보험사의 우려와 관심을 본격화하는 계기를 제
공하였다.
필자는 당분간 희귀의약품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희귀질환이 주는 고통의 지수가
너무 높고, 생명을 위협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질환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제 보험사 및 국가의 부
담과 지나친 공격적 가격정책으로 인해 희귀질환의 약가는 점점 이전처럼 환자수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비용
(QALY 단위당 약가, 비용효과성)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정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기업이 희귀 질환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생산,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의미있고 고무적인 일이다.
녹십자가 헌터증후군(Hunter Syndrome)의 치료제 헌터라제(Hunterase)를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50%(매출 4,780억원)에 이르고 있고, 안트로젠이 세계 최초로 크론병치료제를 개발하였다.
국내 제약사의 희귀의약품의 개발을 위한 분발을 부탁드리고, 희귀의약품 가격을 둘러싼 흐름을 참조하시
길 부탁 드린다.

17) Carly Helfand“Natco looking to block indicant patent for Gilead’
s sovaldi”Fierce Pharma, 04/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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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 글로벌 제약산업 이슈와 동향 - 중동의 의료와 제약산업

빠른 경제성장, 인구 증가로 의료·제약 시장 성장률 전망 높아
중동 제약시장 성장 한국 의료서비스와 제약 산업 진출에 매력적

글_케말하팁(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전문 상임컨설턴트, 중동 기술마케팅 전문가)

많은 사람들은 중동을 비교적 유사한 통치방식과 문화적으로 비슷한 사회기반시설을 가지는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중동이라고 명시되는 지역은 부와, 삶의 지표, 그리고 의료시스템에 있어 상당한 차이
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혼합지역이다. 반면에, 그 지역의 각 국가들은 과거로부터 뿌리깊게 박힌 전통을 고
수하는 양상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갖는다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지리적으로 중동은 크게 서아시아와 레반트(Levant)로 나뉜다. 서아시아는 걸프지역인 바레인, 카타르, 오
만,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터키(이상은 중동지역 내 고소득 국가), 이란(중소득 국가),
그리고 파키스탄(저소득국가) 등을 포함한다. 반면에, 레반트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이상은 저소득 국가)와 이스라엘(고소득 국가)이 있다. 중동 내의 지역적 갈등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의료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적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증가 등과 같이 사회경제적 발전들은 비만, 당뇨, 그리고 심장질환 등과 같은 질병의 발병률을 높이는 생
활과 영양상의 습관을 초래한다. 이 지역의 생활수준이 점차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들은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상승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인구증가와 더불어 지식 있는 소비자(환자)들의 증가
는 곧 병원과 의료시설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혁신적 의약품, 보건의료서비스, 최신 의료기술에 대한 수요 증
가로 이어질 것이다.
지역적으로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와 같은 많은 국가들은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를 추구하
는 타국의 노동자와 환자들에게도 최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쿠웨이트와 같은 다른
국가들은 정부의 과중한 부담을 주는 의료체계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사안에 필요한 투자
자금과 전문지식을 민간부문에게 요구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의료시장의 발전이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이라
는 예측을 비추어볼 때, 중동은 투자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병의원과 같은 새로운 의료시설 프로젝
트의 추진으로 인해서 GE와 지멘스와 같은 회사들이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중동(특히 GCC) 지역에서
향후 의료 IT와 진단영상기술들의 잠재력과 이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E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영상검사장비들을 생산하기 위해 관련시설을 세운 것과 더불어, 두바이에 새로
운 본사를 세웠다. 또한, 화이자, 머크-세로노, 암젠, 사노피, 박스터, 젠자임, BMS 등과 같은 많은 다국적 제
약회사들이 그들의 본사를 두바이의 과학자유단지(Free Zone Scientific cluster)인 두바이 바이오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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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구동으로 옮겨왔다. 두바이 당국은 두바이 지역은 물론, 아랍에미레이트를 넘어, GCC국가 등 중동지역
에 100%의 소유권을 가지고 자사의 의료기관을 열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두바이 헬스케어씨티
(Dubai Healthcare City)라 불리는 자유지역을 세우기도 했다.
중동은 시장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지역이다. 아랍 최대의 제약 수출국인 요르단과 이집트와 이스라엘 등
의 국가를 제외하면, 레바논과 같이 모든 국가들이 수입에 다량 의존한다. 요르단의 제약생산시설협회에 따
르면, 현재 21개의 제약공장을 가지고 있는 요르단은 자국 내 생산품의 10%는 요르단 국내에서 소비되며, 나
머지 90%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다른 국가들로 수출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국내와 국외 소비율이
25:75인 10개의 생산시설이 있다.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제네릭이 주로 사용되며, 민간 의료기관에서 유명 브
랜드 의약품이 주로 쓰인다. 이집트와 터키는 중동지역에서 가장 큰 제약시장으로서 제네릭과 현지 생산시설
회사들이 주로 지배적인 시장이다. 뒤이어, 사우디아라비아는 75:25로 제네릭보다 오리지널 약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많은 다국적 생산회사들이 제품들을 직접 생산하는 시장구조를 갖는다. 지역 내 다른 주요 제약시장
들은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카타르 등이다. 2014년에 예상된 총 시장가치는 20억불(USD)
이 넘고, 연간 10~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이 의료서비스의 규제를 해소한 결과 중동은 지난 7년 동안 견고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예를 들어, 사
우디아라비아는 세계적인 병원시설의 건설뿐만 아니라 건강보험협동조합도 또한 자국민들에게 선보인바 있
다. 요르단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고용자들이 피고용인 및 가족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정부도 이와 같은 형식의 보험제도를 도입했고, 이제 모든
아랍에미레이트 국가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시행할 것이다.
중동시장에서 성공하고 싶은 제약회사들은 그들이 어떤 회사가 되고 싶은지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회사인
지에 맞게 시장의 조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약사들은 특정 브랜드의약품을 추천하는 일이 상
당히 많고, 종종 브랜드 스위칭(Brand Switching)을 권고하기도 한다. 많은 소비자들 또한 간단한 질병의 치료
나, 상품 또는 상표선택에 있어 약사의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정부는 민간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조
정을 통해 시장에 개입해왔으며 그 사례로 정부는 유통업체가격(도매약가)과 약국가격(소매약가)의 약가마진
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약가통제 정책은 GCC국가들과 약가의 조화를 이루려는 대부분의 중동지역에
서 현재 이행되고 있다. 정부들은 지역의 제약생산산업의 확대와 GSK와 아스트라제네카(Astra Zeneca)가 사
우디아라비아에 공장을 설립한 사례와 같이 다국적기업들과의 조인트벤처를 독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증가, 빠른 경제성장과 거대 프로젝트의 참여의지 등을 지닌 중동지역은 향후 다년간 의
료서비스 시장의 주요성장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가장 큰 성장의 기회는 이미 GE와 지멘스의 사
례를 만든 자유지역(Free Zone)의 건설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사회기반시설계획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의약 및 바이오기술 시장의 확대와 결합된 중동 제약시장의 거대한 성장은 한국 의료서비스와 제약
산업에 충분히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본인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한국 의료서비스 및 제약회사들
이 중동으로 진출하여 그 기회를 직접 보고 느껴 쟁취하길 바란다. 중동 시장에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와 논
의가 필요하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지원실 케말하팁(이메일: Kehatip@khidi.or.kr)을 찾아 연락주길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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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 위한 전방위적 활동
사천성 위계위와 업무협약 … 보건산업 관련 홍보관 운영 지원

글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수출사업팀

KHIDI-해외지사 주요사업 및 주요 행사
미국지사
제7회 세계의료관광 컨퍼런스 (WMTC) 참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지사장 우정훈)는 지난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 에서 개최된
‘세계의료관광 컨퍼런스’
에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 대구시, 대구의료관광진흥원, 의료기관, 유치업체, 보험사
관계자 등 20여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약 1,200명 이상의 세계 각국 의료관광 관계자들이 참가한 이번 행사 기
간 동안 한국 대표단은 한국의료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글로벌보험사, 에이전시, 리서치 전문가 등 주요 인사
들과 함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비지니스 미팅을 진행하였다. 특히, 행사 첫날 각국 정부관계자들이
모인 Ministerial Summit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국장은“한국은 반세기만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료를 지
원받는 국가에서 타국에 의료를 지원하는 국가가 되었다”
면서,“국제적인 수준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의료선진국의 책임을 다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매년 나눔 의료를 통해 전 세계 환자들에게 웃음과 건강
을 되찾아주고 있다”고 발표하여 청중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진흥원 미국지사 주최로
한국대표단 20여 명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기관과 에이전시, 지자체 관계자 등은
사업현장에서 느낀 외국인환자유치 사업의 애로사항과 개선점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복지부와
진흥원은 향후 정부의 사업방향과 구체적인 전략 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사업 주체들이 불편함이 없는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민관이 협력을 다지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
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 한국의료 홍보부스 운영

보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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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관계자 간담회

뉴욕산업박람회 (미동부추석대잔치) 헬스케어 한국 기업 홍보관 운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는 한가위를 맞이하여 지난 10월 11일, 12일 양일간 뉴욕 플러싱 매도우파크
에서 개최된 제31회‘뉴욕산업박람회(미동부추석대잔치)’
에 참가하여 헬스케어 한국기업 홍보관을 운영하
였다. 미국 동부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한인행사 중 하나로 꼽히는 본 행사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멕시코 출신 등 인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진흥원 미국지사가 운영한 홍
보관에는 한국 화장품업체(미샤), 의료관광업체(푸른투어, 블리스 한의원, 대림성모병원)등이 참석하여 홍보
하였는데, 특히 한국의료에 대해 관심이 많은 현지 교포와 중국인들에게 한국병원들의 소개가 적힌 책자와
브로셔 등을 나누어 주며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한편, 한국 화장품 부스에서는
마스크팩과 달팽이 크림이 가장 많이 팔려 그 인기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현지 소비자의 니즈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 화장품의 미주시장 진출을 위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의 단순한
명절축제 형식에서 벗어나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의료박람회’형식은 비록 아직 초창기이라 관련 기관들의
관심과 주최 측의 홍보도 많이 부족하였지만, 웰빙과 건강에 관심이 많은 현지인들에게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아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뉴욕산업박람회 헬스케어 홍보관 운영

싱가포르지사
인도네시아 병원IT시스템 워크샵 개최
인도네시아 최고의 사립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Lippo그룹의 실로암병원이 10월 14일 병원IT시스템 워크
샵을 개최 하였다. 현재 실로암병원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16개의 병원 및 2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
도네시아는 2020년까지 총 200개의 병원 및 클리닉 등 추가 개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국내
병원IT시스템과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의 우수성을 현지 의료관계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병원IT시스템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기기산업에 대해 알릴 수 있게 되어, 한-인니 간 더욱 활발한 수출 교류
를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 화장품 홍보관 개관식
독자적으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유망 중소 화장품기업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하기위한 동남아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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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홍보관이 10월 2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관식을 가졌다. 화장품산업을 내수시장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이 프로젝트는 2013년도까지는 말레이시아에서 운영되어 현지 관계자와 소비
자에게 국내 화장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현지의 한류 인기와 더불어 여성 스킨케어 시장
과 색조 화장품의 관심이 높은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 화장품 홍보관 개관은 국내 우수한 화장품을
소비자가 직접 시연하면서 쉽게 국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더불어, 현지 관계자와 국
내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활발한 수출교류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다.

중국지사
한국 의료, 중국 사천성 지역 진출 초석 마련
지난 9월 2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은 서울 임페리얼 펠리스 호텔에서 사천성 국가위생·가
족계획위원회(이하 위계위)와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의료의 중국 사천성 지
역 진출에 초석을 마련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의 공공·민간의료기관 및 보건
의료 산업체간 협력지원 △의료인 상호 교류 및 연수 △양국간 보건의료 공동 연구 △정보 공유 등을 진행하
기로 하였다. 사천성 위계위 측은 한국의 모자보건의료 헬스케어 시스템, 성형외과 및 재활 의학 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이에 진흥원은 중국측 관심 의료분야에 대한 국내 의료기관 진출 및 교류확대에
대해 전면적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번 사천성 위계위 대표단의 방한은 작년 12월 19일 진흥원 중국지사(지사
장 김지수)와 사천성 위계위가 함께 개최한‘한-사천성 보건의료협력 교류회’
의 후속 조치로 사천성 위계위
는 진흥원과의 MOU체결 외에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차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을 방문하고, 한국의 모자보
건의료 시스템 및 재활 의료시스템을 한눈으로 확인하는 기회로 삼았다. 사천성 위계위는 유럽 10여개 국가
와 MOU를 체결하였고, 금년에만 300명 이상의 의사를 해외로 파견하여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사천성 3급 갑
(甲)등급이상의 의료기관들은 해외의료기관과의 협력으로 빠른 성장을 원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사천성 위
계위 대표단은 9월 23~25일 3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하였다.

▲ 진흥원-사천성 위계위 MOU 체결식

보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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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성 위계위-서울대학교병원 회의

영국지사
프랑스 파리 CPhI Worldwide 2014 참관
영국지사(지사장 김수웅)는 2014년 10월 7일(화) ~ 9일(목), 한국제약산업 홍보 및 유럽지역 글로벌 네
트워킹 확대를 위해 파리에서 개최된 CPhI (Chemical Pharmaceutical Ingredients, 국제원료의약품전시회)
Worldwide 2014에 참석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관 內 47개의 국내업체를 비롯하여 전 세계 140개국
34,000여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의약산업 동향 사전회담(Pre-Connect Conference)’
‘생명제약부문
,
혁신
제품상 수여식(CPhI Pharma Awards)’등의 프로그램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영국지사는 국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유럽지역 아웃소싱그룹(CRO/CMO/CSO) DB업데이트를 기획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
럽진출 지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국제원료의약품전시회 (장소: Paris Nord Villepinte)

카자흐스탄지사
한-카자흐 한의학 보건협력회의 참가
지난달 9월 23일부터 27일,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서는‘한-중앙아 한의학 포럼
‘이 개최되었다. 이번 한방
포럼은 카자흐스탄 의학 보수교육 대학교(Kazakh Medical University of Continuing Education) 총장과 실크로드
재단(이사장 최재근),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강남경희한방병원, 동의대 한방병원과 함께‘한-중앙아시아
한의학 포럼’
과 전통의학 협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방 의료진료를 통해 한의학을 체험할 수 있는 기
회도 제공했다. 25일에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의료 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인 한국-카자흐스

▲ 한-카
한방분야 보건협력방안논의


▲ 한-중앙아 학술컨퍼런스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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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보건협력회의 및 한의학 협력 세미나도 개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카자흐
스탄지사(최정희지사장)은 보건협력회의에서 한국간의 보건협력이 의료기술이전과 경험교류를 통해 카자흐
스탄의 보건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양국간 긴밀한 협력강화를 강조하였으며 세미나를 통해
양국 관계자는 △양국의 보건제도와 한의학 통합 관련 법안 개발 △한-카자흐스탄 공동 한의학 센터 설립 방
안 구축 등 카자흐스탄 내 한의학 진출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 한의학이 향후 카자흐스탄을 비
롯한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는데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아스타나 국제보건박람회(astana zdorovie 2014) 참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의 KOPME 전시장에서 9월 25일~27일간에 걸쳐 제 11회 국제보건박람회가 개최되었
다. 올해 11주년을 맞이하는 아스타나 국제 보건 행사에서는 독일, 터키, 일본, 러시아, 중국, 이탈리아 등 10여
개국에서 100여개의 제약/의료기기 업체가 참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카자흐스탄 지사(지사장 최정희)
는 이번 행사에서 Astana Zdorivie에 참여한 해외의료기기 업체들과 미팅을 갖고 카자흐스탄 현지업체와 협력
방식 및 한국의료기 제조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방안을 논의하였다. 행사기간에는 새로 통합된 보건사회개
발부 장관이 한국의료에 대한 관심으로 부스에 방문하여 2015년 바이오코리아 국제행사소개와 한국과 카자
흐스탄간의 보건의료협력분야에 대한 간결한 브리핑 기회도 가졌다. 또한 지난 5월에 개최한 BIO & Medical
Korea 2014 행사에 진흥원 카자흐스탄지사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Kazmedpribor社가 의료진단장비제조
업체인 한국의 Micobiomed社와 현지제조 및 납품에 대하여 논의하고 공동협력 MOU를 체결하는 행사도 가
졌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환자의 해외치료 외에도 의료시스템 및 의료진단장비
도입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내에 제조업육성정책에 따라 현지 제조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고려해 볼만 하다.

▲▶ 아스타나
국제보건박람회 참가


아스타나 국제여행박람회 (Astana Leisure 2014) 참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KOPME 전시장에서 3일간 진행된 Astana Leisure 2014가 지난 26일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고양시청은 일산백병원, 사과나무치과병원, 환자유치에이전시, BT메디등의 기
관들과 함께 카자흐스탄 환자유치를 위한 홍보회 및 무상진료를 실시하였다. 윤성선 고양시 국제화전략사업
본부장은 그동안 말로만 듣던 아스타나에서의 한국의료에 대한 관심과 호응도에 매우 놀라워하며 이번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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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기로 고양市와 아스타나市간 다양한 교류협력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카자
흐스탄 지사(지사장 최정희)는 고양시에서 참가한 기관들과 함께 현지 환자유치 및 의료동향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금번 행사참여로 카자흐스탄 환자 및 의료관광유치업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관광업계에 한국의 다
양한 의료관광을 알리는 기회가 됐으며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
이라고 전했다.

▲ 2015 바이오코리아 국제전시회 홍보

▲ 카자흐스탄 보건사회개발부장관 KHIDI 부스방문

한-카 간이식수술 심포지엄 개최
카자흐스탄에 중증환자 치료를 통한 간이식 기술이전이 담금질중이다. 지난 10월 8일-11일 아스타나 제1시립
병원(원장 Aleksei Tsoi)에서는 한-카 간이식수술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번에 진행한 간이
식수술을 포함하여 한국, 독일, 러시아, 일본, 벨라루스 등의 의사를 초청하여 지금까지 총 40회의 간이식 수술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에 서울대학교병원의 이광웅교수팀에서 약 40%의 수술을 집도하여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서울대병원 이광웅교수팀이 그동안 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된 간이식 수술이 100%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회복기간과 외과적수술의 기술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 모두에서 기타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이
다. 진흥원의 카자흐스탄지사(지사장 최정희)는 지난 해부터 서울대병원 이광웅교수팀이 방문할 때마다 행사를
지원하고 정부기관과의 미팅을 통해 한국의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이전 필요성을 브리핑하며 측면지원하고 있다.
이번에도 이광웅교수팀과 함께 아스타나시청을 방문하여 Aigul Kimovna 시보건국장과의 미팅을 주선하고 한국
의 혁신의료기술이전 프로젝트를 전달하였으며 Aigul Kimovna 시보건국장도“카자흐스탄에 매우 필요한 부분으
로 예산 등의 심의를 거쳐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 아스타나 시보건국장 미팅

▲ 한-카 간이식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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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Brief 및 주요행사
수면 부족ㆍ스트레스가 청소년 비만위험 높인다

보건신기술(NET) 인증서 수여식 개최

부족한 수면과

보건복지부와

스트레스가 청소

진흥원은 10월 27

년 비만위험을 높

일(월) 보건신기술

4

인다는 구체적인

(NET) 인증서 수

2

조사결과가 발표

여식을 개최하였

됐다.

다. 이번 수여식은

(수면시간/일)

10

7.6

8

7.5

6

0

중학생(13-15세)
1)

***1)

과체중/비만군

정상체중군

6.8

6.2

고등학생(16-18세)

p<0.000
<그림. 청소년,비만도에 따른 하루 평균 수면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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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영양정책팀은 비만예방주간(10월 11일~17일)을 맞아 20082012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수집한 만 13~18세 (이하 청소년)
2,685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4년 제2차 보건신기술 인증평가를 통해 인증된 식품위생,
의료기기, 한방 분야의 4개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번에 인증된 보건신기술(NET)은 2014년 10월 21일부터
2~3년간 유효하며, NET 마크사용,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

진흥원은 수면시간에 따른 비만위험(오즈비, Odds Ratio)을 알아

인증 획득 지원, 기술개발자금(기술신용보증, 발명장려보조금

보기 위해 청소년 하루 평균 수면시간을 하루 5시간 이하, 6~7시간,

등) 지원, 신기술 이용제품의 우선구매 혜택(국가기관 및 공기

7시간 이상 구분하여 조사했다. 그 결과 중학생(만 13∼15세) 그룹에

업 등) 및 국내외 기술거래 알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는 평균 수면시간에 따라서 비만위험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이번 보건신기술(NET) 인증 수여식은 신기술 인증에 대한

지 않았으나, 고등학생(만 16∼18세) 그룹에서는 하루 평균 수면시간

보건산업 관련 업체의 관심을 높이고, 인증업체의 의견을 수

이 7시간 이상인 학생에 비해·6~7시간인 그룹은 1.4배·5시간 이

렴·반영하여 보건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인 그룹에서는 비만위험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흥원은 중·고등학생 모두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스트레
스 인지정도(4점 척도)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와 비만위험도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고등학생에서는 유의
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정상체중 그룹 2.19, 과체중 및 비만 그
룹 2.17점)·중학생 그룹에서는 과체중 또는 비만인 그룹의 스트레
스 인지정도가 정상체중 그룹(2.14점)보다 높은 2.31점으로 나타나
스트레스가 비만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이와 더불어 진흥원은 과일채소음료 및 주스, 탄산음료, 커피, 기

이번에 새롭게 NET 인증을 받은 기술은 아래와 같다.
- 식품·위생 분야
△세진바이오텍(주)(대표 유화정) 소독기능 오존함유 윤활제 제조기술
△코웨이(주)(대표 김동현) 항문압 감소의 좌욕 특화 수류시스템 기술
- 의료기기 분야
△유엠아이(주)(대표 김동관) 플러싱 기능을 가진 수액조절기
- 한방 분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 일회용 부항기 보조장치

타음료, 두유가 포함된 음료의 섭취량이 많을수록 비만 위험이 높아

한편, 보건신기술 인증 NET 마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진다는 사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체중조절 및 식이요법을

제8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 871명(중학생 543명, 고등학생 328명)

건신기술에 부여한다. 보건신기술(NET) 인증은 연 3회 실시

을 분석한 결과, 음료를 하루 1캔(250ml) 이상 마시는 학생은 그렇지

되고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NET 인증마크 홈페이지(http://

않은 학생에 비해·중학생은 2.5배·고등학생은 2.7배로 비만위험

technomart.khidi.or.kr)로 가능하다.

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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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약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지원 통한 수출계약 견인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한의약 홍보 행사 개최

진흥원은 당 기관의 해외 제약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난 10월 27일(월)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우평)이 중동 11개국
에(사우디, UAE, 요르단 등) 향후 5년간 무릎 관절 주사제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계약 체결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보
건산업진흥원이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강화

복지부와 진흥원은 인천 아시안게임 선수촌(한방 진료소)내 한방
의료관광홍보존 운영에 이어, 명동 및 동대문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한방의료관광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방치료에 대한 관심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및 글로벌 진출 확대 지원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해외제약전

이번 행사는 대한한방의료봉사단과 중구 한의사협회의 주관으로

문가 초빙 및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초빙된 중동지역 마케팅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

전문가 Kemal Hatip이 바이어발굴부터 국내 기업과 연계 및

안 외국인관광객 밀집지역인 명동에서 조선시대 내의원 행차인 어

계약체결까지 전주기적인 컨설팅을 수행함으로서 이루어 낸

의행렬을 진행하여 한의약에 낯설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방의료관

첫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광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유영제약은 아트리주와 아트리 플러스 주사제(히알루론산)를
공급하는 금번 계약을 통해 중동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유영제약의 유우평 사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
으로 이와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우리나
라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진흥원의 해외 제약전
문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진흥원 관계자는 “올해 1월에 이루어진 보령제약의 국산 신
약인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를 수출하는 중국 하얼빈 글로리

또한, 지난 10월 25일에는 DDP(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동대문 축제’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한방 무료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하루 동안 약 700여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참여 하기도 했다.
복지부와 진흥원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에서 한방의
료관광을 적극적으로 밀착 홍보하여 관광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방의료관광을 알리고 나아가 한방 의료의 해외 인지
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아 제약과의 계약에서도 진흥원의 중국 해외제약전문가의 인

한편, 지난 아시안게임 선수촌 內 한방진료소에서는 아시안게임

허가 등 컨설팅 지원을 통해 성과로 연계한 바 있다”면서 “해

및 장애인 올림픽 기간 동안 1,970여건의 한방 진료를 하였으며, 대

외 제약전문가 초빙 및 활용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된지가 1

회기간 동안 수차례 재진료를 요청하는 환자가 있을 만큼 예상보다

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향후에는 보다 큰 성과들이 기대된다”

많은 선수와 임원들이 방문해 한방치료에 대한 상당히 높은 만족감

고 말했다.

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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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 글로벌

선도산업을 위한 항노화산업 실태 조사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저자 : 김택식,

이병관, 정태영, 백승민, 이승재,
정혜실, 김우선, 문명국

● 의료진 연수프로그램 표준 및 지침·기준 개발 연구
○ 저자 : 나군호

외
의료진 연수프로그램 표준안(안) 및 관련 지침·기
준을 마련하여 이를 적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항노화산업의 개념 정립과 국내ㆍ외 항노화산업 실

의료인 연수프로그램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제한적

태조사 분석을 통한 산업 육성 기반 마련 필요와 산

의료행위 적용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최소

업 형성 초기 단계에서 국가경쟁력 확보 및 미래 먹

화하고자 했다.

거리 발굴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했다.

● 의료-IT 융합 기반의 해양원격의료시스템 개발·운영방안 연구
● 국제조달시장 참여 활성화 방안 수립
○ 저자 : 이미정,

김대식, 배현숙, 권정인, 백용선,
신진희

○ 저자 : 강성홍,

김광재, 김재호, 박일수, 서우영,
전승환, 전영우, 최연희
우리나라 의료IT 융합기술을 해양 선박 환경에 맞게

본 연구는 주요 국제기구와 전략국가의 보건의료분

개선하고, 실용성 있는 시스템으로개발·운영할 수

야 조달시장 및 운영메커니즘을 조사하고, 국내 보건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원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료분야 중소기업이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진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출방안 모색에 목적이 있다.

● 실버타운 서비스 가이드라인
● 뷰티산업 토털 정보 조사 분석 및 제공

○ 저자 : 한
 국보건산업진흥원

○ 저자 : 황순욱,

이승희, 조아라, 김솔

실버타운에 대한 이해와 실버타운의 일반관리, 서비

각 국의 미용사 면허제도, 네일 미용 자격제도와 업

스 가이드 라인,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등에 대해 조

무범위, 미용기기 현황 등을 살펴보고, 뷰티관광 활

사·분석했다.

동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등 뷰티산업 전반에 걸
친 토털 정보를 조사·분석했다.

● KHIDI 브리프 Vol.141, 142, 143, 145
● 2013년 보건산업 분석연구

○ 저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저자 : 임달오,

윤소영, 고가영, 김수범, 김지영,
서건석, 신유원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헬스케어 산업의 사물인터

발효과 분석, 생애의료비 추정 및 특성 분석, 2012

넷 적용 동향과 전망 등을 다뤘다.

분석연구,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한 국내
제약산업부문 해외직접투자(FDI)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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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헬스케어(의료관광)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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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보건산업 및 주요 지표
▶
▶

주요 보건산업 지표
수출입 통계

Ⅰ. 주요 보건산업 지표

◈ 시장규모
•세계 보건산업 시장규모는 2012년 10조달러이며, 세계 GDP대비 14.0%
•국내 보건산업 시장규모는 2012년 GDP대비 의료서비스 4.9%(549억달러), 의약품 1.5%(168억달러),
의료기기 0.4%(41억달러), 화장품 0.6%(62억달러)
<표 1> 보건산업 시장규모(2011, 2012)
(단위: 십억달러, %)

보건산업 시장규모
구분

GDP

합계

2011년

70,782.4

2012년

72,216.4

2011년

1,114.5

2012년

1,129.5

2011년
2012년

1.6
1.6

세 계(A)

한 국(B)

비중(B/A)

의료서비스

9,759.9
(13.8)
10,131.1
(14.0)
124.0
(11.1)
126.2
(11.2)
1.3
1.2

의약품

5,700.6
(8.1)
6,069.0
(8.4)
53.0
(4.8)
54.9
(4.9)
0.9
0.9

의료기기

936.9
(1.3)
959.0
(1.3)
17.1
(1.5)
16.8
(1.5)
1.8
1.8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303.8
(0.4)
309.0
(0.4)
3.9
(0.4)
4.1
(0.4)
1.6
1.3

248.2
(0.4)
258.4
(0.4)
5.9
(0.5)
6.2
(0.5)
2.4
2.4

2,481.0
(3.5)
2440.6
(3.4)
41.3
(3.8)
44.2
(3.9)
1.7
1.8

주 : ( ) 값은 %로 각 항목의 GDP 대비 비중임
자료 : GDP(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3)

(십억달러)
60

53.0 54.9

2011 국내 시장규모

2012 국내 시장규모

50

41.3

44.2

40
30
17.1

20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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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1

5.9

6.2

1.2

1.2

0
의료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그림 1] 보건산업 시장규모(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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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89.4
(0.1)
95.1
(0.1)
1.2
(0.1)
1.2
(0.1)
1.3
1.3

◈ 생산액

◈ 매출액

• 보건산업 생산액은 2012년 70조원 1천억원 (전

• 보건산업 (상장기업)매출액은 2012년 50조 8천

산업 1,272조 5천억원)이며, 의약품 15조 6천억

억원 규모(전산업 1,463조원)로, 의약품 11조 4

원, 의료기기 3조 9천억원, 화장품 7조 1천억원

천억원, 의료기기 1조 6천억원, 화장품 5조 7천
억원

(조원)
45

2011 생산액

2012 생산액

43.5

40.3

40
35

(조원)
35

30

30

2011 매출액

2012 매출액
32.1

28.7

25

25

20

20

15.4

15

15.6

15

10
3.4

5

3.9

6.4

11.1

11.4

10

7.1

5.7

5.4

5

1.0

1.6

0

0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품

식품

[그림 2] 보건산업 생산액(2011, 2012)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그림 4] 보건산업 매출액(2011, 2012)

주:화
 장품법 개정에 따라 2012년 실적보고부터 제조판매업자가
생산실적을 보고함

주:상
 장기업은 의약품 68개(전체 662개), 의료기기 25개
(전체 2,277개), 화장품 11개(전체 1,480개), 식품 46개
(전체 25,052개, 건강기능식품 1개(KT&G, 전체 422개))

◈ 고용

◈ 연구개발비

• 고용인원은 2012년 46만 1천명(의료서비스

• 보건산업 제조업체 연구개발비는 2012년 2조

47.3만명 포함 시 93.4만명)으로, 의약품 7만 8

1,408억원(자체사용 1조 8,790억원)으로 의약품

천명, 의료기기 3만 5천명, 화장품 5만 4천명

1조 1,710억원(9,672억원), 의료기기 3,494억원
(3,242억원), 화장품 2,291억원(2,135억원)

(천명)
300

2011 종사자수

276.0

2012 종사자수

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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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

200

10,000
150
100

2012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

(억원)

2012 기업 자체사용 연구비

14,000
11,710
9,672

8,000
74.5

6,000

78.3

50

32.0

35.0

3,494 3,242

4,000

53.8

2,000

23.0

3,914
2,291

3,741

2,135

0

0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그림 3] 보건산업 고용(2011, 2012)
주:화
 장품법 개정에 따라 2012년 실적보고부터 제조판매
업자가 생산실적을 보고함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그림 5] 보건산업 연구개발비(2011, 2012)
주:보
 건산업 제조업체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의약품
230개, 의료기기 409개, 화장품 193개, 식품 47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함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2013

2014 November •

33

KHIDI 통계앤이슈 ● 보건산업 통계 및 분석

◈ 수출입
• 보건산업 수출액은 8월 기준 6억 7천만 달러, 수입액은 11억 1천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4억 4천만 달러
적자(전산업 33억 7천만 달러 흑자)
<표 2> 보건산업 수출입
(단위 : 억 달러,%)

2013
구분
전산업
보건산업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14

연간

1/4

2/4

3/4

4/4

1/4

2/4

5,596.3
5,155.9
77.0
130.5
34.2
79.8
31.1
37.9
11.8
12.7

1,353.2
1,297.3
17.5
31.4
7.9
19.4
7.0
8.9
2.6
3.1

1,411.6
1,267.6
19.3
32.9
8.6
20.5
7.8
9.4
2.9
3.1

1,367.9
1,260.3
18.5
32.5
8.2
19.8
7.4
9.5
2.8
3.2

1,463.7
1,330.6
21.7
33.7
9.4
20.2
8.8
10.1
3.5
3.4

1,375.6
1,323.5
18.2
32.0
8.6
20.4
6.3
8.3
3.3
3.4

1,457.0
1,308.0
21.4
34.8
10.4
22.2
7.0
9.1
4.1
3.5

6월

7월

8월

478.4
424.0
7.6
11.8
3.6
7.6
2.6
3.1
1.4
1.1

482.2
458.9
7.2
13.2
3.2
8.8
2.4
3.2
1.6
1.3

462.3
428.6
6.7
11.1
3.1
7.2
2.1
2.8
1.5
1.1

전월증감
∆4.1
∆6.6
∆7.1
∆16.3
∆3.6
∆17.8
∆13.2
∆11.2
∆4.9
∆18.1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관세무역개발원 월별 수출입 통계(’14.9.15일 기준) 이용)

• 2014년 8월 보건산업 수출중량은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 수출단가는 9.8% 증가하여 수출총액이
13.3% 증가
(%)
30
25
20
15
10
5
0
-5
-10
-15

수출금액증가율
수출중량증가율
수출단가상승률

’13.9
△ 3.7
3.7
△ 7.1

10
24.7
17.6
6.0

11
4.8
14.6
△ 8.5

12
6.1
21.0
△ 12.4

’14.1
0.0
△ 6.6
7.0

2
7.5
0.1
7.4

3
4.3
1.8
2.5

4
11.8
15.1
△ 2.9

5
3.6
△ 0.2
3.8

[그림 6] 보건산업 수출증가율 추이
주: 1) 수출단가는 수출금액을 수출중량으로 나누어 산출
2) 관세청에서 매월 15일 확정치 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며, 당해년도 통계는 매월 확정치 발표시마다 변동될 수 있음.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관세무역개발원 월별 수출입 통계(’14.9.15일 기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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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7.6
13.5
3.6

7
13.2
16.0
△ 2.4

8
13.3
3.2
9.8

◈ 시가총액·주가지수
• 보건산업 시가총액은 2014년 9월말 기준 전월대비 8.7%증가한 55.1조원(전 산업 1,343조원)으로 의약
품 25.4조원, 의료기기 4.9조원, 화장품 24.7조원
• 산업별 주가지수는 2014년 9월말 기준 의약품 산업 4,694p(전월대비 7.4% 증가), 의료기기 산업
1,891p(전월대비 7.5% 증가)

(P)
6,000

(P)
2,100

2,803

5,000
2,000

4,696
4,000

4,171
1,900

3,000
2,306

1,887
2,000

1,800

1,661
1,000

1,700

0
8월

9월

월

10

11월

월

12

년

1월

’14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9월

일

일

11일

9월

19

9월

30

[그림 7] 보건산업 업종별 주가지수 변동 추이(KOSPI)
주 : 화장품의 경우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어 상세 지표 추출 불가

<표 3> 보건산업 시가총액·주가지수(KOSPI)
(단위: 조원, p)

구분
시가총액
KOSPI
시가총액
보건산업
KOSPI
시가총액
의약품
KOSPI
시가총액
의료기기
KOSPI
시가총액
화장품
KOSPI

전산업

2011

2012

2013

2014

12월

12월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45
1,826
35.5
n.a.
17.4
3,396
3.6
1,386
14.6
n.a.

1,261
1,997
43.3
n.a.
20.1
4,105
3.5
1,197
19.7
n.a.

1,302
2,011
41.2
n.a.
21.1
4,227
3.8
1,790
16.2
n.a.

1,311
1,986
43.4
n.a.
22.8
4,404
4.0
2,139
16.6
n.a.

1,299
1,962
44.9
n.a.
24.0
4,434
4.2
2,113
16.7
n.a.

1,321
1,995
46.0
n.a.
23.7
4,346
4.2
2,180
18.1
n.a.

1,324
2,002
45.5
n.a.
23.4
4,408
4.2
1,733
17.9
n.a.

1,370
2,076
46.7
n.a.
22.3
4,274
4.5
1,727
19.8
n.a.

1,375
2,069
50.7
n.a.
23.2
4,372
4.7
1,759
22.8
n.a.

1,343
2,020
55.1
n.a.
25.4
4,694
4.9
1,891
24.7
n.a.

증감
(전월대비,%)
-2.3
-2.4
8.7
n.a.
9.5
7.4
4.3
7.5
8.3
n.a.

주 : 식품산업을 제외하고 산정하였으며, 화장품은 KOSPI 업종구분에 없어 주가지수를 산출하지 않음
자료 : 1) 한국거래소
2) NICE신용평가정보

2014 November •

35

KHIDI 통계앤이슈 ● 보건산업 통계 및 분석

◈ 보건의료비 지출
•2014년 2분기 보건의료비 지출액은 16만 8천원(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이며, 보건의료비가 총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보건의료비 지출율은 6.8%(전년 동기 대비 0.2%p 증가)
•의약품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 외래의료서비스 지출 1.9% 증가, 치과서비스 지출 21.6% 증
가, 입원서비스 지출 3.9% 증가

6.8

6.8
6.5

6.4
168.9

172.2

167.6

158.8
135.0
130.0
125.0
2013
3/4

2013
4/4

2014
1/4

2014
2/4

[그림 8] 보건의료비 지출
주 : 보건의료비지출율 = 총소비지출에서 보건지출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총소비지출 대비,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 보건의료 소비자물가 동향
•9월 보건의료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01% 증가하였으며, 치과진료비는 전월 대비 0.1% 하락(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 의료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
<표 4> 보건의료 소비자물가지수

구분

의약품

2011

2012

2013

12월

12월

12월

2014
등락률(%)

101.5

99.5

101.9

3월
101.9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1.9

101.9

101.9

102.0

102.0

102.1

0.0

전년
동월대비
0.3

의료용품 및
치료기기

103.4

105.0

105.8

105.6

105.4

105.8

104.8

105.4

106.0

106.0

0.0

0.1

의료서비스

102.4

102.0

103.6

105.6

105.5

105.5

105.5

105.5

105.1

105.1

0.0

1.5

치과진료비

102.4

102.9

97.5

98.3

98.3

98.3

98.3

98.3

98.2

98.1

-0.1

0.2

입원진료비

102.9

105.2

107.5

109.5

109.1

109.1

109.1

109.2

107.0

107.1

0.1

0.2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14. 9월 기준), 각 년도(2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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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지표

4.1

-2.3

- 8.4

-5.5

1,055.2
(원/달러)

2,020.1
(종합주가지수)

2.30
(국고채 3년물)

95.0
(두바이유)

주 : 전월대비 증감

환율 추이(2001∼2013)

(원)
1,600

원/달러

1,500
1,400
1,300
1,200
1,100
1,000
900
800

’01.1

’02.1

’03.1

’04.1

’05.1

’06.1

’07.1

’08.1

’09.1

’10.1 ’11.1

’12.1

’13.1

’14.9

’12.1

’13.1

’14.9

’13.1

’14.9

주가 추이(2001∼2013)

(p)
2,200

KOSPI

2,000

KOSDAQ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1.1

’02.1

’03.1

’04.1

’05.1

’06.1

’07.1

’08.1

’09.1

’10.1

’11.1

금리 추이(2001∼2013)

(%)
10.0
9.0

콜금리(익일물, 전체거래)

국고채(3년)

회사채(3년, AA-)

’09.1

’11.1

8.0
7.0
6.0
5.0
4.0
3.0
2.0
1.0

’01.1

’02.1

’03.1

’04.1

’05.1

’06.1

’07.1

’08.1

’10.1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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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제지표
경제지표
구분

국민계정

대외거래

2011

2012

연간

연간

2013
2/4

2014

3/4

4/4

연간

1/4

2/4

GDP성장률(%)

3.7

2.3

2.7

3.4

3.7

3.0

3.9

3.5

민간소비(%)

2.9

1.9

2.1

2.1

2.2

2.0

2.5

1.5

설비투자(%)

4.7

0.1

△3.9

1.5

10.9

△1.5

7.3

7.7

건설투자(%)

△3.4

△3.9

9.8

8.8

5.4

6.7

4.3

0.2

경상수지(억 달러)

187

508

208

238

248

799

151

241

상품수지(억 달러)

291

494

200

239

246

806

177

264

수출(억 달러)

5,871

6,035

1,540

1,538

1,625

6,171

1,527

1,594

수입(억 달러)

5,580

5,541

1,340

1,299

1,378

5,366

1,349

1,330

주: 1) 성장률, 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전년대비 기준
2) GDP,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는 ‘원계열, 실질’ 기준

금융지표
구분
T/Note(10년, %)
엔/달러
해외

달러/유로
다우존스지수(p)
니케이지수(p)
국고채 3년물 금리(%)

국내

2011

2012

2013

12월

12월

12월

2014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 대비
(%, %p)
6.0

1.88

1.76

2.99

2.62

2.48

2.53

2.56

2.35

2.49

77.72

86.55

105.30

102.38

101.62

101.28

102.73

103.82

109.35

5.3

1.2987

1.3175

1.3736

1.3800

1.3603

1.3641

1.3397

1.3173

1.2687

△3.7
△0.3

12,217.6

13,104.1

16,576.6

16,580.8

16,717.2

16,826.6

16,563.3

17,098.5

17,042.9

8,455.4

10,395.2

16,291.3

14,304.1

14,632.4

15,162.1

15,620.8

15,424.6

16,173.5

4.9

3.34

2.82

2.86

3.17

2.82

2.68

2.52

2.51

2.3

△8.4

원/달러(원)

1,151.8

1,070.6

1,055.4

1,033.2

1,020.1

1,011.8

1,027.9

1,014.0

1,055.2

4.1

KOSPI(p)

1,825.7

1,997.1

2,011.3

1,961.8

1,995.0

2,002.2

2,076.1

2,068.5

2,020.1

△2.3

500.2

496.3

500.0

559.3

546.5

537.1

536.3

570.2

573.2

0.5

KOSDAQ(p)
주 : 1) 월말 종가 기준
2) 주가는 체결기준

유가·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Dubai($/bbl)
국제유가 WTI($/bbl)
BRENT($/bbl)

2012

2013

2014

12월

12월

12월

4월

104.9

107.8

107.9

104.5

99.2

91.8

98.4

99.7

5월

9월

전월 대비
(%)

6월

7월

8월

106.3

109.3

105.2

100.5

95.0

△5.5

102.7

105.4

98.2

96.0

91.2

△5.0

106.9

110.6

111.8

108.1

109.4

112.4

106.0

103.2

94.7

△8.3

1,552.7

1,661.5

1,208.1

1,295.6

1,245.6

1,321.8

1,281.3

1,285.8

1,210.5

△5.9

동($/Ton)

7,570

7,930

7,395

6,724

6,996

6,955

7,136

6,995.0

6,736.0

△3.7

알루미늄($/Ton)

1,992

2,072

1,765

1,770

1,824

1,851

2,017

2,114.0

1,935.0

△8.5

금($/oz)

주 : 월말 종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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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출입 통계
2014년 8월 보건산업 수출입 동향
◈ 8월 수출 13.3% 증가, 수입 5.1% 증가, 무역수지 적자 4.4억 달러
2014년 8월 보건산업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3% 증가한 6.7억 달러, 수입은 5.1% 증가한 11.1억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는 4.4억 달러
• 의약품 : 수출 23.8% 증가, 수입 11.2% 증가, 무역수지 적자 4.1억 달러
• 의료기기 : 수출 15.7% 감소, 수입 7.1% 감소, 무역수지 적자 0.7억 달러
• 화장품 : 수출 62.4% 증가, 수입 2.6% 증가, 무역수지 흑자 0.4억 달러

<표 1> 보건산업 월별 수출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

2013년

구분

1~8월

10월

2014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8월

49.1

6.2

7.4

7.0

7.3

5.5

5.9

6.9

7.1

6.8

7.6

7.2

6.7

(11.4)

(△3.7)

(24.7)

(4.8)

(6.1)

(0.0)

(7.5)

(4.3)

(11.8)

(3.6)

(17.6)

(13.2)

(13.3)

(9.0)

86.7

10.0

11.5

10.5

11.7

10.0

10.5

11.5

12.1

11.0

11.8

13.2

11.1

91.2

(△0.1)

(△2.9)

(6.2)

(△2.5)

(4.0)

(△6.9)

(7.2)

(6.6)

(3.1)

(3.8)

(10.3)

(11.7)

(5.1)

(5.2)

-37.6

-3.8

-4.1

-3.5

-4.4

-4.5

-4.6

-4.7

-5.0

-4.2

-4.2

-6.1

-4.4

-37.6

수출
수입

9월

무역수지

53.5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관세무역개발원 월별 수출입 통계(’14.9.15 기준) 참고)

수출

수입
2013년 8월

(억 달러)

2014년 8월

2013년 8월

(억 달러)

2014년 8월

7.2
6.5

3.1
2.5

2.5

3.0
2.1
0.9

의약품

의료기기

2.8

1.5

화장품

1.0

의약품

의료기기

1.1

화장품

[그림 1] 2014년 8월 보건산업별 수출입 동향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관세무역개발원 월별 수출입 통계(’14.9.15 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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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상반기 수출 7.8% 증가, 수입 4.0% 증가, 무역수지 적자 27.1억 달러
2014년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39.7억 달러, 수입은 4.0% 증가한 66.9억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는 27.1억 달러
수출

수입

2013년 상반기

(억 달러)

2014년 상반기

39.9
16.5

2013년 상반기

(억 달러)

2014년 상반기

42.7

19.1
14.9

13.3
18.3

17.3

7.4

5.5

6.9

6.1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그림 2] 2014년 상반기 보건산업별 수출입 현황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관세무역개발원 월별 수출입 통계(’13.7.15 기준) 참고)

對중국 수출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 對EU 수출이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수출 : EU 6.7억 달러, 중국 5.5억 달러, ASEAN 5.3억 달러, 일본 4.9억 달러, 미국 3.8억 달러
• 수입 : EU 24.6억 달러, 미국 14.0억 달러, 중국 9.2억 달러, 일본 7.8억 달러, ASEAN 3.5억 달러
<표 2> 2014년 상반기 지역별 보건산업 수출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

대상지역

세계

EU

수출
ASEAN
중국

일본

미국

세계

EU

수입
ASEAN
중국

일본

미국

’13년 상반기

36.9

6.2

5.1

4.7

4.8

3.8

64.3

22.8

3.4

8.2

8.0

13.9

’14년 상반기

39.7

6.7

5.3

5.5

4.9

3.8

66.9

24.6

3.5

9.2

7.8

14.0

YoY

7.8

8.6

2.8

16.5

1.4

0.6

4.0

7.8

4.0

11.3

∆2.2

0.5

비중

100.0

16.8

13.2

13.9

12.3

9.5

100.0

36.8

5.3

13.7

11.6

20.9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관세무역개발원 월별 수출입 통계(’13.7.15 기준) 참고)

수출 1위 품목은 기초화장용 제품류, 수입 1위 품목은 기타 호르몬을 함유한 의약품
• 수출 : 기초화장용 제품류(2.4→3.5억불, 46.7%↑), 초음파 영상진단기(2.2→2.2억불, 2.7%↑), 기타
호르몬을 함유한 의약품(1.7→2.1억불, 20.7%↑) 등 순
• 수입 : 기타 호르몬을 함유한 의약품(9.9→10.6억불, 7.1%↑), 기초화장용 제품류(2.6→2.9억불,
11.6%↑), 혈액분획물의 조제품(2.0→2.6억불, 32.3%↑) 등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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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업계, C형 간염치료제가 성장 견인”
인도 제약산업, 2018년 480억 달러로 성장 … 의료관광 육성으로 중동환자 몰려들어

글_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Ⅰ. 포커스
◈ 일본 의료기기 산업의 ASEAN 시장 진출 전략
• 보건·의료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일본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 의료기기 시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충분
한 가능성을 확보
- 일본 의약품 부문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 수입 초과 상태로, 특허권과 신제품 개발 측면에서 미국이나 스
위스 등 선진국과의 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지만 의료기기 부문은 높은 기술력으로 인해 의약품 부문만큼 괴
리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2012년 심부전 환자를 위한 혈액투석장치 수출이 78억 엔인 반면 수입은 100만 엔, 투석기 역시 수출(298억엔)
이 수입(27억엔)을 10배 이상 능가하는 등 일본이 경쟁우위를 갖고 있는 제품도 존재
- 그러나 일본에서는 투석기가 일회용인 반면 ASEAN 국가들은 사용 후 세정해 15회 정도 사용하는 투석기를 선
호해 투석기의 ASEAN 수출이 미미하다는 문제점도 지적
• 국가 브랜드 활용 : ASEAN 각국은 일본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가운데 일본 의료기기는 대부분 고가여서 현재
는 판매가 쉽지 않지만, 일본 의료기기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수출 증
대로 연결이 가능
- 사고의 전환 : 일본에서 판매량이 소량인 의료기기라도 ASEAN에서는 대량 판매될 수 있는 제품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과감하게 사업 방향을 전환하는 전략도 요구
· 몸체 부품을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모터 수명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플라스틱 몸체를 간
호사도 쉽게 교체해 관리가 수월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 산관학 협력 : 지자체는 지역의 임상공학기사 단체와 접촉하고 임상공학기사들을 대상으로 병원 견학을 주선
하며, 이들이 현장에서 의료기기의 문제점이나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산관학 협력
도 중요
- 지역기업의 기술 DB화 : 의료기기는 인맥과 네트워크가 중시되는 부문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가능한 많은
기업의 ‘숙련 기술’을 파악해 DB화하고 이 데이터를 다른 지자체와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작업이 요구
· 지자체가 이러한 DB를 구축한 뒤 일본 전역에서 홍보하면, 기업간 협력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가
대거 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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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AN 각국은 일본제품이 우수하다는 인식하고 있어 의료기기 업체들이 지금 새롭게 진출해도 충분한 승산이
존재
- 각 기업의 ASEAN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일단 병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제작 가능한 제품을 연구하
는 것이 바람직
- 의료계 종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행정의 지원을 받는 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업과 협력해 시작하는 것
이 중요
-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일부 분야를 담당하는 형식으로 참여해야 사업에 착수하기가 용이하며 이를 통해
의료기기 제작 기술을 확보한 이후 직접 ASEAN 국가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
- 한편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갑작스런 진출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면 건강복지 분야나 병원 내 일반제품을
염두에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
[常陽地域研究センター, 2014.09]

◈ 중국 의료보건 개혁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
•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국민이 기초 의료서비스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의료보건 개혁을 추
진하기 위해 2009년 도시와 농촌 주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편리하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의료보건 개혁 계획을 발표
- 의료보건

분야의 공적 지출도 2009년 4816억 위안에서 2012년 8366억 위안으로 급증했으며, 3대 의
료보험 중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도 확대
- 또한

기초 의료보건 서비스 패키지의 내용을 정부가 규정함으로써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
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의료보건 인프라를 강화
- 그러나

병원 중심의 세분화된 의료보건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 병원 민영화 촉진 정책과 섣불리 결합
할 경우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
- 특히

△의료보건 지출의 지속적 확대 △환자의 비용부담 심화 △환자의 비용 지불 능력에 따라 의료
의 질과 접근 가능성이 결정되는 양극화 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
<중국 의료보건 개혁 정책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의료보험 확대
평등한
공공의료 서비스

- 기존 의료보험 혜택에서 소외된 도시 및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정부 보조금 지급
- 전 국민에게 기초 의료보건 서비스 무상 제공
- 기초 의료보건 서비스 패키지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예방접종, 감염질환 관리, 임산부를 위한 각종 검진 프로그램 등 포함
- 농촌 지역 중심으로 1차 의료보건 인프라 강화
1차 의료보건 강화
- 의료보건 전문 인력 훈련 지원 강화
- 적절한 투약지도를 위한 약물 목록 시스템 구축
Essential Medicine Program
- 지역 기반의 중앙화된 약물 조달 시스템 구축
공공병원 개혁을 위한
- 17개 도시에서 ①병원의 소유와 규제 분리 ②정부행정과 병원운영 분리 ③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분리 ④의약품판매와 병원매출 분리
시범 프로그램
등 시범 프로그램 진행

• 중국 정부의 성공적인 의료보건 개혁을 위해서는 첫째, 의료보건 서비스 전달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정
부 차원에서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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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중국 정부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사이에서 경쟁의 모범이 될 만한 시범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기존의 정부 정책 내용과 연계해 공공병원 거버넌스의 개혁을 촉
진하는 것이 중요
- 셋째,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1차 의료보건 부문을 더욱 강화하고 △기초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
원의 경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도록 하며 △실적을 바탕으로
한 구매와 인구 규모에 맞는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공공병원 개혁을 추진
- 넷째,

막연한 구호 대신 명확한 근거에 의해 개혁을 진행하기 위해 객관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을 구축하며 다섯째, 영리형 민간병원의 시장 확대 정책은 정부의 의료보건 정책 목표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Mizuho Bank, 2014.08]

Ⅱ. 제약ㆍ바이오
정책 동향
◈ 미국 FTC, 제네릭 약품 출시 방해로 애브비 제소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제‘안드로겔’
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접
근권을 불법적으로 차단했다는 혐의로 미국 애브비를 제소
- 애브비와

애브비의 협력사인 베생 헬스케어는 저가의 안드로겔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기 위해 잠재
적 경쟁업체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
- 애브비가

테바와 콜레스테롤 저하제‘트리코어(TriCor)’
의 제네릭 버전과 관련해‘신약 특허권 보유
업체가 제네릭 업체와 경쟁하지 않는 대신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역지불합의(pay-for-delay)’
를
한 혐의도 포착
[Washington Examiner, 2014.09.11]

◈ 유럽의약품청,‘인터페론베타’부작용 경고문구 강화
• 유럽의약품청(EMA)이 다발성경화증 치료물질‘인터페론베타(Interferon beta)’
를 함유한 바이오젠의‘아
보넥스’
와‘플레그리디’
, 머크의‘레비프’
, 바이엘의‘베타페론’
, 노바티스의‘엑스타비아’등에 보다
강력한 부작용 경고 문구 부착을 의무화
- 이는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인터페론베타 치료 수주 경과 후 미세혈관이 혈소판 혈전으로 막히는 치
명적 희귀질환인 혈전성 미세혈관병증(TMA)이 발생했으며, 심지어 수년이 지난 뒤에도 발생했다는
보고가 나온 뒤 따른 결정
- 또한

EMA는 의료진들에 대해 TMA로 진단된 환자에게는 인터페론베타 치료를 즉시 중단하고 다른
처치를 시행하도록 권고
[Medscape,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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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동향
◈ 일본 제네릭 의약품 시장, 2016년 780억엔 규모 전망
• 일본 제네릭 의약품 시장 규모가 정부의 적극적 장려 의지에 힘입어 2012년 550억 엔에서 2016년에는
780억 엔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일본

처방약 시장에서 제네릭 의약품 비중은 정부가 제네릭 사용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던 2007년 이
래 물량과 금액 측면에서 모두 증가하면서 2012년 물량 측면에서 전체 처방약 시장의 25.8%, 금액 측
면에서는 9%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
- 정부의

약가개혁으로 스테디셀러 의약품들의 가격이 인하되면서 제네릭에 대한 관심도는 한층 높아
질 전망이지만 △의료진들이 신약들에 확고한 신뢰감을 갖고 있고 △병·의원 및 약국도 이윤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신약들을 선호하고 있으며 △국내 제네릭 업체들의 시장과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제
네릭 시장 성장의 걸림돌로 평가
- 일본

정부가 해외 제약업체들에 편의 제공을 확대하면서 화이자 등이 일본 제네릭 시장에 전사적으로
진출하고 있어 일본 중소업체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M&A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농후
[Research & Markets, 2014.08]

◈ 글로벌 제약업계, C형 간염제 등이 성장 견인
• 2014년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약품 부문은 C형 간염 치
료제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소발디’
는 매출이 58억 달러, J&J의 C형간염‘올리시오’
는 12억 달러 증
가해 1, 2위를 기록
<2014년 상반기 블록버스터 의약품>

(매출증가 순, 100만 달러)

순위

제품명

부문

제약업체

매출증가
(전년 동기 대비)

1
2
3
4
5
6
7
8
9
10

소발디
올리시오
휴미라
텍피데라
자렐토
란투스
아이레아
솔리리스
자이티카
퍼제타

C형 간염
C형 간염
염증
다발성 경화증
항응고
당뇨
황반변성/황반부종
PNH/aHUS
전립선암
유방암

길리어드
J&J
애브비
바이오젠 아이덱
바이엘/J&J
사노피
바이엘/리제네론
알렉시온
J&J
로슈

5754
1185
1075
1014
834
511
509
371
335
322

[FirstWord Pharma,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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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제약산업, 2018년 480억 달러로 성장 전망
• 인도 신용평가업체인 케어레이팅스는 인도 제약산업이 향후 연평균 14%의 성장을 거듭해 2018년에는
480억 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 인도

제약산업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1% 성장했으며 생산 의약품의 47%는 내수에, 53%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
- 케어레이팅스는

인도 제약업체들이 2010~2016년 미국에서 특허 만료되는 1570억 달러의 규모의 브
랜드 의약품들에 대한 제네릭을 통해 미국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을 권고
- 특허만료가

예정된 대표적 의약품은 테바의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코팍손’
(지난해 매출 43억 달러),
AZ의 항궤양제‘넥시움’
(39억 달러), 베링거인겔하임의 항고혈압제‘미카르디스’
(22억 달러)
[PharmaBiz, 2014.09.13]

◈ 인도 제약업체, 정부 규제 피해 해외에서 R&D 진행
• 선파마와 루핀은 미국에 R&D 센터를 건설하고, 시플라는 호흡기와 항암제 개발을 위한 연구와 임상시
험을 위해 영국에 1억 파운드(1710억원)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인도의 주요 제약업체들이 자국이 아닌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R&D를 진행
- 인도에서는

임상시험 승인을 받는 데만 1년(미국은 28일)이 소요되는 데다 최근 인도 대법원
이 비윤리적 행위를 이유로 인도 제약업체에 162개 연구 프로젝트의 중단을 명령하는 등 정
부의 과도한 규제에서 탈피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 인도

제약업체들은 매출의 대부분을 저가 제네릭에 의존하고 있지만 보다 수익성이 높은 안과, 경구
피임제, 흡입제 등 다양한 제품으로 무게중심을 이동
- 일부

업체는 바이오시밀러 제품도 개발하고 있으며 인도 20대 제약업체의 매출액 대비 R&D 지출은
현재 5.8%에서 2018년에는 6.5%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Outsourced Pharma, 2014.09.11]

◈ 사우디아라비아 의약품 시장, 2020년 59억 달러 전망
• 중동 최대 의약품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의약품 시장 규모가 2013년 4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59
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사우디는

막대한 국부로 소득은 높지만 각종 만성질환이 만연해 외국의 유명 의약품을 찾는 수요가
많아 2012년 전체 시장의 3/4 이상을 외국산 브랜드 의약품들이 차지
- 그러나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기조와 함께 국내 제약업체 육성, 특허등록 제도화 지연 등으로 인해 향
후 외국산 브랜드 제품들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이슬람

국가 특유의 무이자 금융과 낮은 광열비 등 보조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사우디 정부의 지
원에 힘입어 사우디 제약업체들의 수출은 2008년 2억 달러에서 2013년에는 4억 달러로 급성장
[Global Date,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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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바이엘, 헬스케어 중심 생명과학기업으로 재탄생
• 독일 바이엘이 신소재 사업 부문을 분사시키고 헬스케어와 작물학을 중심으로 한 생명과학기업으로 재
탄생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바이엘은

인간과 동식물을 아우르는 세계 최고의 생명과학기업이 되기 위해 헬스케어 및 작물학 부문
에서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
- 바이엘은

최근 유망신약들의 성공적인 발매, 머크의 OTC 사업부문 인수, 작물학 부문에서의 연이은
개발 성과 등에 힘입어 사업 무게중심이 생명과학 쪽으로 이동
- 항응고제

‘자렐토’
, 황반변성 치료제‘아일리아’
, 항암제‘스티바가’및‘조피고’
, 폐동맥 고혈압 치료
제‘아뎀파스’등 5개 신약의 한 해 매출이 75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기대
[Financial Times, 2014.09.18]

◈ 미국 구글ㆍ애브비, 항노화 치료제 개발 제휴
• 미국 구글이 산하 칼리코(Calico)를 통해 애브비와 공동으로 암과 신경퇴행 같은 노화 관련 질환을 치료
하는 항노화 치료제 개발 제휴를 체결
- 양사는

일단 2억5000만 달러씩 투자해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칼리코에 새로운 노화질환 연구 시설
을 설립하는 등 총 15억 달러를 항노화 치료제 개발에 사용할 예정
- 칼리코가

10년 동안 애브비의 과학적 지원을 바탕으로 신약을 발굴해 2a상 임상시험까지 진행시키면
이후 애브비가 말기 임상시험 및 신약 판매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며 신약 개발 비용 및 수
익은 양사가 동등하게 분배하기로 합의
[PMLiVE, 2014.09.12]

◈ 스위스 로슈, 호흡기 질환 사업 강화 위해 인터뮨 인수
• 스위스 로슈가 호흡기 질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생명공학업체 인터뮨을 총 83억 달러에 인수하
기로 결정
- 인터뮨은

특발성폐섬유증(IPF) 치료제‘에스브리에트’개발업체로, 에스브리에트는 지난 7월 미국
FDA로부터 획기적 치료제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안 승인이 무난할 전망
- IPF는

섬유화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폐 기능이 상실되고 폐 내부에 반흔을 남기는 치명적인 질환이나,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승인된 IPF 치료제가 없어 에스브리트가 승인을 받으면 2019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연 10억 달러의 매출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
[San Francisco Business Times,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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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머크세레노, 중국에 대규모 제약공장 착공
• 독일 머크KGaA의 자회사 머크세레노가 8000만 유로를 투입해 중국 상하이 난퉁경제기술연발구에 유
럽 이외 지역에서는 최대 규모의 제약공장을 착공
- 2016년

완공될 이 공장에서는 항당뇨제‘글루코파지’
, 고혈압·심부전 치료제‘콩코르’
, 갑상선 호르
몬제‘유로타이록스’등의 제품을 양산할 예정
- 머크세로노는

이번 제약공장 설립을 통해 중국에서 필수의약품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들을 대규모 외
국인 직접투자 방식으로 제조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다국적 제약기업으로 자리매김
[Pharmaceutical Technology Magazine, 2014.09.05]

◈ 일본 오츠카, 브라질 최대 건강기능식품 업체 인수로 중남미 진출
• 일본 오츠카제약이 프랑스 자회사인 뉴트리션 앤 상테(Nutrition & Sante)를 통해 브라질 최대 건강기능
식품 업체인 자스민을 인수, 중남미 건기식품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
- 브라질에서

제휴회사를 통해 처방약을 판매해왔던 오츠카는 이번 인수를 통해 뉴트리션 앤 상테의 건
강·기능성 식품을 브라질에서 출시하는 한편 글루텐 프리 식품, 환자용 식품, 유기농 식품 등 새로운
제품도 개발해 중남미 건기식품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
- 한편

자스민은 브라질 남부 최대 도시인 쿠리치바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2007년에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통밀 비스킷을 출시
[Nikkei BP, 2014.08.29]

◈ 스위스 노바티스, 결핵약개발세계연맹에 결핵약 개발사업 이양
• 스위스 노바티스가 산하 열대병연구소의 결핵 치료 시험약물 등 결핵약 개발사업을‘결핵약개발세계연
맹(TB Alliance)’
에 이양하기로 결정
- 연맹은

노바티스가 진행 중인 결핵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한 확보를 계기로 내성 결핵
균을 퇴치할 수 있는 유망 치료제 개발에 전력을 다할 방침
- 노바티스는

개도국에 결핵균 내성 증가가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신약 개발이 절실한 상
황이며, 결핵약개발세계연맹이 자사의 시험 약물을 맡아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설명
[Biotechnika,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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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의료기기ㆍ의료 정보화
산업 동향
◈ 의료기기 업체, M&A 통해 규모 확대 시도
• 병원의 경비절감으로 마진 압박을 받고 있는 의료기기 업체들이 2014년 상반기에 간접비용 축소, 다양
한 제품 출시 전략으로 M&A를 시도하면서도 규모가 증대
- 메드트로닉은 코비디엔을 429억 달러에 인수해 본사 소재지를 세율이 높은 미국에서 세율이 낮은 코
비디엔의 아일랜드로 이전하면서 수술기구 포트폴리오를 확대
- 짐머는 바이오메트를 134억 달러에 인수해 척추·치과 사업부를 2배 규모로 성장시키면서 골·무
릎·대퇴골 부문이 강화된 가운데 최근 고속성장 중인 스포츠 의학 시장에 진출
- △칼라일그룹은 J&J 오소 체외진단 사업부를 42억 달러에 인수해 급성 신장손상 검사 부문에서 영향
력을 확대했고 △스미스앤네퓨는 아스로케어를 17억 달러에 인수해 스포츠의학과 함께 외상, 사지,
부인과, 첨단상처기기 부문에 진출했으며 △쿠퍼 컴파니스는 사우플론을 17억 달러에 인수 후 유럽
진출을 가속화하면서 글로벌 소프트렌즈 시장에서 J&J와 알콘에 이은 3위 업체로 부상
[FierceMedicalDevices, 2014.08]

◈ 미국 하버드대, 나노자석 이용한 혈관 내 병원균 제거 장치 개발

• 미국 하버드대 위스(WYSS) 연구소가 자연 면역 시스템 단백질인 만노스 결합 렉틴(MBL)에 자성을 가진
나노입자를 붙여 인체의 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를 개발
- 유전공학 기술로 만든 인간 혈액단백질인‘MBL’
의 유전자 조작 버전으로 코팅된 작은 나노미터 크
기의 자석 구슬을 통해 혈액 내 병원균을 제거하는 것이 이 장치의 핵심
- MBL 단백질은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등 감염 및 패혈증의 9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원인균에 결
합하기 때문에 감염 원인균을 찾아내지 않아도 혈액을 청소해 질병 치료가 가능
[The Conversation, 20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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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료기기회사 대너허, 스위스 노벨 22억 달러에 인수
• 미국 산업·의료기기회사인 대너허가 세계 2위의 임플란트 업체인 스위스의 노벨 바이오케어를 2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
- 치과 의료장비의 선도적 업체인 대너허는 이번 인수로 치과분야에서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겠지만
2013년 매출 5억7000만 유로(7600억원), 순이익 4300만 유로(576억원)를 기록한 노벨 바이오케어를
독립 회사로 운영해 브랜드와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방침
- 한편 글로벌 치과 임플란트 시장은 서구의 경제회복, 개발도상국의 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2025년에
는 현재의 두 배인 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Reuters, 2014.09.14]

◈ 미국 애플, 당뇨병 및 만성 질환자용 헬스케어 시스템 ‘헬스키트’개발
• 미국 애플이 스탠포드대·듀크대와 당뇨병 및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자사의‘헬스키트(HealthKit)’
을
이용하는 임상시험을 준비 중
- 아이폰의 앱을 포함한 혈당 측정기 등이 질환자의 관련 정보를 헬스키트로 전송하는 새로운 헬스케
어 시스템
- 스탠퍼드대는 의사들이 당뇨병 소아의 혈당 수치를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애플과 작업하고, 듀크대
는 혈압·체중 및 암 또는 심장질환 환자의 여러 측정 수치를 추적하는 예비 프로그램을 개발 중
- 애플은 의료비용 절감, 예방 치료를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의 의료
서비스 기관과 헬스키트를 연동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Fox News, 2014.09.14]

◈ 미국 애플, 모바일 건강프로그램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미국 애플이 모바일 건강관리 응용프로그램‘헬스키트’
에서 개발자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자의적으로
수집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강화
- 애플은 개발자들이 헬스키트를 통해 취합된 소비자의 건강 관련 정보를 판매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
겠다고 iOS 개발자 프로그램 라이선스 협약에 명시해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고객들을 안심시키고 광
고에 의존하는 구글과의 차별화를 시도
- 헬스키트는 운동량과 수면 등 건강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헬스키트를 통해 개인정
보를 수집하면 체중감량제 등 특정 소비자층을 겨냥한 제품 광고에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
[ZDNet,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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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화장품
산업 동향
◈ 브라질 미용시장, 2020년 세계 2위로 부상 전망
• 영국의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오가닉 모니터는 빅3에 진입한 브라질 미용시장이 2020년 일본을 추월
하면서 세계 2위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 브라질 소비자 중 50% 이상이 미용 제품을 구입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
고 있어 브라질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환경친화성 전략과 함께 원활하게 작동하는 유통망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수
- 친환경 마인드를 표방한 스위스 벨레다(Weleda)와 브라질산 원료를 사용해 현지화한 제품들을 개발
하기 위해 R&D센터를 설립한 프랑스의 로레알과 영국·네덜란드의 유니레버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
- 또 최근 영국 바디샵이 현지업체 인수를 통해, 프랑스 이브로쉐(Yves Rocher)는 컨셉트스토어망 구축
을 통해 유통망을 확보한 것은 현지 시장에서는 원활하게 작동하는 유통망 확보를 위한 선택
[Organic Monitor, 2014.08]

◈ 브라질풍 스킨케어, 해외에서 인기 폭발
• 영국 시장조사업체인 민텔은 브라질 특유의 원료를 바탕으로 개발된 브라질풍 스킨케어 제품의 90%가
해외로 수출되는 등 브라질풍의 스킨케어가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분석
- 2013년 8월~2014년 7월 새로 출시된 브라질풍 스킨케어 중 16%는 프랑스, 14%는 영국, 12%는 미
국, 10%는 일본에서 판매
- 브라질 고유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매력이 아마존 열대우림 식물에서 채취된 천연원료에 대한 호기
심과 맞물리면서 각국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
[Euro Weekly News, 2014.09.23]

◈ 호주 화장품·향수 온라인 시장, 연평균 17.1% 성장
• 호주의 온라인 향수·화장품 매출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7.1% 늘어나 2014년에는 2억5900만 달러
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호주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소비재를 구입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화장품과 향수는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익숙한 제품이어서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
- 여성 온라인 쇼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층 여성 소비자들 가운데서도 네티즌 그
룹에 새로 편입되는 이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변화와 함께 젊은 소비자들의 증가와 남성 소
비자들의 이미지 연출에 대한 관심 고조되고 있기 때문
[IBIS World, 20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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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BASF, 100나노미터 이하 자외선 필터의 EU집행위 승인 획득
• 독일 종합화학그룹 BASF가 EU집행위로부터 크기가 100나노미터 이하인 자외선 필터‘티노조브
A2B(Tinosorb A2B)’
의 승인을 취득함에 따라 유럽화장품법에 따른 자외선 필터 제품 리스트에 새롭게
등재
- 티노조브 A2B는 효과적인 광대역 자외선 필터로, 특히 입자 크기가 100나노미터 이하 자외선 필터가
유럽에서 허가를 취득한 최초의 사례
- BASF는 티노조브 A2B 덕분에 각종 화장품의 자외선 차단 효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뒤,
가까운 시일 내 티노조브 A2B가 들어간 자외선 차단제를 개발한다는 방침
[Euro Trading, 2014.09.15]

◈ 일본 시세이도, 브랜드 매니저 도입 등 마케팅 혁신 플랜 가동
• 일본 시세이도가 브랜드 매니저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내 마케팅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등 마케팅 혁신
플랜을 10월부터 가동
-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마케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이번 조치를 통해 회사 구
성원들의 마케팅 역량이 강화되면서 회사 전체 성장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브랜드 매니저 시스템에서는 브랜드 매니저가 제품 개발에서 영업, 제조물책임(P/L) 등을 아우르면서
이윤 창출을 총괄하는 브랜드 오너의 역할을 수행하며 마케팅 아카데미에서는 뷰티 컨설팅 등 임직
원들을 위한 통합 마케팅 과정 등 3개 과정이 개설돼 운영
[MarkeZine, 2014.09.11]

◈ 프랑스 로레알, 브라질 업체 인수로 중남미 뷰티사업 강화
• 프랑스 로레알이 브라질 최대 염모제·헤어케어 업체인‘니엘리 코스메티코스(Niely Cosmeticos)’
를인
수하면서 세계 최대 염모제 및 헤어케어 시장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시
장에서 뷰티사업을 강화
- 니엘리 코스메티코스는 슈퍼마켓, 약국, 화장품 전문점 등 도·소매 유통채널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중저가 염모제와 헤어케어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대표상품은‘코르 앤 톤(Cor & Ton)’
과‘니
엘리 골드(Neily Gold)’
- 니엘리 코스메티코스는 로레알의 막강한 마케팅 및 R&D 역량을 바탕으로 매출 증대를 기대
[Household and Personal Products Industry, 2014.09.10]

◈ 독일 짐리제, 생강뿌리 추출물로 다용도 미용성분 개발
• 독일 향수 원료·방향성 물질 제조업체인 짐리제가 100% 천연 생강뿌리 추출물로 다용도 피부미용 성
분인‘짐비탈 AR(SymVital AR)’
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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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리제는 자연친화적 공정을 거쳐 유효성분을 추출한 제품인 짐비탈 AR을 바르면 2주 이내 피부 손
상 징후들이 감소되고 3주 이내에는 스트레스를 받은 피부 조직의 유연성이 회복되면서 주름과 안색
의 상태가 개선되는 등 스킨케어 효능이 탁월해 연령과 피부 특성에 무관하게 전체 여성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
- 한편 생강은 항염증·진정·항산화·소독 등 효과가 있어 식품과 의약품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
[Premium Beauty News, 2014.08.30]

V. 의료서비스
정책 동향
◈ 미국 혈액은행, 수혈 감소로 구조조정 불가피
• 미국에서 수혈 건수가 2008년 1500만 건에서 2013년 1100만 건으로 감소함에 따라 혈액은행들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 수혈 감소는 △신체 절제 범위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등 의료기술 발달 △의약품 품질 제고 △수
혈 불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인
-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면 향후 3∼5년 사이 혈액은행 전체 일자리의 4분의 1인 1만 2000여개의 일자
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 혈액은행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M&A와 인력
감축이 불가피
- 일부 혈액은행은 이미 구조조정에 돌입했으며, 미국 내 공급 혈액의 40%를 담당하는 적십자사는
1500명을 감원한 데 이어 부동산 매각과 사업영역 통폐합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
[IB Economics, 2014.09.02]

◈ IMF, 이민자 유입 통한 저출산·고령화 해법 제시
•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도쿄에서 개최된‘세계여성지도자회의’
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이민자 유입 확대 정책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해법을 제시
- 라가르드 총재는 경직된 근로 문화가 육아 및 고령자 보호 부담을 진 여성의 사회 참여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민자를 이용해 여성들이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
- 그는 일본이 이민자 유입을 통해 주요 7개국(G7) 평균 수준으로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면 일본의 1인
당 소득이 4%, 북유럽 국가 수준까지 활용할 경우 4% 정도 추가로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
[AFP,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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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의료관광 육성 정책 등으로 중동 환자 선호국으로 부상
• 인도가 정부의 의료관광 육성 정책, 우수한 의료진, 저렴한 비용 등으로 인해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 GCC) 환자들이 선호하는 의료관광국가로 부상
- 인도 정부는 2015년에 의료관광객 320만 명을 유치해 의료관광을 20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육성한
다는 목표 아래 에미리트항공과 아폴로병원의 제휴를 지원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
- 심장우회수술의 경우 의료진 수준이 미국보다 떨어지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수술비용이
미국에선 3만~8만 달러이지만 인도에서는 6500달러에 불과한 등 우수한 기술과 저렴한 비용은 인도
의료관광의 큰 강점
[Economic Times, 2014.09.17]

◈ 중국 정부, 불법 장기매매 관리감독 강화
• 중국 정부가 불법 장기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장기이식 평가체계를 구축한 뒤 장기이식 지
정 169개 병원을 정기적으로 심사·평가해 불법 행위가 드러나거나 의료진의 기술이 기준에 미달할 경
우 지정을 취소하기로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
- 중국에서는 연간 1만 건 이상의 장기이식 수술이 시행되고 있지만 기증된 장기 대부분이 사형수로부
터 적출돼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혹해 신장을
적출한 뒤 각 병원에 판매하는 대규모 장기 밀매단이 잇따라 적발돼 파문이 확산
- 중국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증을 통한 장기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 9월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기증된 장기를 전산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가동했지만, 기증 실적은 3000건에 불과
[China Times, 2014.08.31]

◈ 중국 정부, 시에라리온에 에볼라 검사실험실 설립
• 중국 정부가 서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에볼라 바이러스 검사실험실과 환자 격리예방치료센터를 설
립하고 추후 양국 협의를 통해 생물안전 3급 실험실도 추가 설립한다는 방침
- 아프리카 국가와의 우호협력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에볼라 발생 서아프리
카 국가들에 의료 전문가들과 방역 물자를 보내 에볼라 확산 저지를 지원한 데 이어 2억 위안(34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
[South China Morning Post, 20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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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 새로운 의료관광 정책 막바지 조율
• 두바이 정부는 두바이보건부구상(DHA initiative)에 따라 새로운 의료관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
부·이민부·관광통상마케팅부 등 정부기관과 에미리츠 할러데이스 등 특급호텔, 기타 관계업체들이
참여해 의료관광 정책에 대한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
- 새로운 정책은 포괄적인 서비스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특히 피부
시술, 치과·성형·정형외과·안과수술 및 건강검진 부문의 의료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할 것으로 예상
- 한편 2012년 10만7000명, 6억5270만 디르함(1조8500억원)을 기록한 의료관광객과 비용을 2016년
17만 명, 11억 디르함으로, 2020년에는 50만 명, 26억 디르함으로 확대를 기대
[Travel Biz Monitor, 2014.08.29]

◈ 쿠웨이트, 외국인 관광객 건강검진 의무화 검토
• 쿠웨이트 보건부가 모든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한 뒤 취업비자를 받아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 중 2000여 명이 AIDS나
폐결핵에 걸린 사실이 드러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데다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에볼라
가 이웃 사우디아라비와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창궐하고 있기 때문
[Arabian Business, 2014.08.26]

◈ UAE, 만성질환자 운전면허 금지 검토
• UAE 내무부가 만성질환으로 인해 운전역량이 감퇴된 환자들이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
만간 관련 규정을 제정할 방침
- 운전이 영구적으로 금지되는 만성질환은 간질병, 파킨슨병, 심부전증 및 당뇨병으로 인한 급성발작
등이며, 일시적으로 금지되는 질환은 우울증이나 가벼운 안과질환 등
[Arabian Business, 2014.09.17]

산업 동향
◈ 일본, iPS 세포 임상연구 활성화로 난치병 극복 기대감 제고
• 일본에서 유도만능줄기(iPS) 세포를 이용한 임상연구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iPS 세포로 만
든 망막세포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세계 최초로 성공함에 따라 난치병 극복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
- 이화학연구소는 70대 노인황반변성 여성 환자의 피부에서 채취한 세포에 유전자를 주입해 iPS 세포
를 제작하고 이를 망막색소상피세포로 성장시킨 뒤 환자 망막에 이식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iPS 세포
로 난치병 극복이 가능함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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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구기관들의 iPS 세포 주요 임상연구 계획>
시기

연구대상

연구기관

‘15~‘16

혈소판
파킨슨병
심부전

교토대
교토대
오사카대

시기
‘17~‘18

‘16~‘17

각막

오사카대

‘19~‘20

연구대상

연구기관

척수
망막색소변성
당뇨병
백혈병
간질환

게이오대
이화학연구소
도쿄대
도쿄대
히로시마대

[日本經濟新聞, 2014.09.13]

◈ 일본 교토대, 줄기세포로 폐포세포 추출
• 일본 교토대 연구팀이 유도만능줄기(iPS)세포를 이용해 폐포세포(허파꽈리세포)를 추출하는 데 성공
- 연구팀은 폐포가 되는 세포의 표면에‘CPM’
이라는 특유의 단백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착안, iPS세
포를 폐조직세포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CPM을 가진 세포를 분리해 배양한 결과 폐포세포를 추출
- 글로벌 각국에서 iPS세포나 배아줄기세포(ES세포)를 사용해 폐포세포를 만들었다는 보고는 있었지
만 폐포세포만 추출해 낸 최초의 사례인 이번 연구 성과가 폐 관련 난치병 연구와 치료제 개발에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財經新聞, 2014.08.25]

◈ 일본, 70여 년 만에 뎅기열 발병 비상
• 일본에서 1945년 이후 69년 만에 총 126명이 뎅기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대
책 마련에 비상
- 발병자들이 대부분 도쿄 요요기 공원 또는 그 주변을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모기의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연못의 물을 빼고, 공원 안에 모기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설치
-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급성 질환으로 3∼7일의 잠복기간을 거쳐 38
∼40도의 고열·두통·근육통 등 증상을 유발하며, 일반적으로 5∼7일 앓고 나면 회복되나 심할 경
우 사망까지도 초래하지만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
[讀賣新聞, 2014.09.17]

◈ 일본 나가사키대, 에볼라 바이러스 ‘30분 진단법’ 개발
• 일본 나가사키대가 에볼라 바이러스 유전물질에만 반응하는‘프라이머(primer)’
를 활용해 에볼라 바이
러스를 기존 검사의 4분의 1 수준인 30분 만에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
- 프라이머는 DNA 복제를 유도하는 짧은 인조 DNA로, 바이러스 DNA와 프라이머를 혼합한 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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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온도로 가열하면 증폭작용이 일어나는 데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다면 30분 안에 용액이 탁해지
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감염 여부를 확인
- 또한 기존 검사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해 비싼 검사 장비를 도입하기 어려운 국가에서도
쉽게 활용할 가능
[Pharmaceutical Business Review, 2014.09.03]

◈ 영국 의료지원단체, 영국 GSK 에볼라 백신 인체시험 추진
• 영국 의료지원 단체 웰컴 트러스트(Wellcome Trust)가 에볼라 창궐 지역에 백신을 조기 보급하기 위해
영국 보건부의 승인을 거쳐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국 GSK가 개발한 백신을 인체에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나설 계획
- 1·2차 시험에서 안전성과 예방효과가 입증되면 2015년부터 발병 위험지역에서 본격적인 백신 보급
사업에 나설 계획
- 임상시험용 백신은 에볼라 바이러스에서 추출한 한 가지 단백질 성분을 기반으로 제조됐으며, 접종으
로 인해 감염될 위험성은 없는 우려는 없다고 설명
[The Economist, 2014.09.13]

◈ 영국 허더스필드대, “석류 함유 물질로 알츠하이머 치료 가능”
• 영국 허더스필드대 연구팀이 석류에 함유된 물질인‘푸니칼라진(punicalagin)’
으로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
- 쥐 실험을 통해 폴리페놀계 성분의 일종인 푸니칼라진이 뇌 내부에 위치한 소교세포(micrologia) 주변
부위에서 염증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
- 연구팀은 소교세포에서 발생하는 염증은 뇌세포 파괴를 유도, 알츠하이머 증상을 악화시키는 데 관여
하기 때문에 석류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
고 푸니칼라진을 경구복용형 약물로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할 방침
[News Origin, 2014.09.23]

◈ 덴마크 코펜하겐대병원, “스타틴에 당뇨합병증 억제 효과”
• 덴마크 코펜하겐대병원 연구팀은 고지혈증 치료제인‘스타틴’복용 집단이 복용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망막이 손상되는 당뇨병성 망막증 발생률이 40%, 신경이 손상되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위험은 34% 낮
았다며 스타틴에 당뇨합병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
- 연구팀은 스타틴은 혈당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당뇨합병증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정반대 결
과가 나왔다며, 이는 스타틴에 미세혈관질환 억제 효과도 있기 때문으로 추정
[Diabetes In Control,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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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oming Events
HOSPEX Japan 2014
◦개

요 :	일본의료복지설비협회와 일본능률협회가 공동주최하고, 후생성·경제성·총무성·문부
성·외무성·도쿄상공회의소·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등 일본 정부부처가 대거 후원하
는 글로벌 의료설비박람회. 올해가 제 39회. △건축·설비·엔지니어링 △의료기기 △개호
및 복지설비기기 △의료 정보시스템 △의료 및 실버 서비스로 진행. 참가 의료설비 업체들
의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활동을 지원

◦ 주 최 : 日本医療福祉設備協会, 日本能率協会
◦ 기간 : 2014.11.12~14
◦ 장 소 : Tokyo Big Sight
◦ 연락처 : 3-11-1 Ariake, Koto-ku, Tokyo, Japan 135-0063
Tel: 03-3434-1988 Fax: 03-3434-8076 Email: hc-setsubi0919@heaj.org
◦ U R L : http://www.jma.or.jp/hospex/ja/top/iryou.html

MEDICA 2014
◦개

요 :	세계 최대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전문 박람회. 새로 개발된 첨단 제품 전시와 서비스 소
개를 통해 참가업체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수출입을 지원. 다양한 의료기술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와 포럼도 예정. ‘2014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부품 박람회(COMPAMED 2014)’
도 동시 개최. △전자의료기기 △통신의료장비 △첨단 의료기술 솔루션 △물리치료/정
형외과 제품 △수술용 장비 △병원용 소모품/인테리어/병원가구 등 전시

◦ 주 최 : Messe-Duesseldorf
◦ 기간 : 2014.11.12~15
◦ 장 소 : Deutsche Messe AG Messegelande, Duesseldorf, Germany
◦ 연락처 : P.O.B. 10 10 06, D-40001 Duesseldorf, Germany
Tel: +49 (0)211 4560-01 Fax:+49 (0)211 4560-668 				
Email: infoservice@messe-duesseldorf.de
◦ U R L : http://www.medica.de/

Middle East Natural and Organic Products Expo
◦개

요 :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개최되는 글로벌 천연/유기농 제품 박람회. 화장품과 스파, 헬스
케어, 환경친화 제품도 전시. 올해가 제 12회.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의 천연/유기농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기능. △천연/유기농 식음료 △자연미 및 웰니스 △건강 및 영
양 △대체의학과 자연요법으로 구분해 관련 제품과 신기술을 전시. 천연/유기농 제품의 향
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도 예정

◦ 주 최 : Global Links Dubai
◦ 기간 : 2014.11.25~27
◦ 장 소 : Dubai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Dubai, UAE
◦ 연락처 : P.O. Box : 34351, Dubai, UAE
Tel: + 971 4 3322283, 3327274 Fax:+ 971 4 3322253				
Email: info@naturalproductme.com
◦ U R L : http://www.naturalproductme.com/

Hair & Style management Stuttgart
◦개

요 :	지난 1951년 시작된, 유서 깊은 전통의 글로벌 헤어·미용 전시회. 화장품, 미용 용품, 마사
지 용품 및 기기, 뷰티 매장 인테리어 및 필수 기기를 소개. 새로운 헤어 및 미용 서비스 시
연과 함께 관련 교육이 예정. 글로벌 미용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혁신 등 트렌드를 분석.
참가 헤어·미용 업체들의 수출입 협상 등 사업 확대를 지원

◦ 주 최 : Messe Stuttgart
◦ 기간 : 2014.11.30~12.1
◦ 장 소 : Neue Messe Stuttgart, Stuttgart, Germany
◦ 연락처 : Messepiazza 1, 70629 Stuttgart, Germany
Tel: +49 (0)711 185600 Fax: +49 (0)711 185602440 Email: info@messe-stuttgart.de
◦ U R L : http://www.messe-stuttgart.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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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eka 2014
◦개

요 :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의약품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전망을 모색하는 글로벌
박람회. 영문명은 ‘제 21회 국제 의약품 및 의약품 관련 제품 박람회(21st International
Trade Fair for Pharmaceuticals and Related Products)’. △의약품/화장품 △의료용품
△위생용품 △실험실 기기 등 전시. 식물요법과 동종요법(Homeopathy)에 관한 세미나
도 진행. 러시아와 CIS 의약품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 주 최 : EUROEXPO
◦ 기간 : 2014.12.8~11
◦ 장 소 : Expocenter Krasnaya Presnya, Moscow, Russia
◦ 연락처 : Arbat str., 35, of. 423, 119002 Moscow, Russia
Tel: +7 (495) 925-65-61/62 Fax: +7 (499) 248-07-34 Email: info@aptekaexpo.ru
◦ U R L : http://www.aptekaexpo.com/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 Science and
Biotechnology
◦개

요 :	국제 환경과학 및 바이오기술 컨퍼런스. 환경과학과 바이오기술 사이 연관성을 규명
하고 상호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양 부문의 공조 및 발전 방향을 모
색. △바이오화학 엔지니어링 △바이오산업에서의 제품 엔지니어링 △바이오과학 및 기
타 부문에서의 자가조직(Self-organisation) △바이오 천연자원 엔지니어링 △산업전환
(Industry transformation) 사례연구 등 논의. 발표된 논문은 APCBEE Procedia에 등재

◦ 주 최 : Asia-Pacific Chemical, Biological & Environmental Engineering Society
◦ 기 간 : 2014.12.27~28
◦ 장 소 : CAPE PANWA HOTEL, Phuket, Thailand
◦ 연락처 : Unit B on 15th Floor Eu Yan Sang Tower, Nos.11/15, Chatham Road South
Kowloon, Hong Kong Tel: +852-3500-0137 Fax: +852-3500-0138		
Email: iccse@cbees.org
◦ U R L : http://www.iccse.org/

New Publications
헬스케어 지출 둔화 : 소비자 패러독스						
(Health Care Spending Slowdown : The Consumer Paradox)
미국의 헬스케어 비용 지출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비용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한 뒤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 새로운 의료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병원 의료진과 행정 담당자들 사이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 구축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촉구
•발행기관: Federation of American Hospitals •발행일: 2014.07 •면수: 6 pages
•URL: http://fahpolicy.org/wp-content/uploads/2014/07/Dobson-DaVanzo-FederationCost-Sharing-Executive-Summary.pdf

20년까지 제품별 유기농 퍼스널케어 시장 분석 및 영역별 시장전망		
(Organic Personal Care Market Analysis By Products And Segment Forecasts To 2020)
글로벌 유기농 퍼스널케어 시장을 전망하고 있는 보고서. 제품 효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 각
국의 우호적인 법제도, 소비자 구매력 강화로 인해 '20년에는 160억불에 근접하는 규모를 형성할 것
으로 예상. 천연 추출물, 항산화 성분, 박피제 분야에서 현저한 혁신 여파로 인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
•발행기관: Grand View Research •발행일: 2014.07 •면수: 210 pages
•URL: http://www.grandviewresearch.com/industry-analysis/organic-personal-care-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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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IDI 통계앤이슈 ● 글로벌 보건산업 정책 동향

아시아 요양 관련 서비스 시장 현황 및 일본기업의 진출 가능성 고찰		
(アジアにおける介護関連サービス市場の状況および日系企業による進出可能性の考察)
아시아 주요 국가의 고령화 진행 및 요양 서비스 시장 현황과 함께 일본 기업의 진출 전략을 논의하
고 있는 보고서.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세대당 연간 3
만5천불 이상의 가처분 소득을 보유한 65세 이상 ‘고소득 고령자’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발행기관: Mizuho Bank •발행일: 2014.08 •면수: 41 pages
•URL: http://www.mizuhobank.co.jp/corporate/bizinfo/industry/sangyou/pdf/mif_159.pdf

의료관광의 변신과 역동성						
(Medical Tourism Gets a Facelift... and Perhaps a Pacemaker)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 트렌드와 주요국의 의료관광 육성 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보고서. 의료관광 산
업은 단지 저렴한 비용이나 휴가와 치료를 단순 결합하는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되
고 있음을 강조. 의료관광 상위권에 아시아 국가들이 대거 포진한 가운데 태국이 1위, 한국은 11위로
평가
•발행기관: Forbes •발행일: 2014.08 •면수: 3 pages
•URL: http://www.forbes.com/sites/reenitadas/2014/08/19/medical-tourism-gets-a-faceliftand-perhaps-a-pacemaker/

컨트리 포커스 : 사우디아라비아의 헬스케어, 규제 및 급여 조망
(CountryFocus: Healthcare, Regulatory and Reimbursement Landscape - Saudi
Arabia)
지난 '13년 40억불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의약품 시장 규모가 오는 '20년에는 59억불로 증가, 60억
불을 바라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보고서. 수입 의약품이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사우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기조 및 제약업체 육성 정책을 분석
•발행기관: GlobalData •발행일: 2014.08 •면수: 247 pages
•URL: http://healthcare.globaldata.com/media-center/press-releases/pharmaceuticals/
saudi-arabias-pharmaceutical-market-dominated-by-imports-and-patenteddrugs-says-globaldata

향후 20년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인구 고령화					
(Population Aging Will Dampen Economic Growth over the Next Two Decades)
글로벌 경제성장과 인구 고령화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보고서.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향후 5
년간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4% 포인트, '20~'25년에는 0.9% 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 인구
고령화 추세는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가 ‘인구세(demographic tax)’로 전환되기 시작
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
•발행기관: Moody's Investors Service •발행일: 2014.08 •면수: 22 pages
•URL: http://www.veille.tn/wp-content/uploads/2014/08/Moodys_PBC_173599_6.8.20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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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화와 서비스 공급 조건				
(Affordable Care Act for Nurses)
영국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Service : NHS)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반드시 숙
지해야 할 필수조건을 소개하고 있는 지침서. 업체와 NHS 모두의 이익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가 △
사용하기 편리하고 △유지하기 쉬우며 △표준화 되어 있고 △충분한 유연성이 확보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발행기관: UK Department of Health •발행일: 2014.08 •면수: 27 pages
•URL: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
file/350099/1_NHS_TC_Guidance.pdf

일본 제네릭 의약품 시장 : 성공을 위한 기회와 전략			
(Dementia: Comprehensive Principles and Practices)
일본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서 제약업체의 기회와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 보고서. 제네릭 의약품 활
성화에 걸림돌인 의료계의 브랜드 선호 의식과,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제네릭 활성화 정책을 분
석. 일본에서 성공하려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높임과 동시에 함께 ‘브랜드 동등성(Brand
Equivalence)’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
•발행기관: Thomson Reuters •발행일: 2014.09 •면수: 20 pages
•URL: http://thomsonreuters.com/business-unit/science/pdf/ls/newport-japanesegenerics.pdf

텐케어, 메디케이드 확대에 대한 테네시주의 실험			
(TennCare, One State's Experiment with Medicaid Expansion)
미국 테네시주 사례를 통해 메디케이드 확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도서. 테네시에
서는 주정부가 메디케어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서 1993년 75만명이었던 메디케어 수혜자가 2001년에
는 147만명으로 급증. 그러나 주정부는 재정난에 빠져 경제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오바마케
어를 시행 중인 연방정부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
•발행기관: Vanderbilt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4.09 •면수: 248 pages
•URL: http://www.amazon.com/TennCare-States-Experiment-Medicaid-Expansion/
dp/0826520030/ref=sr_1_2?s=books&ie=UTF8&qid=undefined&sr=12&keywords=healthcare

제약산업에서의 지식경영
(KNOWLEDGE MANAGEMENT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빅파마의 등장, 특허 만료,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쇠퇴와 제네릭 의약품의 부상 등 급격한 변화를 겪
고 있는 제약업계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려면 지식경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도서. 제약산업 특히 제약산업 R&D에 적용 가능한 일련의 지식경영 기술과 접근방식을 소개
•발행기관: Gower Pub Co Press •발행일: 2014.09 •면수: 136 pages
•URL: http://www.amazon.com/Knowledge-Management-Pharmaceutical-IndustryManufacturing/dp/1409453359/ref=sr_1_56?s=books&ie=UTF8&qid=1409900123&
sr=1-56&keywords=pharmaceutical+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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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 in Life ● Medical Korea 세계로 뻗어나가는 병원/(26)청심국제병원

융합의료관광 모델로 우뚝 서다
국내 1호 국제병원 청심국제병원 … 한 발 앞선 도전으로 의료관광 새 패러다임 제시

글_청심국제병원 국제협력팀

청심국제병원은 국내 1호 국제병원으로서 외국인 환자 진료에 특화되어 있는
곳이다.
환자의 30% 정도가 외국인으로 지난 2011년에는 41개국에서 7,484명의 외
국인 환자를 유치, 주요 대형병원들을 제치고 외국인환자 유치율 1위 병원으
로 우뚝 섰다.
또한 청심국제병원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관광진흥확대
회의에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의료관광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서
비스와 문화, 음식, 유적지, 휴양지 등 관광자원을 결합한 의료관광 클러스터
▶ 청심국제병원

전경

모델로 선정되었다.

현재 청심국제병원이 자리한 곳은 경기도 가평군. 외국인 의료관광객 밀집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
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내 최초의 국제병원으로 보다 빨리, 능동적으로 의료관광을 준비했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의료관광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과 동시에 한 발 앞선 새로운 도전으로 대한
민국 의료관광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온 데에 있다.

과감한 도전, 다가가는 적극적 홍보마케팅을 통한 러시아 환자 일대일 유치
지난 2013년, 러시아 에이전시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청심국제병원으로 환자를 보내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다. 단 한 번의 교류도 없었던 러시아의 에이전시에서 청심국제병원을 어떻게 알고 환자를 보내오겠다
고 요청한 것일까?
이는 바로 인터넷과 입소문의 힘이었다. 인터넷에서 청심국제병원의 진료 및 치료에 대한 후기를 읽은 환자
가 직접 에이전시를 찾아 청심국제병원行을 요청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관광은 상당수 에이전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환자가 한국의 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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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는 경로는 인터넷과 지인을 통한 입소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에이전시 역시 의료
기관에 대해 사전조사를 할 때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더불어 2014년부터 대한민국-러시아 무비자 제도가 시행되어 러시아 환자들이 보다 쉽게 한국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청심국제병원은 러시아의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한국의료관광 및 청심국제병원에 대한 홍보를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 러시아권 온라인 마케팅을 발 빠르게 진행하였다.
청심국제병원은 반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 러시아어 웹사이트 제작, 웹사이트 검색 최적화, 온라인 프로
모션 등을 실시하였고, 현재 웹사이트와 이메일 등을 통한 러시아 환자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으며 원활한
일대일 환자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심국제병원의 외교동향에 따른 발 빠르고 능동적인 준비와 과감한 시간·비용·인력 투자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대일 환자 유치 활성화라는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 VIP병동

▶ 수술사진

▶ 성형센터

시술

▶ 에스트라스파

마사지

의료관광 상품의 차별화, 수십억 중국인들이 원하는 것은 성형뿐?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중 중국인이 약 56,000여 명으로 전체
의 26.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총 1천억 원 상당을 쓴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가운데 중국의료관광객은 성형외과, 내과, 피부과 진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심국제병원
은 성형을 원하는 중국 환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4년 1월 청심국제성형센터를 개설하였으며, 이
어 에스테틱에서 성형부기를 빼고 스킨케어까지 받을 수 있는 에스트라스파를 오픈하여 미용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적인 아름다움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건강한 신체에서 피어나는 것. 청심국제병원은 성
형과 함께 줄기세포 치료, 혈액정화, 영양주사 등의 안티에이징 프로그램과 신개념 비수술 다이어트 프로그램
인 위풍선 시술, 프리미엄 종합건강검진과 DNA검사 등을 조합하여 차별화된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을 만들어
냈다. 많은 중국환자들은 얼굴에 붕대를 감고 강남 거리에서 주변의 시선을 견뎌내야 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청
평호반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쾌적한 성형센터 전문병동에서 본인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한 프로그램을 체
험하고 청평호 선상 바베큐파티, 남이섬·쁘띠프랑스와 같은 한류관광지를 방문하는 등 진정한 휴양과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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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즐기는 것에 대해 호평을 보내오고 있다.
더불어 성형외과 외 16개 진료과가 운영되며 이에 따른 타진료과 연계, 양한방협진이 가능하다는 안전성
또한 중국 의료관광객들이 청심국제병원을 믿고 찾는 이유 중의 하나다.

의료관광의 관점 전환, 투어 관광객들의 발길 이어져
현재 대한민국 의료관광 산업은 의료를 중심으로 여행, 쇼핑, 먹거리 등의 관광을 결합한 형태다.
이에 청심국제병원은 의료관광에 대한 관점을 180도 전환하여 관광의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
다. 현재 의료관광 산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더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새로운 전략과 상품을 끊임
없이 개발해야한다는 것이 청심국제병원의 지론이기 때문. 청심국제병원이 제시한 관광의료는 관광업체와 관
련기관이 여행, 관광을 중심으로 하여 의료를 상품의 부대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드라마‘아내의 유혹’
,‘대장금’
부터‘그 겨울 바람이 분다’
와‘별에서 온 그대’
까지, 중국 대륙에 한류드라
마 열품이 거세게 불고 그에 따라 드라마를 빛낸 한국 배우들이 중국 젊은이들의 워너비가 되고 있는 이 시점
에 청심국제병원은 관광의료를 접목하여 별그대건강뷰티체험프로그램을 개설, 국내 최대 여행사로 손꼽히는
하나투어와 함께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관광객들은 가평과 춘천 등지에 자리 잡은 드라마 촬영지를 관광하고, 청심국제병원을 찾아 쇼핑과 에스테
틱, 간단한 건강검진과 성형시술을 받을 수 있다.

동아시아 의료관광 개척, 중국·일본 넘어 베트남까지...
최근 청심국제병원은 베트남 환자들의 방문이 늘었다.
대한민국의 의료관광산업이 일본, 중국, 러시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동아시
아 의료관광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그 전초기지로서 베트남을 지목,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베트남 의
료관관객들을 모객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청심국제병원은 국내 대형 여행사인 자유투어와 베트남 최대 국영
여행사인 하노이투어리스트, 베트남 유명 홈쇼핑 업체 VNK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의료관광 불모지인 베트남
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전략과 상품을 개발·홍보하고 있다.

▶ 베트남

보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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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접경 의료관광투어

▶ 베트남

하띤성 관료 방문

▶ 캄보디아

의료봉사

▶ 의학컨퍼런스

▲ 재활센터

▲ 종합검진센터

받은 사랑을 되돌리기 위한 시간, 해외의료봉사에 앞장
2014년 10월 30일, 5명의 청심국제병원 의료진과 간호사, 직원들이 캄보디아로 떠났다. 해외의료봉사를 위한
출국이었다.
청심국제병원은 2008년부터 정기적으로 필리핀, 캄보디아 등 해외 의료낙후지역을 찾아 의료봉사를 실시해
왔다. 그 외에도 지역소외계층, 일본 대지진 피해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찾아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왔다. 청심국제병원의 이러한 행보는 그동안 병원을 찾아온 많은 국가의 환자들에게 받은 관심
과 신뢰를 되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 중 캄보디아는 청심국제병원과 한국의 일미치과, 일본의 일심병원이 5년째 찾고 있는 곳이다.
캄보디아는 평균수명이 60대 초반인 나라로 빈곤과 낙후된 학교시설, 열악한 교육여건 등 교육의 부재로
인해 보건과 위생의식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의료서비스의 양질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에 의료봉사 기간동
안 하루 약 400여 명의 캄보디아 환자들이 한-일 의료진을 찾는다.
청심국제병원에게 있어 매년 이어지는 의료봉사활동은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신뢰를 쌓는데 그 의미가 있다.
장기적 시점에서 본 의료관광산업의 밑바탕인 것이다.
또한 청심국제병원과 일미치과, 일심병원 이 세병원은 해외봉사 뿐만 아니라 컨퍼런스를 통한 의학적 정보
교류와 국가를 초월한 의료진·환자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세 병원의 협력은 나눔의 실천과 함께 새로운
의료관광의 시작이기에 그 의미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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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기능 오존함유 윤활제 제조 기술
인체 무해한 윤활제 - 식품공장, 치과 등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글_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술사업화지원센터 배정환 연구원

대량 생산되는 식품의 안전성은 항상 강조되고 있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또한 건강과 직결되는 국민
보건과 위생, 안전의 최일선이 바로 먹는 제품일 것이다. 또한 영유아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과 제조설비까
지 특히 건강과 식생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윤활제가 사용되고 있는 제조 식품, 기구, 장난감 등에
바로 윤활제가 사용되고 있다. 이 윤활제가 내 입으로 들어간다면 과연 안전할까? (주)세진바이오텍이 그 안
전을 입증한‘소독기능 오존함유 윤활제 제조기술’
인 오존화오일로 해결할 수 있다.
㈜세진바이오텍의 오존화오일은 치과 핸드피스의 소독을 위해 개발한 것으로 식품첨가제로 사용되는 유동
파라핀에 오존을 함유시켜 윤활기능과 소독기능을 동시에 사용 가능한 기술이다.

NET 인증을 획득한 이유
인체에 무해한 윤활제 시장은 식품분야에서만 1억달러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식품분야외에도 각
종 의료기기, 완구 분야 등에서 급속하게 성장중이다. ㈜세진바이오텍은 치과의 핸드피스 소독기를 개발하
여 판매하는 등 치과 소독 전문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핸드피스의 소독을 위하여 개발된 오존화 오일에 대하
여 NET 인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로 제품에 대한 매출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ET인증 제품의 기술력
NET인증을 받은 ㈜세진바이오텍의‘소독기능 오존함유 윤활제 제조기술’
은 오존화오일을 생성해 낼 수
있는 기술이다. 이 윤활제 제조기술은 치과용 핸드피스의 내부에 있는 좁은 관로를 소독하기 위해 개발한 것
으로 식품 가공 공장이나 장난감, 기타 의료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식품첨가제이며 윤활제로도 사용되는 유동 파라핀오일을 베이스로 하여 그 내부에 오존이 포집되어 윤활
과 소독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인체에 무해하므로 치과 핸드피스나 식품 가공 공장의 윤활제 등으로 사용가능
하다.

보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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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료시장이나 식품위생에 사용되는 윤활제 시장을 대체할 수 있어 수입 대체효과도 전망되고 있
다. 당사에서 개발한 오존화 오일 기술은 일본으로 기술 이전하여 내시경 소독제로 개발중이다. NET인증을
통해 의료, 식품 관련 산업 관계자들의 안전성 입증과 함께 시장 진출에 도움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3 투입

오존투입후

< 오존화 오일의 제조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존의 치과나 식품공장에 사용되는 윤활제는 단순히 장비의 구동부에 들어가 장비가 원활
하게 구동될 수 있도록 윤활만 하고 있어 세균에 오염된 장비에 사용하면 세균의 표면에 윤활
제가 덮혀 있는 상태가 되므로 추후 살균을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여도 윤활제에 의해 소독제
가 세균과 접촉되지 않아 살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세진바이오텍의 기술은 이런 윤활제 내부에 살균 성분이 포함되도록 하여 세균에 오염된
장비에 사용할 경우 바로 소독이 이루어지므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세진바오이텍은?
2005년에 출범한 ㈜세진바이오텍(대표이사 황현태)은 치과용 의료기기 소독제 전
문 제조기업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및 부산시 선도기업 고령친화기업으로 인
증받은 기업으로 소독분야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고자 한다.
특히 HOCl 생성 치과 수관 관리시스템인 텐탈큐브, 수소정수시스템 워터큐브, 치과
핸드피스 전용 멸균기 덴티스타 등 혁신기술 특허 중심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황현태 대표이사

특히 현재는 원천기술을 가지고 세계 시장 진출을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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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바이오 진단 기업 꿈꾼다
스마트폰과 연동시킨 혈당측정기 차세대 기대주로 부상

글_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TF팀 윤태영 연구원
자료제공 : 에스디바이오센서(주) (기업홈페이지: www.sdbiosensor.com)

에스디바이오센서㈜는 2010년 12월에 세계적인 래피드 진단시약업체인 ㈜에스디에서 분할,
독립하여 설립된 POC (현장검사) 전문 진단 의료기기 제조, 판매 회사이다.“인간의 건강을 지
키는 건강한 기업”
이라는 비전 아래 질병관리와 예방을 가능하게 하는 진단사업을 목표로 현장
검사 시스템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제품을 만들고, 글로벌 브랜드로 연구, 생산,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2013년 충북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면적 18,044㎡(약 5,500평),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제 2공장을 완공하였고, 미국지사와 인도지사 설립으로 주
요 혈당 시장에서 거점을 확보하여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주요 개발 기술로는 전기화학 센서/시스템, 광학 센서/시스템 등이 있으며, 국제 의료기기
설계·개발·생산·설치 규격 ISO13485 인증 및 국내 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인 GMP 인증
을 획득하였고, 각 제품별로 US FDA, HealthCanada, CFDA, IFCC, NGSP와 같은 국제 인증을
획득함으로서 세계에서 기술력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헬스케어 접목한 자가혈당기
유헬스케어를 접목한 에스디바이오센서의 혈당측정기 제품으로는 글루코나비 NFC, 글루코나비 링
크 0.3 NFC, 코드프리 NFC가 있다. 이 제품들은 스마트 폰에 차세대 근거리 통신 기술인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사용자가 혈당측정기에 저장된 혈당측정값을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전송하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당뇨를 관리하고, 관리기록을 가족들과 전문의료인들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
에스디바이오센서의 NFC 혈당측정기로 혈당을 측정한 뒤 측정기를 스마트폰 후면의 NFC 칩이 있는 곳에
가져다 대면 측정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핸드폰으로 넘어가고, 전송된 데이터는 '글루코나비앱'이라는 스마트폰
용 혈당관리 앱 프로그램으로 관리된다. 기존 제품처럼 혈당데이터 전송을 위해 따로 혈당애플리케이션을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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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거나 조작할 필요가 없어 스마트폰 기기 조작
에 미숙한 노년층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글루코나비앱에는 혈당과 인슐린 데이터 관리는
물론 그래프 분석, 음성 메모 등의 기능이 담겼다.
특히 앱에 저장된 혈당 및 인슐린 데이터와 그래프
는 곧바로 가족 및 의료진과 공유할 수 있어 혈당
관리의 신속성과 체계성을 극대화 했다. 또한 음성

<글루코나비 NFC> <글루코나비 링크 0.3 NFC> <코드프리 NFC>

으로 메모 할 수 있는 기능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
이며 현재 안드로이드 용 어플리케이션만 지원되며 추후 아이폰 IOS에도 지원될 예정이다.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안정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개척
끊임없이 제품개발에 전면하고 있는 에스디바이오센서는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BGMS와
POCT 제품군에서 다양한 해외 인증을 획득하였고, 이중 가장 두드러진 부각을 나타내는 장비는 당화혈색소
현장진단장비인 SD A1cCare(에이원씨케어)이다. SD A1cCare는 IFCC뿐만 아니라 2013년에 이어 2014년 9월
에도 강화된 NGSP인증을 재차 획득하였다. NGSP란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고, 표준화된 HbA1c 결과를 제공
하고자 하는 인증 프로그램으로 검사실 수준, 검사방법 및 정도 관리 여부에 따라 HbA1c 결과가 다를 수 있으
므로, 당뇨병 환자의 관리 및 당뇨 관련 연구 결과 해석에 대한 제한 점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당화혈색소 측정장비가 NGSP 규정에 부합하려면, 기관에서 정해놓은 당화혈색소 농도별, 비율별 40개의 혈액
샘플이 인증의 편차기준 ±6% 이내에 37개가 들어야 하는데, 금번 인증평가에서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에이원
씨케어는 40개의 샘플 중 38개가 범위 안에 포함되며 NGSP인증을 통과하게 되었다.
이미 SD A1cCar는 세계최대 의료기기박람회인 독일의료기기 박람회에서(2013 MEDICA)에 출품하여 세계
각국에서 온 방문객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았고, 해외는 82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당화혈색소, 콜레
스테롤, 당뇨 진단에 필요한 센서를 대량 생산하는 한편 사업 범위를 넓혀 CRP, 크레아티닌, 마이크로알부민
등 다양한 센서 개발을 바탕으로 5년 내에 전 세계 10대 기업에 손꼽히는 진단 바이오센서 기업으로의 부상
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에스디바이오센서㈜를 주목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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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 in Life ● K-뷰티 대한민국 화장품 업체/(21) 키초(KICHO) 코스메틱스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친환경, 자연주의 화장품기업
전세계 대상 온라인 쇼핑몰 구축 등 글로벌 진출 앞장

글_한국보건산업진흥원 뷰티화장품정책팀 장준은·이혜진 연구원

기본에 충실한 신뢰받는 기업
“키초 코스메틱스(KICHO Cosmetics)”
는 60여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뷰티 부자재 전문 수출회사를
근간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해외최고의 뷰티기업들을 상대로 품질관리, 소싱능력, 우수한 디자인 등을 바탕으
로 반세기가 넘는 동안 신용을 쌓았으며 그 신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화장품 영역에 도전하였다. 기존의 OEM,
ODM 수출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금까지의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을 키초 코스메틱스의 스킨케어화장
품 및 색조화장품, 메이크업 브러쉬 등에 녹아들게 하였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 사용을 배제하고 화학적
원료사용을 최소화하며 안전성이 확보된 좋은 원료와 자연 유래의 피부 저자극 화장품을 개발하여 2013년에
출시하였다. 키초 코스메틱스는 인체에 무해한 근본에 좀 더 충실한 화장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최대의 CGMP 우수화장품 공장 시설에서 주요제품들을 제조하고 있으며, 한국화학시험연구원과 대한피
부과학연구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같은 최고 신뢰도의 검사기관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관리하고 있다.

친자연주의를 표방하는 기업
키초 코스메틱스는 미주, 유럽시장을 비롯한 전 세계적 이슈인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한발 앞서 친환경제품
생산 및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예로 FSC 인증(산림보호를 위한 열대우림 보호협회 인증), REACH 사전
등록(유럽의 환경유해물질 규제), CPSIA 준수(미국의 중금속등 소비자안전 개선법), Fish and Wildlife 라이센스(어
류 및 야생동물 보호) 등의 환경 관련 수출입 규제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10월에 열린 환경보호 캠페인인‘얼루어 그린 캠페인’
에 동참을 하고 녹색연합을 지원하는 등 환
경보호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고 고객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행사들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올해 9월에 오픈
한 키초(KICHO) 플래그십스토어 매장은 키초의 기업이념을 따라 친자연주의 인테리어를 채택하여 소비자들에게
심미적 만족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매장 전체 디자인은 나이테 질감을 살려 친 자연적인 느낌을 살렸
고, 내부로 연결되는 출입로는 한적한 숲 속의 길처럼 꾸며져 있다. 인테리어는 물결을 표현한 벽지, 연못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유광의 바닥, 자연채광에 가까운 내부 조명 등으로 디자인되어 마치 숲 속에 온 것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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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편안한 느낌을 주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고
히 했다. 키초 코스메틱스는 이 플래그십스토어를
통해 한국 소비자들에게 더 쉽고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있다. Offline 매장은 각
국 투자가들 및 국내 소비자들과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고 KICHO 브랜드를 홍보, 마케팅
하는 복합문화의 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 키초(KICHO) 코스메틱스 플래그십스토어

세계 속으로 진출하는 기업
키초 코스메틱스는 현재 한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러시아 등의 다양
한 박람회에 활발히 참여 중에 있으며 해외바이어 발굴에 힘쓰고 있다. 또한 키초 코스메틱스는 올해 초부터
아시아 최대 뷰티스토어인“싱가포르 SASA”입점하였고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베트남
하노이 플래그십스토어(Lovely Korea BEAUTY PREMIUM)’
에 선정되었다. 그 외에 서울산업진흥원의 추천으
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의 일본최대 백화점 그룹인 이세탄 백화점(KLCC ISETAN)에 한국관 입점을 눈앞
에 두고 있다. 현재 키초 코스메틱스는 전 세계 온라인 쇼핑몰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이후로도 더 많은 제품들
과 함께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
기존의 영업 전략이 품질관리와 신용이었다면 뷰티 브랜드의 특성상 트렌드와 디자인이 중요한 만큼 제품디
자인 및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것은 곧“소비자들이나 외부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먼
저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디자인개발 및 제품개발을 제시함으로써 만족도를 최대화하겠다”
는 키초 코스메틱
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제품에 동양적인 특성을 가미하거나 특상위권을 대상으로 하는 제
품 구성 등 다양한 타깃에 맞는 맞춤형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제품 사용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후처리 문제
에 있어서도 확실하고 끝까지 깔끔하게 처리해 준다는 기업 이미지를 통해 신뢰와 믿음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키초 코스메틱스는 최고의 품질 및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의 자연주의를 담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키초 코스메틱스는?
1952년부터 60여년간 메이크업 브러쉬를 제조, 수출한 모기업을 기반으로 그 동안의 노하우와 뷰티경험을 바탕으
로 화장품 사업부분으로 확대해 작년에 천연자연주의 화장품 “키초 코스메틱스” 브랜드를 런칭했다. 키초 코스메틱
스는 회사의 보물 1순위로 직원을 꼽는다. 전체 직원 40%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할 정도로 애사심이 특별하
다. 또한 중부 국세청장 성실납세자상, 장한 한국인 ‘경영대상’ 등을 수상하며 대외적으로 성실성과 우수성을 인정
받았으며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진실성 있는 사회환원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부드러운 인간애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통해 키초 코스메틱스는 전 세계의 여심을 사로잡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2014 November •

71

HT in Life ● Hello KHIDI 블로그 기자단 통신_제5회 비만예방의 날 “High-5 Together”

제5회 비만예방의 날 “High-5 Together”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이로인해 사회경제적 비용도 높아지고 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비만의
심각성을 알리고,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10월 11~13일 "High-5 Together"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
Hello KHIDI 블로그 기자단이 취재를 다녀왔다.<편집자주>

“아동·청소년 비만 누구의 책임인가?”
글_최소희 기자(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한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
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왜인지 비만율은 늘어
나고 있고, 심각한 초고도 비만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개
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
원과 대한비만학회가 주관하는‘제5회 비만예방의 날’
행사에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포럼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는 <한
국 아동, 청소년 비만 현황 및 환경진단·아동 청소년 비만 누구의 책임인가?>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2부는
<한국 아동 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한 개입과 정책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한 건국대병원 정소정 교수는‘아동 청소년 비만 현황, 원인 및 사회 환경적 특성’
을 주제
로 진행하였다. 비만율이 증가하면서 운동을 자연스레 못하게 되고 관절도 약해지며 이로 인해 동반질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래서 영양과 운동을 두 축으로 삼아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어떻게 사회에 녹여 나갈 것인지 문제점을 던지며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며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아동 청소년 비만의 사회 경제적 요인’
을 주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호영 센터장이 뒤를
이어 발표를 진행하였다. 비만으로 인한 청소년 질병을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정책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경제적으로 손실 절감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기초자
료를 구축하여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밝히고 관리와 예방에 좀 더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가 필요
하다고 하였다. 2부는 국민대 정상진 교수가‘아동 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한 식생활 환경’
이라는 주제로 발표
했다.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하고 비만 프로그램을 영유아와 청소년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만에 대한 기준을 표준화 시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산업

• 72

다음으로‘아동 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한 신체활동의 중요성과 제언’
으로 연세대 서상훈 교수가 발표하였
는데, 사람들 간의 친밀감이 떨어지면 비만율이 늘고 있고 이는 곧 사회적 현상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
하였다. 국내외 정책을 비교하며 장단점을 분석하여 발표하여 앞으로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아동청소년 비만예방 정책의 현재와 대안’
으로 동국대병원 오상우 교수가 발표하였다. 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보건 의료적 관점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앞으
로는 의사, 영양사, 신체관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환경과 문화를 접목시켜 캠페인
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비만,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
글_이종복 기자(협성대 보건관리학과)
음악프로그램을 보면 뛰어난 가창력과 좋은 음색이 있더라도 심사위원의 체중감량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
지 않고 등장한다. 스스로도 체중감량에 대한 목표의식
이 있지만, 우리사회는‘뚱뚱하다’
는 것을 게으르고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찍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
지만 정말 게으름과 음식의 과다섭취 때문에 비만이 발
생하는 것일까?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의 공통분모를 가
지고 개인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의 사회적 인식제
고와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전문가 포럼 이후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아이들의 생
활환경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각 처부의 노력에 대해서 들어 보았다. 학교, 집, 학원, 도서관은 대부분의 학
생들이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다. 하루를 보내는 장소에서 아이들의 생활은 운동시간부족과 수면부족 그리고
과도한 패스트푸드의 섭취는 아이들을 비만으로 이끌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조귀훈 팀장은‘아동·청소년 비만예방 정책 현황 및 방향’
을 주제로 우리나라 아
동·청소년의 비만은 10명당 1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비만은 자신감 상실, 학업성취도 저하,
학교에서 부적응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현재 한국의 성인 비만율은 4.6%으로 OCED
국가 34개국 30위로 양호하지만,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남아 25%, 여아 20%로 조사국 40개국 중 12위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비만 아동의 60%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바빠졌지만 덜 움직이고 더 많이 먹고 있다.’
라는 말로 비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건강한 신체를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성장기 아이들이 처한 현실은 이를 반영치
못한다. 학생의 건강증진과 보호를 위해 다차원적인 사회의 노력만이 아동·청소년의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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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 in Life ● Hello KHIDI 블로그 기자단 통신_의료기기 CEO 포럼-의료기기 NET인증기업 수출 협약식

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의료기기 CEO포럼-의료기기 NET 인증기업 수출 협약식

글_이기동 기자(경북대 전자공학부)

지난 10월 21일(화) 의료기기 CEO 포럼과 더
불어 의료기기 NET 인증기업 수출 협약식이 동
시에 진행되었다. NET인증을 받은 기업, (주)메
인텍의 신제품 발표회와 함께 외국기업 6개사
와 MOU 체결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함께 하여 그 의미를 더
하였다.
(주)메인텍은 원천기술을 가지고 성장한 중소
기업으로 10년 이상을 기술 개발에 매달리며 꾸
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회사다. 현재 메인텍 이상빈 대표는 이전 회사에서 연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
로 (주)메인텍을 설립하고 다양한 의료기기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작년에 개발한 의료용 미세조절기는 의료
기기 시장의 선두로 떠오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1회용 약액주입량 조절기’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세계 최초
로 한 손으로 조작이 가능하고 동일한 양의 링거액을 시간에 맞춰 주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다.
이번 신제품은 애니퓨전(Anyfusion)이라는 제품인데, 애니퓨전은 링거를 맞을 때 거치대를 사용하지 않아
도 되는 전자식 프 말한다. 튜브 사용량을 30%이상 줄일 수 있음은 물론이고, 높이와 상관없이

프 사용이

가능하고 액체뿐만 아니라 고체도 주입이 가능한 제품이다.
보통 의료기술이나 의료기기 원천기술은 해외 것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직 의료기술에서
는 그리 큰 발전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원천기술을 가지고 끝없는 연구와 개발을 하는 중소기업이
있기에 새로운 신제품을 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애니퓨전 같은 경우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에서 큰 관심을 보이는 제품 중 하나이고, 이렇게 우수한 기술을 확보하고 한 단계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질수
록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또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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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 in Life ● Hello KHIDI 블로그 기자단 통신_제3회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정책 포럼

한의약,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제3회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

글_이기동 기자(경북대 전자공학부)

지난 10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제3회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정
책 포럼>이 열렸다.‘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활성화’
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의약 분야와 해외환자 유치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
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환자유치지원실 한동우 실장의 발표로 본격적인
한의학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이 이어졌다. 주제는‘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컨설팅 운영’
에 대한 내용이였으며,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기관 전문가들의 역할이 필수적고, 유치역량의 향상을 위해서
는 참여기관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컨설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였다.
컨설팅 분야는 총 다섯 개의 분야로 이뤄져 있다. 홍보·마케팅, 상품개발,
법률, 인프라·서비스 마지막으로 출·입국 관리가 그것이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질 수 없다. 모두가 외국인 환자 유치에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
기에 정기적인 컨설팅은 참여기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주)아스클레인터메드의 이황 대표가 발표를 이어갔다. 여자들만을 위한 한방여행이라는 주제로 의약 특화
프로그램 지원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류열풍의 주역들인 한류 가수들을 활용한 사례, 웰빙
관광과 엮은 힐링투어 사례, 여자들만을 위한 한방 뷰티케어 등을 소개하였다. 다양한 환자군 중에서 여자들
에 초점을 맞춘 사례 소개가 인상 깊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체류관리과 강영우 책임관의‘외국인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에 대한 발표가 이어
졌다. 출입국관리 행정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다. 일반비자와 다른 의료비자에 대한 개념 설명부터 사증
발급인증서에 대한 이야기도 짚고 넘어갔다. 법과 관련해서는 엄격히 적용되기에 출·입국 관리 또한 정확하
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이번 3개의 발표로 한의학 분야에서의 글로벌 헬스케어에 대해 조금은 가까워 진 것 같다. 이러한 정책포럼
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에 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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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 in Life ● Hello KHIDI 블로그 기자단 통신_제28회 HT포럼 ‘통일시대 대비 HT R&D의 역할과 방향’

통일을 위한 보건산업 R&D의 방향은?

글_한희지 기자(이화여대 보건관리학과)

지난 10월 2일(목)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한국
보건의료 R&D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
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28회
HT 포럼은 <통일시대 대비 HT R&D의 역할과 방
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그 동안 HT 포럼의
주제들이 남한의 보건의료산업이 지닌 문제점만
을 다룬 것이라면 이번 HT 포럼은 한반도 전체의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개최되었다.
제1부의 개회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기택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정기택 원장은“이번 HT 포럼
이 남북한 보건의료산업의 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 또한 독일의
사례처럼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건강한 통일 한반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진흥본부 윤건호 본부장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세 명의 연사들이 각
각의 주제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발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윤석준 소장이 보건의료 관련 변화 사례인‘통일 독일의 교훈’
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주제발표는 과거 서독과 동독이 통일한 독일의 정책과 그에 따른 변화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여 실제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연구위원이‘북한의 보건의료체계 현황과 문제점’
에 대해 발표하였
다. 황나미 연구위원은 북한 보건의료산업의 현황을 바탕으로 취약점을 파악하여 재원조달, 합의 및 협력, 보
건산업기술 지원 등 남북이 서로 상이한 보건의료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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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사업전략기획실 박수
정 연구원이‘통일시대 대비 HT R&D 추진방
향’
에 대해 설명하였다. 박수정 연구원은 통일
에 대비하여 남북한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통
일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R&D 사
업 추진 전략과 기대 효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제3부는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 우리민족서로돕
기운동 손종도 부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명근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종구 교수,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최현주 부장이 패널로 참여하고, 윤석준 교수를 제외한 2부의 발표자 2명이 동석한 가운데 활발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이번 HT 포럼은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속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 덕
분에 단순히 연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
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중에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한 후 독일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펼쳤
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윤석준 교수는 동독과 서독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화폐 통합,
사회제도 개선, 소득의 약 7%를 연대세, 즉 통일세로 지불하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답했다.
이번 HT 포럼이 많은 이들에게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며, 보건의
료 R&D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또한 이를
발판으로 한국의 보건산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본 취재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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