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

2020. 12. 22.

Vol. 376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0.12.22
Volume 376

01

디지털 헬스케어
Ÿ 미국 GAO, 환자 치료 강화를 위해 활용되는 AI 분석 보고서 발간 ·························1
Ÿ 미국 AMA, 원격의료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안 제시 ···············································1
Ÿ 유럽, COVID-19 이후 의약산업을 변화시키는 디지털헬스케어 도구 ·······················2
Ÿ 일본, 임상데이터 관리의 혁신적 변화 고려한 새로운 전략 필요 ······························2
Ÿ 웨어러블과 원격의료 기술, 디지털심장학의 새로운 응용분야로 부상 ························3
Ÿ AI와 로봇공학,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3

02

4대 보건산업
Ÿ FDA, Pfizer-BioNTech사의 COVID-19 백신에 대해 EUA 부여 ··························4
Ÿ 미국 Paige社, AI 유방암 감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럽지역 CE 마크 획득 ············4
Ÿ 유럽 EC, 제네릭 제품 시장진입 지연에 대한 과징금 부과 ······································5
Ÿ 일본 중소 제조업체, 사업 다각화 분야로 의료기기 시장 유망 ·································5
Ÿ 중국, COVID-19 백신에 대해 대규모 출시 준비 ···················································6
Ÿ 국가별 COVID-19 백신 확보물량, 인도, EU, 미국 순 ··········································6
Ÿ 화장품 산업, 미래를 선도할 5가지 미용테크 트렌드 ···············································7
Ÿ 디지털헬스 의료 서비스,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지침 필요 ···································7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GAO, 환자 치료 강화를 위해 활용되는 AI 분석 보고서 발간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환자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활용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이점, 당면과제, 정책옵션에 대한 분석 보고서 발간
Ÿ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임상 분야 △행정관리
분야 등 두 영역에서 환자 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
Ÿ 임상 AI 도구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예측하고 △치료를 권장하고 △외과적 치료를 안내하고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커뮤니티의 건강 결과(health outcome)를 개선
Ÿ 행정관리 AI 도구는 △디지털 메모를 기록하고, △운영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힘든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공급자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 제고
Ÿ Gao는 AI 도구 활용의 장애요인으로 △고품질 데이터 수집 △데이터 편향 △기관과 환자집단의
차이로 인한 확대와 통합 △투명성 부족 △개인정보보호 △책임에 대한 불명확성 등 6가지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옵션을 제시
[ Government Accountabilit y Of fice, 2020.11.30.]

미국 AMA, 원격의료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안 제시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는 메디케어및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
(CMS)를 포함한 연방 및 주정부 정책입안자들에게 보험커버리지, 접근성, 보험급여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원격의료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안 제시
Ÿ 최근 ‘COVID-19 헬스케어연맹’이 1,600명의 헬스케어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COVID-19 위기 동안 헬스케어 제공자의 약 70%가 원격의료 기기의 사용을 희망
Ÿ AMA는 △COVID-19 이후에도 광범위한 원격의료 서비스 채택을 지속적으로 옹호 △연방,
주정부, 기관, 지불인(보험회사 등)은 환자에게 공정한 혜택을 제공하는 원격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명확하고 통일된 법규 및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청
Ÿ 또한 △원격의료 인프라에 대한 자금 증가와 위험에 처하고 자원이 부족한 환자 집단 및
커뮤니티를 위한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지원 △보건 격차를 줄이고 헬스케어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원격의료 사용 지원 등을 제시
[ mHealth Intelligence, 2020.11.19.; Verywell Health, 2020.12.10.]

1

2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0.12.22

유럽, COVID-19 이후 의약산업을 변화시키는 디지털헬스케어 도구
COVID-19 이후 유럽에서는 의약산업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원격진단 △내부
커뮤니케이션 △외부협력 등 세 가지 영역에서 디지털헬스케어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Ÿ (원격진단) 독일의 Klara社는 원격진단 디지털 도구를 유럽 전역의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서비스는 개인이 온라인 환경에서 의사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환자 포털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점을 제공
Ÿ (내부 커뮤니케이션) 의료 전문가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와의 의사 소통을 위한 원격의료 및 디지털 솔루션의 도입으로 인해 유럽 전역의 의료기관,
조직 및 협회 회원을 위한 전문가의 역할을 담당
Ÿ (외부 협업) 병원 내 커뮤니케이션 및 연결을 단순화하고 외부 전문가와의 의뢰 및 상담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도 있으며, 예를 들어 메신저 앱은 전문가, GP, 병원 직원이 서로 직접 연락하여
환자 이송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요 시간을 경감 가능
[ MedCityNews, 2020.11.30.; NHS, 2020.11.30.]

일본, 임상데이터 관리의 혁신적 변화 고려한 새로운 전략 필요
‘임상시험데이터관리(CDM)’시스템은 다양한 신기술의 응용·적용을 감안해 ‘△양(Volume)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 △진실성(Veracity) △가치(Value)’ 등 데이터의 가치창출
목적에 맞는 5가지 V 전략 수립이 필요
Ÿ (Volume) 임상시험을 통해 수집할 데이터를 QbD(Quality by Design) 관점에서 정의하고, 데이터양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新데이터과학의 원칙, 데이터 수집 툴, 데이터 분석전략을 개발
Ÿ (Variety) 데이터무결성(Data Integrity)을 담보하면서 유전체, 동영상·사진, RWD, 센서·
웨어러블기기 등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통합·관리·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기술전략 필요
Ÿ (Velocity) 실시간 데이터 이용을 위해 데이터 스토리지와 동기화시켜 대량의 데이터를 통합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CDM은 모든 ‘데이터 통합’의 장단점을 평가
Ÿ (Veracity) ALCOA+에 입각한 데이터 수집과 QbD 기반의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관리를
조합해 데이터의 무결성, 보안, 퀄리티를 보증
Ÿ (Value) 임상시험 데이터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임상시험 의뢰자가 장래
무엇이 필요할 것인지 사전에 예측 △중요한 사항을 담은 사전동의 템플릿을 이용해 사전에
환자의 승인 요구 등을 고려
[ JPMA,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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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과 원격의료 기술, 디지털심장학의 새로운 응용분야로 부상
AliveCor社의 AI 기반 모바일 심전도체크(ECG)와 나노웨어(Nanowear)社에서 개발한
SIMPLEsense, LIVMOR社의 Halo 심방세동감지 시스템 등 웨어러블과 원격의료 기술이
디지털심장학 분야에서 다양하고 새롭게 응용·적용
Ÿ 웨어러블 기술은 Apple Watch 및 FitBit과 같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병원
등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는 소비자 제품뿐만 아니라 나노웨어사의 SimpleSENSE와 같이
헬스케어 산업 전체를 주요 소비자로 타겟팅하는 제품에 적용·확대되는 추세
Ÿ ’20년 11월 미국 AI 기반 심전도(ECG) 기술 개발업체 AliveCor는 차세대 ECG 알고리즘을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20년 10월 Nanowear는 원격진단 속옷인 SimpleSense를
통해 상부 혈관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FDA로부터 승인 획득
Ÿ ’20년 10월 LIVMOR는 지속적인 심장 모니터링을 위한 세계 최초의 의사 처방 웨어러블
솔루션인 LIVMOR Halo AF 감지 시스템에 대해 FDA 510(k) 승인을 획득
[ HCP Live, 2020.12.02.; MDDI Online, 2020.11.30.]

AI와 로봇공학,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AI와 로봇 공학에 부과되는 책임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을 경우 헬스케어 시스템은 인간과
기기 고유의 분산화된 전문지식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들은 AI개발자와
공급업체에게 기술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에 대하여 명확하게 책임을 부과할 필요성 제기
Ÿ 의학분야에서 AI 기술이 점진적으로 응용·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기기가 작동에 실패할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이슈를 올바르게 제기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보장, 혁신추진, 의료
노동시장 관점에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
Ÿ 외과 의사가 일반 메스를 휘두르는 대신 작은 절단 장치를 제어하는 데 사용하는 로봇 보조
수술기기(RASDs)의 사례의 경우 ‘힘줄회피서브루틴(tendon avoidance subroutine)’ 기능을
가진 RASDs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소재 이슈 발생
Ÿ 헬스케어의 자동화의 순서와 형태는 단순히 엔지니어에 의해 Top-down 방식으로 개발되어서는
안되며, 의사, 간호사, 환자그룹,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Ÿ 고객이 AI나 로봇이 치명적으로 실패할 경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면 일부 혁신은 결코 견인력을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AI 및 로봇 공학의 품질을
발전시키면서 환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적절한 책임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 Brookings, 2020.11.09.; Quart z,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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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건산업
FDA, Pfizer-BioNTech사의 COVID-19 백신에 대해 EUA 부여
’20년 12월 1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SARS-CoV-2로 인한 COVID-19를 예방하기
위해 화이자-바이오앤테크(Pfizer-BioNTech)사가 개발한 COVID-19 예방 백신에 대하여
‘긴급사용허가(EUA)’를 부여하였으며, 적용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제한
Ÿ Pfizer와 BioNTech의 COVID-19 백신은 3주 간격으로 2회 연속 투여되며, 가장 일반적으로
보고된 부작용은 주사 부위의 통증, 피로, 두통, 근육통, 오한, 관절통 및 발열 등으로 첫
번째 투여 후보다 두 번째 투여 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작용 경험
Ÿ 백신 유관기관은 ‘백신유해사례보고시스템(Vaccine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VAERS)’을 통해 △백신투여 오류 △심각한 부작용 △다기관염증증후군(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사례 △입원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사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
Ÿ EUA는 COVID-19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약물 및 생물학적 제제가 EUA를 정당화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선언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며, EAU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수정되거나 취소 가능
[ FDA, 2020.12.11.]

미국 Paige社, AI 유방암 감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럽지역 CE 마크 획득
’20년 12월 5일, 컴퓨터병리(Computational Pathology)업체인 미국 뉴욕 기반의 Paige社는
AI 기반 유방암 감지 소프트웨어인 ‘Paige Breast’와 전립선암 디지털 테스트기기인 ‘Paige
Prostate’에 대한 유럽지역의 CE마크를 획득했다고 발표
Ÿ Paige Breast은 유방 조직 슬라이드의 주요특징에 대한 병리학자의 주의를 끌도록 설계되었으며
암의 존재에 대한 슬라이드 및 사례별 예측을 제공
Ÿ Paige Prostate는 1차 및 2차 글리슨 패턴(Gleason patterns)과 종양 크기에 대한 슬라이드
수준 정보를 제공하여 기존 승인된 전립선 암 제품에 ‘전립선 등급지정 및 정량화(Prostate
Grading&Quantification)’ 기능이 추가
Ÿ CE 마크 획득으로 두 제품 모두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스위스
및 영국의 실험실 및 병원에서 사용이 가능
[ 360DX, 2020.12.08.; Business Wire,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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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C, 제네릭 제품 시장진입 지연에 대한 과징금 부과
EU집행위원회(EC)는 글로벌 제네릭사인 테바(Teva)와 세팔론(Cephalon) 양사가 세팔론의
수면장애 치료제인 모다피닐(modafinil) 주요 특허가 만료된 후 저렴한 제네릭 제품의 시장진입을
지연하기로 합의한 혐의로 총 6,050만 유로를 과징금 부과
* ’11년 5월, 글로벌 제네릭사인 테바가 미국 제약업체 세팔론을 68억 달러에 인수

Ÿ Modafinil은 특히 기면발작(narcolepsy)과 관련된 주간과다수면(excessive daytime
sleepiness)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으로 세팔론의 제품명 프로비질(Provigil)로 판매되었으며,
수년동안 세팔론의 매출액의 40% 이상 차지
Ÿ Teva와 Cephalon의 지연지급(pay-for-delay) 합의는 EU 내부 시장 내에서 경쟁을 방지,
제한 또는 왜곡하는 회사 간의 계약을 금지하는 ‘유럽연합경쟁촉진법(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의 독점규제조항 제101조를 위반
* 지연지급(pay-for-delay)은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너릭 제약사의 제품 출시를 늦추기 위해 지불되는 돈을 지칭

Ÿ 양사간의 담합행위로 제네릭 출시가 지연됨으로써 경제적 손해를 입힌 불공정거래행위 책임을
물어 Teva사에게 3,000만 유로, Cephalon사에게 3,050만 유로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 European Commission, 2020.11.26.]

일본 중소 제조업체, 사업 다각화 분야로 의료기기 시장 유망
경제의 글로벌화,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향후 급격한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중소제조업의 경영 다각화 노력은 리스크 분산과 실적 평준화 측면에서 유효한 전략이며
특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의료기기 분야가 유망
Ÿ 일본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니즈 확대로 1992년 1조 4,000억 엔 규모였던 일본의 의료기기
시장은 2018년에는 2조 9,000억 엔으로 약 2배 규모로 확대됐으며, 동 시장은 경기변동의
영향이 적어 경기 후퇴기에도 시장이 거의 축소되지 않는 것이 특징
Ÿ 중소제조업체들은 △초기단계에는 직접 영업활동, 인맥구축, 정보수집에 주력하고 발주처나
의사 등과 확실한 관계 구축 △주축제품 개발단계에서는 업계에 정통한 파트너나 대기업과
협력 △본격적인 생산단계에서는 과감한 설비투자와 전문인력 육성과정이 필요
Ÿ 의료기기 사업 참여는 대규모 투자나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기존사업이 부진에
빠진 후에는 경영자원에 여유가 없어 신규분야 참여에 수반되는 많은 과제를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경영진이 다각화 타이밍을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
[ 日本政策金融公庫,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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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OVID-19 백신에 대해 대규모 출시 준비
중국은 임상데이터 미공개로 인한 백신의 효능에 대한 우려와 최근 페루에서 시노팜(Sinopharm)이
실시하고 있는 임상시험 일시중단에도 불구하고 자국민과 개발도상국을 목표시장으로 COVID-19
백신에 대해 대규모 출시 준비
Ÿ 중국은 인도네시아,

러시아,

이집트 및 멕시코를 포함한 12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노팜(Sinopharm), 시노백(Sinovac), 캔시노(CanSino), 안후이즈페이룽콤(Anhui Zhifei
Longcom) 등 4개의 백신제조업체에서 적어도 5개의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
Ÿ Sinovac와 Sinopharm이 개발한 백신은 7월에 긴급 사용을 위해 승인받았으며, ’20년말까지
6억 1천회 투여분, ’21년 10억회 투여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Sinopharm에 따르면, 이미 약 1백만 명이 자국산 백신을 접종을 받았다고 언급
Ÿ Sinopharm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요르단, 페루, 아르헨티나 등 10개국에서 약 6만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간 2억회 투여분을 생산할 수 있는 중국에
두 개의 제조시설을 건설
[ Diplomat, 2020.12.07.; Pharmaceutical T echnology, 2020.12.14.]

국가별 COVID-19 백신 확보물량, 인도, EU, 미국 순
미국 듀크대학교의 글로벌보건혁신센터(global health innovation centre)에 따르면 인도가
16억회 투여분으로 가장 많은 COVID-19 백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EU로
15억 8천만회 투여분, 3위는 미국으로 10억 1천만회 투여분을 사전계약으로 확보
Ÿ 전 세계적으로 확정된 구매는 총 71억회 투여분이며, 추가적으로 26억회 투여분이 현재 협상
중이거나 기존 거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집계
Ÿ 듀크 센터에 따르면, Oxford-Astrazeneca 백신은 25억회 투여분, Novavax 13억 2천만
투여분, Sanofi-GSK 13억 2,000만회 투여분, Pfizer 6,500만회 투여분, MODERNA
3,800만회 투여분, Gamaleya Research Institute는 약 3억회 투여분의 사전계약을 체결
Ÿ 글로벌건강혁신센터는 ‘Launch and Scale Speedometer’ 프로젝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COVID-19 백신 사전 구매 거래를 매핑하기 시작 (URL:launchandscalefaster.org/COVID-19)
Ÿ 데이터는 여러 국가가 가능한 한 많은 백신 투여분량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소득 국가는 현재 38억회 투여분을 확보하였고 중상위 소득 국가는 8억 2,900만회
투여분, 중하위소득 국가는 17억회 투여분을 확보
[ I ndia T oday, 2020.12.03.; Straits T imes, 2020.12.04.]

6

4대 보건산업

화장품 산업, 미래를 선도할 5가지 미용테크 트렌드
글로벌뷰티테크포럼(Global Beauty Tech Forum)에서 △D2C 전략 구현테크 △AI를 이용한
스킨테크 △라이브스트림(livestream) 콘텐츠 및 온라인 맞춤형 뷰티경험테크 △비접촉
미용테크 △AI·AR을 이용한 옴니채널테크 등이 미래를 선도할 미용테크 트렌드로 제시
* D2C(Direct-to-Consumer)는 유통과정을 뺀 제조업체와 소비자 간의 직접 거래를 지칭

Ÿ 테크포럼에서 Aveda, Neutrogena, e.l.f. 등 미용업체들은 AI, VR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화형 개인 맞춤형 뷰티 경험을 만드는 방법을 공유
Ÿ Ulta Beauty, Clinique, Madison Reed는 제스처, 음성명령 및 안면 마스크 감지를 통한
비접촉 미용테크 기술을 공개하였으며, Conde Nast와 Meredith는 가상 뷰티 체험을
선보였으며, 전문가들은 대화형 사용자 경험으로 변환하는 미용테크 트렌드를 공유
Ÿ 화장품 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 및 혁신을 위해 △확장 가능한 교차 카테고리 추구
△COVID-19로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 분석 △메이크업 및 즉각적인 피부 분석을 포함한
개인화 솔루션 제공 등의 필요성을 강조
[ Business Wire, 2020.11.12.; Glamour Magazine, 2020.12.11.]

디지털헬스 의료 서비스,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지침 필요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된 디지털헬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서비스
및 보험급여(reimbursement) 관련 비용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창출하는
디지털헬스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현하기 어려운 실정
Ÿ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19년 1,450억 달러에서 ’23년 2,345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앱만 30,000개로 5년 전의 두 배 이상을 차지할 전망
* WHO는 디지털헬스를 빅데이터, 유전체학, 인공지능에서 고급 컴퓨팅 과학까지의 기술을 포괄하는 영역으로 정의

Ÿ 또한 오늘날 전 세계 성인의 절반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30년까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지출은 전세계적으로 47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Ÿ 디지털헬스 서비스 구현의 가장 큰 장벽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며 원격 의료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의료진이 가상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
Ÿ 환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환자 스스로가 증상을 체크하는 독립형 솔루션의 경우, 의료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지털헬스 서비스 및 비용청구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
[ PMLiVE, 2020.12.02.; BMJ Opinion,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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