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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건산업
사노피, 바이오베라티브 인수 … 희귀질환 사업 강화
프랑스 사노피가 미국 바이오베라티브(Bioverativ)를 116억불에 인수, 혈우병
치료제 '엘록테이트(Eloctate)'와 '알프로릭스(Alprolix)'를 확보하면서 희귀질환
사업을 강화
- 이번 인수는 사노피가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선두주자 위치를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2020 로드맵’의 일환
- 사노피는 주력 제품인 당뇨병 치료제 란투스(Lantus)가 경쟁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밀려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바이오베라티브를 인수
- 바이오베라티브는 지난해 초 바이오젠(Biogen)에서 분리돼 설립된 기업으로,
반감기가 연장된 혈우병A 치료제 엘록테이트와 혈우병B 치료제 알프로릭스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에서 판매 중
- 사노피는 혈액응고인자 대체요법제인 이들 약물이 안전성이 높고 약효를
장기 지속적으로 발현하는 장점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상당 기간 혈우병
치료제 시장에서 표준 요법제로 널리 사용될 것으로 전망
- 현재 바이오베라티브의 파이프라인에는 한냉응집소질환에 대한 임상 3상
프로그램, 혈우병과 겸상적혈구병, 베타지중해빈혈 같은 희귀 혈액질환들에
대한 초기단계 연구 프로그램도 포함
- 바이오베라티브는 지난 '16년 총 8억4천700만불의 매출을 기록
- 사노피는 바이오베라티브의 임상적 전문성과 기술 플랫폼을 활용, 미국
앨라일람(Alnylam)으로부터

확보한

혈우병

RNA간섭

치료제

피투시란

(fitusiran)의 개발을 진행할 계획
- 사노피 측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 혈우병 시장에서 바이오베라티브 인수를
계기로 선도적 위치를 굳히고, 혈우병 이외 다른 희귀 혈액질환 분야로의
진출 확대도 적극적으로 도모할 계획
- 바이오베라티브 측은 사노피의 입증된 역량과 전 세계에 구축된 인프라가
자사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면서 희귀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BioPharm International,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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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어, 연구자료 공개 '오픈 액세스' 정책 시행
아일랜드 샤이어가 자사의 지원 아래 진행되는 모든 연구자료에 대해서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정책 시행에 돌입
- 샤이어 측은 오픈 액세스 정책이 연구 투명성을 제고하는 경영 방침에 따른
것으로, 연구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연구 결과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소개
- 또한 환자들에게 혁신적 치료제를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촉진하고 의학적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자료 공개가 필수적이며, 이는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
- 지금까지 확인된 희귀질환은 7천여종에 이르고 이들 대부분이 중증질환이나
원인 규명이 어려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한 것이 현실
-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샤이어가 오픈 액세스 모델을 통해 연구자료를
공개하는 첫 생명공학 업체가 되었다고 높게 평가한 뒤, 이 접근법이
공공보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샤이어 측은 모든 의료연구 중 60% 정도가 제약업체 지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업계에서는 연구자료 공개를 기피하고 있다며 오픈 액세스
정책이 의료연구에서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여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
- 이번 정책으로 샤이어는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이 운영하는 임상시험
정보 등록 사이트 www.ClinicalTrials.gov에 자사와 관계된 시험 결과를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공개하고 나선 유일한 기업으로 등장
※ 미국은 의약품 임상시험 정보를 공개하고 일반 대중의 접근성을 확대할 목적으로 제정된 FDA
현대화법에 근거해 ClinicalTrials.gov를 구축

- 최근 FDA는 신약 승인 후 임상연구보고서(CSR)를 공개하고, 의약품 승인
자료에 ClinicalTrials.gov 식별 번호를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신약
승인 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피력
- 샤이어의 오픈 액세스 정책 시행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2018 국제의학
논문출판학회(ISMPP) 유럽학술대회에서 발표

[Zenopa,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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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클로산', 약물 내성 말라리아 원충 활동 억제
영국 캠브리지대 연구팀이 항균물질 '트리클로산(triclosan)'에 말라리아
치료제 내성을 증가시키는 말라리아 원충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발표
-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인간을 물면 타액을 통해 혈류 속으로 원충들이
전파, 이 원충들이 간 내부에서 성장과 번식을 거듭
- 이 후 며칠이 지나면 이 원충들은 간을 떠나 적혈구에 달라붙어 증식을
지속하면서 전신으로 퍼져나가 말라리아와 연관된 각종 증상이 유발
- 문제는 기존 말라리아 치료제들에 말라리아 원충들이 내성을 키우고 있어,
향후 난치성 말라리아가 출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 말라리아는 현재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50만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추산

- 캠브리지대 연구팀은 인공지능(AI) 로봇 ‘이브(Eve)’를 활용, 말라리아 치료제
내성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들에 대한 스크리닝 작업을 진행
- 그 결과 트리클로산이 지방산을 생성하는 엔오일 환원효소(enoyl reductase
: ENR)의 활성을 제어해 구강 내부에서 플라크 세균이 축적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약물 내성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력 물질로 파악
- 이에 따라 캠브리지대 연구팀은 말라리아 원충을 배양한 시험관 실험을
실시해 트리클로산이 원충들의 성장을 억제함을 확인했는데, 이러한 억제는
간 내부에서 ENR을 표적으로 작용하는 트리클로산의 기전에 기인
- 캠브리지대 연구팀은 이브로 후속연구를 진행, 트리클로산이 말라리아 원충에
존재하는 전혀 다른 효소인 디히드로엽산 환원효소(dihydrofolate reductase
: DHFR)의 활성을 억제한다는 사실도 발견
- DHFR는 말라리아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는 피리메타민(pyrimethamine)을
표적으로 작용
- 캠브리지대 연구팀은 트리클로산이 ENR뿐 아니라 DHFR도 제어함이 관찰됨에
따라 말라리아 원충들이 간 내부에 존재하건 혈액 속에 있건 상관없이
트리클로산으로 말라리아 원충 활동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Voice of America, 2018.01.27]

3

4대 보건산업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18.02.05)

1주일 1회 복용 AIDS 치료약 임상시험 추진
미국 MIT대 연구팀이 AIDS 환자들이 매일 먹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수 있게 1주일에 1회 경구 복용하는 AIDS 치료약 임상시험을 추진
- 이 치료약은 약물 전달 시스템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MIT대 연구팀은
돼지를 대상으로 이 치료약을 실험
- 그 결과 치료약이 1주일 동안 장에 머무른 가운데 7개의 알약 칸막이가
하루에 1번씩 열리면서 돌루테그라비어(dolutegravir), 릴피비린(rilpivirine)
카보테그라비어(cabotegravir)라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 3종을 방출
- MIT대 연구팀은 여러 가지 약물을 섞는 ‘칵테일 요법’으로 이 치료약을
개발했으며, 돼지 이외 원숭이를 비롯한 다른 포유동물을 대상으로 추가
실험한 뒤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착수할 계획
- MIT대 연구팀은 AIDS 이외 다른 질환에도 이 같은 방식의 경구용 치료제가

[Journalist's Resource, 2018.01.22]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버사이즈 DBS', 파킨슨병 증상 완화에 사용
미국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버사이즈 DBS 시스템(Vercise
DBS

System)'이

미국

FDA로부터

파킨슨병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승인을 취득
- 버사이즈 DBS는 충전 가능 초소형 뇌심부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 기기로, 배터리 수명이 최대 15년 이상 지속
*

뇌 수술 대신 전기 충격을 가해 몸이 떠는 증상을 막는 치료법

- 특히 8개의 접점을 가진 이식 리드의 전극에서 전달되는 전류의 양을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기존 뇌심부자극술 기기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파킨슨병 증상 변화 파악 등 작업도 가능
- 보스턴 사이언티픽 측은 미국과 유럽에서 파킨슨병 환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버사이즈 DBS를 시험
- 그 결과 52주째 피험자들의 동작 기능이 63% 정도 민첩해진 가운데 삶의 질
및 약물 사용과 관련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관찰

[Boston Scientific,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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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감미료 '트레할로스', 장염 급증 원인 가능성
미국 베일러대 연구팀이 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 '트레할로스(Trehalose)'가
장염 급증의 원인일 수 있다고 네이처지에 발표
- 베일러대 연구팀은 근래 클로스트리듐 디피실균(Clostridium difficile, C.
디피실균) 감염증이 급증하고 증상도 매우 심해진 현상이 트레할로스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
- C. 디피실균이 장내에서 과다 증식되면 장염과 설사 등이 유발되는데, 특히
장 감염증으로 인해 항생제를 복용할 경우 상당수 환자에게서 증세가 악화
- 미국의 경우 C. 디피실균 발생률은 지난 '00년에서 '07년 사이 400%나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발생 빈도가 점점 더 잦아지면서 감염 시 나타나는
증상도 악화되고 있는 추세
- 이런 가운데 C. 디피실균 중 ‘RT027’과 ‘RT078’ 두 종류가 지배적인
균종으로 부상
- 전문가들은 플루오로퀴놀론(fluoroquinolone) 계열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
증가를 C. 디피실균 감염증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하고 있으나, 유독
이 두 종류만 급증한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베일러대 연구 결과 이 두 균종은 다른 균종에게 필요한 트레할로스
용량의 1천분의 1 정도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
- 또한 RT027 균종이 투여된 쥐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트레할로스 섭취
집단이 비섭취 집단에 비해 감염률과 사망률이 훨씬 높다는 것도 확인
- 베일러대 연구팀은 이에 대해 단순히 트레할로스를 섭취함으로써 쥐의 장
속에 C. 디피실균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독한 균종 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 베일러대 연구팀은 특히 C. 디피실균 감염증이 급증하고 증상이 심해진
이유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00년 식품첨가물로 트레할로스 사용을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
- 이후 다양한 식품에서 트레할로스가 설탕 대체 건강 감미료로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한 가운데, FDA 승인 3년 정도 뒤부터 감염이 대폭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판단

[NEJM Journal Watch,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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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홉킨스대, 대장 용종 진단 혈액검사법 개발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이 대장암과, 대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장
용종을 탐지하는 혈액검사법을 개발했다고 미국 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에서 발표
- 이 검사법은 혈액 속을 돌아다니는 순환 종양세포(circulating tumor cell :
CTC)를 이용해 대장암과 대장 용종을 탐지하는 것으로, 연구팀은 내시경
검사를 앞둔 620여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 그 결과 채취한 혈액 0.5 티스푼에서 혈액세포 10억개 당 1개의 CTC가
검출된 가운데 대장암은 87%, 대장 용종 탐지 정확도는 77%로 집계
※ 대장암이 아닌데도 대장암으로 잘못 판정하는 허위 양성(false positive) 가능성은 3%에 불과

- 이 혈액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 검사가 요구
- 이 혈액검사법은 금년 중 실용화될 수 있을 전망으로, 검사 비용은 150불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

[Medscape, 2018.01.23]

스페인 유로프래건스, 미국 향수시장 진출
스페인 유로프래건스(Eurofragance)가 미국 프래그런스 디자인(Fragrance
Design)의 지배 지분을 비공개 금액에 인수, 미국 향수시장에 본격 진출
- 유로프래건스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사를 둔 국제적 향수기업
- 유로프래건스는 이번 인수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주 향수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게 된 가운데, 프래그런스 디자인이 보디케어 및 가정용 생활용품에도
경쟁력이 있어 이들 사업도 강화할 수 있을 전망
- 지금까지 유로프래건스는 멕시코에 소재한 공장과 크리에이티브 센터를 거점삼아
미국 향수 시장에 간접적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수행
- 유로프래건스는 지난 '16년 6월 싱가포르에 자사의 4번째 크리에이티브
센터를 개설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시장 공략에 주력해 왔는데, 이번에
프래그런스 디자인 인수로 미국에서도 존재감을 한층 부각시킬 것으로 관측

[Premium Beauty News, 201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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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웰, 고급 남성 스킨케어 업체 잭 블랙 인수
미국 퍼스널케어 업체 엣지웰(Edgewell)이 미국 스킨케어 업체 잭 블랙(Jack
Black)을 비공개 금액에 인수
- 엣지웰은 쉬크(Schick), 쉬크 하이드로(Schick Hydro), 플레이텍스(Playtex),
불독(Bulldog), 하와이안 트로픽(Hawaiian Tropic), 바나나 보트(Banana
Boat) 등 유명 퍼스널케어 브랜드를 보유
- 잭 블랙은 남성용 스킨케어 부문에서 혁신적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업체로,
비어드 루브 컨디셔닝 쉐이브(Beard Lube Conditioning Shave)는 미국
고급 남성용 스킨케어 시장에서 소비자 선호 최상위에 랭크
- 잭 블랙은 스킨케어 이외 보디케어, 헤어케어, 고급향수, 선물용 세트 등
남성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최고의 원료가 함유된 여러
다양한 퍼스널케어 제품들도 보유
- 선스크린 제품인 블랙 다이아몬드 포뮬러(Black Diamond Formula)의 경우
계면 활성제와 유화제가 들어있지 않아 선스크린 성분이 그대로 피부 표면에
흡착되어

장기간의

피부보호

효과를

유발하면서도

피부

발적/통증을

야기하지 않고 오일 잔존 성분이 피부 표면에 끼는 현상을 최소화
- 잭 블랙의 최대 시장은 미국과 캐나다로, 얼타뷰티 · 니먼마커스 · 블루밍데일 ·
딜라즈 · 세포라 · 노르드스트롬 등 고급 화장품 매장과 백화점이 주요 유통망
- 잭 블랙은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도 스킨케어 업계를 선도해 온 가운데 아마존
럭셔리 뷰티와 손잡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체
웹사이트 www.getJackBlack.com도 잭 블랙 성장을 견인
- 엣지웰 측은 남성용 그루밍 시장에서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그루밍과 관련한 남성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혁신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인수를 단행했다고 설명
- 특히 잭 블랙이 끊임없는 제품 혁신, 개성있는 브랜드 포지셔닝, 높은 소비자
충성도를 바탕으로 고급 남성용 퍼스널케어 시장에서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자사 포트폴리오에 강력하고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
- 잭 블랙 측도 엣지웰의 일원으로의 편입을 계기로 자사 제품들이 글로벌 각국에서
더욱 소비자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 설 것으로 확신한다며 만족감을 표명

[CosmeticsDesign-USA,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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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필름, 바이오 의약품 개발/제조수탁 사업 확대
일본 후지필름이 자회사 후지필름 다이오신스 바이오테크놀로지스(FDB)를
통해 미국 텍사스주에 확충한 바이오 의약품 공장이 가동에 돌입
- 총 100억엔이 투입된 텍사스 공장 확충은 바이오 의약품 개발 및 제조수탁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
- 텍사스 공장에는 2천ℓ 용량 탱크를 최대 12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미 6기까지 도입이 확정된 가운데, 일단 2기에서 각 제약업체로부터
제조수탁받은 바이오 의약품이 생산될 예정
- 후지필름은 지난 '11년 미국 머크의 바이오 의약품 사업을 인수한 이래
바이오 의약품을 자체 개발함과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제조수탁도 늘려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
- 후지필름은 사진 필름 사업으로 축적한 생산 및 품질 관리 기술과 콜라겐 등
고분자 재료의 노하우를 활용할 경우 바이오 의약품 사업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이에 따라 후지필름은 '17년 3월 그동안 본사 의약품 사업부 내부에서 담당했던
바이오 의약품 개발/제조수탁 사업을 전담하는 독립 부서를 신설
- 또한 미국에는 FDB 투자를 확대, 현재 FDB는 동물세포 및 미생물을 이용해
바이오 의약품에 사용되는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생성하는 바이오 기술과
함께 배양에서부터 추출과 정제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리 노하우를 구축
- 후지필름은 텍사스 공장 확충 이외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동물세포주를
제작하는 영국 공장의 생산 설비도 증강
- 바이오 의약품은 부작용이 매우 적은 반면 효과는 대단히 높아 의약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
- 하지만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는 고도의 생산기술과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약업체가 우수한 기술과 설비를 가진 바이오의약품위탁생산(CDMO) 업체에
프로세스 개발 및 제조를 맡기는 추세
- 지난해 바이오 CDMO 사업을 시작한 후지필름은 향후 적극적인 설비투자 및
고효율 · 고생산성의 기술개발 등 성장전략을 추진, '23년도에는 바이오 CDMO
사업에서 1천억엔 매출을 달성할 계획

[⽇本經濟新聞,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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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시상하부 'CRH 뉴런', 탄수화물 중독 유발
일본 자연과학연구기구 연구팀이 뇌 시상하부 'CRH 뉴런'이 탄수화물 중독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셀리포츠(Cell Reports)에 발표
-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 비만과 당뇨병 및 전립선암 같은
여러 다양한 성인 질환이 유발
- 지금까지 의료계에서는 탄수화물 중독이 생리적 본능을 조절하는 뇌의 시상하부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밝혀냈지만, 어떠한 작용으로 탄수화물 중독이 일어나는
지는 규명하지 못한 상황
※ 시상하부 기능 자체를 억제하는 동물실험도 진행됐지만 체온이 떨어지거나 식욕 자체가
둔화되는 부작용이 유발

- 이런 상황에서 자연과학연구기구 연구팀은 에너지 과잉과 부족 여부를 파악해
과잉되면 활성을 늦추고 부족하면 활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사를 조정하는
특정 효소에 주목
- 자연과학연구기구 연구팀은 지방 또는 탄수화물로 구성된 2가지 종류의 먹이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한 뒤 24시간 굶긴 쥐가 선택하는 먹이를
평상시와 비교
- 그 결과 실험 쥐는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어나고 지방 섭취량은 줄었는데,
연구팀이 쥐의 뇌내 중추를 분석하니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효소가 시상하부에 위치한 CRH 뉴런에서 활성화되고 있음이 관찰
- 이러한 결과는 맛이 다른 먹이로 바꿔 주어도 동일
- 쥐는 탄수화물 먹이보다 지방 먹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데 연구팀이
CRH 뉴런의 활동을 인위적으로 높이자 지방 먹이 섭취가 보통의 1/3
수준으로 감소한 대신 탄수화물 먹이 섭취는 9.5배 증가
- 이는 쥐가 CRH 뉴런의 작용으로 체내 당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필요
이상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한 것으로, 연구팀이 반대로 CRH 뉴런의 활동을
억제하자 탄수화물 섭취는 늘지 않고 지방 섭취가 증가했음이 확인
※ 탄수화물과 지방에 포함된 당분은 같은 에너지원이지만 탄수화물 당분이 지방 당분에 비해
빨리 소모되는 특성을 보유

- 자연과학연구기구 연구팀은 CRH 뉴런이 탄수화물 섭취를 직접적으로 유도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향후 CRH 뉴런의 작용을 조절하는 방법을 찾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

[SWIRLED, 2018.01.22]

9

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18.02.05)

고혈당/저혈당 단일 유전자 변이 발견
영국 퀸메리대 연구팀이 고혈당과 저혈당을 모두 유발하는 단일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다고 미국 국립과학원보(PNAS)에 발표
- 퀸메리대 연구팀은 가족 구성원 중 일부는 당뇨병을, 나머지 구성원은
인슐린종(Insulinomas)을 앓고 있는 희귀 가정 한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당뇨병과 인슐린종을 모두 유발하는 단일 유전자 변이를 발견
- 이번 연구는 혈당을 과도하게 높이는 당뇨병과 과도하게 떨어뜨리는 인슐린종이
어떻게 한 가정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
- 퀸메리대 연구팀이 해당 가족 구성원의 게놈을 분석한 결과 당뇨병을 앓는
사람과 인슐린종을 앓는 사람 모두에 MAFA 유전자 변이가 존재함을 확인,
이 단일 유전자 변이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
- MAFA 유전자는 정상적으로는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생성을 조절하지만
변이가 될 때는 그 기능이 마비
- 이번 발견은 MAFA 유전자를 이용해 당뇨병과 인슐린종을 모두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

[Business Telegraph, 2018.01.26]

조혈모세포 리프로그래밍으로 결핵 예방
캐나다

맥길대

연구팀이

BCG

백신을

골수에

투여해

조혈모세포를

리프로그래밍 함으로써 결핵을 예방할 수 있다고 셀(Cell)지에 발표
- 맥길대 연구팀이 BCG 백신을 실험쥐 골수에 투여하자 조혈모세포의 유전적
발현 양상이 변화되면서 부분적으로 줄기세포가 증식하고 골수가 형성
- 이 과정에서 조혈모세포는 유전적 발현이 변화된 대식세포를 생성했으며, 이
대식세포는 기존 골수유래 대식세포보다 결핵균에 탁월한 방어 효과를
발휘한 가운데 생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
※ 골수유래 대식세포는 유해 박테리아를 사멸시키나 Mtb 같이 결핵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는
대식세포의 사멸 기능을 교묘히 피해 스스로 복제와 성장을 거듭하면서 백신 효과를 무력화

- 맥길대 연구팀은 BCG 백신을 골수에 투여해 조혈모세포를 리프로그래밍해
결핵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이번 실험이 결핵 및 다른 전염성 질환에
효과적인 백신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BioSpectrum,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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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개인 건강관리 앱 출시 … 의료 데이터 저장
미국 애플이 아이폰이나 애플워치에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개인 건강관리 앱을 출시
- 이 앱을 이용하면 의사가 처방한 약품 목록이나 건강검진에서
확인된 콜레스테롤 수치와 알러지 반응 등 자신의 의료 관련
데이터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전송받아

아이폰이나

애플워치에 저장이 가능
- 이에 따라 자신의 모든 진료 기록을 한 곳에 모을 수 있게 돼 사용자
스스로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중복진료 등 부작용이 예방
- 그러나 개인 의료 데이터는 민감한 자료인 만큼 사용자가 정보 공유를
허용하지 않으면 제 3자는 이 앱에서 의료 데이터 접근이 봉쇄
- 애플은 일단 존스홉킨스대 병원과 시더스사이나이 병원 등 미국 12개
의료기관과 협력해 앱을 운영할 계획으로, 조만간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앱 운영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
- 애플 측은 신용카드의 모든 상세 지출 내용은 볼 수 있는데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의료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어렵다며 이러한 정보 격차를 줄이고
개인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앱을 개발했다고 설명
※ 이와 관련, 경제방송 CNBC는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개인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환자와 공유하지 않아 환자가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거나 수준높은
진료서비스를 누리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도

- 애플의 건강관리 앱을 통해 방대한 의료 데이터가 취합되면 아이폰, 특히
애플워치 같은 웨어러블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
-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유수의 IT 업체들은 3조불이 넘는 미국의
보건의료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각축을 전개하면서, 개인 의료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개발에 분주
- 건강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리서치
키트와 헬스 키트 등이 출시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배경

[Healthcare Informatics, 201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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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레알, 무건전지 자외선 센서 'UV 센스' 제작
프랑스 로레알이 사상 최초로 건전지를 이용하지 않은
자외선 측정 센서 'UV 센스(UV Sense)'를 제작
- UV 센스는 엄지손톱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기기로,
착용자에게

자외선

노출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 착용자 스마트폰으로 전달
- 로레알은 앞서 UV 센서와 유사한 ‘마이 UV 패치(My UV Patch)’를 개발
- 마이 UV 패치는 지난 '16년 출시 이래 전 세계 37개국에 100만개 이상
공급되면서 소비자들을 자외선에서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
- 로레알 측은 그러나 다수의 소비자들이 마이 UV 패치보다 크기는 작고 오래
부착하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UV 센스가 나오게 된 배경을 소개
- UV 센스는 두께 2mm 지름 9mm의 초소형 제품으로, 엄지손톱에 최대
2주까지 부착돼 부착 기간이 며칠에 불과한 마이 UV 패치보다 훨씬 오래
착용자의 자외선 노출 습관을 모니터링
- 또한 자외선 노출 습관 관련 정보를 착용자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전달하는데,
이 정보는 최대 3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
- 아울러 취합된 정보를 애플의 모바일 운영체제 iOS 및 안드로이드를 사용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전달
-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에 확보된 정보는 사용자의 자외선 노출 수준을 정확하게
알려줄 뿐 아니라 햇빛이 없는 장소에서 보낸 시간 등 착용자의 자외선
안전성 확보 습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
- 로레알은 미국의 첨단 웨어러블 기기 기업 MC10과 손잡고 마이 UV 패치와
UV 센스를 개발
- UV 센스는 마이 UV 패치를 발매 중인 로레알 계열사 라 로슈 포제(La
Roche-Posay)가 올 여름 미국 시장에 한정판으로 선을 보인 뒤 내년부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각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판에 들어갈 예정
- 로레알은 미국 민간단체 흑색종연구연대(Melanoma Research Alliance :
MRA)와 손잡고 소비자들을 자외선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혁신적 제품
연구 활동도 진행 중

[Irish Times, 2018.01.25]

12

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18.02.05)

GE 헬스케어 · 로슈, 디지털 진단 시스템 공동 구축
미국 GE 헬스케어와 스위스 로슈가 의료진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진단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기로 합의
- 양 측은 일단 각종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후
소프트웨어 성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방식으로 장기에 걸쳐
전략적으로 디지털 진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 이 디지털 진단 시스템에는 기존 의료용 화상진단 장치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생체정보와 세포병리 및 유전자 데이터에 환자기록 기록 및 최신 의료
연구 결과를 머신러닝으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이 장착
- 디지털 진단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료진 치료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
- GE 헬스케어는 이번 발표에 앞서 전 세계 50만대의 자사 의료 영상기기에
미국 엔비디아(NVIDIA)의 최첨단 정보기술(IT)을 이용, 의료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소개

[LabMedica, 2018.01.16]

히로시마대, 생활습관병 예방 인공지능 시스템 착수
일본 히로시마대 연구팀이 생활습관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내년 시험 가동을 목표로 개발에 착수
- 이 AI 시스템 개발은 일본 의료연구를 총괄하는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가
진행하는 사업의 일환
- 히로시마대 연구팀은 치료 내용이 수록된 진료수가 명세서나 건강진단 등
데이터를 AI에 기계학습시킨 뒤 당뇨병 · 고혈압 등이 중증화될 위험을 각
개인에 맞춰 예측하고 보건 지도에 활용할 계획
- 이 AI 시스템은, 예를 들어, 당뇨병 및 고혈압 환자의 체중 · 혈압 · 운동 ·
식습관 등을 빅데이터로 취합해 분석한 뒤 개선책을 마련해 이들 환자
스마트폰으로 자동 전송
- 이 과정에서 AI 시스템은 건강보험조합 등 보건 관계기관으로부터 취합한
데이터를 개인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가공한 뒤 분석
- 일본에서는 고령자 증가로 인한 생활습관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으로
AI 시스템이 개발되면 생활습관병 환자 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비 절감과
건강 관련 시장 성장도 촉진될 수 있을 전망

[毎⽇新聞,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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