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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01 ’18년 혁신 의료 기술
[Medgadget, 2018.12.28.]
’18년 의료계에서는 첨단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혁신 기술이 출시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스마트 블루투스로 구동되는 전자약, 웨어러블 MRI 장비, 인체
소관절을 관찰하는 초음파 패치, 혈압 측정 스마트워치, 포만감을 유발하는 전자 임플란트 등이 있음

의료기술 정보 웹사이트 ‘메드가제트(Medgadget)’는 가상현실·인공지능·영상 및 현미경 등
다양한 부문에서 ’18년 혁신 의료 기술을 선정
•

선정 기준은 △임상적 중요성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는 솔루션 △참신성 △탑재된 기술의 탁월함
등이며, 당장 유용할 것 같지 않아도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기술도 이에 포함

•

’18년 혁신 의료 기술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스마트 블루투스에 기반한 전자약 △헬륨을

사용하지 않는 MRI 스캐너 등이 포함됨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기술은 인체를 연구하고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 새로운 방식을
제공
•

이와 관련한 대표적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Microsoft HoloLens) AR 헤드셋’으로써,
절단된 혈관 연결에 적절

•

전문의들은 AR 과 연계 된 ‘원격 제어 드론(remote controlled drones)’을 통해 현장에 있는
응급요원들의 부상 환자 치료를 지원

•

신규 출시된 AR 수술 현미경, ‘레이카 글로우800(Leica GLOW800)’는 형광 투시법 및 천연색 비전을
결합한 기술에 기반해 형광 마커로 표시된(tagged) 종양을 보다 용이하게 제거

[약물 전달]
단순히 알약을 삼키는 차원을 넘어, 다양한 스마트 장비를 활용해 인체 내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약물을 전달
•

MIT 기반의 기술 기업 ‘드레이퍼(Draper)’는 스마트 블루투스로 구동되는 삼키는 전자약(electronic
pill)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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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배출 전자약(좌) & 아이게이트 II(우)>
•

이 전자약은 △1개월 간 위 안에 머물며 필요할 때마다 약물을 배출 △그 후 해체되어 남김없이 몸
밖으로 배출

•

한편 ‘아이게이트(EyeGate) II’ 이온토포레시스(iontophoresis) 약물 전달 시스템은 방어체계가 많아
약물 전달이 까다로운 눈에 전류를 활용해 이온화된 약물 분자를 투입

[인공지능 및 자동 진단]
’18년 FDA는 질환을 자동 진단하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승인했으며, 해당 제품명은 IDx사의
‘IDx-DR’ 시스템
•

IDx-DR은 일차진료의 및 내과의를 위해 설계된 당뇨망막증 진단 시스템으로, 검사를 용이하게
해주어 질병 초기 단계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MIT 및 ‘ 매 사 추 세 츠 종 합 병 원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은 유 방 조 영 상
(mammograms)으로 유방 밀도를 측정하는 자동 시스템을 개발
•

동 시스템은 6만 개의 유방조영촬영 영상을 통해 고밀도 유방에 대해 학습했으며, 유방 단층촬영 원
데이터만 있으면 치밀도 측정이 가능

[영상 및 현미경]
필립스(Philips)는 헬륨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MRI 스캐너 ‘Ingenia Ambition X 1.5T MR’를
출시
•

기존의 MRI 스캐너는 마그넷을 차갑게 유지할 목적으로 액체헬륨(LHe)을 사용하는데, 헬륨은
△희귀하지는 않되 공급 부족 사태가 자주 발생 △최악의 경우 마그넷 퀜치(quench)를 일으키는 요인
* 마그넷 퀜치는 자석이 초전도성을 잃는 현상

‘뉴욕대 랑곤 헬스(NYU Langone Health)’는 웨어러블 MRI 장비 개발
•

일반적으로 MRI 장비는 고정식 대형 장비인 까닭에 걷고 뛰고 이동할 때의 관절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뚜렷하지만, 이 웨어러블 장비로는 관절의 움직임도 촬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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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샌디애고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은 인체 소관절을 관찰할 수
있는 초음파 패치 개발
•

이 패치는 고도로 유연해서 손가락 및 발가락 등의 곡선
부위에 잘 맞게 설계 되었으며, 패치 표면 아래의 구조를 3D
영상으로 제공

<소관절 관찰용 초음파 패치>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는 살아있는 조직 내 세포를
보다 심층적으로 볼 수 있는 현미경을 개발
•

이는 ‘격자 시트광 현미경 검사(lattice light-sheet microscopy)’라는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포
내부 촬영도 가능

[당뇨 및 혈압]
FDA는 포도당 검사를 위한 ‘팝스 원 시스템(POPS! one System)’을 승인
•

이는 스마트폰 뒤에 부착되어 △센서를 통해 혈당을 측정 △검사 완료 후 그 결과는 연동된
스마트폰으로 제공

영국 배스대(University of Bath in England)는 혈액이 아닌 피부의 간질액에서 포도당을
측정하는 피부 부착형 패치를 개발
그 외, ‘옴론(Omron)’은 세계 최초로 손목에 차는 혈압 측정 스마트워치 ‘하트가이드
(HeartGuide)’를 개발
[수술, 임플란트]
영국 기업 ‘CMR 서지컬(CMR Surgical)’은 ‘벌시우스 로보틱 서지컬 시스템(Versius
Robotic Surgical System)’ 개발
•

경쟁 제품으로 ‘인튜이티브 서지컬(Intuitive Surgical)’의
‘다빈치(da Vinci)’가 있지만, 벌시우스는 △모듈형 △바퀴가
부착되어 여러 수술실 간 이동이 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등으로 차별화

<벌시우스 로보틱 서지컬 시스템>

위스콘신대 매디슨(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위를 자극해 포만감을 유발하는
전자 임플란트를 개발
•

음식이 위로 투입되면, 임플란트가 미주신경을 통해 전류를 발송함으로써 뇌가 실제보다 더 큰
포만감을 느껴 음식 섭취를 중단하도록 유도

•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 40%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

※자료에 수록된내용은해외동향을 요약한것으로기관의 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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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01

IBM, 손톱 부착형 센서로 파킨슨 질환자의 근육 상태 파악
[TechCrunch, 2018.12.21.]

IBM은 파킨슨 질환자의 신경 및 근육 상태를 파악해 약물 효과성을 모니터하는 손톱 부착형
센서를 개발
•

대부분 피부 부착형인 기존의 센서들은 부작용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연구팀은 단단해서 리스크가
적은 손톱을 활용

•

하지만 잘 구부러지지 않는 부위인 만큼 센서의 민감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

•

보통 물건을 쥘 때의 손톱의 굴곡 정도는 그 단위가 한 자리 숫자의 마이크론(microns)에 불과해
육안으로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힘에 의해 탄성체 표면에 생기는 변형을 계측하는 ‘변형 게이지
센서’로는 가능

•

파킨슨질환자가 손으로 물건을 잡을 때 손톱이 구부러지는 정도를 센서에 기반해 측정→센서는
스마트워치와 통신→스마트워치는 기계학습 모델을 가동시켜 미세한 진동이나 여타 파킨슨질환
증상을 감지

•

위 기계학습 모델은 사용자의 행동 인식 및 손가락으로 쓰는 숫자 추적도 가능할 정도로 정확도에
있어서 탁월

02

태국 보건부, 국립 병원에 AI 등 이머징 기술 활용을 독려
[Eleven, 2019.01.01.]

태국 보건부는 ‘Thailand 4.0’에 따라, 국립 병원의 첨단기술 도입을 독려
* Thailand 4.0은 ’17-’21년까지 경제·사회 전반에 ICT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 산업, 스마트 시티, 스마트 피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국가발전계획

•

대표적으로, ‘라자위티병원(Rajavithi Hospital)’은 구글 연구 팀과 공동으로 AI에 기반해 디지털
망막 영상을 판독하는 연구를 진행

•

보건부 및 샴상업은행(Siam Commercial Bank)은 공동 커뮤니케이션 채널 ‘MOPH Connect’을
개설해 사용자에게 병원 예약 및 알림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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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03

미국 리스토어즈 클리닉, VR에 기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CNBC, 2018.12.31.]

플로리다대 ‘리스토어즈(RESTORES) 클리닉’은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치료
•

리스토어즈 클리닉은 앞서 ’10년부터 PTSD를 앓는 참전용사들에게 VR 치료를 시행했는데, 이는
집단치료 세션과 결합된 3주짜리 프로그램

•

VR 세션에서는 기억과 연관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 전쟁터의 총격음· 냄새·연기 등
트라우마를 촉발하는 화면 및 장면을 환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노출

•

그 후 ’16년 올랜도 펄스 나이트클럽 총격 사건을 계기로 PTSD를 앓는 응급요원 및 총격사건
생존자들로 치료 대상을 확대

•

클리닉 개원 후 지금까지 450명의 참전용사 및 응급요원을 치료했으며, PTSD 극복률은
△참전용사는 66% △응급요원은 73%

미 국방부, 해당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리스토어즈 클리닉에 3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

•

VR 치료는 전쟁터 등의 상황을 똑같이 재현해내는 정밀성이 관건이며, 연구팀은 그 어떤 상황에도
맞는 VR 시스템을 개발해 ’21년에 상용화할 계획

04

캐나다 연방보건부, 의료장비 승인에 사이버안보 요건 강화
[Mass Device, 2018.12.27.]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의료장비 라이선스 승인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공식화된
사이버안보 요건을 요구할 전망
•

위 요건은 미국 및 한국의 규제 당국이 의료장비와 관련해 채택한 사이버안보 접근법과 유사

•

또한 미국 표준협회(ANSI)와 FDA가 표준으로 인정한 ‘UL 2900’을 사이버안보 검사 기준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

•

그 외, △장비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사이버안보 정책 통합 △사이버안보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업 수준의 프레임워크 수립 △사이버 안보 리스크 제어 프로세스의 검증 및 확인 등을 요구

조건으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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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건산업
01 영국 NHS, 아동 호스피스 기금을 증대할 계획
[NHS, 2018.12.27.]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HS)는 보다 특성화된 맞춤형 치료를 위해 아동 호스피스 기금을 연
2,500만 파운드로 증대시킬 계획
•

현재 NHS는 ‘호스피스 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호스피스를 위해 연간 1,100만 파운드를 제공

•

그 외, NHS의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임상운영위원회(CCGs)’가 추가 기금을 제공할 경우,
’23/’24년까지 향후 5년에 걸쳐 매년 최대 700만 파운드의 기금이 추가될 전망
* 임상운영위원회(Clinical Commissioning Groups)는 영국 NHS의 의료 업무를 지역 단위에서 위탁 수행하는 조직

영 국 은 말 기 질 환 치 료 에 있 어 서 세 계 선 두 로 서 , NHS 는 ‘ 국 가 말 기 질 환 치 료
프로그램(National End of Life Care programme)’을 통해 여타 국립 기관 및 자선단체와도
협력
•

호스피스 치료 팀은 △아동이 호스피스에 단기간 입원에 있는 동안 통증 및 무호흡 같은 증상을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 △아동의 가족 및 간병인들이 짧은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일시적 돌봄도
제공

02

미 국무부, 외교관 대상 음파 공격과 관련해 의료 전문가 지원 요청
[The Hill, 2018.12.28.]

미 국무부는 해외 주재 미 외교관들에 대한 음파공격과 관련한 진상 조사를 위해 연방 기관 내
의료 전문가들의 지원을 요청
•

지난 일 년 간 400명 가량의 미국 관리가 ‘표적화된 건강 공격(Targeted Helath Attack)’으로 검진을
받음

•

솔루션 개발을 위해 현재 군 내부에서 몇 가지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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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관춘 생명과학단지, 바이오의학 인큐베이터 구축 시작
[China Daily, 2018.12.21.]

‘중관춘 생명과학단지(Zhongguancun Life Science Park)’는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의학
인큐베이터 구축에 매진
•

‘중관춘 생명과학단지’의 인큐베이터(incubator)는 지난 15년 동안 △향상된 혁신 생태계 창조

△고품질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 △200여 개 하이테크 바이오의학 산업체의

•

정착을 유도 △10개 기업을 상장

한편, ’18년 9월 ‘의료 및 보건 공동 혁신 촉진에 대한 베이징 지방 정부의 액션플랜(Action Plan of

the Beijing Municipal Government on Accelerating Medical and Health Collaborative Innovation)’이
발표됨
•

액션플랜에는 △베이징의 바이오의학 산업계의 인큐베이팅 역량 강화 △생명과학단지 내 전문

인큐베이터 구축 등을 제안

04

영국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률 저조
[Independent, 2018.12.31.]

제2형 당뇨, 심장 및 신장질환을 진단해 주는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률은 유자격자의
절반에 불과
•

•

무료 건강검진 혜택과 관련해, △대상자는 기존의 질환이 없는 40-74세의 영국인 △5년마다 시행
△검진 소요 시간은 20분

’17년 기준, 치매 및 알츠하이머 질환이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역의 사망 원인 1위임에도 불구하고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 활용은 저조

•

‘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s Society)’에 따르면, 당뇨 및 심장질환자들은 혈관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정상인의 두 배

NHS의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는 치매 조기 진단 증진이 주 목적
•

연구에 따르면, 말년까지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

•

NHS는 지난 2년간 치매 환자 중 최소 2/3를 치료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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