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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COVID-19 극복을 위한 10대 디지털 기술

동 보고서는 COVID-19을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10대 디지털 기술을
선정해 그 역할 및 관련 정책을 조망하였으며, 10대 기술에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오픈소스,
원격의료, 3D 프린팅, 유전자 편집, 나노기술, 합성생물학, 드론, 로봇 등을 선정

[1] COVID-19 관련 10대 기술
COVID-19과 관련한 앱과 이니셔티브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염병 극복을 위해
인공지능(AI)·블록체인·원격의료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
Ÿ 예를 들어 △인공지능(AI)·로봇·드론 기반의 질병 추적 △블록체인 기반의 보험지불 관리·의료
공급망 유지 △3D 프린팅을 통한 의료용품에 대한 긴급 수요 충족 △오픈소스 기술에 기반한
의료장비 공급 최적화 △원격의료를 활용해 전염병 확산을 저지 등
Ÿ 동 보고서는 COVID-19 극복을 위해 채택되고 있는 10대 기술을 선정해 비상 상황 대응에
있어서의 그 역할을 분석하되, ‘기술적 해결 지상주의(techno-solutionism)’는 지양

[2] 인공지능(AI)
AI는 비구조화된 대용량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지역별 신규 감염자 수를 예측하고
질병 확산 통제를 위한 전략을 평가하고 최적화
Ÿ 또한 AI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드론 기반의 의료물품 전달 △환자 병실 소독 △치료제로

유력한 새로운 분자 생산 △바이러스의 RNA 이차구조 예측 등이 가능
Ÿ 그 외 가짜 뉴스 탐지 알고리즘은 기계학습을 적용해 소셜미디어의 정보를 채굴하고 있으며,
COVID-19와 관련해 충격을 유발하는 단어를 추적함으로써 각종 잘못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인포데믹(infodemic)’ 속에서 신뢰성 있는 온라인 소스를 규명
* 인포데믹은 ‘정보전염병’으로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

Ÿ 그 외 안면인식기술 및 열 감지 시스템을 활용한 AI 어플리케이션은 감염자 및 감염자의 최근
동선을 추적해 자가격리 정책 강화 및 전염병 확산 저지에 기여
- 이와 관련해 △중국 검색 업체 ‘바이두(Baidu)’는 적외선 안면인식기술 기반의 시스템을
베이징 칭허(Qinghe) 기차역에 배치해 분당 200여 명을 스캔·촬영 △모스크바 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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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감시카메라 영상을 스캔한 후 중국에서 온 유입자를 식별

백신 개발과 관련해 EU집행위원회(EC) 및 유럽의약품청(EMA)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사용 가능한 백신의 평가·승인 속도를 제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중
Ÿ COVID-19 관련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검색하고

대용량 의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AI의 역량이 관건
- 하지만 대부분의 보건 시스템은 지역 인구집단의 니즈를 반영할만한 알고리즘 및
알고리즘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역량이 부족한 실정
Ÿ 또한 공중보건 위기 시 프라이버시 관련 자기결정권이 제한됨에 따라, 정책입안자들은 위기관리
정책의 윤리성을 고려하여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공중보건 목표를 달성해야 함

[3] 블록체인(Blockchain)
COVID-19 바이러스 전파자 감지 및 백신 개발 속도 제고가 중요한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은
의사결정 촉진을 위한 투명하고 저렴한 수단을 제공해 전염병 관리의 핵심 기술로 부상
Ÿ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은 △하루 수백 번씩 업데이트되는 ‘원장(ledgers)’을 창조함으로써
질병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 △진단의 정확도 및 치료 효과성을 제고 △의약품 및 의료물품
공급망을 추적 △의료 데이터 관리 및 질병 증상 패턴을 규명
-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보건당국은 △의료계의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결 △데이터 저장
및 공유를 촉진해 임상실험을 신속화 △임상실험 데이터 수집 및 보고의 신뢰성을 보장
Ÿ 특히 COVID-19 관련 주목받는 블록체인 솔루션으로는 △기부금이 우한 지역의 감염자 치료에
사용되기까지의 흐름을 추적하는 솔루션 △코로나바이러스 보험금 청구 공유 플랫폼 ‘시앙
후바오(Xiang Hu Bao)’ △증상자 및 무증상자가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직접 보고하는 싱가포르
‘알고란드 파운데이션(Algorand Foundation)’의 ‘아이리포트-코비드(IReport-COVID)’ 등

정부와 생명공학 기업이 질병 확산 추적 및 알고리즘을 훈련하려면 민감 의료 데이터가 긴급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향후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
Ÿ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인간의약품위원회(Human Medicines Committee)’는 COVID-19
치료제의 증거 수집을 위해 각 조직의 연구 자원을 대규모 멀티센터 및 임상실험에 통합해
줄 것을 요청
Ÿ 또한 임상 타임라인을 단축하고 신뢰성·보안성·투명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호운용성·환자
프라이버시·투명성·데이터 순결성을 구비한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 채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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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픈소스 기술(Open-source technologies)
데이터의 신속한 공유가 전염병 극복의 관건인 만큼, 대규모 정보 저장소 및 IT 플랫폼 구축을
통해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저가에 제공하는 정보기술 역량이 필요
* 이 같은 규모의 데이터 수집은 대개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럽질병예방 및 통제센터(ECDC)의 공조로 이루어짐

Ÿ 또한 오픈데이터 이니셔티브와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개발되어 △연구 데이터 및 과학 간행물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 △산소호흡기 등 의료장비 생산의 청사진을 공유해 품귀 현상을 타개
Ÿ 오픈소스 분석 툴을 기반으로 집단지성의 즉각적 공유가 가능해지며, 예를 들어
△‘저스트원자이언트랩(Just One Giant Lab)’은 오픈소스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방법론을
개발·공유함으로써 공인 연구소들의 검사키트 생산을 지원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인
‘넥스트스트레인(NextStrain)’은 SARS-CoV-2 유전체의 염기서열을 분석 중인 세계 각지의
연구소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후 ‘유전자 나무(genomic tree)’ 형식으로 데이터를 중앙화

하지만 오픈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공개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접근에 필요한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
Ÿ 지속가능한 오픈데이터 생태계 센터 구축에 있어 해결과제는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및 품질,
구조, 신빙성, 순결성 등이며, 이는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결합함에 있어 필수
Ÿ 또한 데이터 공유 및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들이 법적 장치의 공백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며, 현재로서는 WHO의 ‘2016년 데이터 공유 정책 준칙(2016 Policy
Statement on Data Sharing)’ 등이 있지만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에 대한 법적 강제는 불가

[5] 3D 프린팅
산소호흡기·검사 키트·안면 마스크 등의 가용성 증진을 위해 각 정부는 생산량 증대 및 공급
최적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3D 프린팅 기술이 유력
Ÿ 이와 관련해 △홍콩이공대(PolyU)는 3D 프린팅 기법으로 안면보호구를 제작 △3D 프린팅
업체 ‘얼티메이커(Ultimaker)’는 3D 프린팅 허브·전문가·설계자를 연결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뉴욕의 병원은 3D 프린팅 기법으로 일일 2천-3천 개의 코 검사용 면봉을 제작
Ÿ 의료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있지만, 3D 프린팅 기반의 의료품을 채택하기에 앞서
법적 요구조건에 부합되도록 적절한 테스트를 거쳐 승인하는 것이 필요
- 한편 3D 개발자들의 제조 규모 확장 역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 European Parliament, T en technologies to fight coronavirus,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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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INPC,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DOH)’ 데이터 교환을 촉진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의료계는 환자 개인 및 인구집단의 건강관리에 있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DOH)’이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
Ÿ 예를 들어 주변 환경이 위험한 경우 운동하러 나가는 경향이 감소하는 등 기대수명과 거주지
간 상관성이 높으며,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식습관·음주·흡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남

‘리젠스트리프연구소(Regenstrief Institute)’는 SDOH 데이터의 접근성 및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인디애나 인구집단건강 네트워크(INPH)’를 출범
Ÿ INPH는 의료 공급자·지불자·공중보건 기관에게 주택 안정성·식품 접근성·교통·기타 非의료
데이터 등의 포괄적 정보를 제공해 인구집단건강관리를 더욱 강화
Ÿ 연구소는 SDOH 데이터 취합 후 ‘인디애나 의료정보 교환소(Indiana Health Information
Exchange)’를 통해 임상 데이터와 연결할 예정
- 정보교환소는 데이터 접근성 증대 외, △환자의 질병과 관련된 수십 개의 변수를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가시화’ △대시보드에 사회적 결정요인과 관련된
시각적 정보를 곁들임으로써 ‘보고 설계(report design) 양식을 개선’
[ Health I T Analytics, 2020.05.11.; EHR Intelligence, 2020.04.23.]

애플과 구글, COVID-19 감염자 추적앱 작성을 위한 API 시스템 구축
사람들의 직장 복귀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애플(Apple)과 구글(Google)은 블루투스(Bluetooth)
신호를 통해 COVID-19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추적하는 디지털 앱의 스크린샷을 발표
Ÿ 양 사는 전 세계 보건 당국이 애플의 아이폰(iPhone) 상에서 접촉자 추적앱을 보다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iOS 및 안드로이드에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로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새로 작성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
Ÿ 또한 GPS 위치 데이터를 활용하는 대신,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분산형 접근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접촉자를 추적하되 프라이버시 존중이 가능
- 즉 사용자가 감염 위험에 처할 경우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주변에 자동 연락됨
[ CNBC, 2020.05.04.; WI RED,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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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혁신청, 해외 의료기관의 시범 프로그램 참여 업체 모집
이스라엘 혁신청(Israel Innovation Authority), 미국·독일 등 해외 의료기관의 혁신 시범
프로그램에 동참할 자국의 기술 업체를 선정해 전체 R&D 예산의 최대 50%를 지원할 예정
Ÿ 자국의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미국 메이요클리닉(Mayo Clinic), 하트포트 헬스케어(HHC),
독일 샤리테대학병원(Charité–Universitätsmedizin) 등에 적용할 의료 기술·제품·서비스
관련 시범 프로젝트를 모집
- 이 사업의 목적은 △글로벌 협력 증진 △의료혁신의 가용성 촉진 △국제 시장에
이스라엘 의료기술의 접근성 제고 △새로운 발견을 통한 전 세계 환자 지원 등
- 선정된 기업은 혁신청으로부터 R&D 기금을 지원받는 한편, 파트너 병원으로부터는
혁신 테스트를 위한 실세계 환경 및 특수 장비 등의 자원, 임상 치료 노하우, 임상연구
및 R&D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받을 예정
Ÿ 각 병원별로 △메이요클리닉은 소프트웨어 솔루션 △하트포트 헬스케어는 원격 모니터링 및
가상 헬스 △샤리테대학병원은 디지털헬스 앱 및 웨어러블 진단·치료 장비에 대한 혁신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
[ HIT consultant , 2020.05.14.; Israel I nnovat ion Authority, 2020.05.13.]

호주척수장애인협회(SCIA), COVID-19 확산 속 척수손상 환자 원격 지원
비영리재단 ‘호주척수장애인협회(SCIA)’는 COVID-19 사태 속에서 MS 플랫폼을 통해 척수손상
운동 프로그램 ‘뉴로무브즈(NeuroMoves)’를 진행해 2,300여 명의 회원을 원격 지원
Ÿ 뉴로무브즈는 척수손상 환자들의 건강·기동성·독립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총 23,514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운동 치료 프로그램
- SCIA는 원격의료 모델로 전환함으로써, 메신저 기반의 협업 툴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crosoft Teams)’를 기반으로 최대 3인 대상의 그룹 세션 진행도 가능
* 시간 당 원격 운동치료 비용은 1:1 세션 $166.99, 소그룹 세션 $55.66

- 이처럼 SCIA는 COVID-19 발현 이전부터 원격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MS 플랫폼을
구축한 결과, 정부 지침에 따라 3월 24일부로 뉴로무브즈의 면대면 세션이 일시 중단된
후에도 민첩한 대응력을 구비해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
[ Healthcare IT News, 2020.05.06.; Microsoft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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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 인도 州정부와 드론 기반의 ‘항공의료’ 이니셔티브 진행
2019년 메릴랜드대(University of Maryland)는 신장을 드론 배송했으며, 이는 드론 기반의
인간 장기 배송의 첫 번째 사례
Ÿ 아프라카에서 ‘구조로봇(rescue robotics)’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드론 배송업체
‘집라인(Zipline)’은 르완다 내 100만km 이상을 비행하며 1만3천여 건을 배송했으며, 현재
수도 키갈리(Kigali) 외 지역에 전달되는 수혈용 혈액의 35%는 드론 배송에 의존

세계경제포럼(WEF)은 인도 텔랑가나(Telangana) 州정부 및 아폴로병원(Apollo Hospitals)과
공조해 ‘항공 의료(Medicine from the Sky)’ 이니셔티브를 진행 중
Ÿ 동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남아시아 지역에 드론 기반의 의료 전달을 확대하는 데에 있으며,
드론의 잠재성으로는 △의료 전달에 있어 마지막 운송 구간(last mile)의 현대화 △위치에
관계없이 혈소판이나 혈액 등 핵심 의료 품목의 적시 재보급 등
Ÿ WEF는 ‘윙즈 인디아2020(Wings India 2020)’ 행사에서 텔랑가나(Telangana) 州 정부와
공동으로 인도 내 의료물품의 드론 배송 시범 프로젝트 설계를 위한 워크숍을 조직
- 동 프로젝트로 인해 혈액·장기·의료용 표본 등의 대량 운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18년 글로벌 의료용 드론 시장의 규모는 8,820만 달러였으며 연평균 24.7%(’19~’25년)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

[ World Economic Forum, 2020.05.08.]

의료 사물인터넷(IoT)의 장점 극대화를 위한 당면과제
의료 사물인터넷(IoT)은 치료결과의 극대화 및 비용 감소 등 장점이 많은 반면, 정보 저장의
문제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 등 당면과제 해결이 시급
Ÿ (정보 저장) 의료기관 한 곳의 자체 IoT 장비 및 원격 장비에서 실시간 생성되는 대용량 정보는
테라바이트(Terabytes)에서 페타바이트(Petabytes) 규모의 저장 역량을 요구하며, AI 알고리즘
및 클라우드가 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크게 요구됨
Ÿ (사이버 공격) IoT 장비는 의료 정보 도용 및 변경, 랜섬웨어 바이러스 공격 등 보안 관련
취약성이 있으며, 특히 환자의 심장 모니터기·혈압판독기·뇌스캐너 등이 볼모로 잡힐 수 있음
Ÿ (IT 인프라 재정비) 다수의 병원 내 IT 인프라는 구형으로 IoT 장비와의 온전한 통합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SDN과 NFV 기술 등 가상화(virtualization)의 장점 활용 및
초고속 무선모바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int ellectsoft , 2020.04.15.; Cleveroad,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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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OVID-19 이후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킬 주요 정책 현안
COVID-19 위기로 인해 △면제조항을 활용한 연방주의 강화 △병원과 의료유관기관의
허브로서의 역할 부여 △원격의료 확대 △의료서비스 공공자금지원 등이 주요 정책 현안으로 제기
Ÿ (면제조항을 활용한 연방주의 강화) COVID-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등의 특정 요건을 일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수정하도록 하는 정책 추진
Ÿ (병원과 의료유관기관의 역할 재정립) 수천 개의 요양원과 입원환자 재활시설을 COVID-19
환자들과 일반 병원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
Ÿ (원격의료 확대) COVID-19 이후에도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원격의료
확대할 필요성 제기
Ÿ (공공자금 지원) 각 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자금의 관료적 장벽을 제거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공공자금의 융합과 혼합(braiding and blending)을 통해 시너지 창출
[ Jama Network, 2020.04.23.; Commonwealth Fund, 2020.03.26.]

미국 회계감사원(GAO), 항생제 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필요성 강조
미국 의회 감독기구인 회계감사원(GAO)은 보건복지부(HHS)에게 COVID-19로 2차 감염을
막고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생제 개발의 활성화 필요성 제기
Ÿ 세계 보건에 가장 큰 위협중의 하나는 항생제 개발이 소규모 바이오제약회사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며, 대다수의 대형 바이오제약회사들은 종양학과 같은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치중
Ÿ ’11년~’15년 사이에 브랜드 항생제의 평균 연간 판매량은 2,400만 달러~7,500만 달러인
반면, 종양학 신약의 연간 매출은 동 기간 동안 5억 달러 이상을 기록
* 1980년대 20개 이상의 업체에서 현재에는 Merck, Roche, GSK을 포함한 소수업체의 연구소만 명맥을 유지

Ÿ 미국 HHS내 바이오의학첨단연구개발청(BARDA)을 통한 자금 지원과 ‘환자수 제한성
항균·항진균 의약품 심사절차(LPAD)’제도와 같은 항생제 개발을 장려하는 인센티브가 존재
Ÿ 따라서 승인된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판 후 인센티브(post-marketing incentives)’
제도와 같이 항생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
[ Endpts, 2020.04.30.; GAO,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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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74억 유로 유치
EU집행위원회(EC)는 ‘코로나바이러스글로벌응답 이니셔티브(Coronavirus Global Response
Initiative)’ 행사를 개최하여 74억 유로 조성
Ÿ EU,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등이

행사에

참여했으며,

COVID-19를

대응하기

위한

백신·진단키트·치료제의

공동개발을 위해 EC의 14억 유로를 포함 총 74억 유로를 조성
Ÿ EC는

Horizon2020(€1.0bn),

RescEU(€80mn),

긴급지원프로그램(€150mn)

및

외부프로그램(€170mn) 등에 총 14억 유로를 배정할 예정이며 보조금 10억 유로와
대출 보증 4억 유로의 형태로 지원
Ÿ EC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지 않고, 향후 2년 동안 백신, 치료, 진단 개발 작업을
가속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조정하고 감독하는 ‘코로나19도구가속장치
(ACT Accelerator)’를 위한 협업 프레임워크를 제안
* 협업 프레임워크의 참여기관들은 WHO, Bill and Melinda Foundation, Wellcome Trust, CEPI, Gavi, Vaccine
Alliance, Global Fund, UNITAID 등

[ European Commission, 2020.04.29.]

일본, 첨단 IT기술 활용한 고령자 개호서비스 실태 파악 필요
일본 미즈호정보총연은 IoT디바이스 등을 활용해, 고령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개호서비스(介護,
요양간호) 실태를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Ÿ 현행 고령자 개호실태 조사의 ‘타임스터디’는 어떤 상태의 고령자에게 어떤 개호서비스가
제공됐는지 1분 단위로 필기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 작업을 대체할 센서 기술 가운데 개호로봇과
모션캡처 기술에 대해 조사
Ÿ 개호로봇 가운데 타임스터디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킴이 로봇은 개호자의 세세한 움직임까지
파악하기 어려워 현행 타임스터디를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Ÿ 반면 모션캡처는 측정한 정보가 3차원이기 때문에 관찰대상자가 무엇을 하는지는 판단 가능하나
타임스터디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딥러닝이나 SW개발이 필요
Ÿ 결국 효율적으로 개호제공 실태를 파악하려면 첨단 IT기술을 도입하되, 아직은 부족한 기능에
사람을 추가해 타임스터디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모색
[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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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OVID-19를 계기로 인터넷 진료 급속하게 보급
중국이 최근 수년간 인터넷 진료와 관련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온 가운데 COVID-19를
계기로 인터넷 진료가 급속하게 보급되는 양상
Ÿ 중국은 2월초 인터넷 진료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COVID-19 대응 지정병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조치했으며, 3월초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만성질환자의 정기통원 및 의약품 처방 대응책을
담은 ‘지도의견’을 공표
Ÿ 본 지도의견은 인터넷 병원 혹은 인터넷 진료가 허가된 보험지정병원을 대상으로 일반질병,
만성질환 재진 시 인터넷 진료와 의약품 처방에 대해 보험적용을 인정
* 본 지도의견에 입각해 중국 전역의 많은 병원들이 보험이 적용되는 인터넷 진료서비스 시행 개시

Ÿ COVID-19 대책으로 인터넷 진료에 공적 의료보험이 적용됐지만 이는 한시적 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온라인진료의 품질, 온라인 처방의 타당성에 대한 감독체계 구축도 필요
Ÿ 인터넷 진료의 사회적 가치가 증명됐다는 점에서, 인터넷 진료의 추가적인 보급을 목표로
인터넷 진료에 ‘공적의료보험’ ‘자기부담’ 외에 민간보험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 日本総研, 2020.04.28.]

글로벌 제약업체의 COVID-19 백신 개발 동향
COVID-19 백신이 12~18개월 안에 이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업체의 개발 일정을 감안할 경우 집단면역(herd immunity)까지 보다 긴 시간이 필요
Ÿ 일반적으로 집단면역은 1~2년 내에 달성되지 않으며, 백신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승인을 받기까지 최대 10년 이상이 필요
Ÿ 예를 들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Shingrix)는 4년 동안 거의
33,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

근거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이

백신은

위약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대상포진 사례를 약 97% 감소
* COVID-19 백신 개발중인 제약업체: 미국 Moderna(임상 2단계), 중국 CanSino(임상 2단계), 미국 Inovio(임상
2단계), 중국 Sinovac(임상1단계), 미국 Pfizer와 독일 BioNTech(임상 1단계), 영국 Oxford와 AstraZeneca(임상
1단계), 미국 J&J(신약후보 선정), 프랑스 Sanofi와 영국 GSK(전임상 단계)

Ÿ

코로나19

백신을

가장

빠른

시간에

개발·보급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초고속작전(Operation Warp Speed)’은 ’21년 1월까지 개발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안정성과 유효성 위험을 담보한다는 것을 의미
[ Biopharma Dive, 2020.05.04.; HHS,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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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 생태계의 변화에 직면한 글로벌 화장품 산업
화장품산업은 단기적(3~6개월간)으로 COVID-19의 충격으로 전체적인 매출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온라인 매출의 증가 △혁신 가속화 △M&A 증가 등 화장품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
Ÿ 맥킨지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화장품 산업은 2020년에는 매출이 20~3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미국의 경우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재발되면 3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Ÿ COVID-19 이후 주요 화장품 소비 추세는 △온라인 구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장내 매출의
감소분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업이 가능한 약국, 대형 소매점, 식료품점에서의 화장품
판매가 감소하고 있으며 △소매점과 화장품업체들은 재고소진을 위해 할인 프로모션 실시
* 4월 중순 중국의 약국, 슈퍼마켓, 전문점, 백화점의 90%가 영업을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문과 유형별 매장
방문율은 9~43% 감소

Ÿ COVID-19 이후에도 소비자가 직접 주문할 수 있는(Direct-to-Consumer, DTC) 전자상거래,
쇼핑 가능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 마켓플레이스가 더욱 중요해 것이며,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혁신의 가속화와 많은 기업간의 M&A로 화장품 산업의 생태계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
[ McKinsey& Company, 2020.05.; Cosmet ics Design- Europe, 2020.04.23.]

안면마스크의 원활한 글로벌 공급에 대한 정책 제안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외과용 마스크와 보건용 N95 마스크가 필요하며,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벌 교역의 국가간 협력과 장단기 정책이 필요
Ÿ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우 작으며 효과적인 필터링을 위해 특정 패브릭이 필요하며,
COVID-19 질환을 일으키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직경은 약 60~140nm(머리카락
직경의 1,000분이 1) 크기로 박테리아나 먼지보다 훨씬 작은 크기
* 의료 종사자가 사용하는 개인보호장비(PPE)의 일부로서 일반적으로 COVID-19를 막기 위한 외과용 마스크, 보건용
N95 마스크는 오염이나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진마스크와 구별

Ÿ 단기적으로

△긴급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량

확대정책

△기업이

기존

생산·조립라인을 변경하여 마스크를 추가 생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신규 기업이
생산한 마스크를 가능한 빨리 거래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
Ÿ 장기적으로는 전체 가치사슬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 모색과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이 필요
[ OECD,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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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해외동향을 요약한 것으로 기관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