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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COVID-19로 변화가 불가피한 일본 의료·의료기기 업계
일본은 COVID-19 감염자 급증과 2차 감염으로 인한 의료종사자 부족, 감염자 관리병상
부족, 글로벌 공급망 와해 및 감염예방용 의료 소모품 부족, 치료용 의료기기의 높은 해외
의존도와 타업종 참여 장벽, 의료 통합관리 구조 결여 등 의료붕괴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의료 및 의료기기 업계의 위기관리 필요성이 고조되는 상황

[1] 노출된 일본 의료공급 체제의 취약성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의료공급 체제 정비와 함께 이번 팬더믹을 계기로 드러난 의료공급
체제상의 문제들을 확인하고 의료 및 의료기기 산업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
Ÿ 무엇보다 비상시에도 원활한 의료공급 체제가 가동될 수 있는 위기관리 시점으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
Ÿ 의료분야 위기관리와 관련하여 긴급하게 대응해야할 과제를 ‘Staff(인재), Stuff(제품·재료),
Space(장소), Systems(정보)’ 등 4가지 S로 분류하여 분석
�의료분야 위기관리 주요항목별 대응과제�
주요항목

긴급하게 대응해야할 과제

Staff(인재)

- 구급 및 감염증 지정병원의 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등) 부족
- 보건소 인력 부족
- 의료종사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온라인 진료시스템 구축 필요

Stuff(제품·재료)

- 의료기관의 감염방지 용품과 치료 의료기기 부족
-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공급체제
- 타업종의 참여 장벽: 승인에 필요한 높은 장애요인과 사업화 리스크

Space(장소)

- 감염자를 치료할 병상 수 부족
- 의료기기 도매상으로부터 병원 재고 공급시 감염증 재해 대응 미정비

System(정보)

- 의료시설·의료 종사자·제품 등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하는 구조가 없음
- 감염방지 의료용품 재고상황의 가시화 필요

[2] Staff: 의료 종사자의 감염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대책
COVID-19 확진자 증가는 의료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의료붕괴 리스크를 발생시키며, 일본
전체 인구에 대한 의사·의료종사자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
Ÿ 이를 감안하면 중장기적 시점에서는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고려한 정책적인
인재육성이 필요하며, 단기적 시점으로는 COVID-19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의 집중과
의료종사자에 대한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프로세스와 기술 도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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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4월부터 한시적으로 초진도 온라인 진료가 가능해졌지만 향후 △온라인 진료 추가 확대 △온라인
진료 시 촉진에 가까운 진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혁신 △해외에서 일부 도입되고 있는
AI를 통한 초기진단 등 환자와 의료종사자의 비대면 환경 구축도 필요
Ÿ 또한 국내 확산 시 감염상황을 파악하는 빅데이터 수집 구조 구축 및 분석(상황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분석결과)을 통한 의료종사자의 자원 분배 등도 고려
Ÿ 영향이 큰 디지털 기술을 통한 변혁 △온라인 진료 확충 및 촉진에 가까운 추가적인 기술혁신
△관련 인프라 정비 및 전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함 △초기 진단 시 AI도입 △전국민의
감염정보를 수집한 빅데이터 분석

[3] Stuff: 중요한 의료소모품·기기의 자급체제 구축
감염을 막기 위한 소모품뿐만 아니라 해외 의존도가 높은 치료기기 역시 글로벌 공급망 와해로
인해 국내 공급체제 강화가 시급
Ÿ 마스크 등 전국민이 필요한 소모품부터 의료종사자의 감염방지·진단치료에 필수인 N95마스크,
가운, 안면보호기(face shield) 등 매일 대량 소비하는 소모품 부족은 5월 초에도 지속
Ÿ 이는 세계적인 공급부족 상황과 매점 및 수출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 영향도 있는데, 긴급한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와해됐을 때에도 자국 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예방 조치측면에서
필요하고 소비가 급증하는 품목을 특정하는 것이 급선무
Ÿ 또한 해외제품의 점유율이 높고 수입에 의존하는 치료용 의료기기 등은 특히 생명에 관련된
제품군이기 때문에 치료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품 특정과 긴급 상황 시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한 이업종의 참여를 촉진하는 대책이 필요
Ÿ 이들 모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촉진책을 넘어 정부도 하나가 되는 의료기기개발 추진
및 국가의 매입지원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
Ÿ 개별기업 단위의 사업지속 계획이 아닌 국가 전체의 노력으로 승화시킴으로써,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 와해 리스크에 대비해 국내 자급률을 향상
Ÿ 글로벌 공급망 분단 리스크 대비 △필요한 의료용 소모품 선정 및 국내 자급률 향상 △마스크
등 소모품의 기업재해 비축품 지정 검토 △치료 의료기기의 이업종 참여를 포함한 국산화
추진지원정책 △긴급 상황 시 의료기기 생산에 대한 국가의 매입지원정책 필요

[4] Space: 병상 확보와 의료유통체제 구축
그간 의료기기 업계의 업무지속계획(BCP)은 지진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별기업의
감염을 고려한 상호 백업체계 등 새로운 유통체제 구축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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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COVID-19와 같은 미지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더믹은 감염증에 대응할 수 있는 중환자실(ICU)
기능과 노하우를 가진 의료기관, 병상 및 병원 스텝 확보가 핵심
Ÿ 특히 병상 확보는 긴급 상황 시 구급병원 입원환자 중 전원 가능환자를 전원시키는 프로세스
구축, 의료진 확보는 예상치 못한 2차 감염으로 인한 스텝의 감소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
Ÿ 한편 의료공급 측면에서 의료기기 업계는 물류를 담당하는 대리점도 많고, 업계 단체가 작성한
재해대응 매뉴얼은 지진이나 태풍만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염을 고려한 기업 단위
또는 대리점 단위의 상호공급과 관련한 검토가 필요
* 지역 단위의 의료물자 배송연계 및 우선공급체제를 구축하고 행정, 의사회, 제약회사와의 연계 같은 폭 넓은 대응준비까지
고려

Ÿ △의료현장 원격 프로세스와 의료유통체계 재검토 △감염자용 병상 확보 프로세스 구축
△감염의심으로 응급이송이 거부된 환자의 초기진단 장소 구축 프로세스 준비 △의료기기
업계의 감염증 재해대책 구축 등이 필요

[5] System : 통합된 종합의료수급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의료 위기관리 시점에서 기업의 공급과 병원수급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시점에서의 의료수급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Ÿ 이번 COVID-19 팬더믹 상황에서는 ‘의료용 소모품 등의 재고가 없다’ ‘ICU에 필요한 치료용
의료기기가 구급병원에 부족하다’ 등 의료시설에 제품이나 재고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
Ÿ 이는 ‘의료종사자’ ‘제품·재료’ ‘병상’ 정보와 수요를 확인해 선정된 품목의 의료공급(재고)
정보를 연결하고, 비상시에는 정부 주도로 결정한 공급처의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물류를
공급하는 ‘System(정보)’, 즉 통합적인 의료수급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의미
Ÿ 이와 관련해 의료업계는 제품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재고 가시화 필요성에 대해 이미 내각부의
전략적 혁신창조 프로그램(SIP) 내에 설치된 스마트 물류분과회에서 관련기업을 소집해 논의
중으로, 의료기기 유통의 디지털 재편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Ÿ △의료물류의 가시화를 추진하는 구조 구축 △의료기기 업계 공통의 DB화·플랫폼 구축
△의료기기 물류의 디지털화 재편·재구축 등이 필요
Ÿ COVID-19 팬더믹이 초래한 뉴노멀로 인해 의료제공에 있어서 기존의 전제조건과 밸류체인
재검토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의료를 통합적으로 컨트롤하는 구조와 기술 구축이 필요
Ÿ 현재와 같은 의료 환경에서는 전례 없는 신속한 규제완화와 사람들의 행동변화가 촉구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첨단기술이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의료·의료기기 산업의 변혁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KPMG,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から変わる日本の医療∙ 医療機器業界,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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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원격의료와 모바일헬스를 활용한 가정 헬스케어 확대 예상
미국의 ‘메디케어및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의 대면방문 요건 등의 보험급여 장벽에도
불구하고 가정 헬스케어 제공업체들은 이전부터 모바일헬스(mHealth) 앱 및 기기, 원격의료,
전화 통화와 같은 커넥티드헬스 채널을 사용하였으며, COVID-19를 계기로 영역 확대 추진
Ÿ 주요 사례로서 비영리기관 배너헬스(Banner Health)社는 원격의료 및 원격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제공업체인 HRS(Health Recovery Solutions)社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입원 위험이
높은 만성질환 환자에게 무료로 블루투스 지원 장치를 갖춘 원격의료 키트를 제공
* Banner Health는 미국 7개 주에 28개 병원과 각종 의료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HRS는 40개 주에서 150개가
넘는 주요 의료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70가지 질환을 다루고 있으며 10만 명의 환자를 치료

Ÿ 또한 디트로이트州의 헨리포드건강시스템(Henry Ford Health System)의 가정 헬스케어
프로그램은 심부전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환자, 화학요법을
받는 암 환자, 흉부 심혈관 수술에서 회복 중인 환자 등의 건강을 추적
[ mHealth Intelligence, 2020.07.10.; Becker’s Healthcare, 2020.06.30.]

영국 Innovate UK, AI활용 진단용 연구개발 6개 프로젝트 지원
영국 혁신지원프로그램(Innovate UK)과 NHS, 대학, 암 자선 단체 및 디지털 건강 회사들은
1,600만 파운드의 기금을 조성하여 AI기술을 활용하여 암과 같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보다 빠르게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연구개발 6개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
* 혁신지원프로그램(Innovate UK)은 영국혁신기구(UKRI)를 대신하여 ’27년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27년까지 연구개발 투자를 GDP의 2.4%로 늘리겠다는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

Ÿ 옥스포드 대학은 영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암인 폐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폐의 암종을
조기에 식별 가능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틸런트(Motilent)社는 영국의 18만 명에
영향을 미치는 염증성질환인 크론병을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연구개발을 진행
Ÿ 이외에 △AI 활용 암의 조기발견을 연구하는 퀸스대학교 벨파스트(Queens University Belfast)
△식도암을 연구하는 캠브리지 대학교 △장암을 연구하는 글래스고 대학 △간부전(liver
failure)을 연구하는 맨체스터 대학 등의 연구과제를 지원
[ GOV.UK,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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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천식 흡입기제품용 디지털헬스 공동 플랫폼 승인
EU집행위원회(EC)는 미국 프로펠러헬스(Propeller Health)社의 센서와 노바티스(Novartis)
社의 ‘에너제어 브리즈헬러(Enerzair Breezhaler)’ 천식 흡입기 제품이 결합된 디지털헬스
공동 플랫폼 승인
Ÿ 유럽 �
규제당국은 Novartis와 Propeller Health의 제품을 공동 포장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디지털헬스 제품과 의약품을 처음으로 공동 처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
Ÿ Propeller Health는 천식 흡입기에 부착되는 센서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이 소프트웨어는
환자 순응도(Patient Adherence)를 모니터링하고 천식을 유발하는 원인을 추적하는 데 사용
Ÿ 일반적으로 환자는 흡입기를 사용한 후에 처방전을 받아 프로펠러 솔루션을 구매하였으나
공동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구매의 노력이 불필요해졌으며, 양사는 올해 공동 브랜드
솔루션을 출시할 계획
Ÿ 프로펠러 솔루션은 미국에서 OTC 또는 처방전으로 FDA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공동 포장
솔루션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 ’19년 미국의 대표적인 PBM업체 중의 하나인 익스프레스스크립츠(Express Scripts)社가 최초의 디지털헬스
처방목록(fomulary)용 15가지 솔루션을 승인했으며, 이를 통해 의사는 EMR에서 해당 솔루션을 훨씬 쉽게 찾고
처방가능하게 되었으며 프로펠러는 이 처방목록에 등재된 회사 중 하나

[ MedCityNews, 2020.07.08.; Propeller Home Page, 2020.07.08.]

중국 공업정보화부, COVID-19 관련 인공지능 79개 업체 선정 발표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는 COVID-19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6개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나타낸 인공지능 기업 79개 업체를 선정 발표
Ÿ ’20년 2월 4일 공업정보화부는 ‘COVID-19를 극복하기 위한 인공지능 효용 및 협력 극대화를
위한 제안서(充分发挥人工智能赋能效用协力抗击新冠疫情的倡议书)’를 발표
Ÿ 정책의 지속성을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공업정보화부는 인공지능 혁신 응용 선도지역에서
관련 전문기관의 지원을 통해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인공 지능기업을 선정 발표
Ÿ 6개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폐렴 CT 영상지원 진단 시스템 11개 △전염병 예방 및 제어
로봇 18개 △AI 체온 측정 시스템 20개 △전염병 예방 및 제어 아웃바운드 로봇 13개 △지능형
분석 시스템 14개 △기타 기업 3개 등 총 79개 업체가 선정
[ 工信微报, 2020.06.24.; CPS,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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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진료, 환자들 대상 선호도 조사결과는 긍정적
글로벌 컨설팅업체 액센츄어(Accenture)가 전 세계 2,700명의 종양학, 심장학, 면역학 분야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COVID-19 이후 가상 진료를 계속 받을 것인가에
대한 액센츄어 설문조사 결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
* ’20년 5월 Accenture는 중국, 프랑스, �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6 개국에서 각국당 4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COVID-19 관련 환자 치료에 대해 변경된 사항, 환자의 느낌, 선호 사항 등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

Ÿ 화상상담(video conference calls)을 사용한 사람들의 63%가 매우 좋거나(very good)나
훌륭하다(Excellent)고 답변했으며, 대상자의 70%가 화상상담을 처음으로 치료하는 데 사용한
것을 고려할 때 인상적인 수치
Ÿ 응답자의 47%가 개선된 맞춤형 상담을 받았다고 답변했으며 41%는 빠른 응답이 편리하였다고
답변했으며, 40%는 새로운 통신 채널을 통해 액세스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답변
Ÿ 설문에 응한 환자 중 60%는 의료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신뢰가 증가했으며 45%는 제약
및 의료기기 회사에 대한 신뢰가 증가했다고 답변
[ Accenture, 2020.07.09.; Fierce Healthcare, 2020.07.14.]

생체인식 및 디지털ID 업체, COVID-19 극복을 위한 솔루션 출시
Incode社 등 생체인식 및 디지털ID 제공업체들은 COVID-19 극복을 위한 건강 자격 증명,
감염 조기 탐지 및 온도 검사 솔루션 출시
Ÿ 인코드(Incode)社는 기업이 COVID-19 예방 조치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해 기업이 안전하게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동의, 생체인증 기반 디지털건강 자격 증명서인 ‘Incode
healthID’를 개발
* 새로운 Incode HealthID는 WHO와 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권고 사항, 전염병학자 및 산업별 지침에 따라
구축하였으며, 미국의 정보의료법(HIPAA)과 건강기술정보기술법(HITECH)를 준수하며, 유럽일반정보보호법
(GDPR) 원칙을 기반

Ÿ 쉬머(Shimmer)社는 장치를 착용한 100명의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피부 온도, 흉부
생체저항(bioimpedence), 산소포화도(SpO2)와 같은 생물학적 특성을 추적한 다음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감염의 조기 식별을 위한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
Ÿ ISS(Intelligent Security Systems)社는 개인이 규칙이나 정책을 위반하여 마스크 없이 시설에
입장하려고 할 때마다 관리자에게 경고를 제공하는 안면마스크감지(FMD) 솔루션 개발
[ BioMetric, 2020.07.10.; Incode Home Page,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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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3분기에 주목할 5가지 신약후보 승인 예정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영국 GSK社의 벨란타맙 마포도틴(belantamab mafodotin) 등
주목해야 할 5가지 신약후보를 7월과 9월 사이에 결정할 예정
Ÿ 영국 GSK社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벨란타맙마포도틴은 약 12개의 제약 회사가 거의 모든
악성 세포에서 발견되는 ‘인간화 항-B세포 성숙화 항원(BCMA)’으로 알려진 단백질을
표적으로하는 다발골수종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는 신약
Ÿ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Gilead Sciences)社의 JAK억제제의 일종인 필고티닙(filgotinib)은
이미 승인받은 JAK 억제제인 화이자(Pfizer)의 Xeljanz, 일라이릴리(Eli Lilly)의 Olumiant,
애브비(AbbVie)의 Rinvoq 등과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
* 그밖의 3개의 신약은 △미국 바이오마린제약(BioMarin Pharmaceutical)사의 혈우병 A치료제 록타비안(Roctavian)
△스위스 로슈(Roche)사의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리스디플람(risdiplam) △ 일본신약(Nippon
Shinyaku)의 자회사 NS Pharma의 듀센형 근이영양증(DMD) 치료제 인빌톨라르센(Viltolarsen) 등

[ Biopharma Dive, 2020.07.08.; Hemophilia, 2020.06.24.]

미국 MIT대학, COVID-19를 방역하는 로봇 시스템 개발
미국 MIT대학의 컴퓨터과학인공지능연구소(CASIL)는 AVA Robotics社와 Greater Boston
Food Bank(GBFB)와 협력하여 표면을 소독하고 COVID-19를 중화하는 로봇 시스템 개발
Ÿ Ava Robotics社의 모바일 로봇과 CSAIL에서 설계된 맞춤형 자외선(UV-C) 조명기구를 통합한
로봇 시스템은 현재 GBFB 방역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향후 창고, 식료품 점 및 학교 등
다른 사용 사례로 확대할 예정
Ÿ UV-C광선은 표면과 에어로졸에 있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등의 DNA(디옥시리보핵산) 구조를
파괴해 COVID-19의 약 90%를 중화시키는 등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지만 사람에게 노출될
경우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감독이 필요하지 않는 무인 로봇을 활용
Ÿ 이 로봇은 COVID-19 및 기타 바이러스로 인한 오염을 소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미국
비영리단체 GBFB의 4,000평방피트 실험공간에서 30분만에 자외선(UV-C) 빛을 사용하여
바닥과 에어로졸(aerosol) 상태에 있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죽이는 데 효과적인 것을 입증
[ World Economic Forum,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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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UKRI 등, COVID-19로 인한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영국혁신연구기구(UKRI)와 국립보건연구기관(NIHR)은 공동으로 COVID-19로 인해
장기적으로 입원환자에게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연구개발에 840만 파운드를
지원할 예정
Ÿ 영국의 연구 결과는 COVID-19로 인해 입원한 환자를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는 새롭고 보다
나은 정책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레스터대학교(University of Leicester)와 레스터대학병원 NHS Trust의 파트너십인 NIHR 레스터
바이오메디컬리서치센터(BRC)가 주도할 예정이며 약 1만 명의 환자가 새로운 연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Ÿ PHOSP-COVID(Post-HOSPitalisation COVID-19) 연구는 환자의 건강과 회복에 대한
COVID-19의 영향을 평가하며, COVID-19로 입원한 환자의 정신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과 성별 또는 민족과 같은 개인의 특성이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포함
Ÿ 이 연구는 COVID-19 입원환자의 사망을 줄이기 위한 최초의 의약품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을
식별한 RECOVERY trials와 국제 SARS 및 신생 전염병 컨소시엄인 ISARIC-4C를 포함하여
기존에 영국에서 이루어진 성공적인 연구성과를 기반
[ UKRI , 2020.07.05.]

독일 연방정부, 국가적 차원의 치매 전략 채택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와 보건부(BMG)는 ’20년 9월에서 시작해서 ’26년까지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치매전략을 채택하였다고 공동으로 발표
Ÿ 독일은 현재 160만 명의 치매인구가 ’50년에는 2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Ÿ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인 목표를 포함하여 총 27개의 목표로 구성된 치매전략을 수립했으며,
현재 약 160개 조치가 합의
Ÿ 독일알츠하이머협회, 주와 지역의 보건 및 간호단체, 사회보장기관, 시민단체, 연구단체 등과
협의하여 독일이 치매 친화적인 사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Ÿ 전략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연대를 촉진시켜 연방 전지역 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간호·간병 관련자들의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어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차원의 지원을 강화
△국가적 차원의 캠페인 등을 통해 참여 유도
Ÿ 또한 △전문적이고 자발적인 지원과 상담 서비스의 확대 △간호 가족의 건강 지원 △의료진,
병원, 요양 시설 등 상호 협력 △치매 전문병원과 치매 연구 지원 등이 포함
[ BMBF,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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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공장기시장 동향 및 추세
’18년도 일본의 메디컬 바이오닉스(인공장기)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0.5% 감소한 약 6,477억
엔을 기록했으나 정형외과 영역, 흉부·심장혈관외과, 투석분야의 성장에 힘입어 ’19년도
인공장기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6,627억 8,800만 엔에 이를 전망
Ÿ 주요 과목별로 시장을 보면 흉부·심장혈관외과 분야는 △인공판막이 TAVI·TAVR(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 증례 수 증가 △보험적용에 따른 경피적 승모판 접합부전 복원술의 증례
수 증가 △인공혈관은 복부·말초혈관 영역의 DCB(약물코팅 풍선카테터)가 본격 판매
* 증례수는 어떤 사항, 판단, 이유 등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보기를 의미

Ÿ 정형외과 영역은 △인공관절(THA, TKA) 및 REVERSE형 증례가 증가하고 있는 인공 어깨관절의
시장 확대 △변형성 무릎관절의 HTO플레이트 시스템과 척추고정 시스템 시장의 지속적인
신장세 등에 힘입어 ’18년도에 주요 과목 가운데 유일하게 시장이 확대
Ÿ 흉부·심장혈관외과도 TAVI·TAVR, StentGraft 같은 제품군이 고성장하고, 투석분야는 HDF
채용환자 증가 등이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矢野経済研究所, 2020.06.29.]

중국 국무원, 새로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발표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이전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화장품감독관리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를 발표
Ÿ 이전에는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화장품은 반드시 국무원의 화장품관리감독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새로운 조례는 위험도가 높은 새로운 원료는 등록관리(注册管理)를
하고, 기타 새 원료는 등재관리(备案管理)하는 이원화로 운영
Ÿ 부식 방지, 자외선 차단, 착색, 모발 염색, 주근깨 및 미백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험도가 높은
새로운 화장품 원료는 국무원의 약품관리감독 부서에 등록한 후에 �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새로운 화장품 원료는 국무원의 약품관리감독 부서에 사용전 반드시 등재
Ÿ 또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화장품 라벨에 의료 효능과 효과 내용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화장품 광고에서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Ÿ 이는 ’19년 12월 말,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 NMPA) 홈페이지에 게시된
화장품 불법 표시 및 허위 광고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명확화
[ 每日经济新闻, 2020.06.29.; 国务院,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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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IDRAI, COVID표준건강정책에 가정치료와 Ayush 치료 요법 포함
인도보험규정개발국(IDRAI)은 COVID-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나은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표준보건보험정책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고, ‘COVID표준건강정책(COVID
Standard Health Policy)’에는 가정치료와 인도 전통요법인 Ayush 치료를 포함
* Ayush는 아유르베다(Ayurveda), 요가(Yoga), 우나니(Unani), 시다(Siddha), 동종요법(Homoeopathy)의
합성어이며, 전통 요법의 문화 증진과, 표준화, 체계화를 위해 설립된 정부부처인 요가부의 명칭으로도 사용

Ÿ 모든 일반 및 건강보험회사는 정부의 ‘COVID표준건강정책’에 따라 △건강 및 일반 보험
회사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 보험급여 △보험료가 별도로 약정된 선택 보험급여가
보험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
Ÿ IRDAI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기본 보험급여에는 COVID-19 관련한 △입원 비용 △홈케어
치료 비용 △Ayush 치료 비용 △입원 전 의료비용 △병원 입원 이후 비용이 포함
Ÿ COVID표준건강정책은 가족기준(family floater basis)으로 제공되며, 보장 최소금액은
50,000루피, 최대 금액은 500,000루피이며,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65세 이하
[ CNBCT V18, 2020.06.27.; Business T oday, 2020.06.27.]

헬스케어 이해관계자들, 미래 생태계에 대한 대비와 실행전략 필요
미래의 의료 생태계는 환자 중심으로 변화될 것이며, 미래 생태계를 구성하는 인프라층, 지능층,
참여층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적으로 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헬스케어 이해관계자들은 의료
생태계의 향후 진화방식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와 실행전략이 필요
Ÿ 미래 의료 생태계는 구성하는 △인프라층(infrastructure layer) △지능층(Intelligence layer)
△참여층(engagement layer) 3가지 계층으로 구성
Ÿ 인프라층은 데이터 유동성이 필요한 기초를 이루는 단계로서 효과적인 데이터 수집,
선별·재구성(curation), 관리, 저장, 상호운용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태계를 운용할 수
있는 공통 데이터세트를 생성
Ÿ 지능층은 고급분석이 필요하며 인프라층위에서 데이터 요소를 소비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통창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
Ÿ 참여층은 △공유 디지털 플랫폼 △소비자 경험 △새로운 지불 모델이 필요하며 인프라층과
지능층에서 생성된 제품과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고, 구매하고,
상호 연계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
[ McKinsey, 2020.06.23.; Forbes,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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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해외동향을 요약한 것으로 기관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