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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글로벌 주요 제약업체의 백신개발 동향
각국의 과학자, 제약 회사, 정부는 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해 백신개발에 전례없이 과감한
투자와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며, 향후 6개월에서 9개월 이후에는 수많은 데이터, 임상결과,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할 경우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미국 의약전문매체 바이오파마
다이브(BioPharma Dive)社는 현재 백신개발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유망하고
자금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는 백신개발 제약업체의 12개사를 선정하여 최근 동향을 소개

[1] 개요
미국의 공격적인 자금지원과 R&D에 힘입어 최초의 성공적인 백신이 미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과 중국의 CanSino 프로젝트 등도 진행속도가 빠르게 진행
Ÿ 현재 개발되고 있는 백신은 △mRNA 백신 △비증식 바이러스성 전달체(Non-replicating viral
vector) 백신 △단백질 백신(Protein-type) △DNA 백신 △비활성화된 바이러스(Inactivated virus)
백신 △증식 바이러스성 전달체 백신(Replicating viral vector) 등으로 구분
* mRNA, DNA, vector 활용 백신 등은 유전물질에 항원 정보를 담아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며, 단백질 백신은
바이러스의 단백질 조각을 항원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며, 비활성화된 바이러스를 이용해 면역 반응을 유도

[2] 미국 주요 제약업체의 백신개발 동향
미국 트럼프 정부는 늦어도 연말 또는 내년 초에 COVID-19 백신유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 프로그램을 발표하였고 지금까지 7개의 후보
제약업체에게 80억 달러 이상의 자금과 지원을 약속
* 7개 회사: 모더나,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바이오엔텍, 머크앤컴퍼니, 이노비오, 노바백스 등

Ÿ (모더나) mRNA 기술은 세포가 특정 단백질을 생산하도록 지시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기존 방법보다 훨씬 빠르게 백신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7월
27일 임상3상을 개시하여 COVID-19 백신개발의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제약업체
Ÿ (이노비오) DNA를 사용하여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중화항체를 생성하고 면역반응을
자극하여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20년 여름 임상 2/3상을
실시할 예정
Ÿ (노바박스) 면역 반응을 자극하기 위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복사본을 몸 안으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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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하는 백신을 개발하는 Novavax는 ’20년 5월 비영리기관 CEPI로부터 3억 8,800만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7월에는 미국 정부는 백신개발 임상 최종단계에 16억 달러 지원을 보장
Ÿ (머크앤컴퍼니) 백신개발 경쟁에 늦게 참여했으나 전염병에 대한 의약품 및 백신을 개발한
실적이 있으며 세계적인 규모 백신 제조 기반 보유 기업
Ÿ (존슨앤존슨) 대규모 제약업체 중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추진한 최초의 기업으로 ’20년 1월말
백신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신중한 접근방식을 채택

[3] 유럽 제약업체 및 타 제약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백신개발 동향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 적극적으로 백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등 타국가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공동 개발을 추진
Ÿ (바이오앤테크-화이자) 독일 BioNTech는 1년 이상 인플루엔자 백신개발에 대해 미국 Pfizer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총 4개 후보를 개발 중이고 7월 28일에 임상 2/3상을 개시
Ÿ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학)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를 운반체로 사용한 백신개발을
위해 4월말에 대규모 1단계 연구를 거쳐 7월 20일 의학학술지 란셋(The Lancet)에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아스트라제네카는 연중 미국에서 3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 3단계 진행할 계획
Ÿ (큐어백) 독일 정부는 CureVac에 3억 유로를 투자하여 지분의 23%를 확보하고 있으며,
mRNA를 사용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백신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6월에 독일과 벨기에에서 임상1상을 개시
Ÿ (사노피-글락소스미스클라인) ’20년 4월, Sanofi는 단백질 기반 백신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GlaxoSmithKline(GSK)는 면역증강 보조제(adjuvants)에 초점

[4] 중국 제약업체의 백신개발 동향
중국 캔시노(Cansino Biologices)와 시노백(Sinovac) 등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클로버(Clover Biopharmaceuticals)는 단백질 기반 백신을 개발
Ÿ (캔시노) 미국 Moderna와 유사하게 기록적인 속도로 COVID-19 백신을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있으며, 6월말 세계 최초 군인들에게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하였고, 7월 20일 의학학술지
란셋(The Lancet)에 임상2상 결과 발표
Ÿ (시노백) ’20년 4월 후보물질에 대한 인간테스트를 시작했으며 7월 6일 COVID-19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백신에 대한 임상3상 승인을 획득
Ÿ (클로버) 단백질 기반 백신은 종종 백신 접종에 대한 면역 반응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제와 사용되며 Clover의 임상 시험은 GSK, Dynavax가 개발한 보조제와 함께 후보물질을

2

포커스

테스트하여 SARS-CoV-2에 대한 접종 기술에 대한 입증 근거를 제공할 예정
�글로벌 주요제약사의 백신 개발 및 공급계획�
회사명(국가)

백신타입

공급계획 및 펀딩규모

Moderna
모더나(미)

Messenger RNA(mRNA)
메신저 RNA

- 스위스제약사 론자(LONZA)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연간 5
억~10억 회분 투여량 공급
- ’20년 가을 최초 공급
- 20년 7월 27일부터 3상 시작
- 펀딩규모: 미(U$955mn), CEPI(미공개)

CanSino Biologics
캔시노(중)

Non-replicating
viral vector
비복제 바이러스벡터

- 공급계획, 펀딩규모 미공개
- 20년 7월 20일 임상 2상 데이터 공개

Inovio
이노비오(미)

DNA

- ’20년 연말까지 1백만 회분 투여량 공급
- 펀딩규모: 미(U$83mn), CEPI(U$17mn)
- ’20년 여름 임상 2/3상 개시

Sinovac
시노백(중)

Inactivated virus
비활성화된 바이러스

- 연간 1억 회분 투여량 공급
- 펀딩규모: Advantech Capital, Vivo Capital로부터 (U$15mn)
- ’20년 7월 6일 브라질 임상3상 시험 승인

BioNTech, Pfizer
바이오엔테크(독),
화이자(미)

Messenger RNA(mRNA)
메신저 RNA

- ’20년 1억 회분, ’21년 12억 회분 투여량 공급
- 펀딩규모: 미국(U$1.95bn)
- ’20년 10월 최초 공급 가능

Univ. of Oxford,
AstraZeneca
옥스퍼드대(영),
아스트라제네카(영)

Non-replicating
viral vector
비복제 바이러스벡터

- 파트너와 공동으로 20억 회분 투여량 공급
- 펀딩규모: 영국(U$80mn), 미국(U$1.2bn),
CEPI(U$383mn), Gavi(U$367mn)
- ’20년 9월 영국, ’20년 10월 미국, ’20년말 CEPI, GAVI 공
급

Novavax
노바박스(미)

Protein-based
단백질 기반

- ’20년말 미국에 1억 회분, ’21년초 전 세계 10억 회분 투여
량 공급
- 펀딩규모: 미국(최대 U$1.66bn), CEPI(최대 U$388mn)
- ’20년 8월 1일~10일 최초 데이터 예상

CureVac
큐어백(독)

Messenger RNA(mRNA)
메신저 RNA

- 수백만 회분 투여량에서 수십억 회분 투여량으로 확대
- 펀딩 규모: 독일(U$340mn), EC(최대 U$85mn), CEPI(U$8mn)
- ’20년 9월~10월 임상1상 최초 결과 예상

Clover
Biopharmaceuticals
클로버(중)

Protein-based
단백질 기반

- 연간 수백만 회분 투여량 공급
- 펀딩규모: CEPI(U$70mn)
- ’20년 6월 19일 임상1상 실험

Merck&Co.
머크앤컴퍼니(미)

Replicating viral vector
복제 바이러스벡터

- 펀딩규모: 미국(U$38mn, IAVI)
- ’20년 7월 Themis 백신 투여

Johnson&Johnson
존슨앤존슨(미)

Non-replicating
viral vector
비복제 바이러스벡터

- 전세계 10억 회분 투여량 공급
- 펀딩 규모: 미국(U$456mn)
- ’21년 초 최초 공급 가능

Sanofi,
GlaxoSmithKline
사노피(프),
글락소스미스클라인(영)

Protein-based
단백질 기반

- ’21년 중반까지 10억 회분 투여량 공급
- 펀딩규모: 미국(U$2.13bn)
- ’21년 상반기 최초 공급 가능

[ Biopharma Dive, T he coronavirus vaccine frontrunners are advancing quickly. Here's where they
stand,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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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영국 Sheffield 대학, AI 기반 알츠하이머 조기진단 연구결과 발표
영국의 셰필드대학(University of Sheffield)의 신경과학연구소(Neuroscience Institute)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알츠하이머의 조기 진단과 예측력 향상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 발표
Ÿ 또한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과 같은 일반적인 퇴행성 신경질환이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NHS)에 미치는 의료시간과 경제적 영향에 대해 조사
Ÿ Nature Reviews Neurology 저널에 따르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학습된 AI기술에 힘입어
의료영상, 환자이동정보, 음성녹음, 환자행동을 보여주는 영상을 통해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뇌의 일부가 죽는 신경 퇴행성 장애를 조기에 감지 가능
Ÿ 임상 환경에서 AI를 사용하면 MND와 같은 퇴행성 질환에 의해 이동에 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진료소로 이동할 필요성을 줄여 이동수단에 대한 NHS의 비용 부담을 절감
* 운동신경질환(Motor Neuron Disease, MND)은 근육을 조절하는 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세포가 손상되는 퇴행성
질환을 지칭

[ Medicalxpress, 2020.07.28.; Science Daily, 2020.07.28.]

독일 Bitcom 설문조사, 환자 대다수가 의료 디지털화 촉진 요구
독일디지털협회 비트콤(Bitcom)이 ’21년 1월 1일 독일의 전자환자기록부(ePa) 도입 및
’22년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조치에 앞서 실시한 원격진료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5%가 신속한 의료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답변
Ÿ 원격진료 경험 문항의 경우, ’20년 4~5월에 원격진료를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8%였으나 7월에는 13%를 도달하여, 병원 내 COVID-19 감염 우려 및 신속한 진료
선호로 인해 원격진료에 대한 수요 증가
Ÿ 전자환자기록부 활용 문항의 경우, △전자환자기록부 활용 의사를 표명한 응답자 비율은
73%로 매우 높으며 △그 중 64%는 데이터 주권 보장을 △63%는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보안을 중요시한다고 답변
Ÿ 전자처방전 문항의 경우, 66%가 이를 활용할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활용 의사를 밝힌
응답자 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60% 이상으로 나타남
[ Bitkom,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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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전략, 제약 산업을 변화시키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
인도는 COVID-19의 극복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의약품 제조업체들의 △생산성
향상 △수출 △연구개발 등을 지원
Ÿ 인도는 중국과 함께 유럽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API
제조시설의 약 31%를, 인도는 세계 일반 의약품 수출의 20%를 차지
Ÿ (생산성 향상 지원) 인도는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하여 고급분석, 로봇 및 자동화
등의 디지털 기술을 통해 수동 오류나 가변성을 감소시켜 품질을 개선할 경우, 생산성이 30~40%
향상 가능할 것으로 예측
Ÿ (수출지원) 인도는 중국에 비해 중간 의약품에 대한 수출 점유율이 낮은 편으로 △생산성 및
생산량 증대를 통해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제조에서의 디지털화 △온라인 판매 채널과
디지털 마케팅을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에 진입 가능성
제고
Ÿ (연구개발 지원) 인도는 글로벌 의약품 특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도 못 미쳐 중국(8.75%),
미국(40%), EU(2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인도 제약 제조 분야의 디지털 리더의 평균
연구개발 강도는 2.7%로 디지털 팔로워의 평균 강도(1.3%)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 World Economic Forum, 2020.07.21.]

방대한 데이터 활용, 헬스케어 분야의 파괴적 혁신 주도
AI개발 및 활용의 가속화로 ’30년 세계 GDP가 최대 14%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헬스케어
분야도 AI기반 데이터를 활용하면 모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개선이 가능
Ÿ AI의 주요 사용사례는 조기발견과 진단으로, 개인의 건강데이터를 속성이 유사한 다른 환자나
일반인의 종합데이터와 비교해 이상을 발견하거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 CT스캔
데이터를 즉시 분석 가능
Ÿ 또한 의사의 기능을 보조하는 확장능력을 가진 AI가 환자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결정하거나
증상의 예후를 예측
Ÿ 호주 퀸즈랜드州 정부는 연방산업과학원(CSIRO)이 개발한 입원환자 수 예측도구(Admission
Prediction Tool)를 27개 주요 병원에 도입해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입원 대기시간을 단축
* 병원은 적절한 병상이용, 스텝의 효율적 배치, 대기수술 스케줄 관리가 가능하며 환자는 케어의 질적 향상,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 단축이란 이점이 있으며 동 시스템을 호주의 헬스케어제도 전체에 도입하면 연간 2,300억 달러 효율화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

[ PWC, 2020.07.30.; CSIRO,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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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분야, ML·DL·AI의 규정화와 효율성 제고
헬스케어의 혁신적 동력인 머신러닝(ML) 및 딥러닝(DL) 기술을 포함한 인공지능(AI) 등으로
인해 헬스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며 효율성을 제고
Ÿ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머신러닝(ML) 기반 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인 의료기기용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를 제정
Ÿ SaMD 프레임워크는 FDA와 제조업체가 시판전 개발부터 시판후 성능까지 제품을 모니터링하고
규제 당국이 환자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SaMD의 반복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규정화
Ÿ 흉부 엑스레이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20억 건이 넘는 스캔을 수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사선
절차이며 대량의 스캔은 방사선 전문의와 워크플로 효율성에 부담으로 작용
Ÿ 그러나 머신러닝(ML), 심층신경망(DNN), 컨볼루션신경망(CNN) 방법은 방사선 전문의보다
속도와 정확도가 뛰어나며, 신속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되는 30%의 인적오류율을 개선
Ÿ 국립보건원(NIH) 등 연구에 따르면 DNN 모델을 사용한 폐암 탐지를 위한 폐결절의 조기
발견은 여러 방사선 전문의의 진단보다 정확도가 더 높은 수준
[ Healthcare Global, 2020.07.18.; T he Next Platform, 2020.2.24.]

Thryve 등 3사, 화장품과 헬스케어 산업에 변혁을 제공
개인별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하는 쓰라이브(Thryve), 스킨케어업체 프로벤(Proven),
에빠끌라 스팟스캔(Effaclar Spotscan) 등 화장품과 헬스케어 산업에 변혁을 제공
Ÿ ’16년 설립된 Thryve는 마이크로바이옴 DNA 테스트, 건강보고서와 맞춤형 음식계획을
제공하는 디지털앱,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등 ‘장건강(gut health)’을 목표로 하는 세계 최초의
맞춤형 솔루션
*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은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를 합친 말이며 피부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분포해 있는데, 유익한 미생물이 많을수록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이 강화

Ÿ Proven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2천만 명 이상의 소비자 평가 및 4,000개의 피부관련 과학논문을
분석하여 스탠포드 대학 피부과 의사와 과학자들과 공동으로 AI 기반 스킨케어 시스템 개발
Ÿ L’Oréal의 피부용 전문브랜드인 La Roche-Posay는 중국의 알리바바(Alibaba) 그룹과
공동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집에서 피부검사를 할 수 있는 AI 기반 모바일
여드름 테스트 앱을 출시
[ Observer, 2020.07.20.; Forbes,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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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IC 2020, 백신의 알츠하이머 위험 감소 연구결과 발표
알츠하이머협회 국제컨퍼런스(AAIC 2020)에서 독감, 폐렴 백신이 알츠하이머(Alzheimer)
관련 치매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3가지 연구결과 발표
Ÿ 미국 텍사스대학교 건강과학센터의 맥거번의과대학, 미국 듀크대학 사회과학연구소
노화바이오인구통계학연구부(BARU), 덴마크 국립의료원 (Rigshospitalet)의 치매연구센터와
덴마크 코펜하겐대학이 연구결과를 발표
Ÿ 최소 한 번의 독감 백신 접종으로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17% 감소하였으며 보다 빈번한 독감
백신 접종은 추가적으로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13% 감소
Ÿ 폐렴 백신이 노인들의 알츠하이머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에서 75세 사이의
폐렴 백신 접종은 유전자의 특성에 따라 알츠하이머 위험을 최대 40%까지 감소
Ÿ 치매와 감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치사율은 치매와 감염이 없는 사람들보다 6.5배 높았으며,
치매 혹은 감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치사율은 3배 높은 수치를 보여 감염질환에 걸린
치매환자들의 치사율이 치매에 걸리지 않은 감염환자들의 치사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AAIC, 2020.07.27.]

영국 정부, 백신 및 유전자 치료제 시설에 1억 파운드 투자 예정
영국 정부는 매달 수백만 개의 COVID-19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백신 및 유전자 치료제
첨단 제조시설에 1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를 실시할 예정
Ÿ ’21년 12월에 오픈 예정인 이 센터는 월 수백만 회분 투여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므로 영국은 미래에 신종 질병을 포함한 백신과 첨단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Ÿ 에식스(Essex)에 위치한 새로운 센터는 영국 정부는 9,300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현재
옥스퍼드셔(Oxfordshire)에 건설 중인 백신생산혁신센터(VMIC)를 보완할 예정
Ÿ 영국정부는 산업계와 제휴하여 기술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가상, 물리적 훈련, 스킬 개발을
주도하는 세포및유전자치료캐터필터 프로젝트에 추가적으로 470만 파운드를 투자할 예정
Ÿ 세포 및 유전자 치료 분야의 고용은 제조 및 바이오공정 분야에서 3,000개 이상을 포함하여
’24년까지 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 Gov.UK,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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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집단면역,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제공
비봉쇄전략을 고안한 스웨덴 공중보건국이 스톡홀름의 COVID-19 면역율이 40%나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스웨덴 의사와 과학자들은 집단면역(Herd Immunity)의 검증력에
대한 의문 제기
Ÿ 스웨덴의 집단면역 전략을 설계한 역학 전문가인 앤더스 테그넬(Anders Tegnell)은 스톡홀름의
COVID-19의 면역률이 40%나 높아질 수 있으며, 이미 이 질병을 퇴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
Ÿ 스웨덴의 25명의 의사와 과학자들은 COVID-19에 대한 정부의 집단면역에 대한 희망적인
접근 방식을 비판하면서 면역률이 정부에서 언급한 것보다 훨씬 낮았으며 아마도 10%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공개서한을 발표
Ÿ 공개서한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COVID-19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떨어지고 있음을
인정했지만 정부에 관점은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면역력이 큰 요인이라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
[ Polit ico, 2020.07.24.; Live Science, 2020.07.13.]

EC, 미국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 물량 확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社와

계약을

체결하여

COVID-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Remdesivir)의

유럽승인제품 베클러리(Veklury) 물량을 확보
Ÿ EC의 긴급지원기금(Emergency Support Instrument)을 통해 총 6,300만 유로 자금을
지원하여 약 30,000명의 COVID-19 중증환자를 치료할 예정
Ÿ Remdesivir는 산소 공급이 필요한 폐렴증상이 있는 12세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COVID-19에 대한 치료제이며, 6월 8일 유럽의약품청(EMA)에 마케팅 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7월 3일 조건부 마케팅 승인 부여
Ÿ EU는 승인 이후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길리아드는
’20년 12월까지 조건부에서 전체 마케팅 승인을 위해 렘데시비르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추가 데이터는 ’20년 8월 제출될 것으로 예상
[ European Commission,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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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COVID-19로 인한 공적의료보험 재정 악화 우려
일본은 COVID-19 확대 후 철저한 개인위생으로 감기 등 감염증이 감소하고 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해 국민의료비는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활동 억제로 인한 보험료
납부 감소로 공적의료보험 재정은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
Ÿ 사회보험 진료보수 지불기금에 따르면, 의료비는 2월까지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3월 이후 전체적으로 하락해 4월 의료비는 지난해에 비해 약 10%p 감소
Ÿ 그러나 COVID-19의 증상이 의심되어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의 병상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동 수당은 예년보다 지급액이 늘어날 전망이며, 3월부터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PCR검사가 늘어나게 되면 의료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
Ÿ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가 COVID-19로 수입이 급감한 경우 보험료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으며,
직장보험의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경우도 있어 의료보험 재정에는 수입 감소요인으로 작용
Ÿ COVID-19 확대 예방으로 기업 활동이 계속 억제되면 피보험자의 소득감소로 보험료 수입이
감소해, 주로 대기업 직원과 가족이 가입하는 조합관장건강보험처럼 원칙적으로 공적비용이
투입되지 않는 조합건보(組合健保) 재정은 악화가 불가피
[ ニッセイ基礎研究所, 2020.07.29.]

로봇지원 수술, COVID-19 위기로 급격히 감소
’20년 상반기 COVID-19 위기로 인해 전 세계 병원들이 선택적으로 수술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로봇지원 수술건수가 급격히 감소
Ÿ 로봇지원수술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인튜이티브서지컬(Intuitive Surgical)社의 ’20년 2/4분기
실적에 따르면, 수술용로봇 다빈치(da Vinci) 의료기기 이용률이 전년대비 27% 감소
Ÿ Intuitive의 경쟁사인 메드트로닉(Medtronic)과 존슨앤존슨(J&J)의 적극적인 투자계획도
COVID-19로 지연
Ÿ 5월 Medtronic은 COVID-19 위기로 인해 엔지니어들이 원격 작업 시 사용한 연조직
시스템체계(soft tissue system)에 대한 하드웨어 접근이 제한
Ÿ 7월 중순 J&J는 ’22년 하반기에 일반 수술을 위한 로봇 플랫폼에 대한 인간 최초의 임상
시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COVID-19로 인한 지연이 심각해질 경우 ’24년 후반 또는
’25년에 제품 출시가 가능
[ MedtechDive, 2020.07.06.; Mass Device,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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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산업, 면역력 강화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성장할 전망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은 피부를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는 슈퍼푸드,
아뎁토젠 성분이 있는 미용 제품에 대한 수요를 촉진할 전망
* 슈퍼푸드(superfoods)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에 좋은 식품을 말하며,
아뎁토겐(adaptogens)은 오미자, 영지, 인삼 등 스트레스에 대하여 우리 몸이 적응을 잘하게 만드는 물질

Ÿ 호주의 스킨케어 브랜드 The Beauty Chef社는 피부 면역과 소화기능을 향상시키는
엘더베리(elderberry)와 석류 성분이 포함된 ‘Well Spray’를 개발
Ÿ 미국의 Roezen社의 ‘Skin Immunity Booster’ 제품은 슈퍼푸드와 유사하게 비타민 C와
E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신진대사 과정 중에 발생되는 독성물질인 활성산소(free radical)와
같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손상을 보호하고 예방
Ÿ 일본

시세이도(Shiseido)가

인수한

미국

스킨케어브랜드

드렁크엘레펀트(Drunk

Elephant)社는 ‘전해질 칵테일’로 피부막에 영양을 공급한다는 ‘F-Balm Electrolyte
Waterfacial Hydrating Mask’를 출시
[ Cosmetics design asia, 2020.07.27.; FT , 2020.07.13.]

인구 고령화, 장기간호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제기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COVID-19로 드러난 장기 간호 및 가정 간호 시스템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
Ÿ 최근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4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와 장기요양 공급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인력이
전 세계적으로 1,350만 명까지 확대 필요
Ÿ 미국의 경우 재택의료(home care) 종사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대략 시간당 10달러이고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여건으로 인해 재택의료 종사자의 1/4은 연방 빈곤지수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1/2은 빈곤 방지 지원 프로그램에 의존
Ÿ 유럽의 장기의료 간병인들도 긴급의료시스템에 속한 간병인들보다 수입이 35% 낮으며, 많은
국가들은 유급병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들은 건강을 담보로 한 환경에서 근무
Ÿ COVID-19로 노출된 장기 요양 시스템 내 체계적인 문제는 근로자 보상, 인력 수준, 건강
및 안전 프로토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
[ World Economic Forum,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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