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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료보장제도, 독일·프랑스·영국의 현금급부 현황

세계 각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병이 심각해진 경우, 건강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현물급부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자료는 독일,
프랑스, 영국의 의료보장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현금급부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분석

[1] 독일 공적의료보장제도의 현금급부 현황
독일 공적의료보장제도의 현금급부는 19세기 제도 창설 당시부터 존재했으며, 제도의 핵심인
법정의료보험은 현물급부가 중심이며 현금급부는 전체 급부비의 10% 미만
Ÿ 독일 공적의료보장제도는 ’09년 1월 가입이 의무화됐으며, 질병금고(Krankenkasse)로 불리는
공적 보험사업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지역 질병금고 △기업 질병금고
△동업자 질병금고 △농업인 질병금고 △대체금고 등 5종류가 존재
Ÿ 법정의료보험은 현물급부와 병가수당을 비롯한 현금급부가 있으며 외래는 본인부담이 없고
입원치료, 의약품은 부담이 있지만 가벼운 편
Ÿ 동 보험의 현금급부는 ①소득보장(병가수당) ②출산지원(출산 수당) ③실비보전(이송비)
④장례비(사망 일시금) 등과 같이 기능별로 분류 가능
Ÿ ①병가수당 : 질병으로 취업이 힘든 경우 ‘임금지속지불법’에 따라 일단 사용자가 임금을 계속
지불(급여의 100% 최대 6주)하며 유급휴가와는 다른 별도의 유급 질병휴가로 처리
Ÿ 임금의 지속적인 지불이 종료된 후에도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병가수당 수급권이 발생하며
병가수당 금액은 보험산정한도를 상한으로 하는 총 노동보수의 70%지만, 직전 수령임금의
90%를 넘지 않는 액수에서 지급(2020년 보험료산정한도는 月 4,687.5유로)
* 병가수당은 동일한 질병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3년간 78주 이내로 수급기간을 제한

Ÿ 병가수당의 경우, 소득보장 기능을 갖는데 최대 6주의 유급 질병휴가로 대응하지 못하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78주간 병가수당을 지급해 치료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하되,
이후 장애가 남거나 만성질환 상태가 되면서 취로에 제약이 있는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
Ÿ ②출산수당 : 임신과 출산으로 일을 쉬는 기간의 소득보장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독일은
법정의료보험을 통한 포괄적인 출산지원을 중시해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간 수당을 지급(단
쌍둥이 등 다태(多胎) 나 조산의 경우 출산 후 12주 지급)
Ÿ 최근 독일의 합계 특수출생률이 상승하고 있는 배경의 하나가 법정의료보험의 출산·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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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으로, 자녀가 아픈 경우에는 간병을 위한 병가수당이 지급되며 18세 미만은 의료비가
무료일 정도로 출산·육아를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뒷받침
Ÿ ③이송비: △입원을 위한 이송 △병원으로의 긴급이송 △전문케어가 필요한 환자수송 또는
구급차 수송 등 의료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질병금고가 이송비를 지급하지만
비용의 10%는 환자 본인이 부담
Ÿ ④장례비용: 사망 일시금은 제도창설 당시부터 지급됐으나, 장례는 의료 전문가가 하지 않고
의료와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04년 법정의료보험 급부에서 제외
Ÿ 독일의 공적의료보장제도는 고령자 증가와 의료기술 발달로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빈번하게 제도가 개정되고 있지만 현금급부는 비스마르크 재상 시절부터 존재했고 국민들에게
익숙한 제도라는 점에서 대폭적인 급부 삭감은 합의형성이 쉽지 않을 전망

[2] 프랑스 공적의료보험제도의 현금급부 현황
프랑스 역시 공적의료보험제도 창설 당시부터 질병으로 인한 휴업 시 소득보장을 핵심사안
중의 하나로 초점을 맞추었으며, 의학의 발달로 현물급부 비중이 높아지면서 현금급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정도까지 낮아졌지만 그 필요성은 달라지지 않은 상황
Ÿ 프랑스 공적의료보험제도는 직역(職域)을 기초로 ①일반제도 ②특별제도 ③농업제도로 분립돼
있으며 공적의료보험의 현물급부 외에 현금급부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 시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병가수당과 간호수당이 존재
Ÿ 간호수당은 가족 등을 간호하기 위해 직업 활동을 중단 또는 단축하는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
급부로 ’10년 3월 창설됐으며 중병으로 말기에 있는 이들을 집에서 간호할 경우 지급
Ÿ 간호수당은 ’20년 4월 1일 이후 하루 56.27유로이며 최장 21일간 지급되고, 이 기간 간호한
이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일분까지 지급되며, 단시간 근무로 전환한 경우 수당은 하루 28.14유로,
최장 42일간 지급되며 병가수당과 함께 수급은 불가능
Ÿ 병가수당: 질병으로 인해 직업 활동을 중단해 생긴 임금의 상실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동 정지부터 3년 내에 360일을 한도로 지급하되, 노동자의 나태함으로 인한 결근을 막기
위해 최초 3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두고 노동정지 4일째부터 지급
Ÿ 지급액은 기초임금 일액(日額)의 50%이며, 월급제의 경우 기초임금 일액은 노동중단 전 3개월간
지불된 액수의 91.25분의 1을 지급
* 노동을 중단한 달의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月 최저임금(SMIC mensuel)의 1.8배가 한도이며 3인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노동중단 제31일째부터 기초임금액의 3분의 2의 액수로 인상

Ÿ 이 밖에 일반제도 상에서 의료보험금고가 소관하는 현금급부로 출산수당, 장애연금, 사망보험
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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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공적의료보험에서 현금급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최근 병가수당 수급이 증가하고,
일반제도 이외의 제도에서도 상해·질병으로 인한 휴업 시 소득보장급부가 마련되고 있듯이
등 현금급부 필요성이 약해진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3]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현금급부 현황
영국 사회보장제도는 의료보장제도인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와
연금을 비롯한 현금 급부를 진행하는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으로 구성되며 현물과
현금급부는 서로 다른 제도를 통해 실시되는 구조
Ÿ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는 국민보험제도는 16세 이상 모든 국민이 피보험자로, 피보험자는
취업형태나 소득에 따라 Class1부터 Class4까지 4종류로 분류되며 국민보험료의 일부는 NHS에
제공되는데 2018년 NHS의 재원 중 국민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9.1%
Ÿ 영국은 수많은 현금급부가 존재하며 이 가운데 의료에 관한 현금급부는 다음과 같음
Ÿ (취로지원 수당) 질병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일정소득 이하), 7일간의 대기기간 후 원칙적으로
13주간, 취로(就労)를 위한 면접을 조건으로 25세 이하는 주 58.90파운드, 25세 이상은 주
74.35파운드의 취로지원 수당을 지급
* 14주째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될 경우, 13주째를 기준으로 취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취로활동을 조건으로
취로지원수당과 더불어 주 29.55파운드의 취로활동 가산금을 지불(’17년 4월 이후 폐지)하고 취로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취직 취로지원수당에 주 39.20파운드를 가산해 지급

Ÿ (법정 병가수당) 보험료가 부과되는 하한소득액 이상의 소득이 있고 질병으로 4일 이상 일하지
못하는 경우(대기 3일) 최장 28주간 고용주가 지불하는 법정 병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대다수 근로자가 해당되며 주 95.85파운드 지급
Ÿ (출산수당) 일정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출산한 경우 국민보험에서 39주간
임금의 90%나 주 151.20파운드 가운데 적은 액수를 지급하며, 배우자가 출산에 대비해 함께
일을 쉴 때는 14주 한도로 주 27파운드를 배우자에게 지급
Ÿ (법정 출산수당) 6개월 이상 동일 고용주 하에서 일한 여성에는 국민보험의 출산수당 대신
39주간 고용주가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6주간까지는 임금의 90%, 7주째부터는 임금의
90%나 주 151.20파운드 가운데 적은 액수를 지급
Ÿ 영국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가 사회보장제도의 전제라는 인식을 갖고 무료로 제공해 왔으며
현금급부는 의료보장제도와는 다른 별도의 국민보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해 지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중요한 지원책으로 기능
[ 健康保険組合連合会, 健保連海外医療保障,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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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DoD, AI 기반 디지털 병리학 솔루션에 Google Cloud 활용
미국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 산하기관인 국방혁신단(Defense Innovation
Unit. DIU)은 구글 클라우드(Google Cloud)와 계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암 발견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병리학 솔루션’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
Ÿ 이 프로젝트를 통해 AI 디지털 병리 솔루션을 DoD의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환자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의료 비용을 낮출 계획
Ÿ 이 프로젝트는 AI을 활용하여 의사와 연구원이 증강현실(AR) 현미경을 통해 잠재적인 암 조직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암 조직의 심층연구를 도모
Ÿ 구글(Google)에 따르면, 디지털 병리학 플랫폼에 대한 초기 적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일부 국방부 시설에서만 사용이 가능
Ÿ 구글 클라우드가 의사들에게 AI 기반 정보를 다루는 AR 현미경의 제공 기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현장검사(point-of-care)에서 병리학 기반 암 감지 도구를 제공
[ HI T Infrastructure, 2020.09.10.; Google Cloud, 2020.09.02.]

미국 Facebook, AI를 활용하여 COVID-19 확산 예측모델 개발
미국 페이스북(Facebook)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하여 2주전에 COVID-19의 확산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보건 전문가들이 유행병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Ÿ Facebook은 AI 기술을 사용하여 미국 전역의 카운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집된

데이터

세트에서

질병

관련

콘텐츠를

지역

요소와

분리할

수

있는

‘신경자기회귀모델(neural autoregressive mode)’을 설계할 예정
Ÿ 미국의 한 County가 COVID-19의 영향을 받는 경우 이 모델은 해당 County의 사례, 질병의
심각성, 감염자 수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근 카운티의 질병 급증을
예측하여 개인과 병원 등에게 미리 준비할 기회를 제공
Ÿ Facebook은 ‘Humanitarian Data Exchange’ 플랫폼에 매주 모든 예측 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며,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Universitat Politècnica de Catalunya와 협력하여 유럽도
이 프로젝트에 포함시킬 예정
[ Digital I nformation World, 2020.10.22.; Facebook AI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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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Novartis, 캐나다에 디지털헬스케어 혁신 허브 오픈
스위스 제약업체 노바티스(Novartis)가 새로운 디지털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캐나다
몬트리올에 디지털헬스케어 혁신허브(innovation hub) 개설
Ÿ ‘Novartis Canada Biome’ 디지털혁신허브는 ’19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캐나다 몬트리올의
AI 연구소인 Mila내에 위치할 예정이며, 헬스케어, 데이터 과학, 기술 및 AI 전문가를 유치
Ÿ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밸리, 영국, 프랑스 및 인도에서 유사한 Biome를 개설한 이후
설립된 새로운 허브를 통해 Novartis는 환자와 의료 기관을 위한 새롭고 확장 가능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
Ÿ 새로운 허브의 역할의 한 사례로는 가상 진료 서비스업체인 Insig Health(URL:
www.insig.ca)를 지원하여 의료 종사자들에게 가상 진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디지털헬스 촉진 기기를 출시할 계획
Ÿ 헬스케어 회사를 위한 AI 챗봇을 만드는 ConversationHEALTH와 디지털 치료제 회사인
Amblyotech를 비롯한 여러 회사가 Biome 네트워크에 가입
[ Healthcare, 2020.10.22.; Novart is, 2020.10.22.]

유럽 EC,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Gateway 구축
EU집행위원회(EC)는 접촉추적 및 경고 앱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경을 넘어
COVID-19의 확대를 억제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게이트웨이
(gateway)’라고 명명한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EU 전체 시스템을 구축
Ÿ ’20년 10월 19일, 파일럿 과정을 거친 시스템은 독일의 ‘코로나경고앱(Corona-Warn-App)’,
아일랜드의 ‘코비드추적기(COVID tracker)’, 이탈리아의 ‘이뮤니(immuni)’ 등이 연결된 첫
번째 국가 앱들이 통합 가동
Ÿ 새로운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통해 유럽 전역의 앱을 연결하고 있으며, 해외 여행 중이나 이후에도
연락처를 통해 COVID-19 관련사항 경고 서비스 제공 가능
Ÿ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연락처 추적 및 경고 앱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으며, 분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총 20개의 앱은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통해 상호 운용이 가능
Ÿ 여러 테스트 및 검사를 예측하는 프로토콜을 따른 후 게이트웨이에 연결할 수 있으며, 10월말
체코의 eRouška, 덴마크의 smitte stop, 라트비아의 Apturi COVID 및 스페인의 Radar
Covid가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며, 11월에 추가 앱이 시스템에 연결될 예정

[ European Commission,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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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헬스 여권을 스타트업과 공동 개발
싱가포르 정부가 운영하는 투자회사인 SG 이노베이트(SGInnovate)와 블록체인 스타트업
어크레디파이(Accredify)는 의료기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헬스 여권(digital health passport)’을 공동 개발
Ÿ 싱가포르는 의료 기록을 더 잘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150만회 이상 검증을 거친 후 의료
데이터를 디지털 지갑에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Ÿ 정부 소유의 투자회사인 SGInnovate와 지역 스타트업 Accredify는 의료 기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헬스 여권(digital health passport)’을 공동 개발
Ÿ 새로 개발된 디지털헬스 여권은 개인 의료 문서를 블록체인 기술로 보호된 디지털 지갑에
저장하여 쉽게 액세스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
Ÿ COVID-19 회복 메모 및 면봉 테스트 결과와 같은 배포용 의료 문서를 디지털화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의 워크플로를 간소화
Ÿ 이 애플리케이션은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문서를 공증하기 위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로 싱가포르
정부의 CIO 부서인 GovTech에서 개발한 OpenAttestation 플랫폼 기반하에서 구축
[ ZDNet, 2020.09.30.; COINT ELEGRAPH, 2020.09.30.]

아시아태평양 지역, COVID-19 극복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뉴질랜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태국 공중보건부의 데이터 기반전략, 다국적 제약 유통사
쥴릭파마(Zuellig Pharma)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COVID-19 극복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Ÿ 뉴질랜드 캔터베리지역보건위원회(Canterbury District Health Board, CDHB)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자가 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환자의 건강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Ÿ 태국 공중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는 COVID-19 전염병에 대한 데이터 기반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태국정부가 추진하는 이니셔티브에 Microsoft社 등이 참여
Ÿ 불법 처방이 환자에게 투여되는 경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제약 유통사
쥴릭파마(Zuellig Pharma)의 블록체인 기반 앱인 eZTracker는 단순히 포장 코드를 스캔하여
제품을 인증함으로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약물과 백신의 확산을 억제
[ Microsof t, 2020.10.22.; PULSE IT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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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ilead Science, COVID-19용 최초 치료제로 FDA 승인 획득
미국 길리아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社는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COVID-19 치료제
베클루리(Veklury)에 대한 공식 승인을 받아 COVID-19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FDA로부터 표준 허가를 받은 최초의 의약품을 개발한 업체로 주목
* FDA는 체중이 최소 40kg 이상의 성인 및 소아 환자에게 사용하는 항바이러스제 Veklury(성분 remdesivir)를
승인하였으며 병원이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급성치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투여 가능

Ÿ 원래 C형 간염과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Veklury는 COVID-19가 처음으로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연구에 투입된 많은 약물 중 하나
Ÿ FDA의 승인시기는 SOLIDARITY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WHO) 연구에서 환자의 입원 기간을
줄이거나 사망률을 낮추지 못한다는 실망스러운 예비결과가 나온 직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지속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
Ÿ Gilead는 Veklury의 가격을 일반적인 5일 치료 과정에 대해 $2,340에서 $3,120 사이로 책정
[ Biopharma Dive, 2020.10.22.; FDA, 2020.10.22.]

미국 Abbott, COVID-19 진단기기 매출로 3분기 전년대비 10.6% 성장
미국 애보트(Abbott)社는 COVID-19 테스트가 진단 분야에서 거의 40% 성장을 주도하는
등 COVID-19 진단기기의 매출이 8억 8,100만 달러를 기록한 데 힘입어 3분기 89억 달러의
매출과 전년대비 10.6% 성장세를 기록
Ÿ Abbott의 3분기 사업부문별 매출로 세분화하면, 의료기기 부문 32억 달러, 진단 부문 26억
달러, 제약 부문 11억 달러, 뉴트리션(nutrition) 부문이 19억 달러를 각각 달성
Ÿ Abbott는 3분기에 일회용 테스트로 15분 이내에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BinaxNOW라고 하는 COVID-19에 대한 새로운 빠른 항원 테스트 기기를 출시
Ÿ 진단 플랫폼 전반에 걸쳐 1억 개 이상의 COVID 테스트를 판매했으며, 3분기동안 분자진단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313% 증가했으며, 신속 진단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83% 증가
Ÿ Abbott는 ’21년까지 COVID-19 진단기기 매출 호조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MDDI Online, 2020.10.21.; ABBOT T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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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일상생활을 존중하는 새로운 형태의 Alzheimer 마을 오픈
’20년 6월 프랑스 남서부 스파(spa) 도시 닥스(Dax)에서 개장한 ‘Village Landais Alzheimer’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120명의 사람들에게 일상생활과 유사한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
* 알츠하이머병은 주로 고령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85세 이상의 노인 4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이며,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약 1천만 명이 치매(dementia) 진단을 받고 있으며, 알츠하이머병은 약 3분의 2를 차지

Ÿ 이 마을에서는 의료 간병인과 자원 봉사자들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든
일상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요양원(care home)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은 흰색
코트를 입지 않으며 주민들은 가능한 한 개인 생활 방식을 추구할 자유를 보유
Ÿ Landes 마을은 4개의 ‘이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이웃은 4개의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개의 주택에는 각각 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5헥타르(50,000m2)의 부지를 떠날
수 없지만, 친지들의 무제한 방문이 허용
Ÿ 이 센터는 주정부 기금으로 약 2,800만 유로를 투자하여 건설되었고 연간 운영 비용은 670
만 유로이며, 정부 기관은 1인당 하루 65유로의 거주비용(occupancy cost)을 부담
[ Medicalxpress, 2020.09.21.; US News, 2020.10.01.]

일본, 의료용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처방안 모색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책임은 일차적으로는 각 기업에 있지만 중요한 의약품은 국가가 각
기업 상황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료상 특히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정하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안정확보 의약품이란 의료상 반드시 필요하고 안정적인 확보가 요구되는 의약품을 지칭

Ÿ (공급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대처) △카테고리를 고려하면서 후생노동성에서 각사의 협력 하에
공급망 파악(맵핑) △재고량 확대, 복수 소스화, 공급망의 국제전개 등을 요청(국가도 카테고리를
고려하면서 지원 검토) △유통개선 노력과 기존의 구조 활용
Ÿ (공급불안의 징후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조기 대응하기 위한 노력) △정기적인 자기점검 실시
및 가능한 경우에는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수량기준 설정 △공급불안 시 대응책 사전정리,
공급불안 정보 사전보고, 필요에 따라 공급불안정보 공표
Ÿ (실제 공급불안 발생 시 대응) △의료현장의 각 의약품, 대체약의 사용을 고려해 필요에 따른
진료지침 등의 기재내용 재검토 △국제기준을 맞춘다는 관점에서 품질규격 기준 재검토 고려
△카테고리를 고려하면서 안정적인 확보계획 실시
[ 厚生労働省, 2020.09.29.]
8

4대 보건산업

중국, 1~3분기 의료보건산업 자금 조달금액 500억 위안을 넘어설 전망
중국 시장조사기관 톈옌차조사자료(天眼查专业版数据)에 따르면, ’20년 9월 30일 기준 올해
중국 의료 및 보건산업의 자금조달 건수가 315건, 자금조달 규모는 530억 위안으로 추산
Ÿ 지역별로는 베이징(北京) 의료보건기업의 자금조달 건수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하이(上海)와
광둥(广东)이 각각 60건을 기록
Ÿ 중국 의료보건산업 정보서비스 업체인 둥마이청(动脉橙)에 따르면, 투자기관이 가장 주목하는
3대 분야는 △바이오 기술 △신약 연구개발(R&D) △유전자 기술 등으로 파악
Ÿ COVID-19의 영향으로 지난 1분기 중국 의료·헬스 자본시장도 막대한 타격을 받았으나 이미
2분기에는 회복세를 보였으며, 백신 개발업체가 큰 수혜를 획득
Ÿ ’20년 상반기 중국 국내외에서 28개 백신 개발업체가 총 114억 8,000만 위안의 자금조달에
성공하였으며, 백신 개발업체 외에 원격 의료 관련 기업, COVID-19 관련 의료기기 업체
등이 자본시장의 주목을 받음

[ 新京报, 2020.10.06.]

화장품 산업, 미용산업을 주도하는 Body Care
’20년 미용산업(Beauty Industry)은 메이크업(Makeup) 매출 부문은 감소한 반면, 목욕,
네일, 헤어 등의 바디케어(Body Care) 제품 매출이 크게 증가
Ÿ ’19년 세계 미용산업 매출규모는 5,00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를 세분화하면, 목욕, 헤어
등을 포함하고 있는 퍼스널케어(personal-care) 2,360억 달러, 스킨케어(skin-care) 1,400억
달러, 색조 화장품(color cosmetics) 720억 달러, 향수(fragrances) 510억 달러로 구분
Ÿ ’20년 미국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Amazon)에서 네일케어 제품 판매량이 전년대비 218%,
헤어 컬러링 172%, 목욕과 바디케어 제품 판매량이 65% 증가하였으며, 유럽의 대형
전자상거래업체 잘란도(Zalando)에서 스킨, 네일, 헤어케어 제품이 전년대비 300% 증가
Ÿ ’20년 4월 드렁크엘리펀트(Drunk Elephant)社가 바디케어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밀크
메이크업(Milk Makeup)社는 5월에 ‘CBD 바디 오일’, 코사스(Kosas)社는 6월에 데오드란트
(deodorant), 펑션오브뷰티(Function of Beauty)社는 7월에 바디케어 제품을 각각 출시
Ÿ 바디케어 시술로는 고주파와 초음파를 이용한 피부 탄력 시술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열기반
기술을 이용한 셀룰라이트 치료법, 초신성(supernova) 바디 시술 등도 시장의 관심을 받음
[ T HE ZOE REPORT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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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사망률, 일반 감염자보다 3배 높은 만성신장질환자
COVID-19 감염 사망률 증가 원인으로 △특정질환 환자 증가 △기저질환 보유자의 COVID-19
감염시 높은 사망률 △계절성 바이러스 특성에 기인
Ÿ ’19년 12월부터 ’20년 7월초까지 발간된 25개의 연구물에서 11가지의 만성 질환 환자의

COVID-19 감염 사망과 일반 COVID-19 감염 사망자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
* 연구의 포괄적인 접근법을 위해 4개 대륙(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아프리카)의 65,000명의 환자를 분석하였으며,
환자들의 나이는 평균 61세

Ÿ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암을 보유한 환자는 1.5배, 심혈관질환,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
환자는 2배, 만성신장질환자는 3배 이상 높은 사망 확률로 조사
Ÿ 전 세계적으로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와 COVID-19 감염자 증가가
맞물려 사망자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Ÿ COVID-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SARS-CoV-2는 계절에 따라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예방 접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승인되고 효과적인 백신이 제공되면 이러한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 개인은 높은 사망률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예방 접종이 필요
[ World Economic Forum, 2020.10.21.]

WHO, 유럽지역의 COVID-19의 빠른 확산속도에 신속한 조치 강조
세계보건기구(WHO)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지역은 COVID-19 확진 및 사망의 급격한
증가를 보고하고 있으며 새로운 감염이 최근 일주일 동안 25% 증가함에 따라 해당지역의
빠른 조치의 필요성 강조
Ÿ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자료(coronavirus.jhu.edu)에 따르면, ’19년 12월 말에 등장한
이후 현재 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4,180만 명 이상으로 감염되어 110만 명 이상이 사망
Ÿ 10월 20일 발표된 WHO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확진자가 일주일 동안 25% 증가했으며,
프랑스, 영국, 러시아, 체코, 이탈리아가 총 확진자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
Ÿ 또한 미국에서는 중서부에서 확진자수가 급증했으며, 10월 22일 71,600명이 확진자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7월말 최고 기록에 접근
Ÿ 따라서 너무 많은 국가에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고, 특히 북반구에서
전염병의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보건당국과 지도자들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올바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 CNBC, 2020.10.23.; WHO,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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