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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DeepMind社, AI를 활용하여 단백질의 3D 구조를 예측
구글(Google) AI 자회사인 딥마인드(DeepMind)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 네트워크는 생물학분야의
난제 중 하나인 아미노산 서열로부터 단백질의 3D 구조를 예측하는 데 비약적인 성장을 달성
Ÿ 아미노산 서열로부터 단백질 구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DeepMind의 AI 접근법은 인간
유전체에서 해결되지 않은 수천 개의 단백질의 기능을 조명하고 사람마다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를 이해하는 등 생명과학 및 의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Ÿ 기존에는 X선 결정학(X-ray crystallography) 방식과 극저온전자현미경(cryo-EM)을
이용하여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
Ÿ DeepMind의 AI 플랫폼 ‘알파폴드(AlphaFold)’는 기존 단백질의 3차원 구조정보와 DNA
유전 정보를 반복·학습시키는 딥러닝방식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
[ Nature, 2020.11.30.; T he Guardian, 2020.11.30.]

영국, 암 치료 등에 적용되는 AI 연구를 위해 2천만 파운드의 지원
영국 ‘튜링AI가속펠로우십(Turing AI Acceleration Fellowships)’은 영국 최고의 AI 혁신가
15명에게 획기적인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총 2천만 파운드를 제공할 예정
* Turing AI Acceleration Fellowships은 정부·산업계 협력투자 기반의 AI 인재대학원 교육·연구 지원정책의 일부

Ÿ 영국의 AI 개척자 앨런 튜링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2천만 파운드 규모의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앨런튜링연구소 및 인공지능사무소와 협력하여 영국연구혁신청(UKRI)의 산하기관인
공학·물리과학연구위원회(EPSRC)에 의해 지원자금이 혁신가에게 전달될 예정
Ÿ 암을 조기에 식별하는 인공지능(AI)을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맨체스터
대학의 크리스토퍼 야우(Christopher Yau) 교수 등 15개의 혁신적이고 AI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자금이 지원될 예정
Ÿ 이 펠로우십은 ’19년 10월 보리스 존슨 총리가 발표한 차세대 AI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AI 박사 교육 센터 16개와 AI 기술과 연구에 대한 정부의 주요 투자의 일부를 구성
Ÿ 학계와 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가속화함으로써 AI분야의 세계적인 리더로서
영국의 입지를 유지하고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GOV.UK,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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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맞춤형 건강·의료 조언시장 208억 엔 규모로 성장 전망
개인정보를 포함한 퍼스널 데이터의 유통 및 활용이 새로운 서비스를 탄생시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제한된 맞춤형 건강·의료 조언만으로도 연간 208억
엔 규모의 시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
Ÿ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자신의 건강·의료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의료 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을 실시
Ÿ 건강의식층*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건강·의료 조언 제공에 회당 359엔을 지불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되었으며, 일본의 20∼60대 인구 7,751만 명의 건강의식층이 1년에 한번만 조언을
받더라도 시장규모는 연간 208억 엔으로 추정
*설문조사에서 ‘건강을 의식하는가’ 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을 칭하며 74.7% 기록

Ÿ 생활습관병이 일본 의료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맞춤형 건강·의료 조언 보급으로
생활습관이 개선되고 생활습관병 예방과 중증화 억제로 이어지면 개인의 건강수명 연장과
생활의 질(QOL) 향상으로 개인의 의료비를 낮추는 것도 가능
[ 日本経済研究センタ, 2020.11.24.]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의료업계 진출 가속화
중국의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쑤닝이거우(苏宁易购)가 ’20년 10월 자회사 장쑤쑤닝대약방
유한공사(江苏苏宁大药房有限公司)를 설립하였고, 징둥(京东)은 ’19년 5월 헬스케어 플랫폼
징둥젠캉(京东健康)을 분사하는 등 의료업계 진출 가속화
Ÿ 쑤닝이거우는 의약품 전자 상거래를 목표로 쑤닝대약방을 설립하고 쑤닝젠캉(苏宁健康) 상표를
신청하였고, △인터넷의료 서비스로 전환 △인터넷병원 구축 △온라인 상담 서비스 수행 △
오프라인 약국 공급망과 통합작업 실시
Ÿ 쑤닝이거우뿐만 아니라 징둥젠캉이 ’19년 5월 중국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체 징둥에서 분사하여
독립적으로 온라인 의료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대형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의료산업에 진출
Ÿ ’19년 중국 의약품 전자상거래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6.7% 상승한 1,020억 위안으로
추정되는 반면 온라인 소매의 성장률은 ’19년 3분기까지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한 1조
5,460억 위안에 그쳐, 최초로 글로벌 평균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
Ÿ 온라인 소매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반면, 처방 의약품 온라인 판매 정책의 변화와 COVID-19
이후 온라인의료가 중요해짐에 따라 의약품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성장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
[ 新浪科技, 2020.11.25.; 北京商报,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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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헬스산업, Mindmaps를 통해 2020년 글로벌 생태계 조망
모바일 헬스산업에 대한 2020년 생태계 조망 보고서는 헬스케어 정보기업인 Deep Knowledge
Analytics社와 Big Innovation Center에서 제작되었으며 Innovation Eye(URL:
innovationeye.com)에서 Mindmaps의 세부내역 검색 가능
Ÿ Mindmaps는 △Babylon 등 260개의 mHealth앱 기업 △Deerfield 등 330개의 투자기관
△NHIR 등 25개의 허브 세가지 카테고리로 분류
Ÿ mHealth앱 기업들은 13개의 산업별 하위부문과 실제 응용분야에 따라 세분류되어 있으며,
기업을 클릭하면, 유형, 산업, 본사, 설립일 등의 정보가 표시되며, 모바일폰과 웨어러블 기술의
앱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모바일헬스(mHealth) 생태계를 소개
* 13개 세분류는 개인건강, 정신건강, 원격의료, 신경테크(NeuroTech), 수면테크(SleepTech), 여성테크(FemTech),
식이요법과 영양(Diet and Nutrition) 등 카테고리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영국, 미국 등 국가별 정보가 포함

Ÿ 분석에는 260개 모든 기업과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Tier 1(첨단기업)은 10개, Tier 2(진보기업)
34개, Tier 3(중간기업) 64개, Tier 4(기본기업) 153개로 4단계로 구분
[ Big Innovation Center, 2020.11.26.; I nnovat ion Eye, 2020.11.26.]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AI와 Big Data 기술이 주도할 전망
글로벌 데이터분석업체인 GlobalData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헬스케어 산업에서 향후
2년안에 가장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은 AI(58%), Big Data(46%)가 될 것으로 전망
Ÿ 신약 상용화까지의 평균비용 증가, 파이프라인 제품의 높은 소모율(attribution rate), 평균
임상주기의 증가는 제약업체의 수익감소의 원인이며, 디지털 혁신이 R&D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Ÿ ’20년 1월, 일본 제약사 스미토모다이닛폰파마(Sumitomo Dainippon Pharma)社와
스코틀랜드 신약개발 전문업체인 엑스사이언티아(Exscientia)社는 AI를 이용해서 만든
합성물인 ‘DSP-1181’을 처음으로 인간 임상 시험에 사용될 것이라고 발표
Ÿ Exscientia에 따르면, 기존의 연구 기술은 평균적으로 4.5년의 기간이 필요한 반면,
DSP-1181에 대한 탐색조사 단계를 완료하는 데 12개월 미만 소요
Ÿ 영국의 AI 전문회사 BenevolentAI는 현재 임상3상 단계인 일라이릴리(Eli Lilly)社의
baricitinib를 AI를 활용하여 COVID-19용 치료제의 유망 후보물질로 식별
* 바리시티닙(Baricitinib) 약물은 보통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약으로 사용

[ AiT HORIT Y, 2020.11.19.; Benevolent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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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건산업
미국 모더나와 화이자, FDA에 EUA 신청
글로벌 제약회사 모더나(Moderna)와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은 COVID-19
백신에 대해 각각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사용승인(EUA) 신청을 제출
Ÿ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백신·생물학제제 자문위원회(VRBPAC)’는 12월 10일과 12일
17일 회의를 열어 화이자와 모더나가 제출한 COVID-19 백신 자료를 검토한 뒤 EUA 여부를
FDA에 권고할 예정
Ÿ Moderna는 mRNA-1273 백신에 대하여 한 순차심사(rolling review)를 진행하고 있는
유럽의약청(EMA)의 조건부 마케팅 승인을 신청한 상태이며, 캐나다, 스위스, 영국, 이스라엘
및 싱가포르의 규제 당국에서도 순차심사(rolling review)가 진행 중
Ÿ 또한 Moderna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사전적격신청서(prequalification) 제출과 긴급사용
목록(Emergency Use Listing)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 사전적격 심사는 WHO가 의약품의 품질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글로벌 인증을 말하며 긴급사용목록
등재는 전 세계적으로 해당 백신을 더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 RAPS, 2020.11.30.; FDA, 2020.11.30.]

미국 J&J, 새로운 로봇 수술시스템 Ottava 발표
미국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 J&J)사는 인튜이티브서지컬(Intuitive Surgical)사의
다빈치(da Vinci)에 필적하는 새로운 로봇 수술 시스템인 오타바(Ottava)를 발표
Ÿ ’00년 Intuitive Surgical사의 da Vinci는 최초의 FDA 승인 로봇 수술 시스템이 된 이후
결장 절제술, 담낭 절제술, 탈장 수술, 자궁 절제술, 근종 절제술, 전립선 절제술과 같은 많은
수술을 다빈치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Intuitive Surgical은 로봇 수술 시장을 장악
Ÿ J&J은 ’19년에 Auris Health와 기관지경 시술용 Monarch 시스템을 인수함으로써 성장하는 로봇
수술 시장에 대한 영업 확대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로봇외과수술시스템 시장의 1.7%를 점유
Ÿ J&J은 ’21년 Ottava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사하고 ’22년에 임상 시험을 시작할 계획이며,
이러한 검증과정을 통해 Ottava가 da Vinci 시스템과 경쟁할 수 있는 분야에서 다양한 수술을
실시할 예정
[ Medical Device Network, 2020.12.01.; Medtech Dive,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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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C, 유럽제약전략 채택 추진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접근가능하고, 안전한 의약품에 대한
유럽제약전략(Pharmaceutical Strategy for Europe)을 채택하고 EU 제약 산업의 경쟁력,
혁신적인 역량 및 지속가능성을 지원할 계획
Ÿ 유럽제약전략에는 △적정가격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 △경쟁력·혁신·지속가능성 지원
△위기 준비 및 대응력 제고 △글로벌 EU 리더십 확보 등 네 가지 주요 목표 설정
Ÿ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 암, 희귀질환 발병 지역에서 환자를 위한
저렴한 의약품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미충족 의료 필요성을 해결하고 EU 제약 산업의 경쟁력·
혁신·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고 고품질이고,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친환경적인 의약품 개발
* 항생제 저항성은 미생물이 항생제에 노출되어도 생존할 수 있는 약물저항성을 의미

Ÿ 또한 위기 준비 및 대응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높은 수준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표준을 촉진하여 세계에서 강력한 EU의 리더십을 확보
Ÿ 이 전략은 ’20년 12월 2일 ‘EU 고용·사회통합위원회(Employment, Social Policy, Health
and Consumer Affairs Council, EPSCO)’ 회의에서 정치적 의제로서 논의
[ European Commission, 2020.11.25.]

영국 BBSRC, 데이터 집약적 생명과학 검토보고서 발표
’20년 11월 20일, 영국 ‘생명공학및생물과학연구위원회(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이하 BBSRC’)는 데이터 집약적인 생명과학의 검토
보고서(Review of data-intensive bioscience)를 발표
Ÿ BBSRC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생명과학(bioscience) 발전을 위해서 혁신적인 데이터 중심
접근 방식이 새로운 생물학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첨단 기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Ÿ 풍부한 데이터 형성은 향후 강력한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국경을 넘어서는
지식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연구 질문을 탐구하고 건강하고 번영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하는 주요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음
Ÿ 데이터 집약적 연구에 종사하는 생명과학 커뮤니티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검토보고서는
향후 영국연구혁신(UKRI)과 BBSRC의 활동에 대한 지침과 프레임워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 UKRI , 2020.11.20.]
5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0.12.09

영국, 동절기 동안 COVID-19 대응전략 보고서 발간
영국은 겨울 기간동안 COVID-19를 대응하기 위한 영국정부의 전략보고서인 ‘COVID-19
Winter Plan’을 발간
Ÿ 영국 정부의 ‘COVID-19 Winter Plan’은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NHS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교육과 경제를 유지하며,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
Ÿ 영국 정부는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백신 투여분을 글로벌 백신개발업체와 사전계약을 통해
조달했으며 ’20년 12월부터 대규모로 투여될 전국적인 백신 프로그램을 준비
Ÿ 백신보급계획은 영국정부 COVID-19 대응전략의 중심에 있으며,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영국 임상개발업체와의 사전계약을 통해 3억 5천만 투여분 이상의 양을 확보
* 총 3억 5,500만회 투여분: Oxford/Astrazeneca(임상3상, 1억회 투여분), Pfizer/BioNTech(임상3상, 4천만회
투여분), Moderna(임상3상, 5백만회 투여분), Novavax(임상3상, 6천만회 투여분), Jansen(임상 3상, 3천만회
투여분), GSK/Sanofi(임당2/3상, 6천만 투여분), Valneva(임상전 6천만 투여분)

Ÿ 11월 20일, 영국 보건사회복지부는 공식적으로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에 화이자
백신의 승인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요청
[ GOV.UK, 2020.11.23.]

일본 의료정책기구, 항생제 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강조
인류의 항생제 사용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항생제 내성(AMR)은 현재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도
AMR로 인해 치료의 선택지가 줄어들면 결국 많은 이들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
Ÿ 신속한 진단검사는 감염증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진단의 정밀도를 높이는데, 예를
들어 감염이 바이러스성인지 세균성인지 실시간으로 파악해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
Ÿ 현재는 ‘현장진단(point of care test)’, 집에서 하는 검사, 원인균 배양 및 동정, 항생제 감수성
시험, 항생제내성유전자(ARG) 검사 등을 통한 항생제 내성균의 신속한 진단이 가능
Ÿ 이러한 신속진단 검사는 항생제 남용 혹은 부적절한 사용을 줄이고 의료제공자가 정기적으로
AMR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적극적 관찰(Active surveillance)에도 기여
Ÿ 한편 AMR이 저소득 국가를 비롯해 전세계로 확대되면서 개별국가가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으며 AMR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체제가 필요
[ 日本医療政策機構,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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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
중국의 글로벌 헬스케어 목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얻는 것이며, 일대일로(BRI) 구축의
일환으로 베이징은 2015년에 ‘건강실크로드’(HSR)의 개념을 발표하는 등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해외 개발 원조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추세
Ÿ 1963년 알제리를 시작으로 60~70년대에 중국의료팀(Chinese medical teams, CMTs)을
파견하여 새로 독립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치적 연대를 더욱 강화
Ÿ 인구 규모와 정부 지출에 비해 중국의 보건의료개발지원(Development Assistance for
Health, DAH)은 여전히 미미하지만 ’07년 이후 10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하여 ’17년까지
6억 5,230만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
Ÿ 글로벌 건강 의제에 대한 베이징의 관심은 HSR을 위해 ’15년에 발표된 중국의
국가보건가족계획위원회(NHFPC)에 반영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훈련 계획부터 전염병 예방
및 응급 처치에 이르기까지 38개의 목표가 포함
Ÿ 이 계획에는 메콩 강 지역의 가난한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명확하게 특정한 프로그램이 포함
[ Merics, 2020.11.26.; FES, 2020.10.15.]

싱가포르, 화장품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인 e-Pharmacy 개념 도입
싱가포르 피부과 전문의는 화장품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인 온라인약국(e-Pharmacy) 개념과
환경을 생각하는 ‘의식있는 미용(conscious beauty)’을 추구
Ÿ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미용 및 피부관리약국인 Dr TWL Pharmacy는 ’20년 말까지 원격
피부과 서비스를 갖춘 ‘e-Pharmacy 개념’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출범하여 소비자에게
코스메슈티컬과 통합된 가상 경험을 제공할 예정
* Dr. TWL Pharmacy는 공인 피부과 전문의인 Dr Teo Wan Lin 이 만든 의식적인 미용·스킨케어 약국 컨셉

Ÿ ‘e-Pharmacy 개념’은 COVID-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19년 11월에 고안되었으며
의료처방이 필요한 환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코스메슈티컬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 예정
Ÿ 또한 맞춤형 메이크업 연구소는 가상의 메이크업을 지원하는 ‘매직미러(magic mirror)’와
같은 가상현실 도구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색조를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
Ÿ 디지털화를 통해 종이 소비량을 절감하고, 재사용 가능한 포장의 사용과 지속가능한 생분해성
재료를 사용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의식있는 미용을 추구
[ Cosmetic design asia, 2020.11.13.; DRT WLPharmacy,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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