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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미국의 바이오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미국의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는 ’20년 9월 15일 개최된 AURP BioHealth
Caucus Conference에서 미국의 바이오제조 르네상스를 가속화하고 바이오제조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제안

�주요 국가별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신물질 수�
지역

1999~2003

2004~2008

2009~2013

2014~2018

총계(’09~’18)

유럽

62

47

66

67

133

미국

73

67

64

125

189

일본

28

16

26

34

50

기타

8

14

23

41

64

[1] 개요
미국은 현재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도전을 받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국제적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강력한 부문별 경쟁력 전략을 명확히
하고 수용해야 할 시기에 직면
Ÿ 미국은 생명과학 기초연구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연방 투자 △강력한 지적재산(IP) 보호
△효과적인 기술 이전정책 △투자 인센티브 △고위험 의약품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의약품
가격 정책 등을 포함한 효과적인 생명과학 정책으로 인해, 현재까지 글로벌 혁신과 신약 개발을
주도
Ÿ ITIF는 △미국의 보건과 경제에 대한 미국의 바이오 의약품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맥락에서 바이오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과제를 탐구하고
△미국이 세계의 생명과학 혁신 및 생산의 중심이 되도록 설계된 정책 로드맵을 제공

Ÿ ITIF의 정책 권장사항은 △미국의 강점을 유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확대 및 채택
△내수 생산 증가를 촉진하는 정책 지원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해외 자국보호정책인
중상주의(Mercantilism)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제안
Ÿ 또한 첨단 바이오제조 기술은 연간 생산비용을 500억 달러 규모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제조 프로세스의 현대화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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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바이오제약의 제조분야 경쟁력 평가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 오랫동안 주도해온 바이오 의약품 산업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미국은 무역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0년에 걸쳐 미국 바이오의약품 제조 부가가치
생산량이 거의 1/3까지 감소
Ÿ ’09년에서 ’18년 동안 미국의 새로운 화학 또는 생물학적 물질 연구·개발건수는 189개로,
유럽의 133개, 일본 50개, 기타지역 60개와 비교하여 볼 때, 여전히 바이오제약 시장을 주도
Ÿ 그러나 1999년을 100을 기준으로 볼 때 2018년 미국 전체 경제지수가 140 수준으로 상승한
반면, 바이오제약지수는 80 수준으로 하락
Ÿ 제약산업의 장기 노동생산성은 ’87~’19 기준 연평균 성장률은 제약·의약품 부문은 -0.8%로 최저를
기록한 반면, 컴퓨터 및 전자제품은 8.4%, 자동차 2.5%, 의료장비용품 2.2%, 항공우주제품 2.1%,
종이 및 펄프 2.1%, 1차금속 2.0%, 기초화학물질 1.8%, 산업기계 1.5% 순
Ÿ 또한 의약품과 의약제제 부문의 무역적자폭은 ’00년부터 ’19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약부문의 글로벌 부가가치 비중도 점차적으로 하락

[3] 미국 바이오제조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제안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강점을 유지
Ÿ 의약품 가격통제는 R&D와 혁신을 훼손시킬 수 있으며, 미국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가격통제는 향후 10년간 신약건수가 3~5% 하락할 것으로 전망
Ÿ 미국 행정부가 보건복지부(HHS)에 지시한 ‘메디케어 파트 B(Medicare Part B)’ 의약품을
국제가격과 일치시키는 인위적인 의약품 가격통제계획은 기존의 강점을 약화시키는 조치
* ’20년 9월 13일 백악관은 메디케어 파트 B 의약품에 대해 미국우선정책의 일환으로 의약품가격을 낮추기 위해
국제적으로 최저가격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HHS에게 구현하도록 지시한 행정명령을 발표

Ÿ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바이-돌(Bayh-Dole)법에 따라 개입권(march-in rights)
행사를 위해 가격이 적절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
* 특허와 상표의 개정법으로 불리는 바이-돌법은 ’80년에 제정되었으며, 미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대학, 공공연구소
등이 그들의 연구 성과를 이용해 특허를 받게 하고 특허권을 민간에 라이선스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미국대학의
특허 출원이 활발해지는 계기를 마련

Ÿ 의회는 ’22년 갱신되는 ‘전문의약품 허가 신청자 비용부담법(PDUFA)’을 재승인하고 혁신을
강화하는 요소를 계속 통합
Ÿ 미국 재무부는 원천징수된 사용자 수수료를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배정하여 USPTO이
지속적이고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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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확대 및 채택
Ÿ (R&D 자금 지원) 의회는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립보건원(NIH)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 ’03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하며, 이는 매년 116억 달러의 NIH 자금 증가를 의미
Ÿ (투자 인센티브) 의회는 기업에 대학 R&D활동에 투자할 때 20%의 세금공제를 제공하고
희귀의약품 세금공제 50%로 복원하는 등 R&D에 대한 간이세금공제(Alternative Simplified
R&D tax credit)를 최소한 두 배로 확대
Ÿ (데이터기반 의약품 개발 지원) 의회는 의료정보보호법인 ‘건강보험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에서 의도한대로
고유환자식별자의 구현과 이해관계자들간의 데이터 공유를 촉진할 수 있도록 HHS에 지시
Ÿ (R&D 인재 확대) 의회는 우수 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에 연간 2천만 달러를 배정
Ÿ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바이오의약품 R&D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산학
공동연구 노력에 대한 연방 지원을 확대

내수 생산 증가를 촉진하는 정책 지원
Ÿ (바이오제약공정혁신을 위한 R&D지원) 국립바이오의약품제조혁신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Innovation in Manufacturing Biopharmaceuticals, NIIMBL)를 포함하여 미국
생물의학제조센터에 대한 자금을 크게 확대하고 관련 제조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센터를 설립
Ÿ (국내제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미국에 새로운 생의학 생산 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州에 연간 최소 50억 달러를 배정하는 등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와 미국
영토에서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대한 세금 공제정책을 복원
Ÿ (바이오메디컬 생산규제 개혁) 의회와 행정부는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혁신적인 새로운 의약품 제조 공정을 평가하고 승인하는 기관의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가속화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해외 자국보호정책인 중상주의(Mercantilism)에 철저하게 대응
Ÿ 의회는 무역진흥청(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의 쇄신을 이용하여 미국 무역 정책의
주요 우선 순위가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 파트너의 공정한 몫 지불임을 확인
Ÿ 미국 행정부는 현재 영국과 협상 중인 연방무역협정(FTA)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을 포함하여 FTA에서 최소한 10년 이상의 데이터 독점권을 지속적으로 추구
Ÿ 미국 무역대표부(USTR) 사무소는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규칙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유전체(genome) 데이터 이동에 대한 국가데이터 현지 관행과
제한에 대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
[ I T IF, Federal Policies to T urbocharge America’s Biomanufacturing Renaissance,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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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NYP, AI기반 도구를 활용하여 의료종사자의 정신건강을 지원
뉴욕 프레스비테리안(New York Presbyterian, NYP) 병원에서 개발된 새로운 인공지능(AI)
기반 도구는 증상을 검사하고 상담 및 치료 추천을 사용자와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며,
이를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 영역을 확대
Ÿ COVID-19 팬더믹으로 인해 전 세계 의료 시스템에 대해 가중되는 부담은 일선 의료
종사자들에게 심각한 정신과적 증상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으며, NYP사가 개발한 새로운 AI
기반 도구는 의료종사자들의 증상을 선별하고 사용자를 상담 및 치료 추천과 연결
Ÿ 병원 시스템에 있는 47,000명의 직원 및 제휴 의사의 정신 건강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NYP
병원은 증상을 선별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참가자들이 증상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AI 지원 디지털 도구를 개발
Ÿ START(Symptom Tracker and Resources for Treatment)라고 명명된 AI기반 도구를
사용하면 의료 종사자의 정신건강 상태의 변화를 익명으로 추적하고 조기경보를 제공
[ World Economic Forum, 2020.09.04.]

미국 NIH, COVID-19 관련 빅데이터 7개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할 계획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미국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 NCI)와 국립생체의학영상
및 생체공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Biomedical Imaging and Bioengineering, NIBIB)는
약 200개의 신청된 아이디어에서 7개의 프로젝트를 선정
* NIH는 미국보건복지부(HHS)의 산하기관으로 보건의료분야의 기초 및 응용연구를 수행하며, NCI NIBIB 등 20여개의
연구소와 6개의 센터로 구성

Ÿ 선정된 프로젝트는 COVID-19와 관련되어 공중보건분야에 즉각적으로 필요한 솔루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과 접근이 제한된 사람들을 위한 솔루션 개발 등에 초점
Ÿ NCI와 NBIB는 두 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에서 프로젝트의 타당성(feasibility)을 입증하여야
하며, 1단계 성과를 평가한 후 재선정되면 COVID-19에 대한 유용성(utility)을 입증
Ÿ 7개의 프로젝트가 모두 두 번째 단계로 이동한다면 총 자금지원규모는 2,280만 달러가 될
것이며 선정기업은 1년 안에 두 단계를 모두 의무적으로 완료
[ Health IT Analyst ics, 2020.09.16.; NIH Organizat ion Chart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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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의료생태계, 뉴노멀(New Normal)로 진화될 전망
인도제약연합(IPA)과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인 EY가 공동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의료
산업은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환자가 투명하고 통합된 효과적인 생태계에서 원격 컨설팅
및 전자약국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Ÿ 인도의 헬스케어 생태계는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인해 환자가 중심을 형성하는 물리적(Physical)
대상과 디지털(Digital)이 결합하는 피지털(Phygital) 생태계로 이동될 전망
Ÿ Phygital의 새로운 표준은 데이터가 근간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COVID-19에 적용되는 다양한
치료 시스템 사례들은 데이터를 얼마나 효과적이고 빠르게 캡처, 공유 및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Ÿ 이는 연결된 환자 중심 생태계로 이어지는 협업 플랫폼에 모든 이해 관계자를 통합함으로써
맞춤형 개별화된 데이터 스트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인도 규제기관, 의료진, 산업
협회 및 민간업체 등은 이러한 뉴노멀로의 전환을 위해 상호 협력을 추진
[ EY, 2020.08.25.; I nvest iva, 2020.09.02.]

중국 AI 관련 의료규정, 전체수명주기 감시시스템으로 전환
중국 AI 및 생명과학 소프트웨어 규제는 특정시점 등록기준에서 전체수명주기 감시시스템으로
전환되었으며 그에 따라 메드테크와 관련된 AI 및 소프트웨어 규정 중 5가지 사항에 대한
인지가 필요
Ÿ 5가지 사항은 △특정시점 등록심사에서 전체 수명주기 조사로 전환 △중요성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승인절차 파악 필요 △AI 중심의 특수규제프레임워크 개발 △패스트트랙이 있지만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 △’20년 중국에서 승인된 최초의 AI 의료기기 사례 등
Ÿ 사용자의 안전을 모니터링하는 규제 방법으로 전체 수명주기 관리가 강조되고 있으며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는 특히 AI 제품의 시판후감시(PMS)조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
Ÿ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경우 제품 변경 응용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출시 전에 NMPA에 제출해야 하며, 승인 시작부터 끝까지 18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신청비용 부담 발생
Ÿ NMPA는 Beijing Keya Medical社가 개발한 최초의 3등급(Class III) AI 의료기기인
DeepVessel FFR에 대해 혁신적인 제품으로 승인
[ MDDI Online, 2020.09.08.; Deal Street Asia,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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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헬스(mHealth), 과학적 효과 검증이 비즈니스의 경쟁력 제고
최근 창출되는 비즈니스는 IT벤처 등을 대상으로 한 협업이나 출자를 통해 단기간에 사업을
수익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모바일헬스(mHealth)의 경우 과학적 효과를 검증하고 확인한
후에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시점도 중요
Ÿ 현재 시판 중인 헬스케어 관련 스마트폰 앱은 임상평가가 충분하게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사용의 편리함, 콘텐츠의 정확성 등 증거에 입각한 유효성을 보증하는 품질기준이나 규제도
부존재
* 모바일헬스의 유효성을 측정하는 지표는 임상적인 평가(검사결과 등 임상데이터값 변화), 안전성, 환자 만족도,
삶의질(QOL), 생활습관·행동변화의 영향, 비용·경제평가, 논리, 법률, 기술적 특성

Ÿ 이러한 상황에서 모바일헬스를 개발하는 경우 △보다 질 높은 연구방법 △안전성 △사용자
친화적인 스마트폰 앱 디자인 △정부·공공기관의 평가시스템 등을 고려
Ÿ 일단 모바일헬스 사용·비사용 2개 그룹을 비교하는 연구(RCT)를 통해 반드시 효과를 검증해야
하며 안전성은 기술, 프라이버시, 보안, 데이터 공유, 추적 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등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수적인 요소가 충분히 평가되지 않고 있음을 주의
[ SOMPO未来研究所, 2020.09.18.]

인공지능(AI), 의학분야에서 인종편향 오류 제거 방법
의학 내에서 인종차별을 암호화하는 대신 AI를 활용하여 인종별로 치료의 품질 차이를 식별하고
정량화하고 이를 의사결정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여 인종편향 오류를 제거
Ÿ ’19년 10월 의료 서비스 회사인 옵텀(Optum)社가 판매하는 의료의사결정 AI 알고리즘에 부주의한
인종 편향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한 백인이 덜 건강한 흑인보다 의료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발견
Ÿ 사회적으로 구성된 인종 범주가 의사결정 알고리즘에 통합되면 알고리즘이 생물학적 근거가
없는 범주를 기반으로 질병 위험확률을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치료과정 또는
의료혜택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 존재
Ÿ 이러한 인종적 편향값이 알고리즘에 잘못 입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학 내에서 인종
차별 범주를 암호화하는 대신에, AI와 컴퓨터 비전을 사용하여 인종별로 치료의 품질 차이를
식별하고 정량화할 수 있는 지능형 색인 라이브러리를 생성
Ÿ 예를 들어 AI와 컴퓨터 비전을 사용하여 시각적 AI를 사용하여 실제 절차의 비디오 장면을
스캔하는 외과의사용 의사결정플랫폼을 개발한 후 AI는 수술 중 모든 주요 순간을 식별하고
주석을 달아 외과의에게 인종별 편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
[ Medical Device Network, 2020.09.17.; Medicalxpress,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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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J&J, COVID-19 백신 임상실험에서 강력한 면역결과 발표
공개 의학논문 사이트 ‘메디아카이브(medRxiv)’에 따르면,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
J&J)이 개발 중인 Ad26.COV2.S 백신 임상실험 중간결과에서 COVID-19에 대한 강력한
면역결과를 보였다고 발표
Ÿ 이번 연구 결과는 J&J이 미국과 벨기에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작위, 이중맹겁법, 1/2a상 연구에서
얻은 것으로, 775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중간 분석에 따르면 J&J의 예방
접종 4주 후 참가자의 면역 체계가 SAR-COV-2에 결합하여 중화할 수 있는 항체를 생성
* 이중맹검법(double blind test)은 환자와 의사 양쪽에 치료용 약과 위약(placebo)의 구별을 알리지 않고, 제3자인
판정자만이 그 구별을 알고 있는 약효의 검정법

Ÿ 원고 초안으로 온라인에 게시된 결과는 예비적이며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또는
COVID-19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지 않았으나 이번 J&J의 예방접종은 다른
개발자의 후보자가 두 번 접종해야 하는 작업을 1회 접종으로 달성
[ Medrxiv, 2020.09.23.; WKZO, 2020.09.25.]

미국 행정부, ‘미국우선주의’ 헬스케어 플랜에 대한 행정명령 발표
미국 대통령 트럼프(Trump)는 미국 소비자의 권리, 미국 환자의 복지, 그리고 미국 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미국우선주의(America-first)’ 헬스케어 플랜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
Ÿ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서 미국인들에게 △보다 많은 의료선택권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정책을 통해, 의료환경에 가장 취약한 개인을 보호하고 의료시스템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한 헬스케어 아젠다를 발표
Ÿ (개인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 제공) 트럼프행정부는 오바마케어(ACA)의 개인의무가입조항을
폐기하였으며, 중소기업의 보험가입혜택과 개인부담금 완화정책 등을 실시하고, 원격의료에
투자하고 고령층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확대
Ÿ (낮은 비용 제공) 3,300만 명 이상의 고령층에게 처방약 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캐나다에서 처방약 수입을 허용하는 규칙을 확정하고, 저소득 미국인이 저렴한 인슐린과
에피네프린(epinephrine)을 구입할 수 있는 규칙을 제안
[ White House,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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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JRC, 호흡기질환 분야에서 사용가능한 비동물 모델 연구
EU집행위원회(EC)의 공동연구센터(JRC)는 3D 인간조직 배양, 오가노이드(Organoid),
스페로이드(spheroids), 폐모방칩(lung-on-a-chip) 등 호흡기질환 분야에서 사용 가능하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첨단 비동물 모델을 검토한 연구보고서 발간
Ÿ 21,000개 이상의 요약본(암과 비관련 요약본 11,636개 및 암 관련 요약본 9,421개) 등 과학
문헌의 상세 분석을 통해 호흡기질환(respiratory tract diseases)과 연관된 비동물 모델을
탐색하여 총 284개의 발간물을 최종적으로 유망 후보 모델로 식별
Ÿ 체외(in vitro) 세포 및 조직 배양, 인간생체외(ex vivo), 컴퓨터분석(in silico) 접근법이 주로
고려되고 있으며, 3D 인체조직배양, Organoid, spheroids, lung-on-a-chip 등은
인간호흡기질환을 보다 정확하게 모방할 수 있는 체외모델시스템의 성장가능성을 시사
* 오가노이드는 배아줄기세포(ESC), 성체줄기세포(ASC), 유도만능줄기세포(iPSC) 등을 3차원적으로 배양하거나
재조합해서 만든 장기유사체를 의미하며, 스페로이드는 덩어리 형태의 성체줄기세포 집합체를 지칭

Ÿ 지난 5년 동안 연구 초점은 체외에서 폐 개발, 해부학 및 생리적 기능을 재점검하는 데 있어
점점 더 정교한 바이오공학 접근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
[ Publicat ions Of fice of t he EU, 2020.09.17.]

독일 BMBF, 국립종양질환센터를 4개 지역으로 확대
독일 연방교육부(BMBF)는 암(cancer)연구 10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립종양질환센터(NCT)를
4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혁신적인 환자중심적 암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결과를 신속하게 진료에
적용하고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
Ÿ 국립종양질환센터 체제의 성공 여부는 인프라·데이터의 공동 활용, 최적화된 암 치료에
대한 종양보드 공유 등에 달려 있으므로, 새로 선정된 지역의 기존 국립종양질환센터와의
거버넌스 및 협력 관련 모든 이슈를 다루어 협조를 도모하는 통합전략 이행을 1년간 지원
* 통합전략 구상안은 국제 전문가 합의체에 의해 평가 및 의결되며 향후 제도적 지원의 지속 여부는 해당 구상안의
가결 여부에 따라 결정

Ÿ 4개 지역 모두 완공까지 연간 최대 1,300만 유로를 지원하며 4개 지역이 소속된 각 연방
주는 부지를 제공하고 연간 지원금의 일부를 부담
Ÿ 기존 국립종양질환센터 위치는 하이델베르크 및 드레스덴이며, 새로 선정된 4개 지역은 베를린,
쾰른/에센, 튀빙겐/슈투트가르트-울름, 뷔르츠부르크 지역(에를랑겐, 레겐스부르크, 아욱스부르크)

[ BMBF,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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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COVID-19 시대를 고려한 의료제공 체제 개혁 필요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정점을 맞는 ’40년을 앞두고 당면한 의료수요 증가와 이후
완만한 피크아웃을 전제로 의료제공 체제 개혁에 나섰지만 COVID-19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하며, 발생된 위기를 대응하면서 미래를 고려한 제도의 설계와 변경이 필요
Ÿ COVID-19 확산은 일본 정부가 진행한 로드맵의 전제가 달라졌음을 의미하며, 각 지자체의
의료계획과 그에 기반한 의료제공체제 시설정비 교부금·지역의료 간병종합 확보기금을 활용한
보조사업 등 지원의 방향의 재검토 필요
Ÿ 향후 감염증 위협을 염두에 두고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하되, 지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인력·사물
배치 외에 프로세스·성과 평가지표도 검토하는 것이 중요
Ÿ 또한 지역 내 외래기능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COVID-19를 계기로 확산된 민간의 온라인
건강상담 서비스도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무증상·경증자 수용시설 확보,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 관리방법 보급, 비상시 긴급인력확보 기능 강화 등도 검토가 필요
Ÿ 진료보수제도·운용 재검토는 주치의 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포괄 진료요금 기준, 현재 임시조치인
초진 환자의 온라인 진료는 주치의 시설에 한해 적절한 기준을 설정해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
[ NT T Data, 2020.09.19.]

글로벌 의료기기 3D 프린팅, ’27년까지 연평균 16.2% 증가할 전망
글로벌 의료기기 3D 프린팅 시장 규모는 ’19년 13억 5,040만 달러 규모이며, ’20년부터
연평균 16.2% 증가하여 ’27년에는 44억 4,050만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Ÿ 헬스케어 분야에서 적층제조(3D 프린팅)에 대한 수요 증가와 근골격계와 치과 질환의 증가로
인해 글로벌 의료기기 3D 프린팅 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자동화된 3D프린팅
제품의 고비용 구조는 시장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Ÿ 근골격계 질환은 근육, 뼈, 관절, 힘줄 및 인대를 포함하는 인간의 운동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질환은 골절, 염좌 및 긴장과 같은 갑작스럽고 급성인 상태부터 불능 및 지속적인
통증과 관련된 만성질환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병
Ÿ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3D 프린팅 시장은 레이저소결(laser sintering), 입체인체술
(stereolithography), 전자빔 용해(electron beam melting), 압출가공(extrusion)으로
세분화되며, ’19년에는 레이저소결 부문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
[ Globe News Wire, 2020.09.15.; 3DPRINT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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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제약산업, 표적 항암치료제 개발 동향
표적 항암치료제는 △티로신 키나아제(tyrosine kinases) 억제제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에
내성을 가진 암세포 때문에 고안된 새로운 종류의 표적 약물 △암을 인식하고 퇴치할 수 있는
면역체계의 능력을 높이는 약물 등 3가지 약물 범주로 구분
Ÿ ’00년 초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가 암 표적 치료제의 중심에 있었으나 암세포가 티로신
키나아제에 내성을 가지게 되면서 새로운 종류의 표적 약물 연구가 시작
* 티로신 키나아제는 암유발 효소로 이 효소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암세포 성장이 빨라지기 때문에 티로신 키나아제를 억제하는
표적 항암제가 개발

Ÿ 미국 일라이릴리(Eli Lilly)社는 ’20년 5월, 새로운 종류의 암 표적 치료제로 RET 억제제인
리테브모(Retevmo, 성분명 selpercatinib)를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 획득하였으며,
이를 위해 ’19년 1월 록소온콜로지(Loxo Oncology)社를 인수
Ÿ 면역체계의 능력을 높이는 표적 항암치료제로 ’17년 FDA가 승인한 머크앤드컴퍼니(Merck &Co.)의
항 PD-1약물인 키트루다(Keytruda)가 있으며, 이 치료제는 체내 반복서열불안정성(MSI-H)종양을
추적하여 치료
* 키트루다는 면역시스템을 활용한 치료제로 약물이 암세포만 공격하고 면역시스템의 기억능력을 그대로 활용하기에 지속적인
항암효과가 가능하며 기존 표적 항암치료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음

[ Fierce Pharma, 2020.09.16.; Lilly Investors, 2020.05.08.]

화장품 소비자, 미용 컨셉 ‘내추럴(natural)’의 다양화 추구
COVID-19 이후, 화장품 소비자들은 기존 대비 화장품의 성분 출처가 명확하고 안전하며
보다 넓은 의미의 내추럴 컨셉을 가지면서 개인 피부 타입별 효능까지 겸비하기를 희망
Ÿ ’19년 온라인 글로벌 뷰티 및 퍼스널 케어 1위를 차지한 제품은 ‘내추럴’ 컨셉이었으며, ’20년에도
인기가 지속되었지만 소비자들의 뷰티 관련 지식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화장품 성분 출처가
투명하고, 다양하고 안전한 성분을 포함한 내추럴 화장품 공급이 필요
Ÿ 글로벌 시장조사기업 Euromonitor에 따르면, COVID-19로 인해 사회가 예방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뷰티 부문에서도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화장품을 선호
*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안전하고 투명한 화장품은 화장품 성분의 출처, 안전성, 지속가능성 및 투명성 등을 포함

Ÿ 또한, 소비자들이 네추럴 화장품을 추구하면서도 개인별 피부에 맞춤형 성분이 화장품에 포함되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유대감 형성과 투명성 유지가 필요
[ Cosmetics design europe, 2020.09.02.; T he Spinof f, 20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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