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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데이터컨소시엄, 민감한 보건데이터 공유를 실현

연합데이터컨소시엄(Federated Data Consortium, 이하 FDC)은 민감성 때문에 국가 

또는 기관 내에 남아 있어야 하는 유전 데이터를 포함한 건강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유망한 방법이 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주도하에, 호주 유전체학 건강연합(Australian Genomics Health Alliance), 영국 유

전체학(Genomics England), 미국 인터마운틴헬스케어(Intermountain Healthcare), 캐나

다 유전체학4RD(Genomics4RD) 등은 공동으로 혁신을 주도하고 희귀질환의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유전체 데이터컨소시엄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개

발하고 8단계 지침을 제시

[1] 개요

 세계경제포럼(WEF)은 국경을 넘어선 보건데이터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년 7월부터 

’20년 7월까지 보건데이터 장벽을 해소하는 프로젝트를 주도했으며,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의 

4개 유전체학 연구소와 함께 8단계에 걸쳐 구축되는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지침을 제공

Ÿ 연합데이터 컨소시엄은 △1단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발굴 △2단계 문제 정의 △3단계 

참여동기 파악 △4단계: 자원식별 △5·6단계: 거버넌스 모델 설계 및 구축 △7단계: 데이터 

�연합데이터컨소시엄의 8단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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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8단계: 기술 적용의 단계로 구분되어 단계적으로 구축 

[2] 1단계 및 2단계

 1단계에서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단계로서 올바른 파트너, 철저한 관계 구축, 

주도하는 핵심그룹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2단계에서는 연합 접근방식(federated 

approach)에 대하여 공동으로 문제점을 정의

Ÿ 파트너와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전에 데이터 컨소시엄에 적합한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리적 위치, 개방성(Openness), 역량(Competence), 존중(Respect) 및 유사한 

가치(Similar values)에 따라 각각 다른 사회적 신뢰도가 형성

Ÿ 신뢰 구축 후에는 향후 컨소시엄을 주도할 기관의 인력과 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재투자와 

모든 단계의 육성프로그램 등 지원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Ÿ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데이터연합(federating data)은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에 의존하는 

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다양한 데이터 정책 법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프로토콜, 데이터 상호운용성 과제에 대한 공동 탐색이 필요

Ÿ 2단계에서는 연합데이터 컨소시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의 파악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희귀질환자의 80%가 유전적 또는 유전체 변이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희귀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치료제 개발계획 수립이 원활

      * 많은 임상의들은 소아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불충분한 데이터로 인해 진단의 정확성을 제한받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4억 7,500만 명의 사람들에 대한 치료계획 수립에 어려움에 직면

[3] 3단계 및 4단계

 3단계에서는 데이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각 기관들이 인식하고 있는 참여동기, 달성목표, 

기여 역량을 파악하며, 4단계에서는 컨소시엄을 운영할 수 있는 팀과 자금 확보가 필요

Ÿ 데이터컨소시엄의 각 데이터 소유 기관은 컨소시엄의 성공을 위해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 

및 각 조직의 보유 역량을 구성원 그룹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

Ÿ 또한 개별 기관이 예비 데이터 컨소시엄의 목표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 파악과 데이터 감사를 

통해 장단기적으로 각 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양과 그 데이터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Ÿ 4단계에서는 데이터 컨소시엄의 장기적 생존가능성을 위해 일상적인 컨소시엄 운영을 주도할 

수 있는 기관 내의 적합한 사람 또는 팀을 찾고 안정적인 자금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Ÿ 투자를 정당화하기 위한 경제적 프레임워크의 개발이 필요한데, WEF는 희귀질환 진단을 위한 

경제프레임워크를 만들었으며, ’20년 2월 경제프레임워크 관련자료*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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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obal Data Access for Solving Rare Disease: A Health Economics Value Framework in February 

2020

[4] 5단계 및 6단계 

 5단계와 6단계에서는 데이터 컨소시엄이 목표를 달성하고 일상적인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명확한 거버넌스 정책을 개발

Ÿ 데이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각 기관은 내부적으로 서로 다른 동의모델(consent models) 

또는 데이터구조 규범을 사용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수집방법과 동의규범 △운영규범 

및 표준 △기술 표준 등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파트너십간 중요한 차이점 규명이 필요

Ÿ 6단계에서는 컨소시엄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하여 미래의 의사결정이나 모호한 경우를 안내하는 

기본원칙과 컨소시엄이 효과적으로 활성화되고 운영될 수 있는 명확한 세부표준을 수립

Ÿ ‘공정성데이터원칙(GO FARE Data Principles)’은 유럽에서 보건데이터컨소시엄을 위한 

산업표준으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 원칙의 활용도 가능

     * FAIR는 데이터 공개원칙을 의미하며, 공개되는 데이터는 찾을 수 있고(Findable), 접근가능하며(Accessible), 

상호운용성이 확보되고(Interoperative), 재사용이 가능한(Reusable) 데이터라는 의미

Ÿ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 때 기존의 프레임워크에서 기초 원리를 찾은 후에 기관 파트너 그룹에게 

적용할 수 있는 추가 표준을 제정하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의 채택도 유용한 방법

Ÿ 명확한 거버넌스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 원칙을 결정하고 컨소시엄 파트너들이 각각의 

데이터 수집과 동의 규범을 촉진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사항을 제공

[5] 7단계 및 8단계

 7단계에서는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8단계에서는 ‘응용프로그램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기술을 적용하여 원격으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기능을 단순화  

Ÿ 컨소시엄이 2단계에서 정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 컨소시엄의 기관들은 각 데이터가 

연합데이터시스템에 의해 쿼리검색(query)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는지 확인 필요

Ÿ API를 실행하여 쿼리를 활성화하고 연합데이터시스템을 통해 접근되는 데이터 통찰력과 후속 

임상 또는 연구 결과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따라 효과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중요

[ World Economic Forum, Sharing Sensit ive Health Data in a Federated Data Consort ium Model:  
An Eight- Step Guide,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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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Teladoc Health, 인수합병을 통해 원격의료 분야 확대

 ’20년 8월 5일, 미국 원격의료 업체인 텔라닥헬스(Teladoc Health)가 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업체인 리봉고헬스(Livongo Health)를 185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

Ÿ Teladoc은 환자와 의사를 연결해주는 원격플랫폼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주와 보험사가 지불하는 구독료가 주요 수익기반으로, 주요 경쟁자인 암웰(Amwell)과 

닥터온디맨드(Doctor on Demand) 등과 시장을 주도

Ÿ Livongo는 당뇨병, 고혈압, 체중 관리 및 정신 건강을 포함한 회원의 만성 질환을 원격 관리해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고용주와 보험사에 요금을 부과

Ÿ 양사의 고객 기반의 중복은 25%에 불과하며, 합병으로 인해 서비스 제품군의 다양화를 통해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원격의료 분야에서 시장 선점 모색 

[ HealthCareDive, 2020.08.06.; MedCityNews, 2020.08.20.]

미국 트럼프 행정부, 원격의료를 적극 지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7년 미국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의 

업그레이드된 원격의료 기술을 전국적인 출시하였고, 메디케어(Medicare) 보험급여 지급 

현대화, ’19년 신기술 지원에 이르기까지  임기 초기부터 원격의료 혁신을 우선과제로 선택 

     * ’17년에 퇴역 군인들의 재택건강관리(원격의료)를 목적으로 5년간 10억달러가 투여되는 VA 프로젝트

Ÿ 임기 초기부터 실시된 이러한 원격의료에 대한 혁신은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의료 

솔루션이 담당한 중요한 역할의 토대를 마련

Ÿ 공중보건비상사태 동안 이루어진 행정부의 신속한 조치와 함께 원격의료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 장소, 서비스 대상에 대한 탄력적인 정책으로 COVID-19 이전과 

비교하여 원격의료 이용률이 전국적으로 4,300% 증가

Ÿ ’20년 8월 3일 미 행정부는 농촌 보건 및 원격의료 액세스 개선에 대한 행정 명령에 서명,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추가 원격의료 서비스의 확대를 지시하였고 이러한 원격의료 

서비스의 확대가 미국의 헬스케어 제공 시스템의 영구적으로 안착될 가능성을 시사 

[ White House,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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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Authentic Network, 아프리카 의약품에 대한 진위 증명앱 개발

 독일 작센주 켐니츠(Chemnitz)에 위치한 스타트업 Authentic Network社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의약품 및 보호 장비의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디지털진위증명(digital authenticity 

proof) 기술을 개발

Ÿ 가짜 의약품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Côte 

d’Ivoire)에서는 COVID-19 치료제로서 효과가 없는 약을 포함하여 제공되는 30~60%가 

가짜 의약품이며, 아프리카에서는 약 200,000명의 사람들은 가짜 말라리아 약으로 인해 사망

Ÿ 독일 Authentic Network에서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물리적 제품에 암호화된 코드로 

레이블을 지정 가능하며, 이 코드는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디지털 트윈과 비교할 수 있어 짧은 시간 내에 최종 고객은 제품의 위조여부 확인 가능

Ÿ Authentic Network는 3년동안 암호화된 코드를 개발하기 위해 미트바이다(Mittweida)대학, 

켐니츠(Chemnitz)대학, 라이프치히(Leipzig) 대학 등과 협력 

Ÿ 향후에는 위조 제품으로 유통될 수 있는 COVID-19용 백신 또는 치료제에 대한 진위 증명서를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 DEG Invest, 2020.08.05.; Authent ic Network Homepage, 2020.08.05.]

일본 후생노동성 등, 의료정보시스템 사업자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일본은 그동안 의료정보 안전관리에 대해 후생노동성이 책정한 의료정보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이 각각 책정한 클라우드 사업자 가이드라인, 정보처리사업자 가이드라인 

등 3가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필요한 대책을 규정

Ÿ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고, 정보처리기술 보급과 사이버 

공격의 고도화로 정보보안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등 의료정보의 안전관리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 의료정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의 개정 필요성이 고조

Ÿ 이에 기존의 가이드라인들을 통합·개정해 확실한 대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의료정보의 

효과적·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목표로 ‘의료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책정

Ÿ 본 가이드라인은 일단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 및 예상되는 주요 의료정보시스템 

등의 제공형태를 기재하고 있으며, 의료정보 안전관리 상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을 

정리

[経済産業省,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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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건강보험정책,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 채택을 촉진

 인도 전체 일반보험 보험료의 27%를 차지하는 건강보험 부문은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의 

채택을 통해 신뢰를 보장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여 건강보험 보험율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 

Ÿ 인도의 건강보험 분야는 ’20년 회계연도에 5,160억 루피(\16.27/INR) 상당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1조 8,930억 INR이었던 인도 전체 일반보험(비생명) 보험료의 27%를 차지

     * 건강보험 부문은 일반보험 산업 내에서 총보험료(GWP)에 대한 점유율이 증가하여 ’05FY의 약 10%에서 ’20FY의 

약 27%로 증가

Ÿ ’18년 9월에 시작된 아유슈만바랏(Ayushman Bharat-PMJAY)계획은 인도 인구의 약 40%를 

커버하고 있으며 인도정부는 ’30년까지 건강보험 전면 지원을 목표로 이 계획을 추진

Ÿ 인도 정부는 Ayushman Bharat-PMJAY를 통해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 역할에서 보험급여 

지급인으로 정부역할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모든 사회 의료 보험 제도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건강보험은 성장과 기술의 통합에 전례없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Ÿ 국가디지털건강미션(National Digital Health Mission, NDHM)에 따라 건강보험 분야에서도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임 있는 참여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계약의 채택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 FICCI, 2020.08.19.]

글로벌 디지털헬스 동향, 미래를 변화시키는 150개 스타트업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츠(CB Insights)는 가상진료, 임상시험, 약물발견, 전문치료까지 총 

12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미래의 헬스케어를 변화시킬 수 있는 ’20년 세계 디지털헬스 스타트업 

150개 업체를 선정

Ÿ 글로벌 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영향 속에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결과, 올해 등재된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는 전체 41%를 차지했으며 총 62개 업체가 선정

Ÿ 많은 임상 시험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의약품 R&D는 전염병 관련 봉쇄조치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의료비용의 최적화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우선순위가 증가하여 워크플로(work 

flow) 관리솔루션업체가 증가

Ÿ 선정된 150개 업체 중 미국이 77%, 중국 4%, 영국, 3%, 프랑스 3%, 캐나다 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신생 디지털헬스 시장을 주도 

[ CB Insights, 2020.08.13.; Business Wire,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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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일부 과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혈장 치료제 승인

 8월 23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많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OVID-19 혈장치료에 

대한 긴급사용승인(EUA)을 발표

     * 혈장 치료는 COVID-19 완치자의 혈액에서 추출한 풍부한 항체를 보유한 혈장을 환자에게 제공

Ÿ FDA는 최근 EUA를 받은 길리아드사이언스(Gilead Science)社의 렘데시비르(remdesivir)와 

달리 COVID-19 완치자혈장(Convalescent Plasma)은 현재 이용 가능한 증거에 근거한 

새로운 치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발표

Ÿ 미국감염학회(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도 혈장 치료가 몇 가지 강력한 신호를 

보여 주지만 COVID-19에 대한 효과를 이해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고 지적

Ÿ 지금까지는 FDA가 메이요클리닉(Mayo Clinic)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치료목적사용승인 

(Expanded Access Program)*을 통해서 COVID-19 환자에게 혈장을 제공

     * 다른 치료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자 등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판매허가를 받기 전에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이며, 미국(Expanded Access Program)과 

유럽(Compassionate use) 등에서도 운영

[ Polit ico, 2020.08.23.; Science, 2020.08.28.]  

미국 Atlas Spine, HiJak AC 확장가능한 경추간 융합기기 출시

 ’20년 8월 19일 미국 플로리다州 주피터에 본사를 둔 척추 임플란트 회사인 아틀라스스파인(Atlas 

Spine)社는 첫제품 시판후 18개월만에 두 번째로 시판되는 확장형 시스템인 HiJAK SA 확장형 

경추간 융합기기를 출시 

Ÿ HiJAK SA는 전방 경추융합술(ACDF) 중 척추 기형을 해결할 때 적절한 시상면정렬(sagittal 

alignment) 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외과의사를 위해 개발

     * HiJAD SA는 △삽입의 용이성 △경추전만(cervical lordosis)의 복원 △플레이트(plate)의 완벽한 정렬을 가능하게 

하여 ACDF 분야의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Ÿ ’18년 4분기에 출시된 HiJAK AC와 이번에 출시된 HiJAK SA는 경추 임플란트 시스템이며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와 수술적 필요에 따라 높이와 척추전만(lordosis)의 조정이 가능

[ OrthoSpineNews, 2020.08.19.; At las Spine Homepage,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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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Innovate UK, 중소기업 MDR 준비 상황 점검

 영국 연구혁신기구(UKRI) 산하 기관인 ‘이노베이트UK(Innovate UK)’는 EU의료기기 

규정(MDR(EU)2017/745)에 대한 중소기업(SME) 의료기기의 준비 상태에 대한 점검 실시

Ÿ EU의료기기규정(MDR)은 ’17년 발효되고 ’20년 5월에 경과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COVID-19 사태를 신속하게 대처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MDR을 1년간 유예 

Ÿ MedTech Europe에 따르면 새롭게 적용되는 의료기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의 8-15%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1천만 파운드의 매출을 가진 SME의 경우 MDR 

준수를 위해 £800,000~£1,500,000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 

Ÿ 또한 MDR은 임상 증거, 위험 평가, 사후 시장 감시, 공급망 의무, IT와 데이터 측면에서 

의료기기 표준코드(Unique Device Identification, UDI) 시스템과 새로운 EU Eudamed 

데이터베이스를 위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

Ÿ 영국 중소기업 1,35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서를 보내 110개사로부터 답변을 받은 결과, 

영국 중소기업 의료기기업체 대다수가 MDR 준수에 필요한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

[ GOV.UK, 2020.08.14.]  

유럽 EC, 영국 제약업체 AstraZencea와 백신 사전구매 계약 합의

 EU집행위원회(EC)는 영국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cea)와 향후 개발되는 백신을 

최초의 사전 구매하는 계약에 합의

Ÿ 이 계약을 통해 EU 회원국은 3억회 투여분의 AstraZeneca 백신을 구매할 수 있으며, 추가 

1억회분 옵션을 포함하여 인구 기반 비례 기준으로 배포 가능

Ÿ EC는 다른 백신 제조업체와 유사한 계약을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7월 31일 사노피-GSK 

(Sanofi-GSK), 8월13일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 8월 18일 큐어백(CureVac) 및 

8월 24일 모너나(Moderna)와 사전구매를 논의

Ÿ 이 계약은 비상지원기금(Emergency Support Instrument)으로 자금이 조달되며 AstraZeneca와 

협상을 시작한 ‘포용백신동맹’ 국가들(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은 EC에 모든 회원국을 

대신하여 서명된 계약을 인수하도록 요청

Ÿ AstraZeneca와의 계약은 ’20년 6월 17일 EC가 채택한 유럽��백신전략(European Vaccines 

Strategy) 실행의 중요한 단계이며, 모든 유럽 시민이 12~18개월 이내에 고품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저렴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European Commission,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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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헬스케어, 유전학과 생활양식의 선택에 대한 연구 필요

 최근 세계 유전체 데이터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유럽인구가 8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계와 아프리카 조상의 유전체는 각각 14%,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랍과 

중동지역은 0.08%에 불과해 중동 인구를 위한 유전체 데이터가 필요

Ÿ 국제당뇨병연맹(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의 ’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 인구의 11%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Ÿ 좌식 생활 방식으로의 전환과 같이 여러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한 당뇨병과 비만과 같은 유병률은 

최근 중동 국가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Ÿ 20세에서 79세 사이의 19.3%가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와 같은 국가에서 

유병률이 다른 국가보다 높게 나타남

Ÿ 많은 주요 기저질환(co-morbidities)이 당뇨병과 관련이 있으며, 이 중 심혈관 질환은 UAE에서 

사망률의 가장 큰 원인이며 사망률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전염성 질병(NCD)은 UAE 

전체 사망자의 77%를 차지

Ÿ 모든 치료 단계에서 환자의 개별 특성, 필요 및 선호도에 따라 치료를 맞춤화하는 개인화 

추세화 또는 정밀의학이 나타내는 의료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할 때, 유전학과 생활양식에 

대한 연구는 중동 지역의 질병예방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World Economic Forum, 2020.08.06.]

알리바바와 아마존, 온라인 건강 및 화장품 분야에서 시장을 주도

 디지털 소매시장의 대기업인 중국의 알리바바와 미국의 아마존은 향후 5년동안 온라인 건강 

및 화장품 분야에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요 화장품 업체들은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

Ÿ 중국의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는 지속적으로 타사 건강 및 미용 브랜드를 자사 온라인 

플랫폼에 추가했으며, 미국의 대기업 아마존도 최근 의료 서비스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실시

Ÿ ’20년 알라바바는 온라인 건강 및 미용 매출부문에서 365억 유로(432억 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아마존은 243억 유로(28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Ÿ 아마존의 온라인 건강과 미용 부문은 글로벌 시장의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1%와 6.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Cosmetic Design Europe, 2020.08.18.; Net  Imperat ive,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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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생태계, 최근 백신 개발 동향과 향후 전망

 과거 가장 빠르게 개발된 볼거리 백신(mumps vaccine)이 4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COVID-19의 개별적 특성 △개발건수 △전례없는 자금 조달 등은 이전보다 백신이 빠르게 

개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제공

Ÿ ’20년에는 50개 이상의 후보물질이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총 250개의 백신 후보가 연구개발 중으로 향후 몇 년 안에 7개 이상의 승인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Ÿ 백신 제조업체는 ’20년 말까지 10억 회분의 투여량, ’21년 말까지 90억 회분의 투여량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생산능력 조성계획을 발표

Ÿ 현재까지 추진 동향을 고려해 볼 때, COVID-19 백신이 ’20년 4분기부터 ’21년 1분기 사이에 

COVID-19 타겟그룹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Ÿ 그러나 입증되지 않은 플랫폼 기술을 검증하고, 백신 후보의 안전성과 COVID-19에 대한 보호를 

입증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백신 프로필을 제공하는 등 많은 장애물을 해결하는 것이 당면과제

[ McKinsey& Company, 2020.07.29.; The Conversat ion, 2020.08.17.]

제약업체, COVID-19의 영향으로 HCP와 새로운 관계 정립

 글로벌 경영컨설팅업체 액센츄어(Accenture)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COVID-19로 인해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Healthcare Providers, HCPs)들은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사항과 제약업체들에게 요구하는 지원방식이 지속적으로 변화

     * Accenture는 5월~6월,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6개 국가의 일반개업의(GP), 종양, 심장, 면역 

전문의 등 HCPs 7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Ÿ 대부분의 HCPs는 △디지털 환자 교육(전체 설문대상자의 69%) △COVID-19 이후 치료옵션 

변화에 대한 정보(69%) △원격 환자 치료에 대한 교육(67%) 등의 제약업체 지원 서비스가 

COVID-19 위기 이전보다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  

Ÿ HCP의 78%는 COVID-19 기간 동안 대면방문 환자 수의 감소를 경험했으며, 환자의 36%가 

원격 치료를 요청했으며, HCP의 60% 이상이 환자용 자가관리 방법과 원격 모니터링 도구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등 HCP의 운영방식의 변화가 예상

Ÿ HCP의 82%는 제약회사가 가장 시급한 요구 사항의 지원을 포함하여 의사소통 방식의 변경을 

체험했으며, 87%는 COVID-19 이후에도 가상 방문과 대면 방문의 혼합된 방식을 희망

[ Accenture, 2020.08.10.; Ai Thority, 2020.08.10.]


	표지_363호
	글로벌보건산업동향_363호_목차부터2_2020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