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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관련 글로벌 디지털기술 적용사례

의학저널 란셋(The Lancet)에 게재된 각국의 ‘COVID-19의 정책·대응에 사용된 디지

털기술 적용사례(Applications of digital technology in COVID-19 pandemic 

planning and response)’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기술을 COVID-19 정책 및 대응

에 통합할 경우 COVID-19 발생률을 억제하고 사망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격리 및 완화에 성공한 국가의 사례를 통해 여전히 COVID-19가 급증하고 있

는 다른 국가에 대한 통찰력과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1] 개요

 COVID-19는 전염성이 높고 효과적인 백신이나 치료 요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가 주도의 확산 억제와 완화정책에 초점

Ÿ COVID-19에 대한 일인당 사망률이 낮은 상태를 유지한 국가는 조기 모니터링, 테스트, 접촉 

추적, 엄격한 격리를 포함한 전략 등을 공유 

Ÿ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성공을 이룬 대부분의 국가들은 디지털 

기술을 채택하고 이를 정책 및 보건 관리에 통합

Ÿ 성공한 국가들의 팬데믹 대응계획, 감시, 테스팅, 접촉 추적, 격리, 헬스케어에 대해 디지털 

기술들을 채택한 방식과 사례를 통해 효율적인 디지털기술의 프레임워크를 제공

[2] 계획·추적과 감염선별에 사용된 디지털기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여러 국가에서 COVID-19 준비 및 사람과 감염 확산의 추적을 용이하게 

하도록 지원하였으며 COVID-19를 추적해야 하는 필요성은 확대되는 질병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데이터 대시보드의 혁신을 가속화 

Ÿ 대만은 중국 우한에서 온 여행객들을 건강 검진을 시작했으며 입국기록 데이터를 중앙 집중식 

실시간 국가 건강 보험 데이터베이스와 통합하여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여행 기록에 액세스하고 

SARS-CoV-2 테스트 및 추적을 통해 개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  

Ÿ 스웨덴은 의료진들이 COVID-19 환자수, 개인보호장비, 직원, 인공호흡기 사용 및 기타 자원 

정보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보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Ÿ 싱가포르는 UpCode 대시보드를 통해 보건부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령, 성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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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따른 감염 추세를 보여주며 확진자의 회복 시간을 제시

Ÿ 미국 존홉킨스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의 COVID-19 대시보드와 웹 기반 플랫폼 

HealthMap은 COVID-19 사례 및 전 세계 사망자의 최신 시각화 자료를 제공

Ÿ 중국은 무료 웹 기반 및 클라우드 기반 도구를 사용하여 감염자를 선별하였으며, 대만은 공항에 

설치된 고성능 적외선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캡처로 열이 있는 사람을 감지

Ÿ 싱가포르는 직장, 학교 및 대중 교통 시설에서 사람들의 온도를 측정하고 온도계의 데이터를 

추적하여 테스트가 필요한 새로운 위험지역과 감염 지역군을 식별하였으며, 아이슬란드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와 달리 무증상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테스트를 시작

[3] 접촉 추적과 격리·자가격리에 사용된 디지털기술 

 영국 옥스포드대학교(Oxford University)의 연구원들은 효과적인 완화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인구의 60%가 접촉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

Ÿ 싱가포르는 개인이 서로 가까이 있을 때 블루투스 신호를 교환하고 해당기록을 21일 동안 

개인 휴대폰에 저장하여 보건부가 확진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폰 앱을 출시

Ÿ 독일은 맥박, 온도 및 수면 패턴 데이터를 수집하여 바이러스성 질병의 징후를 선별하는 

스마트워치 애플리케이션을 출시

Ÿ 중국은 QR 코드 시스템을 통해 개인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동경로를 통제하였으며, 

AI 기반 감시카메라, 드론카메라, 휴대용 디지털 레코더를 사용하여 모임을 모니터링하고 제한  

Ÿ 호주에서는 해외 여행객이 도착하자마자 호텔에 격리시켰으며, 격리 위반 시 추적 장치 착용해야 

하고 벌금을 부과했으며, 아이슬란드는 COVID-19 확진자를 모니터링하고 자가 격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모바일폰 솔루션을 출시

Ÿ 대만에서는 가정에 격리된 개인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GPS 방식으로 개인을 전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홍콩에서는 자가 격리 중인 사람들이 규정 위반 시 당국에게 통보할 수 있게 

하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는 손목밴드 착용을 의무화

[4] 임상관리와 디지털 기술의 위험요소

 AI는 COVID-19의 신속한 진단 및 위험 예측을 용이하게 하며 클라우드 기반 AI 지원 CT 

서비스는 중국에서 COVID-19 폐렴 사례를 탐지하는 데 사용

Ÿ 캐나다에서는 임상의와 환자사이의 원격 방문이 ’20년 2월의 하루 평균 약 1,000회의 방문에서 

5월 중순까지 하루에 14,000회로 증가

Ÿ 미국 및 호주와 같은 국가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만성 질환이 있거나 가정에서 경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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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확진자에게 원격 치료를 제공

Ÿ 적절하게 구현하고 제공할 경우 가상치료는 COVID-19 이후에도 의료 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오진, 장비 오작동, 개인정보침해, 의료시스템 비용 발생 등의 위험 요소도 상존

Ÿ 각국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을 추적하고 격리조치 등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헬스 

개입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정신질환자에게 위험한 조치 △식료품과 물에 대한 접근 

제한 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음 

[ The Lancet, Applicat ions of digital technology in COVID- 19 pandemic planning and response, 
2020.06.29.]  

�COVID-19 준비·대응에 사용된 디지털 기술 적용사례�

구분 기능 디지털 기술 국가 장점 단점

추적

(Tracking)
질병 활동을 
실시간 추적

데이터 
대시보드,  

이동경로지도, 
머신러닝, 

스마트폰·웨어
러블을 통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

중국 
싱가포르  
스웨덴 
대만   
미국

Ÿ 확산의 시각적 
표현 제공

Ÿ 국경 제한과 
자원배분에 대한 
지침 제공

Ÿ 예측 정보 제공

Ÿ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Ÿ 높은 비용 수반

Ÿ 관리와 규제 필요

감염선별

(Screening 
for infection)

질병에 대한 
개인 및 

인구집단 선별

AI, 디지털 
온도계, 

모바일폰 앱, 
열 화상 

카메라, 웹 
기반 툴킷

중국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대만

Ÿ 질병 유병률 및 
병리에 대한 정보 
제공

Ÿ 테스트, 접촉추적 
및 격리가 필요한 
개인 식별

Ÿ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Ÿ 자가보고 모니터링에 
근거한 경우 무증상 
개인 감지 실패 

Ÿ 높은 비용 수반

Ÿ 관리와 규제 필요

Ÿ 선별 도구의 검증 
필요 

접촉 추적

(Contact 
tracing)

감염된 사람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

GPS, 
모바일폰 앱, 

모바일 
기기의 
실시간 

모니터링, 
웨어러블 

기술

독일 
싱가포르 

한국

Ÿ 테스트 및 격리가 
필요한 질병에 
노출된 개인을 
식별

Ÿ 바이러스 확산 
추적

Ÿ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Ÿ 노출되지 않은 
접촉대상자를 감지

Ÿ 응용프로그램의 
비활성화, 
모바일기기가 없거나 
Wi-Fi 또는 전화 
연결이 부적절한 경우 
노출된 개인 감지 
실패

격리 및 자가 
격리

(Quarantine 
and 

self-isolation)

감염된 개인을 
식별·추적하고 

격리 실시

AI, 카메라 
및 디지털 

레코더, GPS, 
모바일폰 앱, 

QR 코드

호주  
중국 

아이슬란드
한국  
대만

Ÿ 감염 대상자 격리

Ÿ 여행 제한

Ÿ 개인의 자유 침해

Ÿ 식료품과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 가능성 

Ÿ 기기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개인 탐지 
실패

임상 관리

(Clinical 
management)

감염된 개인의 
진단,  

임상상태 
모니터링,  

임상결과 예측, 
원격의료 
서비스 및 

가상치료 지원

진단용 인공 
지능, 

머신러닝, 
가상치료 

또는 
원격의료 
플랫폼

호주 
캐나다 
중국 

아일랜드 
미국

Ÿ 임상의사결정과 
진단·위험 예측 
지원

Ÿ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Ÿ 환자중심치료, 
원격의료, 
감염통제 용이성 
제공

Ÿ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Ÿ 환자에 대해 정확한 
진단 실패

Ÿ 높은 비용 수반

Ÿ 장비의 오작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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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WBA, 마이크로소프트 및 어도비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미국 월그린부츠얼라이언스(Walgreen Boots Alliance, WBA)社는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社 

및 어도비(Adobe)社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개인 맞춤형 △옴니채널 헬스케어 

△쇼핑경험 부문을 강화

      * WBA는 CVS와 함께 소매 및 도매 약국의 글로벌 리더로 25개 이상의 국가에서 44만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18,75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약국체인

Ÿ 새로운 개인화 플랫폼을 통해 WBA는 환자에게 맞춤형 처방이 가능해졌으며, 미용 컨설턴트는 

소비자에게 맞춤형 미용 경험을 제시하는 등 적절한 상황·시간·채널을 통해 소비자 개개인에 

알맞은 제안이 가능

Ÿ 마이크로소프트사의 Dynamics 365 Customer Insights는 WBA의 고객데이터플랫폼(CDP) 

역할을 담당하여 고객에 대한 360도의 통일된 관점을 제공하고 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강화

Ÿ Adobe의 고객경험관리(CXM) 솔루션을 통해 회사는 분석, 콘텐츠 관리, 개인화, 캠페인 

오케스트레이션 등을 포함한 ‘엔드투엔드(E2E)’로 고객 경험을 제공 가능

[ Microsof t , 2020.06.30.; Fierce Healthcare, 2020.06.30.]

미국 AAFP, AI 디지털어시스턴트를 활용하여 가정의 부담 완화

 미국가정의학회(AAFP)의 혁신연구소(Innovation Lab) 파일럿 프로그램은 AI기반 음성지원 

디지털어시스턴트인 수키(Suki)를 활용하여 전자건강기록(EHR)을 문서화하는 작업시간에 대한 

가정의의 부담을 크게 개선

Ÿ AAFP 혁신연구소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10명의 가정의가 아테나헬스(athenahealth)社의 

‘아테나온 전자정보기록(athenaOne EHR)’을 사용하여 방문 노트 작성에 지원된 디지털 

어시스턴트의 영향을 15~30일 동안 조사

Ÿ 조사 결과는 환자당 문서화 시간이 62% 감소하였고, 진료 중 문서화 시간이 51% 감소했으며, 

근무시간외 차트 작성이 70% 감소

Ÿ 디지털어시스턴트인 Suki는 AI, 머신러닝 및 자연어 처리를 사용하여 임상적으로 정확한 노트 

작성 및 EHR에서 환자정보 검색과 같은 행정업무 프로세스를 처리

[ HIT  Consultant, 2020.07.03.; AAFP,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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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규제당국, 구글의 웨어러블업체 핏빗 인수에 공정성 조사

 ’19년 11월 구글(Google)은 웨어러블업체인 핏빗(Fitbit)을 21억 달러에 인수하고 ’20년에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유럽 규제당국은 핏빗 인수에 대한 공정성 조사에 

착수하였고 특히 데이터 관련 공정성 여부에 대해 심도깊은 조사의 확대를 고려

Ÿ 유럽의 규제당국은 구글이 핏빗 인수를 통해 Fitbit의 광범위한 보유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글의 

검색과 광고분야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 

Ÿ 이러한 공정성 우려에 대해 ’19년 구글은 핏빗의 건강·웰니스 데이터 정보는 구글 광고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핏빗은 구글의 팝업스토어인 메이드바이구글(Made by Google) 

하드웨어 팀에 편제되고, 기존 핏빗 사용자에게 리뷰·이동·삭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

Ÿ 유럽연합(EU)은 두 회사의 경쟁사들에게 60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해 이번 거래가 경쟁을 

훼손시키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Play Store)의 다른 피트니스 추적 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에 대한 조사 실시에 이어 심도깊은 조사의 확대를 고려

 [ 9to5Google, 2020.07.02.; The Verge, 2020.07.03.]

말레이시아, 디지털헬스 환경과 COVID-19 관련 개발 동향

 말레이시아는 정부 주도의 공공의료체계와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이원제 보건 

의료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17년에 출범한 말레이시아보건데이터저장소(MyHDW)는 모든 

정부와 민간의 의료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전국 의료 정보 수집 및 보고 시스템을 통합관리

     * MyHDW에는 환자치료정보시스템(SMRP) 및 환자등록정보시스템(PRIS)이 구축

Ÿ 헬스디지털테크놀로지(Health Digital Technologies)社의 닥터온콜(DoctorOnCall)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으로서 말레이시아의 개인병원의 1,500명 

이상의 전문가와 100명 이상의 개인전문의(GP)를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

Ÿ ’20년 2월 DoctorOnCall은 대표적인 이동통신업체중의 하나인 셀콤(Celcom)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Celcom의 디지털 제품에 포함시키는 등 디지털헬스 분야의 혁신을 모색

Ÿ 또한 COVID-19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COVID-19의 모니터링을 지원하기 위한 

다기관 간 공동 노력으로 말레이시아 정부에 의해 개발된 자가격리(MySejahtera) 앱을 도입

Ÿ 앱의 일부 기능에는 COVID-19에 대한 건강 지침, 인접 보건시설에 대한 정보 및 COVID-19 

위험지역(hot spot) 추적기가 포함

[ HealthcareIT News, 2020.07.01.; Malay Mail,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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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COVID-19로 주목받은 온라인 진료의 보급 확대 기대

 일본이 COVID-19 확대 방지책의 하나로, 대면이 원칙이던 초진에 한시적 온라인 진료를 

허용하면서 이번 사태가 진정 후에도 온라인 진료가 확대될 전망

Ÿ COVID-19로 인한 특례조치가 시행된 후, 온라인 진료 신규참여 사업자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일부 의료기기 회사는 환자가 집에서 측정한 바이털 데이터를 의료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진료시스템의 제공을 시작 

     * 의료기관의 온라인 진료 전용 시스템 도입은 필수사항은 아니며 Skype, Zoom 등 일반 영상통화 시스템 이용도 

가능하며, 대부분 보안대책, 예약관리, 온라인 회계 등 의료현장에 최적화된 전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

Ÿ COVID-19로 온라인 진료나 온라인 복약지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가운데 아베 총리는 

사태가 진정된 후에도 온라인 진료를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

Ÿ 5G를 활용해 환자의 표정, 움직임, 피부 질감을 재현한 고화질 영상진료가 가능해지고 있으며 

온라인 진료의 단점도 개선되고 있어 향후 대면에 가까운 진료가 가능할 전망

[ NT T  Data, 2020.07.04.]

원격진료, COVID-19로 인해 환자케어 방식의 변화를 주도

 COVID-19가 확대됨에 따라 원격진료에 대한 법적규제가 완화되고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원격진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4가지 이슈를 해결할 필요성 부각

Ÿ (민감하고 정서적인 측면 고려) 기존 임상치료의 일부를 원격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용이할 

수 있지만 새로운 관계 형성이 필요한 치료, 개인이력 수집, 약물 검토, 어렵고 난처한 질문을 

하고 심각한 소식을 전달하는 등 민감하고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 

Ÿ (EHR 통합에 필요한 보안) 일반적인 용도로 설계된 동영상 또는 화상 회의 서비스에는 

전자의료기록(EHR) 관련 보안체계가 부족

      * Zoom, Microsoft Teams, BlueJeans, GoTo, FaceTime은 의약용으로 설계되지 않은 까닭에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설계된 원격상담용(예: 영국의 온라인 GP 서비스 등)이 필요 

Ÿ (품질 우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구축이 어려우며 원격진료 사용자에게 차선책 치료가 

제공되고 있다는 품질 우려감을 증폭

Ÿ (비용처리에 대한 복잡성) 헬스케어 기획자는 원격진료의 행위(episodes)에 대한 비용청구의 

모니터링, 관리, 회계 등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

[ T he Conversat ion, 2020.06.12.; JCO Oncology Pract ice,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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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머카터스센터, COVID-19로 인해 새로운 규정 정비 필요성 제기 

 미국 조지메이슨대학 부설 연구기관인 머카터스센터(Mercatus Center)는 미국 

연방정책입안자들이 COVID-19 위기 대응으로서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수정된 연방 규정을 

검토하는 '새출발이니셔티브(Fresh Start Initiative)' 실시가 필요하다고 제안

Ÿ COVID-19 기간 동안 이루어진 조치들은 △식품의약국(FDA)의 규제완화로 치료제와 의료용품 

부족 대응 △교통안전국(TSA)의 비행기 내의 손소독제 사용 용량규제 완화 △미국무역대표부  

(USTR)의 의료용품에 대한 관세 면제 

Ÿ 또한 많은 주정부들은 △국립의약연구원(National Academy of Medicine)의 지침에 따라 

개업간호사(nurse practitioners)에게 의사의 승인없이 환자평가와 치료 권한 제공 △병원시설 

신설 및 확장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 CON법률 적용 중지 또는 수정

     * 인증서 획득(Certificate of Need, CON)법률은 병원 신(증)축 추진 또는 신규 장비 도입�확장시 주 정부의 인증 

획득 필요를 규정 

[ Mercatus Center, 2020.06.15.]  

미국 로체스터 대학,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관심과 투자 제안

 미국 로체스터(University of Rochester)의 연구진은 수 조 달러를 투자하는 COVID-19처럼, 

정책입안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38억 5천만 달러의 규모로 독감 예방 접종 수준을 높일 것을 제안

Ÿ COVID-19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지불된 수 조 달러에 비해 미국에서 독감으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독감 예방 접종 비용은 38억 5천만 달러에 불과

Ÿ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따르면, 6월 14일 현재 미국은 COVID-19로 인해 210만명의 

확진자 중 115,000명이 사망한 반면, ’19~’20년(4월 종료)기간 중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27,000~62,000명으로 추정

Ÿ 로체스터대학 연구진들은 올해 9월로 예상되는 COVID-19의 두 번째 확산에 대비하여 

독감예방접종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을 COVID-19와 독감의 상호작용을 피하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

[ World Economic Forum,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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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독일 큐어백 등과 협력하여 RNA 마이크로공장 구축

 전기자동차업체인 테슬라(Tesla)는 독일 메신저리보헥산(mRNA)업체 큐어백과 기타 백신업체 

등과 협력하여 COVID-19를 극복하기 위한 RNA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마이크로공장을 

독일 그로만(Tesla Grohmann) 자회사를 통해 구축 

Ÿ ’19년 6월 테슬라는 큐어백과 RNA 제조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인 ‘RNA 

바이오리액터(bioreactor)의 특허를 공동 출원했으며 1년 이상 양사는 협력관계를 유지

     * 바이오리액터(bioreactor)는 산소나 미생물을 이용하여 물질의 분해·합성·화학 변환 등을 수행하는 기기

Ÿ 출원에 기재된 사항에 따르면, 기존 제조기기와 공정은 상당한 정도의 수동조작과 잘 훈련된 

기술자들이 필요한 반면, 마이크로공장의 바이오리액터를 통해 제조할 경우 

시간·공간·장비·인력의 절감이 가능

Ÿ 큐어백은 현재 COVID-19용 백신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mRNA 백신 개발에 대한 임상 

1상 승인을 획득한 상태이며, 모더나(Moderna)는 임상 3상에 들어갔고, 임상1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개발 중

[ Biophama- Reporter, 2020.07.03.; Electrek, 2020.07.03.]  

프랑스 로레알, 디지털 라벨링 시스템 개발

 프랑스 화장품업체인 로레알(L’Oreal)은 A에서 E까지 제품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디지털 라벨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프랑스 미용브랜드인 가르니에(Garnier)에 적용 개시

Ÿ 온라인 라벨링 시스템은 로레알의 장기 10년 지속가능경영 계획의 일환으로 5년에 걸쳐 개발 

Ÿ 로레알의 지속가능한 전략의 세 가지 중심요소로 △’25년까지 제로 신규 플라스틱 달성 △디지털 

라벨링 시스템을 통한 소비자에게 투명성 제고 △지속가능한 혁신 추진 등을 설정

Ÿ 라벨링 시스템은 온라인상에서 제품별 지속가능성 점수를 A에서 E까지 제시하고 A 등급을 

최상등급으로 설정하고 고객들에게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 

Ÿ 온실가스 배출, 물 희소성, 해양 산성화,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 등 14가지의 지구 영향 

요소들을 제품의 수명주기(PLC) 단계별로 측정하여 점수화 

Ÿ 제품의 전반적인 탄소발자국과 물발자국은 최종 점수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

      * 탄소발자국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만들어내는지를 양으로 표시한 것이며, 물발자국은 ‘원료 

취득－제조－유통－사용－폐기’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총량과 물과 관련된 잠재적 환경영향을 정량화

[ Cosmet ics Design- Europe, 2020.06.30.; Glossy,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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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고슬리, 바이오제품 관련 3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

 바이오제약에 관련된 회사들은 ’20년 벨기에 샤를루아(Charleroi)에 있는 고슬리(Gosselies) 

바이오파크(BioPark) 단지에서 3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Ÿ 일자리는 주로 신체의 면역시스템을 통해 감염이외의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도록 하는 

면역요법을 포함한 새로운 치료요법에 중요한 생물학적 물질인 바이오제품 생산과 관련

Ÿ 바이오파크에 기반을 둔 80개 회사 중 하나이며 생산 시설이 벨기에 스네프(Seneffe)에 있는 

노바셉(Novasep)은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럽에서 생산되는 

백신의 활성성분(active components) 중 하나를 생산할 예정

     * 영국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는 옥스포드대학교(Oxford University) 및 미국의 이머전트바이오솔루션 

(Emergent BioSolutions)과 협력하여 백신을 개발

Ÿ 현재 미국 캐털런트(Catalent)에 3억 1,500만 달러에 인수된 마스터셀(Mashercell)은 올해 

30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 

[ Brussels T imes, 2020.07.03.; World Today News, 2020.07.02.]  

일본 후지필름, 덴마크 생물제제 공장에 약 10억 달러 투자

 일본의 후지필름(Fujifilm)社는 ’19년 덴마크 바이오젠(Biogen)社에서 인수한 힐레뢰드 

(Hillerød)에 있는 생산시설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할 전망

Ÿ 바이오의약품의 개발·제조업체인 후지필름은 ’23년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힐레뢰드에 9억 2,800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프로젝트를 완공할 예정

Ÿ 후지필름의 투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활성 제약 성분 생산 시설에서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社가 지출한 20억 달러에 버금가는 투자

Ÿ 후지필름은 ’23년 가을까지 덴마크 생산공장에서 6개의 세포 바이오리엑터를 추가할 계획이며, 

’23년 여름까지 연간 약 3,50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충전/완제(fill/finish)라인과 ’22년 

봄까지 여러 형태의 오토인젝터와 자동라벨링용 신규 패키징 라인을 추가할 계획 

Ÿ 후지필름은 생물제제 CDMO 사업으로부터 ’22년 3월까지 1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고, 

’26년 3월에는 20억 달러의 매출을 목표로 설정 

     * 의약품위탁·개발·생산(CDMO)란 항체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CMO)과 위탁개발(CDO)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세포주를 받아서 생산하면 CMO, DNA로 받아서 세포주를 만든 후 생산까지 하면 CDO를 의미

[ Biopharma Dive, 2020.06.10.; EMERGO,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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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Ibex, 영국 NHS 환자를 위한 암 판독기기 출시

 이스라엘 AI 기반 암 진단 회사인 아이벡스(Ibex Medical Analytics)社는 영국 병리학 서비스 

제공업체 LDPath社와 파트너십을 맺고 국립보건서비스(NHS) 환자를 위한 암 판독관련 최초의 

임상 등급(clinical-grade) AI 애플리케이션을 출시

Ÿ 2014년에 설립된 Ibex는 병리학자가 생체조직의 현미경 검사를 통해 암을 감지하고 등급을 

매기는 데 지원하는 임상 등급의 AI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였으며 병리학자, 데이터 과학자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팀이 공동 개발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구축 

Ÿ Ibex의 Galen Prostate와 Galen Breast 솔루션은 병리학 분야에서 일상적인 임상 용도로 

사용되는 AI 기반 암 진단 솔루션

Ÿ Galen 플랫폼은 우선 순위를 정하고, 병리학자 검토와 병행하여 각각 불일치를 식별하도록 

하는 1차판독, 2차판독, 병리학자 검토 이전에 사례를 분석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

Ÿ 대규모 대학 병원 및 지역 종합 병원을 포함하여 영국 전역의 24개 NHS 트러스트에 최첨단 

조직 병리학적 영상 및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LDPath는 Ibex의 전립선 솔루션을 디지털 

병리학 워크플로에 통합

[ Nocamels, 2020.06.30.; T imes of Israel, 2020.07.01.]

WHO, 히드록시클로로퀸과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의 임상시험 중단 결정

 세계보건기구(WHO)는 연대시험(Solidarity Trial)국제운영위원회(ISC)의 권고를 받아들여 

말라리아 치료제 히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과 AIDS 치료제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lopinavir/ritonavir)의 임상시험을 중단하기로 결정

     * 연대시험(Solidarity Trial)은 입원환자의 효과적인 COVID-19 치료를 위해 WHO에 의해 설립된 기관

Ÿ 치료표준과 비교할 때,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가 COVID-19 입원환자의 

사망률을 거의 또는 전혀 감소시키지 않음을 중간시험 결과를 통해 확인

Ÿ WHO는 이번 결정이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대시험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며,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이나 노출 전·후 COVID-19 예방 목적으로 진행 중인 다른 

히드록시클로로퀸 또는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시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Ÿ 연대시험에서 도출된 중간시험결과를 동료 검토를 받는 의학 학술지를 통해 공개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 중

[ World Health Organizat ion,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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