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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요인 및 신산업 전망
의료비 증가와 패러다임의 전환

인구 고령화와 생활습관, 기후환경 변화로 만성 노인성질환 및 생활습관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짐
*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8.2%(‘15) → 17.6%(’60)
* 전 세계 당뇨병 환자는 4.25억명(‘17)에서 6.29억명(’45)으로 모든 대륙에서 증가 추세(IDF, 2017)

보건의료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치료에서 예방으로, 평균적 치료에서 개인 맞춤형 치료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 세계 정밀의료 시장은 연평균 12.6% 성장하여 ’22년 약 105조원 예상
* 세계 재생의료 시장은 ’16년 170억 달러 규모로 향후 9년 간 연평균 12.9%로 성장 전망
*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18)1,420억 → (’20)2,060억 달러로 성장 예상 (Statista,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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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의 필요성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0(E)

2021(E)

2022(E)

1,227,713

1,283,983

1,343,252

1,405,802

1,472,053

6.3

4.6

363,825

382,106

406,722

430,280

453,168

477,954

2.2

5.6

385,894

408,792

433,425

459,743

487,094

517,880

4.7

6.1

의료서비스(B)

7,187,638 7,378,082 7,613,237 7,341,821 7,597,459 7,960,409

8,430,004

8,849,566

9,293,289

9,762,841 10,258,438

1.4

5.2

보건제조산업(A)

1,484,391 1,552,682 1,653,261 1,730,111 1,812,915 1,924,750

2,018,611

2,124,130

2,233,276

2,346,064

2,467,888

5.1

5.1

8,672,030 8,930,765 9,266,497 9,071,932 9,410,374 9,885,158 10,448,615 10,973,696 11,526,565 12,108,905 12,726,326

2.1

5.2

(A)

2014

제약

866,251

909,876

982,957 1,052,853 1,104,233 1,175,031

의료기기

314,587

324,961

337,396

328,888

343,754

화장품

303,353

317,846

332,908

348,370

364,928

보건의료산업
합계(A+B)

2015

2016

2017(E)

CAGR

2019(E)

산업

2013

CAGR

2018(E)

보건

2012

(’12~ ’16) (’17~ ’22)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 글로벌 보건산업 시장규모(20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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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의 필요성
바이오헬스 산업의 신성장동력 가능성

산업별 글로벌 예상 성장률 비교
6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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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바이오헬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주 1) 자동차, 조선은 생산량 기준
주 2) 추정기간: 반도체 17-30, 디스플레이 18-25, 자동차 17-30, 조선 18-30, 철강 15-30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WSTS, Gartner, HIS,OECD Steel Committe 자료 재가공

조선

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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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산업의 가능성
수출 성장세와 기술이전 성과

보건산업 수출 성장세
- 바이오헬스는 5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로,
2018년 최초 50억불 수출 달성
* (’14)14.4% → (’15)17.9% → (’16)13.1% →

(’17)13.6% → (’18.)14.1% (산업통상자원부)

신약 기술이전
- 2018년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 기술수출 실적은
약 5조2,642억 원에 달함
- 이는 2017년 1조3955억 원(추정치) 대비 3배

이상 성장한 실적(보건복지부)

업소명

계약일

제품명

계약업체명

금액

동아에스티

1.19

DA-9801(당뇨병성신경병증)

뉴로브파마슈티컬스(미국)

2,031억원

SK케미탈

2.13

인플루엔자백신 생산기술

사노피파스퇴르(프랑스)

1,700억원

크리스탈지노믹스

6.14

CG026806(급성골수성백혈병)

앱토지바이오사이언스(미국)

1,340억원

ABL바이오

7.3

항암항체신약물질 5종

TRIGR테라퓨틱스(미국)

6,600억원

유한양행

7.26

YH4618(디스크치료제)

스파인바이오파마(미국)

2,461억원

JW중외제약

8.26

JW1601(아토피치료제)

레오파마(덴마크)

4,500억원

앱클론

11.10

AC101(위암 유방암)

상하이헬리우스바이오텍(중국)

유한양행

11.5

YH25448(폐암신약)

얀센바이오텍(미국)

코오롱생명과학

11.19

인보사(골관절염치료제)

먼디파마케이케이(일본)

6,677억원

인트론바이오

11.19

SAL200(슈퍼박테리아치료제)

로이반트사이언스(미국)

7526억원

크리스탈지노믹스

11.19

아셀렉스(비스테로이드진통제)

팜아티스인터내셔날(러시아)

1,410억원

에비엘바이오

11.30

NOV1501(이중항체)

TRIGR테라퓨틱스(미국)

6,400억원

451억원
1조 4,000억원

자료 : 팜스탁(2018.12.24, http://m.pharmstoc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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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규제와 국제경쟁력
기술 수준 격차와 중국의 추격
국가별 바이오 전체 분야 기술 수준 및 기술 격차 (2016.12월)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구분

국가별 순위

한국

미국

일본

EU

중국

한국

미국

일본

EU

중국

수준(%)

77.4

100

92.5

94.5

69.4

4

1

3

2

5

격차(년)

4.3

-

1.7

1.2

5.8

자료 : 2016 기술수준평가(KISTEP)

9개 신산업 한-미-중 기술수준 비교 (2019.4월)

자료: KIET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이슈 63호: 신융합시대 국내 신 산업의 혁신성장역량 평가와 과제 (2019)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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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규제와 국제경쟁력
최신 중국 사례: 5G와 바이오헬스의 결합

중국에서 5G 기술이용 3천km 밖 환자 뇌수술 성공(‘19.03)
- 지난 3월 16일 오전 남부 하이난성 싼야에 있던 의사가 3천km 떨어진
베이징의 파킨슨병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 이식수술을 진행
- 화면 지체나 지연현상없이 3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끝남

중국 병원, 5G·VR 기술로 원격 심장수술 성공(‘19.04)

5G 기술을 이용한 원격 뇌수술 설명 장면

- 지난 4월 3일 오전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41세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광둥성 인민병원의 전문가가 400km 떨어진 가오저우시 인민병원
의사에게 가이드 하는 방법으로 수술 진행
- 수술을 위해 심장 3D모형 및 VR심장을 이용하였고 3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완료함

수술 준비를 위해 만든 환자의 심장 3D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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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규제- 글로벌 대응
유전자가위 기술 발전의 발전과 국가별 규제 현황
생식세포 유전자 편집 규제 파편화

유전자 가위
세포나 유기체에 유전물질을 도입하거나 이를 변형시켜 질병을
예방·치료하거나 신체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

법으로 규제 : 25개국 (분홍색) / 가이드라인으로 규제 : 4개국 (연분홍) /

규제가 모호한 : 9개국 (회색) / 제한적 규제: 1개국 (옅은 회색)

유전자가위의 세대별 특징 비교
1세대(징크핑거)

2세대(탈렌)

3세대(크리스퍼)

유전자 인지
및 결합 도메인

징크핑거
단백질

탈렌 단백질

가이드 RNA

유전자
절단 도메인

FoK1

FoK1

Cas9

절단 성공률

낮음

높음

높음

난이도

어렵고 복잡함

어렵고 복잡함

매우 간단함

단백질 크기

작음(1kb)

제작 비용

고비용

크기(3kb) 커서
크기(3kb) 커서
세포 내 전달 어려움 세포 내 전달 어려움
고비용

출처 : 유전자 가위기술 연구개발 동향 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7) 재가공

저비용

출처 : International regulatory landscape and intergration of corrective
8
genome editing into in vitro fertilization, Araki & Ishii (2014

바이오헬스 규제- 글로벌 대응
유전자편집 아기와 글로벌 가이드라인 논의

중국의 유전자편집 아기 출산
- 중국 허젠쿠이 교수, 세계 최초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유전자를 교정한 아기 출산 발표(’18.11)
→ 불임 치료 중인 부부의 배아 유전자 교정, 에이즈바이러스(HIV)에 면역력을 가진 쌍둥이 출산
- 중국 교육부, 대학들의 유전자 편집과 관련된 연구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18.12)
- 중국 정부는 유전자 편집 기술과 관련된 생명공학 법안 초안 공개(‘19.2)
→ 유전자 편집 기술 등을 ‘고위험군＇으로 분류, 중국 내각 보건부의 관리를 받는다는 내용 포함

WHO 유전자편집 가이드라인
- 중국의 유전자 편집 아기 출산 발표 이후, 유전자 편집 영향을 연구하는 위원회 구성(‘18.12)
→ 유전자 편집 연구와 관련하여, 윤리적·사회적 안전 문제에 대한 규정과 가이드라인 논의
→ 투명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위해 필요한 중앙 등록체계 마련을 WHO에 요청
- 2년 이내 인간 유전자 편집과 연관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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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규제- 글로벌 대응
EU, 개인정보보호규정의 도입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도입 배경
- EU는 데이터의 수집/저장/가공/활용을 통해 데이터 기반 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목표

- 기존 Data Protection Directive(DPD) 하에서는 회원국간 분절화된 법제 운용으로 개인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 발생
-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GDPR 제정(’18.5월 시행)으로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EU 회원국간 개인정보 자유로운

이동과 활용을 보장하는 EU 차원의 통일된 규제 기준 제시

EU GDPR과 의료데이터 활용
- GDPR은 Generic, Biometric Data 등 의료데이터를 포함한 건강데이터도 규제
- 건강데이터 정보주체인 개인 권리를 강하게 인정 & 연구목적 건강데이터 활용 허용
(연구목적 활용시) 목적 제한, 보관기간 제한, 민감정보 처리 제한, 제3자 활용 고지, 삭제권, 거부권 등에 대해
정보주체 동의 예외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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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규제- 글로벌 대응
규제 조화 국제기구: 의약품

국제의약품 규제조화위원회 (ICH)
- ‘90년 설립된 의약품 규제조화를 위한 국제협의체 (미국, 일본, EU, 스위스, 중국, 한국 등 가입)
-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품질 관련 가이드라인 제개정 등 의약품 허가 심사 국제 기준 마련
* ICH 개발 가이드라인 : 품질 25개, 안전성 15개, 유효성 22개, 복합 8개 등 90여종

국제의약품규제자포럼 (IPRF,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s Forum)
- ICH 국제협력위원회 중 의약품 규제 관련 정보교환, 상호협력을 위한 규제 당국자간 회의체

- 미국, EU, 일본, 스위스,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 규제당국 대표(15개), APEC, ASEAN 등 지역단체 대표(6개) 및
WHO 참여
- 바이오시밀러, 세포치료제 등 4개 워킹그룹 운영 (해당 분야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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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규제- 글로벌 대응
규제 조화 국제기구: 의료기기

국제 의료기기 규제당국자포럼 (IMDRF, 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 Forum)
- ’11년 설립된 의료기기 분야 규제 조화를 위한 규제당국자 간 협의체
- 미국, EU, 일본, 중국, 한국, 싱가포르, 캐나다, 브라질, 호주, 러시아 등 10개국 참여/ WHO 공식 옵저버
-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 개정 등 국제 의료기기 규제정책 수립 및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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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규제- 글로벌 대응
규제 조화 국제기구: 아시아 지역

아시아 의료기기 규제조화 회의 (AHWP, Asian Harmonization Working Party)
- ’96년 발족, 한국, 칠레, 대만, 홍콩, 인도 등 전세계 30개국 참여
- 아시아 지역 의료기기 규제조화를 위한 규제당국자 및 업계전문가 간 협력기구

APEC 규제조화센터 (AHC, APEC Harmonization Center)
- ’09년 설립, 아시아지역 의료제품 규제조화를 위한 APEC 공인 전문기관

< 바이오헬스 규제조화를 위한 국제기구 >
부문

의약품

국제

국제 의약품 규제조화위원회 (ICH)

지역

APEC 규제조화센터 (AHC)

국제 의약품 규제당국자포럼(IPRF)
의료기기

국제 의료기기 규제당국자포럼(IMDFR)

아시아 의료기기 규제조화회의 (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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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규제 현황
DTC 유전자 검사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
개인이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비의료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유전자를 검사하는 서비스

DTC 유전자검사 현황
국내에서는 질병예측 분야가 제외된 12개 분야, 46개 유전자로 한정,
산업부와 복지부는 DTC 유전자검사 규제개혁 추진 중

DTC 검사 관련 논의
찬성의견

반대의견

-

관련 산업 성장과 글로벌 주도권 선점 필요

-

개인 유전정보 유출 우려

-

유전체 분석을 통해 각 질병과 환자의 특성 파악, 이를 토

-

과학적 타당성 및 의학적 근거 부족

대로 치료 및 신약개발 가능

-

유전자 검사 확대는 영리화이자 사실상 의료 민영화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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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규제 현황
정밀의료

정밀의료
유전정보, 생활습관 등 개인 건강정보를 토대로 최적화된 진단 및 치료를 적용하는 헬스케어 패러다임,
대규모 유전체 정보 분석을 통해 보다 선제적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음

정밀의료 현황
-‘17 복지부, ‘정밀의료사업단‘ 설립하는 등 정밀의료 관련 정책 추진
-정밀의료 구현의 기반이 되는 의료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의 반발에 직면

정밀의료 및 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논의
찬성의견
-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정확한 진단 가능

-

질병의 예방 및 보다 효과적인 치료 가능

-

난치병 치료 가능성 증대

반대의견
-

의료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유전자 데이터 등 개인정
보 유출 우려

-

검사의 정확도에 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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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규제 현황
재생의료

재생의료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하기 위하여 인체세포 등을 이용한 세포
치료, 유전자치료 등

재생의료 현황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의 신속 심사, 패스트트랙(조건부 허가) 등을 골자로 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16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후 수차례 통과 무산

첨단바이오의약품법 관련 논의
찬성의견

반대의견

-

환자 치료기회 확대

-

치료제의 효과와 안전성 검증 미흡

-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통과되면 자본이 부족한

-

배아줄기세포 등을 활용한 연구 및 산업화와 관련하여 윤리

벤처회사가 시장진입에 용이
-

줄기세포 이용한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적 문제 제기
-

재생의료 관련 기증자의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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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규제 현황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결합하여 질병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현황
디지털헬스케어의 주요 서비스인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의견대립
(정부는 2000년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2010년 원격의료 확대 추진하였으나 반발로 무산)

원격의료 관련 논의
찬성의견
-

의료사각지대 해소 : 의료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의 의료 복
지를 위한 방안
진료 효율성이 높아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음
거동이 불편한 환자, 만성질환자의 편리성 및 접근성 향상

반대의견
-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료정보 입력·전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정보통신장치의 오류에 따른 오진 가능성과 분쟁 발생 증가
고령층의 단말기 등 장비 사용의 어려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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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규제 현황
건강관리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생활습관 개선 및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적극적·예방적 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현황
’18년 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및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추진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영역의 구분이 어려움에 따라 의료행위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의견대립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논의
찬성의견
- 개인별 맞춤형 건강상담이 가능해 건강 증진에 도움
- 혈압, 혈당 등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

반대의견
-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확대는 시민들의 불필요한 지출 증가
가능
- 개인 질병정보의 집적과 상업적 유출의 위험
18

규제 샌드박스 개요
배경과 법적 근거

(배경) 현행 규제체계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음
☞ 개별 법제 정비 지연에 따른 새로운 제품〮 서비스 출시가 어려워 세계시장 선점 실패

(도입) 신기술‧신산업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 가치의 균형적인 고려를 위해,
‘先 허용 後 규제‘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설(’18년)

(법령 근거) 2018년 규제혁신 5법 제〮 개정 (2019년 1월부터 시행)
국무조정실,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 중소기업부 소관
법률

소관부처

행정규제기본법

국무조정실

산업융합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융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혁신법(제정)
규제자유특구법

주요내용

시행일자

규제특례 원칙과 기본방향 정립
산업융합분야 규제특례

’19.01.17

ICT융합 규제특례

’19.01.17

금융위원회

핀테크 분야 규제특례

’19.04.01

중소기업부

지역혁신성장 특구 도입

’19.04.01

19

규제 샌드박스 개요
정의와 종류
(정의)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과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 허용해 주는 제도
(종류) ①신속확인 ②임시허가 ③실증특례 3가지 트랙 운용

(시행) 2월 산업부(산업융합 ), 과기정통부(ICT융합) 제도 시행 본격화

- 부처별 2회 특례심의회 개최, 총 17개 안건 심의〮의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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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부〮 과기부 심의 총 17개 건 中 6개 (복지부 2, 식약처 4)
- 해당 분야 융복합 친화성 반영, 새로운 융복합 제품〮 서비스 개발 활발
- 식약처 소관 사업은 제품 인허가 관련 대다수
☞ 유권해석 등으로 규제개선 완료(3건) 또는 허가트랙 신설을 위한 실증특례 기간 부여(전동휠체어)
- 복지부 소관 사업은 질병 관련 DTC 유전체분석서비스, 웨어러블 기기 활용 건강관리서비스 허용(원격의료) 등
가치판단과 정책적 의사결정을 요함
선정부처
산업부

선정업체

사업명

소관 부처

결과

㈜마크로젠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복지부

실증특례

휴이노· 고려대 안암병원

손목시계형심전도장치를활용한심장관리서비스

복지부

실증특례

㈜알에스케어서비스

수동휠체어전동보조키트실증특례

식약처

실증특례

올리브헬스케어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식약처

규제개선

산업부

㈜엔에프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

식약처

규제개선

산업부

(주)정랩코스메틱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

식약처

규제개선

과기정통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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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사업
질병관련 DTC 유전체분석 서비스
구분

주요내용

신청업체

㈜마크로젠

사업분야

DTC(Direct-To-Consumer) 유전체 분석 서비스
- 非의료기관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 만성질환, 호발암, 노인성질환 등 질병 관련 13개 항목에 대한 연구목적 검사 허용
* 현행 검사항목(12개/ 웰니스 위주): 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 굵기, 노화, 피부탄력, 비
내용

타민C농도, 카페인대사
* 실증특례 허용 검사항목: (만성질환)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 (호발암)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
암, 간암, (노인성질환) 황반변성, 파킨슨병
- (특례범위) 인천경제자유구역 거주 성인 2,000명 대상/ 2년간/ 연구 목적

기대효과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질병 관련 DTC 유전체 분석서비스 허용하여 신시장 창출 및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
- 복지부 시범사업과 비교 : ’19년부터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비고

〮 질병 관련 검사항목을 제외한 웰니스 위주 57개 검사항목 확대 적절성 및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도입 검토
- 건강관리 서비스의 상업화 개시, 개인건강데이터 상업적 활용 논란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 반대입장 표명

〮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는 규제샌드박스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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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사업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 활용 심장관리
구분

주요내용

신청업체

휴이노, 고려대 안암병원

사업분야

웨어러블 활용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업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이 심장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 실시 허용
다만 국민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여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 획득(’19.3월) 이후 사업 개시 등 조건부 허가

내용

- (특례범위)

·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내원 안내 또는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 안내까지 허용
· 약 2천명 환자 대상/ 2년간

기대효과

지속적으로 측정된 심정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면진료 및 원격 모니터링에 활용 등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활성화
특례범위에 의사 진단·처방을 포함하지 않아 원격진료 개시 논란을 경계

비고

원격의료 개시, 개인건강데이터 상업적 활용 등의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 반대입장 표명

- 의사협회 “국민건강 도외시 ‘ICT 규제샌드박스’ 철회해야” 성명서(2019.2.18)
- 무상의료운동본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는 규제샌드박스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2019.02.20.)
23

Opportunity is nowhere!
Opportunity Is No Where.
Opportunity Is Now Here.

Yesterday is a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gift, that’s why we call it present.

현병환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컨설팅학과 기술경영전공 교수
hyunvv@gmail.com
010-3464-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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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헬스케어 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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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의 필요성

바이오헬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4
자료: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HA

바이오헬스 산업의 급속한 성장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바이오장기

백신
항체의약품

합성의약품

 재생의학

의료로봇

치과용 임플란트
영상진단기기

웨어러블디바이스
+

체외진단기기

유전체 분석
의료-IT,
의료빅데이터
 개인별 최적치료
예방적 건강관리

태동기

시간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2018)

5

AI 기반 헬스케어 제품들의 시장 전망

6

바이오헬스 분야 국가별 정책 동향
 2016년 21세기 치료법 통과, 암정복 이니셔티브 추진
 2015년 정밀의료 이니셔티브 추진(FY2016, $2억 1천만 투자)
 2013년 브레인 이니셔티브 추진
 2015년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 설립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2013년 재생의료진흥법, 재생의료등안전성확보법 제정, 약사법 개정

 Horizon2020(’14~’20)의 사회적 도전과제 중 건강 분야에 투자 최대
(77.7억 유로)
 2008년부터 Innovative Medicine Initiative 시행, 총 53억 유로 투자
 2018년 1월 the 100K Genome Project의 100만명 확대 및 5년 내
500만명 유전체 확보계획 발표
2017년까지 원격의료시스템 이용자 300만명 달성 목표

 13차 5개년 규획(’16~20), 중국제조 2025에서 바이오헬스 육성 강조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첨단 의료기술분야 투자 확대

7

기존 규제가 직면한 Challenges

Technological Challenges
Data, Digital Privacy, Security
Al, Machine Learning
Business Challenges
The Pacing Problem
Disruptive Business Models

8

데이터 기반의 헬스케어 제품 증가

* 자료: 최윤희(2017)

10

바이오헬스 미래? 제품들
Abilify Mycite – 디지털 칩이 내장된 알약

캡슐형 소화가능 진단기기

reSET 중독 증상 치료 모바일 앱

맞춤형 암 백신

비닐백 인공자궁

10

세계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최신 동향

최근 글로벌 규제혁신의 특성
사전규제 사후규제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대신 시판 후 관리 강화

규제 샌드박스 등 정책실험 강화
규제 샌드박스처럼 테스트를 통해
규제효과를 미리 검증하는 방식의 시도들 증가

위험도에 따른 맞춤형 규제설계
저위험 제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규제 설계

개방형 규제혁신 강화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의 주체들과 규제당국의 협력,
글로벌 규제당국들과의 협력 증가

12

I.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제도명
신속심사
(Fast Track)

혁신치료제
(Breakthrough
Therapy)

신속허가
(Accelerated
Approval)

우선심사
(Priority
Review)

주요내용
unmet medical need를 충족하는 중증 질환을 위한 의약품이 대상이며,
통상적으로 모든 서류들이 충족되어서야 시작하는 NDA 심사를 서류가
불충분 상태에서 실시 (신속심사 이후 Accelerated Approval와 Priority
Review 대상으로 연계)
중증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제품보다 상당한 치료효과가 예상되는
초기 임상자료가 존재할 경우, 1상 단계에서부터 집중 가이드 및 조직적
지원**을 제공받으며, Fast Track으로 연결
unmet medical need를 충족하는 중증 질환을 위한 의약품이 대상이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실제적인 효능 자료(예, 암환자 완치률) 대신
surrogate endpoints(예, 암조직의 감소율)를 바탕으로 허가

건수
24건
(41%)
14건

(24%)
4건
(7%)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 진단, 예방 차원에서 획기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43건

의약품에 대해 우선 심사(심사기간 단축: 10개월 → 6개월)

(73%)
13

미국의 재생의료 분야 신속허가 (21세기 치료법)

* 자료: 조미영(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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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15

II. 규제 샌드박스 등 정책실험 증가
 규제 샌드박스는 2014년 영국에서 핀테크(Fin Tech)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기구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서 처음 실시

자료: FCA(2015), Regulatory Sandbox

16

II. 규제 샌드박스 등 정책실험 증가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다수 국가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자료: Deloitte(2018), Future of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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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규제 샌드박스 등 정책실험 증가
 최근에는 헬스케어 분야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는 추세
 스코틀랜드 보건복지기구인 the Care Inspectorate는 규제샌드박스를

헬스케어 영역에 도입
 요양원 내 간호사 배치 의무규정을 완화하여 대체 전문인력 투입을 시범적용

 싱가포르는 2020년 발효되는 의료서비스법(Healthcare Services Act)
이전에 임시로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첫 규제샌드박스 분야로 선정
 현재5개 업체가 참여중이며 2019년 말까지 5개 업체가 추가될 예정

 미국 FDA는 규제 샌드박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상으로 Pre-Certification (선인증)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중(2017년 9월)
 현재 애플, 구글, 삼성 등 9개 기업이 시범사업에 참여

 일본은 2013년에 제정된 국가전략특구법을 기반으로 지역특구형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지역특구형 이외에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도 운영중)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 가속화를 위해 도쿄권, 간사이권, 후쿠오카시/기타
규슈시, 센다이시가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되어 있음

 말레이시아(Ministry of Finance)는 국가규제샌드박스 이니셔티브를
수립(2018년 2월)
 적용분야는 헬스케어, 바이오기술, 스마트시티를 포함하여 다수

18

III. 위험도에 따른 맞춤형 규제 설계
 모든 제품에 동일한 규제를 하는 방식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유형별
규제 설계(From one-size-fits-all to a data-driven,
segmented approach)로 변화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위험도에 맞춰 규제를
설계하는 risk-based approach은 오래전부터 규제설계 원칙임

19

III. 위험도에 따른 맞춤형 규제 설계
 위험도 기반의 규제 관련 중요한 변화는 다양한 데이터들의 활용이
가능해졌다는 점
 미국 21세기 치료법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Real World Data는 규제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자료: 조미영(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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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개방형 규제혁신

21

IV. 개방형 규제혁신

22

사례) 핀테크 분야에서의 규제협력 지도

* 위 그림의 숫자는 핀테크 관련 각국이 타국가들과 체결한 협약의 개수
* 자료: Deloitte(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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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성과와 한계

바이오헬스 분야 국내 규제혁신 성과(1)

구분

과제명

목표시한

1

회수대상 의약품 등의 유통정보를 회수의무자에게 제공

18.7. (완료)

2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신고 등 사전검토 회의록 제공

18.6. (완료)

3

주요 선진국에서 시판중인 일반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 면제대상 확대

4

원료의약품 등록 의무 대상에서 주사제 의약품 원료 제외

18.8. (완료)

5

유일한 대체 약제의 품절수급 불안정으로 사용량이 증가한 약제는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서 제외

18.9.(완료)

6

품목 허가받은 유전자치료제의 치료기관 신고와 환자서면 동의 면제

7

최초 제네렉 의약품이 시판 후 조사 수행시 업체 공동실시 허용

8

의료기기 첨부문서 인터넷 제공 대상품목 최대화 및 일괄 시행

9

인허가를 득한 원천기술 의료기기 임시급여제 도입

10

백내장과 녹내장 동시 수술시 녹내장 수술 치료재료 별도산정 인정

11

이동형 CT의 사용장소 확대

19.2.

19.3.
12.7.(완료)
19.7.
18.12
18.8.(완료)

19.4.
25

바이오헬스 분야 국내 규제혁신 성과(2)
구분

과제명

목표시한
19.6

12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 신고, 안전교육 등 중복 규제 개선

13

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준 마련

18.12.

14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의료기기 제외

18.6 (완료)

15

기 허가받은 2등급 의료기기의 허가사항 변경시 전기안전 고시 적용 완화

18.8(완료)

16

의료기기외부에 진료정보 보관시 사용되는 CC인증 외 다양한 인증수단 허용

17

바이오제약 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합리적 개선

18

경구투여용 유전자치료제 기준 및 시험방법 완화

19

스마트의료기기의 중복 시험인증 제도 개선

20

유통판매 후에도 화장품 원료 목록보고 허용

19.9

21

기능성 화장품 심사기간 단축 및 주성분 신속심사제 도입

19.9

22

단일 이중 기능성 화장품의 주성분 시험법 통합

18.12

2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물질 개발시 인체 적용시험 대상자 확대

19.6.

19.6.
18.7(완료)
18.12
15.2.(완료)

26

관계부처 합동,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18.7)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방안>

27

규제 샌드박스의 추진

* 자료: 규제정보포털 www. Bet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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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시행 경과
 2019.2.11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회에서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마크로젠) 승인
- 질환 관련 신규 유전자검사 13개에 대한 실증 허가, 송도 거주 2천명
대상으로 2년간 시행
 2019.2.14 과기정통부는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손목시계형
29
심전도 측정기(휴이노+고려대 안암병원),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를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
 2019.2.14 보건복지부는 DTC 검사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7개로 늘리는
시범사업 추진 발표

 2019.2.21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기업협의회(유기협)은 보건복지부 DTC
인증제 시범사업에 불참 결정
 2019.4.9. DTC 인증제 시범사업’ 관련 복지부, 산업부, 유기협 삼자 회의 개최
 2019.4.12. 유기협은 DTC 시범사업 보이콧 철회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의 성과

자료: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 4. 25.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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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규제혁신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평가

中 규제개혁 가속페달. 한국은 임상경쟁력 저하(한국경제, 2019.4.15)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한걸음도 못 나갔다
(서울경제, 2019.1.22)
한국 바이오기업들, 규제 탓에 중국으로
탈출한다(중앙일보, 2019.3.5)

치료받을 권리와 신산업 싹 꺾는
바이오규제 안 된다‘(한국경제, 201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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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진단결과

자료: 이명화 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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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1. 사전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의 책임 강화
 신속 심사, 점진적 허가 등을 통해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기업 자율규제를 유도
혁신적 제품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되, 시판 이후 문제발생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기업 스스로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

AS IS
•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제품들이 심사 지연으로 인해
적시에 시장 진입이 어려움
• 기업이 스스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동인 부족

TO BE
• 선도적인 제품들을 중심으로
신속심사, 조건부 허가 확대
• 문제발생 시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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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합의 기반의 규제 방향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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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기반으로 규제과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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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규제조화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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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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