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57
CLINICAL GUIDELINE REVIEW : 혈소판 감소증의 진단과 위험평가

1

MEDICAL JOURNAL : 표적항암제와 새로운 항암 치료제들

4

SPECIAL REPORT : 코로나19, A to Z

8
24

INSIDE NEWS
국 내

포스트 코로나 보험시장, '회복상승세', 전망 그리 어둡지 않다

국 내

생보사 GA실적, 올해 마지막 승자는?

국 내

서울대학교병원, 암 수술환자의 생존율 발표

국 내

'고지의무 수동화' 도입 본격화, "보험사 재량권 보장되어야"

국 내

만성 B 형간염 완치법 개발

KOREAN RE NEWS
팬데믹 상황 중에도 다양한 비대면 Webinar 선보여
종로구 이화동에 이웃돕기 성품 전달

32

혈소판 감소증의 진단과 위험평가
들어가며
혈소판은 지혈에 관여하는 혈액 세포 중 하나로, 혈액검사상 참고치보다 낮아지는 경
우 혈소판 감소증으로 진단한다. 혈소판 감소증은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혈액학적 소견으로, 혈소판 자체의 이상으로 인한 면역성 혈소판 감소자반증 외
에도 HIV나 C형간염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전신성 감염질환의 첫 증상으로서, 또는 혈
액 종양, 파종성혈관내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DIC)나 약물
사용의 결과로도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혈소판 감소증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는 것
은 질환의 진단과 이후 치료 방침을 정하는데 중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혈소판 감소
증의 원인과 위험도 평가, 언더라이팅 시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혈소판
혈소판은 골수에 있는 거대 핵세포의 세포질이 떨어져 나오면서 생성된다. 말초혈액으

로 나온 혈소판은 비장에 약 24~36시간 정도 있다가 순환 혈액으로 나오게 되며, 수명
은 7~10일 정도이다. 수명이 끝난 혈소판은 비장에서 파괴된다. 혈소판은 혈관 손상시
지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소판 감소나 기능 이상시 출혈 경향을 보일
수 있으며, 점상 출혈, 지혈 이상, 드물게는 자연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그림1)

[그림1] 말초혈액내에서의 혈소판 : 정상 (왼쪽) Vs. 혈소판 감소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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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판 감소증의 진단과 위험도 평가
혈소판 감소증은 정상 혈소판 수 분포 상 하위 2.5 퍼센타일보다 낮은 혈소판 수치를
나타날 때로 정의된다. 제3차 미국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9

vey (NHANES III)에서는 전통적으로 150 x 10 /L이 정상 하한치로 적합하다고 발표
9

해왔다. 하지만 100~150 x 10 /L 일때도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반드시
9

질병 상태를 의미하진 않으며, 병적 상태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100 x 10 /L 을 정상 하
한치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현재 많은 비서양 국가에서는
9

150 x 10 /L 보다 낮은 값을 정상 하한치로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기능 이상이 없는데
9

혈소판 수치가 40 x 10 /L 이상으로 나타날 땐, 자연적 출혈인 경우는 흔하지 않고 국
9

소적 병소 또는 외상으로 인한 출혈의 경향을 보인다. 40 x 10 /L 이하인 경우 출혈 경
9

향이 현저히 증가하고 20 x 10 /L 이하이면 자연 출혈의 위험성이 있다.

혈소판 감소증의 분류 및 원인
혈소판 감소증은 혈소판의 생산 감소나 파괴 증가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생산 감소
의 예로 재생불량성빈혈, 골수형성이상증후군, 항암제에 의한 혈소판 감소증 등이 있
으며, 파괴 증가의 예로 파종성혈관내응고와 혈전성미세혈관병증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외 일차면역 혈소판 감소증 (Primary Immune Thrombocytopenia, ITP)과 C형간
염바이러스 감염 등의 경우는 면역 기전과 함께 다양한 기전이 작용하는 것을 알려져
있다. 표 1에서는 혈소판 감소증의 원인에 따른 관련 질환을 확인할 수 있다. 일단 진
단이 되면 혈소판 감소의 원인과 관련 질환을 먼저 확인 후 그에 맞춰 치료 계획을 결
정해야 한다.
혈소판 감소 원인

혈소판

관련 질환
재생불량성빈혈, 백혈병, 악성종양의 골수침범, 선천성무거대
핵세포성저혈소판증, 요골무형성저혈소판증, Wiskott Aldrich

생산저하
혈소판

증후군, 약물, 방사선, 감염 등
면역특발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 혈전혈소판감소성자반증, 약
물유발면역저혈소판증, 수혈후 자반증, 신생아동종면역저혈소

파괴/소모 증가

판증, 파종성혈관내응고, 비장비대증
[표1] 혈소판 감소증의 원인과 관련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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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혈소판 감소증의 일차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
단독 혈소판 감소증은 적혈구와 백혈구 계열 세포엔 이상이 없고 전신 질환 증상이나
징후가 없는 경우에 관찰되며, 가장 흔한 원인은 일차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와 약물
유발 혈소판 감소증이 있다.
일차 면역 혈소판 감소증의 경우 말초혈액 내 혈소판 수가 감소되어 자반증과 함께 점
막, 피부 또는 조직 내 비정상적 출혈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소아와 젊은 여성에서 호발
한다. 면역체계에서 만들어진 항혈소판 자가항체가 혈소판에 부착되고 이를 비장에서

비정상적인 혈소판으로 인식하여 파괴함으로써 혈소판 감소의 원인이 된다. 소아는 주
로 바이러스 감염 후에 나타나며, 성인 여성은 자가항체의 형성으로 인한 만성 감소증
형태를 보인다.
혈소판의 수치가 심하게 낮아지기 전까지는 무증상이며, 피부가 매우 쉽게 멍이 들거
나 점상 출혈, 잇몸 출혈, 잦은 코피, 생리 과다, 그리고 이로 인한 빈혈 동반으로 나타
나는 피로감, 비장비대, 발열 등이 관찰된다. 드물게 뇌출혈과 같은 심각한 출혈을 동
반할 수 있다. 급성은 저절로 좋아지므로 특별한 치료 없이 관찰하며, 만성은 스테로이
드제, 면역 글로불린 치료를 시행한다. 효과가 없는 경우 비장절제술을 고려한다.

언더라이팅 시 주의점
혈소판 감소증은 다양한 질환과 관련되어 나타나므로, 일단 혈소판 감소증이 확인되면
원인 질환을 먼저 확인하여 그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원인 질환이 확인되지 않거나 일
차 면역 혈소판 감소증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급성과 만성 여부를 확인하고, 현재 혈소
판 수를 확인하여 위험도를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1. 대한혈액학회편. 혈액학. 제 1판. 2006: 484-550
2. 진단검사의학회편. 진단검사의학. 제 5판. 2014: 277-302
3. 혈소판 감소증(Thrombocytopenia)의 진단적 접근. 진단혈액학회 뉴스레터 vol.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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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항암제와 새로운 항암 치료제들
표적항암제의 이해
항암제는 일반적으로 1, 2, 3세대 항암제로 구분한다. 표적항암제는 2세대 항암제로 분
류된다. 1세대는 세포독성항암제, 그리고 3세대는 면역항암제로 불린다.
1세대 항암제는 암의 세포분열을 억제하여 증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제이다. 그 유래

는 1차 세계대전 때 독가스에서 비롯되었다. 독가스에 의해 사망한 병사들을 부검한 결
과 백혈구가 감소되었고 이로 인한 감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착안하여
백혈병 환자에게 독가스를 이용해서 비정상 백혈구를 사멸시키는 방법이 시도되었다.
그 후 여러가지 세포독성항암제가 개발되었고 암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이 부작용이 너무 강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항암제의 작용으로
암세포의 세포분열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의 분열도 억제되었고 이로 인해 소화기
관의 상피세포, 두피의 모근세포 분열을 억제하여 구토, 소화불량, 영양실조, 탈모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였고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

우가 비일비재했다. 또한 골수세포 증식을 억제해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폐렴 같은 감
염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고자 과학자들은 암세포에만 영향을 주는 약물을 개발하는데 주
®

력하였고 마침내 2001년 노바티스 社에서 세계최초의 표적항암제인 글리벡(Glivec ,
성분명 Imatinib)이 탄생하였다. 작용 원리는 암세포가 증식하는데 필요한 신호의 전
달을 차단하여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고 사멸하도록 하는 것이다.
글리벡과 같이 신경 전달 경로를 억제하는 다른 제품으로는 폐암 치료제인 이레사
®

®

(Iressa , 성 분 명 Gefitinib) 과 유 방 암 치 료 제 인 허 셉 틴 (Herceptin , 성 분 명
Trastuzumab)이 있다.
이 외에 암세포에서 혈관 생성을 막는 원리로 개발된 표적항암제도 있는데, 이런 약물
에는 아바스틴(Avastin, 성분명 Bevacizumab)이 있다.
표적항암제는 암세포의 특정 부분에만 작용하므로 정상세포에 대한 부작용을 줄인다
는 장점은 있는 반면, 특정 세포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 암에 두루 사용되기 어렵고
특정 암에만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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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의 차이
면역항암제는 암세포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면역세포인 T 세포에 작용한다. 크게는
두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가 암을 잘 인식하여 공격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리,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 T세포의 활동을 억제시키지 않도
록 작용하는 원리다. 신체에서는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작용할 경우 자가면역 질환과
같이 정상세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세포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면역항
암제는 암환자에게서 이런 억제 기능을 잠시 멈추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일부 항암제는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로 모두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100%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표적항암제의 분류
약물을 분류하는 코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국내의 경우, 예전엔 식약청에서 약효
별로 분류한 의약품 분류번호를 사용하였으나 최근 들어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만든 국제 분류법인 ATC 분류 코드(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System)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ATC 분류법에서 표적항암제에 대한 분류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각 작용 기전별로
®

분류가 존재한다. 최초의 표적항암제인 글리벡(Glivec , 성분명 Imatinib)의 ATC 분
류코드는 L01XE01로 단백질 활성 방해제(Protein Kinase Inhibitor)에 속하며, 소세
®

포폐암 치료제로 유명한 이레사(Iressa , 성분명 Gefitinib) 또한 여기에 속한다. 그 밖
에도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닐로티닙(Nilotinib)과 라도티닙(Radotinib),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제로 허가받은 토파시티닙(Tofacitinib)은 또
한 여기에 속한다.
®

두번째로 유방암 표적치료제인 허셉틴(Herceptin , 성분명 Trastuzumab)이 속하는
L01XC 코드는 단일클론성 항체(Monoclonal antibody) 치료제를 의미하며, 면역항암
제가 다수를 차지한다. 즉, 단일클론성 항체는 표적항암제도 있고 면역항암제도 존재
하는 것이다. 참고로 단일클론성 항체로 만든 항암제는 영문명의 앞글자를 따서 성분
명 이 "-mab" 으로 끝 난다. 이 분류 에 속 하는 표적 항암제 로 는 이브리 투모맙
(Ibritumomab)과 리툭시맙(Rituximab)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표적치료제가 있는데 에베로리무스(Everolimus)라는 표적치료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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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01XE10(알킬화제)과 L04AA18(면역억제제)의 두 개의 코드를 가지고 있다. 템시롤
리무스(Temsirolimus)는 세포독성 항암제에 해당되는 분류코드 L01XE09(알킬화제)
를 가지고 있다.
ATC 분류는 해부학적 작용 부위, 치료 기전, 화학적 성분에 따라 구성되어 있어, 기존
의 1~3세대 항암제 분류 방식에 대입하여 명확히 구분하긴 어렵다. 기 언급한 바와 같
이 비슷한 치료 기전을 가지는 단일클론성 항체가 때로는 표적치료제로, 때로는 면역
항암제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류마티스병으로 대표되는 자가면역 질

환의 치료처럼 암 이외의 질병을 치료할 때도 사용되기 때문에 '항암제'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
즉, 우리가 세대별로 항암제를 구분하는 것은 편의상의 분류일 뿐이므로, ATC 분류를
반영한 세대별 항암제 구분을 위해선 용도에 맞게 별도의 분류표를 만들어야 한다.

항암제의 미래
앞서 언급했듯이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는 단점이 있으므로, 면역항암제와 표적항
암제를 결합한 ADC(Antibody-Drug Conjugate, 항체 약물 중합체) 항암제가 개발 중
에 있다. ADC 항암제는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유방암
®

치료제 케싸일라(Kadcyla , 성분명 Trastuzumab), 호지킨 림프종 치료제 애드세트리
®

스(Adcetris , 성분명 Brentuximab),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마일로타그(Mylot
®

arg , 성분명 Gemtuzumab)가 이미 ADC항암제로서 개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 면역치료제 등에 비해 치료 효과가 좋지 않아 약물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바
가 있다. 반면에 최근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효과가 좋은 ADC 약물의 개발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면역항암제에 이은 4세대 항암제를 대사항암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물질이다. 암세포는 일반 세포에 비해 대사 활동이 활발하여 일반 세포의 100
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한다. 이에 착안해 개발된 대사항암제는 일반 세
포와는 다른 암세포의 특정 대사과정을 방해하여 암세포만 사멸시키는 약제이다.
현재 출시되어 있는 대사항암제로는 미국 아지오스 社가 2017년 출시한 아이드하이파
®

(IDHIFA , 성분명 Enasidenib)가 있다. 국내에서도 하임바이오 社가 개발한 대사항
암제가 임상 1상 시험을 앞두고 있다. 또한 가천대 약학대에서 개발한 대사항암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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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1상 시험을 마치고 2상 시험을 앞두고 있다.
대사항암제의 단점은 암세포 대사작용을 억제하면 암세포가 다른 방법으로 대사작용
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유전자분석기법을 도입한
5세대 항암제가 개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림1] 세대별 항암제 작동 원리와 특징
<출처 : 매일경제. 김병호 기자. 2019.7.26 영양공급 차단해 암세포 굶겨 죽이는 '대사항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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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A to Z
들어가며
2020년 올 한해의 시작과 끝은 코로나1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내외 할 것
없이 뉴스의 대부분을 이 감염병이 독식했던 것 같다. 최근 들어 영국, 미국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치료제 개발에 대한 희망적인 뉴스가 전해지면서 차차 일상으로
회복하는 듯 하였지만 겨울에 접어들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확진자 통계는 다시 우리
를 움츠러들게 한다.
2020년 1월 10일 전세계 첫 확진자 발생 보고 이후 300일 이상의 장기간 유행이 지속
되면서 각 분야에서 조사 연구를 통해 발표된 바이러스의 특성 및 감염경로,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다양한 결과물이 쏟아지고 있으나 어떤 내용이 사실이고 어떤 내용을 신
뢰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한해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까지 확인
된 사항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궁금증을 이슈 별로 정리하였다.

2020 국내 코로나 19 유행 관련 주요 사건
1월 20일 국내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최근까지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한 주요 사건
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안타까운 사실은 끝이 보일 것만 같았던 감염병 유행이 최근
일일 확진자 수 최다를 경신하며 2021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일자
1월 20일
1월 31일
2월 18일
2월 20일
2월 29일
3월 11일
3월 22일
4월 1일
4월 3일
4월 6일

주요 사건
국내 첫 확진자 발생
WHO,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체류중이었던 한국인 367명 전세기편 귀국
대구광역시에서 31번째 확진자 발생 (집단감염의 시작)
국내 첫 사망자 발생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최다 기록 (909명)
WHO, 팬데믹 선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의무제 시행
국내 누적 확진자 1만명 돌파 (확진 1만62명, 사망 174명)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 감소
(대구 집단감염 이후 최초, 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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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5월 7일
7월 25일
7월 28일
8월 15일
8월 30일
9월 1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 발생
신규 확진자 113명 발생 (3월 31일이후 최대규모)
국내 누적 사망자 300명 돌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국내 누적 확진자 2만명 돌파 (확진 2만82명, 사망 324명)

11월 20일
12월 20일

국내 누적 확진자 3만명 돌파 (확진 3만17명, 사망 501명)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최다기록 경신 (1,072명)
[표1] 국내 코로나19 유행 관련 주요 사건

바이러스 유형에 따라 전파속도가 다르다? - 유전자 변이에 따른 세부 유형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Global Initiative for Sharing
All Influenza Data, GISAID)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형을 유전자 특성 및 변이와 지
역에 따라 최초 S, V, G, 기타 그룹(Clade)으로 분류했었다.
S그룹은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에 서식하는 박쥐 등에서 나온 바이러스와
같은 계통이고, 중국 및 우리나라, 일본, 태국 등 동아시아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V
그룹, G그룹은 중국을 거쳐 유럽, 미국에서 유행을 확산시킨 바이러스 유형이다.

[그림1] 코로나19 바이러스의 3가지 계통학적 유형

-9-

이후 각 국의 연구팀에 의해 추가적인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면서 현재는 기존 3개 분
류에서 S, V, G, GH, GR그룹(clade) 등 7가지로 세분화되었다.

[표2]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류체계

대륙별 상황을 보면 아프리카인도러시아는 GR, 북미유럽중동에서는 GH그룹이 우
세한 상황으로, 지난 8월 국제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가 전세계 8만3천여명의 코로나
19 확진자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역시 5명 중 4명은 GH그룹에 해당하는 D614G 변이
유전자형을 갖고 있을 정도로 현재까지는 GH그룹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 유행(팬데
믹)을 이끈 바이러스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2월 최초 중국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첫 확진자가 나
온 이후 환자 대부분에서 S, V그룹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우한 교민 : S그룹, 신천지
대구교회발(發) 확진자 : V그룹). 이후 5월 이태원 클럽을 시작으로 수도권, 대전, 광주
등에 확산된 코로나 유행에서는 GH그룹 바이러스가 많이 발견되었고 5월 이후에는 S
와 V그룹은 더 이상 검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2분기 이후부터는 유럽 및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에서도 모두 GH그룹으로 확인되는 등 국내의 경우 현
재까지 GH그룹이 우세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내 확진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526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3.3%인 333건이 GH그룹으로 가장 많
았고 특히 5월1일 이후 수집한 시료 313건 중 98.4%인 308건이 모두 GH그룹으로 확
인되었다. 이어 V그룹이 127건(24.1%), S그룹 33건(6.3%), GR그룹 19건(3.6%), G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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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10건(1.9%), 기타 4건(0.8%) 순으로 나타날 만큼, 국내는 북미, 유럽, 중동의 영향
이 가장 큰 상황이다.

[그림2]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형 월별 추이

이렇듯 우리가 바이러스의 유형이나 변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
변이를 일으킬 경우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지게 되며 새롭게 생긴
변종 바이러스를 시드 바이러스(Seed Virus)로 해서 다시 백신을 개발해야 하는 등 백
신의 유효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래 바이러스 변이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바이러스는 같은 종이라도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가 1% 이상 나는 것이 흔하고, 30~50% 이상 나는 경우도 많다.
동남아시아와 한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각각 1%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바이러스는 가장 원시적인 존재이고 게놈 유전자 덩치가 워낙 작아 핵산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2015년 국내에서 186명 감염자와 38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중
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의 유전체 염기는 약 3만
개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큰 바이러스로 아메바에 서식하는 '판도라 바이러스
(Pandora Virus)'도 DNA 핵산 수가 250만개를 넘지 못한다. 그래서 바이러스 유전자
에서 돌연변이나 유전적 변화가 생기면 그 차이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유전자 복
제기술이 고등동물만큼 정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23쌍의 염색체 속에 30억개
유전자 DNA 염기쌍을 가지고 있으며, 개체 간 차이는 최대 0.1%, 즉 유전자 염기서열

- 11 -

상 300만개에 의해 제각각 달라진다.
한편 코로나19 D614G 변이 바이러스(GH그룹)가 높은 전파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논
문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미국 스크립트 연구소는 D614G 돌연변이가 스파이크 단백
질 발현을 4∼5배 증가시키고, 변이되지 않은 바이러스에 비해 세포를 더 쉽게 감염시
켜 다른 바이러스보다 증식성이 10배 더 높다고 발표하였다. 베티 코버 미국 로스앨러
모스국립연구소 연구원 등 미국 영국 공동연구팀 역시 D614G 바이러스의 증식성이
여타 바이러스(D614 등)보다 2.6∼9.3배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중국의 충칭의대는 코

로나19 완치자 41명 중 3명의 항체가 D614G 바이러스와 결합하지 못함을 확인하고
D614G 돌연변이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
다. 다만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
국 예일대의 네이선 그러보 교수와 하버드대 윌리엄 해너지 교수, 콜롬비아보건대 앤
절러 래스머슨 교수 등은 D614G 변이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와 감염력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비록 전파력이 높을 수는 있더라도 중증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
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즉 바이러스 양이 많이 발견됐다는 것(증식성)
이 전파속도(전파력)로 연결될 수 없으며, 영국(999명) 및 미국(시애틀 환자 175명)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D614G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이 바이러스 RNA 양은 많았지
만 병세에는 차이가 없었었던 만큼 D614G 변이는 기저질환과 같은 위험요소보다 덜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기초감염재생산지수의 의미 – 감염력 vs 전파력?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우리 귀에 익숙해진 용어 중 하나로 기초 감염재생산 지수
(Basic Reproductive number, R naught, R0)가 있는데, 언론 및 방역당국은 감염재
생산지수를 통해 현 상황이 유행의 증가 및 감소 상황인지 판단하거나 언제까지 지속

될 것인지 예측하고 있다. 이 개념은 말라리아 발병 때 도입된 것으로 본래 인구학에서
유래하였고, 인구증가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자손의 숫자 표현에 사용되는 지표였으
나 감염병 역학을 분석할 때에는 역학적 자손(Epidemiological Offspring)인 감염된
숫자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R=1은 감염환자 1명이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기간(감염기) 동안 전염시키는 사람 수를 말하는 것으로 그 질환이 사라지지
않고 토착화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R0가 1보다 크면 환자수가 점점 증가하는 유행이
발생하게 되며, 1보다 작아지면 유행은 변곡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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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중국 우한에서는 확진자 1명이 4.27명을 감염시킬 수 있고, 우
리나라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확진자 1명이 3.54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추정되었다.
감염재생산지수(R0) = p x c x d
p : 감염자를 만났을 때 내가 감염될 확률 (Probability of infection)
c : 감염자와의 접속 수준 (Contacts)
d : 환자가 감염을 전파시키는 기간 (Duration, Infectious Period)

[그림3] R0=1 인 경우, 감염세대 별 유행 양상

[그림4] R0=2인 경우, 감염세대 별 유행양상

R0를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보통 위 공식에서 3가지 요인을 통제해야 하는
데, 치료제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해 바이러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감염 전파 확률(p)을
낮추거나 전파 기간(d)를 줄일 수 있다. 마스크를 통해 비말 배출(c)을 차단 감소시키
거나 환자를 만난 경우에도 감염될 확률(p)을 줄일 수 있다. 환자를 조기에 진단하여
격리시킬 경우 감염 전파 기간(d)을 줄일 수도 있다. 현재 방역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전파 통제 방법은 바로 위 3가지 요소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일부에서 R0가 감염병 별로 고유의 값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위에서 도식화한 공식을 보면 감염이 전파되는 과정에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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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관여된다. 먼저 감염된 환자는 감염기(d) 내에 있어야 하고 이 환자는 감수성
있는 다른 사람과 접촉이 있어야 한다. 이 때의 접촉은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모
든 접촉을 말하지만 접촉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감염되지는 않으므로 접촉했을 때 특정
한 확률로 감염된다고 가정한다. 통상적으로 같은 질병이라면 '접촉 당 감염 확률'과
'감염을 전파하는 기간'은 같다고 가정하지만 이 역시 변이가 빠른 병원체의 경우 달라
질 수도 있다.
게다가 '단위 시간당 접촉 수'는 감염병의 고유 특성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감염된

사람의 특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시대, 지역, 국가 간 차이가 있으며, 같은 국가라
하더라도 도시와 농촌 등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동일한 국가 내 동
일한 질병이더라도 R0의 숫자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R0은 병원체의 특성과 사
람의 행동으로 구성된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R0는 감염력을 의미하는 것인가 전파력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래 표의 예시와 같이 질병 A는 하루가 지나면 2명이 감염되지만(2명/day), 질병 B는
1년이 지나야 환자가 2명이 된다(2명/year). 즉, R0는 같지만 전파 속도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감염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분

질병 A

질병 B

R0

2

2

감염 전파 기간

1일

1년

질병의 전파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연속감염주기라고 부르는 Serial Interval을 많이 사용하는데, 감염자와 해당 감염자에게 감염된 피감염자의 임상
증상의 발현 시점 차이로 계산한다(그림5). 그 외 '세대기(Generation Time)'를 사용
하기도 하는데 Serial Interval과는 달리 임상 증상의 발현 시점이 아닌 감염 시점을 기
준으로 계산한다. 참고로 코로나19의 Serial interval은 7.7일로 신종플루의 2.7일보다

는 길고,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의 8.4
일과 유사하다.

무증상 감염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다? – 잠재기와 잠복기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하는 것은 무증상 환자의 증가이
다. 무증상 환자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용어가 있는데, 잠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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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기이다. 처음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가능할 때까지의 기
간을 잠재기(Latent Period),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를 잠복기(Incubation
Period)라고 하는데 두 용어는 잠복기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다 정확하게 구분하면, 잠재기는 감염원에 노출된 후 타인에게 전염이 가능(전염력)
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이 시기에는 병원체가 발견되지 않는다. 잠복기는 병원체에 노
출된 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잠복기와 잠재기가 같다면 전염력이
없지만 잠복기가 잠재기보다 길 경우 잠재기가 끝나고 증상이 발현되기 전까지(후기

잠복기) 타인을 전염시킬 수 있고, 이 시기를 바로 무증상 감염(불현성 감염, Inapparent Infection)이라고 한다. 증상은 없지만 혈청학적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감
염 여부가 확인된다.
잠복기 2~7일의 SARS, 5일의 MERS와 달리, 코로나19는 14일 이상의 잠복기를 가진
사례가 나오다 보니 무증상 감염자가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
노출되며(일명 깜깜이 환자) 심각한 역학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림5] 세대별 감염의 단계

코로나19 및 주요 감염병의 주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주요 역학용어 및 의미
는 아래 표와 같다.
일자
잠재기
(Latent Period)

주요 사건
감염된 후 타인에게 전염이 가능(전염력)할 때까지의 기간
이 시기에는 병원체가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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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기
병원체에 노출된 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기간
(Incubation Period)
감염기
(Infectious Period)
세대기
(Generation Time)
연속감염주기
(Serial Interval)

무증상 감염

잠재감염
(Latent Infection)
집단면역
(Herd Immunity)

잠재기 이후 조직, 혈액, 분비물 등에서 균이 발견됨
(Patent Period)
감염 시작 시점부터 균 배출이 가장 많아 전파력이 가장
높은 시기
감염원이 타인을 감염시키는데 걸리는 시간
(증상 발현 시기를 기준으로 측정)
증상 없지만 혈청학적 검사에서 감염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불현성 감염(Inapparent Infection)이라고도 함
병원체가 숙주에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숙주 내에 지속
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병원체가 검사 상 발견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단순포진, B형간염)
지역사회 내 면역력이 있는 인구비율
한계비율보다 클 경우 유행을 차단할 수 있음
[표3] 감염병 유행과 관련된 주요 역학용어

그것이 알고 싶다, 노숙인은 코로나19에 취약한가, 그렇지 않은가?
서울시는 관내 소규모 집단감염 및 무증상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
난 6월 15일 ~ 8월 4일까지 1개월 반 동안 결핵과 코로나바이러스에 취약한 시설거리
노숙인 및 쪽방촌 거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검사(4,599명), 결핵검사(3,993명)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검사를 받은 대상자 전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고, 결핵
검진의 경우 6명이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강원도 원주시도 11월 3,417명을 대상으
로 코로나19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역시 전원 음성 판정으로 나오는 등 현재까지 국내
에서는 노숙인이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우려와 진단검사 결과의 괴리를 '접촉성'에서 찾았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 감염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밀접 접촉
했느냐가 중요한데 신종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방역이 강조되면서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식사제공 봉사 활동 등이 거의 모두 중단 됐다"면서 노숙인들이 일반 사회와 동떨어
져 있는데다 쉼터 등에서 머무는 비율이 낮아져 감염 위험성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숙인의 사회적 고립이 더욱 심화하면서 역설적으로 감염병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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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안전해졌다는 이야기다. 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노숙인 쉼터의 경우 감염병 전파가
쉬운 '3밀(밀폐밀집밀접) 조건'의 환경에 놓여 있고, 결핵이나 당뇨병 등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에 한번 감염되면 일반인보다 상태가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면서 겨울철에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떠할까? 미국의 질병통제센터 CDC Report에 의하면, 3월 27일부터
4월 15일 사이 보스턴,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아틀란타의 노숙인 쉼터 19곳을 전수 조
사한 결과 전체의 25%에서 감염자가 확인되었으며, 워싱턴 주의 3개 노숙인 쉼터에서

는 검사자 195명 중 35명의 노숙인과 38명의 직원이 양성으로 판정되는 증 노숙인 쉼
터 관리의 중요성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 국내에서 노숙인을 통한 감
염이 이슈화 되지는 않았으나 독감이 유행하는 겨울철로 접어드는 만큼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있어야겠다.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Up-To-Date
(1) 치료제 개발 분야
일반적으로 백신이나 신약 개발은 후보물질 개발에서 상업화까지 보통은 10년 이상,
임상시험만 최소 4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 소요된다. 하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팬
데믹을 겪는 지금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각 국가의 예외적인 긴급 허가를
받고 항바이러스제, 항체치료제, 면역 조절제 등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치료제는 대체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코로나19 회복기 환자의 혈액을 이용한 혈장치료제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치료제의
코로나19 치료제로의 약물 재창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신약 및 개량 신약이다. 효능
을 중심으로 보면,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항바이러스제, 중증 환자에게 발생하는 '사이
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과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를 개선하는 약제로 나눌 수 있다.
세계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후보군에는 미국 길리어드 社의 렘
데시비르(Remdesivir), 일본 니치이코 社의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후지필름
社의 파비피라비어(Favipiravir, Avigan), 테진파머 社의 시클레소니드(Ciclesonide,
Alvesco), 니치이코 社의 나파모스타트(Nafamostat, Hutan) 등이 있다. 이 중 렘데시
비르는 5월 1일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US FDA)에서 코로나19의 긴급 치료제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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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후 10월부터 12세 이상 아동 및 성인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최종 승인되면
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치료제가 되었다. 일본에서도 5월 7일 '베클루리'라는 제품명
으로 코로나19 치료약으로 승인되었고, 국내에서도 7월 24일 식약처 허가로 사용 가능
하지만 중증환자의 생존율이나 치료효과를 효과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천식, 관절염, 일부 피부질환 등 염증 치료에 주로 사용되던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
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중증 환자의 사망률 개선과 사이토카인 폭풍 예방효과가 있

다는 이유로 영국과 일본에서는 공식 치료제로 지정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보조치
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1930년대 개발된 클로로퀸(Chloroquine)은 유사체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
chloroquine)과 더불어 오랫동안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약물이다. 이 약물
은 국제보건기구가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효과를 판단할만한 임상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에 일부 효능을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코로나19 치료 용도로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가 표준
요법제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들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적거

나 없는 것으로 입증되면서 긴급 사용 승인이 취소된 바 있다.
현재 코로나 19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대표 약제별 특징은 아래 표와 같다.
약제명
●

주요 효능
본래 C형간염, RSV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되었다 실패

항바이러스제

●

이후 에볼라 치료제로도 개발되었다가 역시 실패

(렘데시비르)

●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이 확인되면서 긴급

●

승인 획득
혈장 : 혈액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제외하고 남은 액체

●

질병에서 완치된 사람의 혈장에는 다량의 항체가 들어 있으므

로 완치자의 혈장을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해 바이러스에 대
혈장치료제

한 저항력을 갖게 하는 치료
●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을 때 대안으로 MERS때도 사용
- 장점 : 부작용 거의 없음

항체치료제

●

- 단점 : 치료 효과 낼 수 있는 중화항체의 여부/함량이 제각각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하는
중화항체를 이용

(Bamlanivimab)
●

검증이 더 필요하여 12세 이상 경증중등증 환자에 선별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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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조절제

●

조혈 및 면역세포 기능에 영향을 주는 효소(자누스키이나제)
을 억제하는 기능

(Baricitinib)
●

렘데시비르와 병행하여 사용
[표4] 코로나19 대표 약제의 특징 비교

국내의 경우, 12월 15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은 18건이다. 이미 환자들에게 투여되고 있는 '렘
데시비르'를 제외하면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한국엠에스디의 독감치료제, 한국릴리
의 관절염치료제의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다. 셀트리온은 '내년 초 상용화'까지 언급하
고 있다.

[그림6]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및 개발 현황

그러나 신약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신중하다. 서울아산병원 김성
한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식약처 승인에 대해 "본격 치료보다는 학술적인 의미가 더 강
하다. 항체치료제가 효과를 발휘한다 해도 이 환자 이외 다른 환자들에게도 같은 효과
가 있을지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게다가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을 종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치료제 '타미플루(Tamiflu)'의 경우, 신종플루 유행 이전에 이미 개
발됐던 약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타미플루 수준으로 강력한 코로나
19 치료제가 나오기엔 아직 실험 결과나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미국 등 해외에서 거론
되는 치료제 역시 효과가 너무 과대 포장된 면이 있어 치료제의 범용화에는 신중한 접
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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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신 개발 분야
최근 미국 화이자 및 모더나,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하여 임상연구에서 우수한 예방 효능을 보인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래 백신은 신체에 주입해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 의해 예방 항체를 생산하고 면역세
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정 항원을 이용해 만드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제조 방법에 따라 바이러스 자체의 독성을 약화시켜 만든 불활

화 백신(또는 약독화 백신), 중화항체를 유도하는 특정 단백질항원으로 만든 단백질
기반(합성항원, 재조합) 백신, 항원을 만드는 유전자를 직접 또는 바이러스 벡터 내에
삽입해 만든 유전자(핵산) 백신(DNA 백신, mRNA 백신)이나 바이러스 벡터(전달체)
백신 등으로 나뉜다.

[그림7] 작용기전 별 코로나19 백신의 종류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중 가장 빠른 개발 속도를 보이고 있는 유전자(핵산) 백신은 개발 난이도가 낮아 신
속 개발이 가능한데, 단기간 내 대량 생산 및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과 체액성 및 세포
매개성 면역을 모두 유도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지만, 유전자가 세포 내로 주입되
도록 하려면 별도의 제조 기술이나 접종 장치가 필요하다.
mRNA 백신은 온도에 취약하기 때문에 영하 20~-70도의 보관과 유통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B형 간염, 인유두종바이러스, 거대세포바이러스, MERS, 지카바
이러스 등 다수 바이러스에 시도되어 온 플랫폼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사람에서 상용화
된 적이 없는 신기술이라는 점에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임상연
구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중대한 이상반응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장기간 안전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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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추이를 더 지켜보아야 하지만 이 유형의 백신 선두주자인 화이자, 모더나 백
신은 임상연구에서 90% 이상의 예방효과를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바이러스 벡터(전달체) 백신은 바이러스 항원을 만드는 유전자를 인체 무해한 바이러
스(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인간 아데노바이러스 등)에 삽입해 제조하는 것으로, 강한
면역을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세포 기반 제조로 대량 공정 개발이 필요하다. 대표
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이 있으며, MERS, 결핵,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연
구되고 있다. 이중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에서 개발한 백신이 가장 앞서

있고 3상 임상 연구에서 70%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보도되었는데, 백신 접종량에 따라
서 효과에 차이가 있어 추가 연구가 계획되면서 실제 배포까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
상된다.
단백질 기반 재조합 백신은 항원 단백질 일부를 면역 증강제와 섞어 투여함으로써 바
이러스 중화 항체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 기존부터 사용
되던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다만 이 또한 면역 증강제와
복합 제형화 필요에 따라 비용 대비 효용성이 다소 낮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외에도 불활화 백신(또는 약독화 백신)은 바이러스 확보 시에 신속 개발은 물론 다

양한 면역 증강제와 제형화가 가능하고 중화 항체 유도 등 효능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으나 바이러스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염증 등의 부작용 빈도가 높을 수 있고, 고위
험 바이러스를 직접 가공해야 하므로 생물 안전 시설(Biosafety Level 3, BL3) 내 생산
이 필요하며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은 국내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4종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비교한 자료이다.

※ 내년 1분기 도입 계획에 있는 코백스 퍼실리티 물량 1천만명분은 제외
16

[그림8] 국내 도입 예정 코로나19 백신 비교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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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최근 영국 및 미국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영국과 중국에서
연이어 대량의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검출되면서 개발된 백신의 효용성에 대한 무
용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부작용도 속속 보고되면서 백신에 대한 두려움도 고조되었으
나, 주요국의 지도자 및 고위공직자들이 공개적으로 백신 접종 받는 뉴스를 전하면서
백신 접종은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호소하고 있다.
유래 없이 전세계가 힘든 상황으로 2009년 발생한 신종플루는 종식까지 1년 반이 걸렸

던 사례를 참고할 때 백신 또는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는 끝이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싸움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과 방역당국, 관련 연구진 등이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만큼 부화뇌동하기 보다는 신중하면서도 차분하게 정책 및 조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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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보험시장 '회복상승세', 전망 그리 어둡지 않다 (1)
지난 12월 21일, 보험신보가 30개 보험사의 ▲경영기획 ▲판매채널 ▲상품개발 ▲자
산운용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보험시장의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
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포스트 코로나 보험시장의 기회와 위협 요인, 이에 따른 투자 및 상품
채널 전략, 핀테크업체들의 시장진출에 대한 시각, 향후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보험시장의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90%(27개사)가 향후 회복 및 상
승세를 예상하였으며, 향후 기회 요인에 대해 60%(18개사)가 '신규시장 및 판매채널의
확대성장 가능성'으로 답하였다. 이를 위한 최우선 경영과제로는 60%(18개사)가 디지
털 금융 활용 및 판매채널 재편으로 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생명손해보험업권
별 성장에 기여할 주력 상품으로는 생손보 모두 건강증진형상품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40%(12개

사)가 투자수익 감소라고 응답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여파가 글로벌 경제요소 곳곳에
악재로 작용, 투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 측면에서 투
자를 늘릴 분야로 43.3%(13개사)가 대체투자를 들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
황에서 비교적 안정적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반대로 투자를 줄일 분야는
장기채권(30%, 9개사)과 주식(26.6%, 8개사), 해외투자(20%, 6개사)의 응답비율이 비
슷한 모습을 보였다. 각각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회사별 투자전략과 포트폴리오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이다.
판매채널 부문에서는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언택트 문화의 영향으로 비대면 채널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채널 전망은 93.3%(28개사)가 성
장을 예견했다. 업계가 주력해야 할 판매 채널에 대한 질문에도 76.6%(23개사)가 비대
면채널을 꼽았다. 대면 채널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76.6%(23개사)
가 위축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성장시켜야 할 채널에 대해 각각 1개사와 4개사만이 전
속 보험설계사, 법인보험 대리점 채널로 응답하였다.
한편 핀테크 업체들의 보험시장 진출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이들 업체의 보험시장 진출이 야기할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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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보험시장 '회복상승세', 전망 그리 어둡지 않다 (2)
다. 53.3%(16개사)가 판매채널 환경의 급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36.6%
(11개사)는 일부 판매채널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가 우려하는 대목은 급
격한 디지털화와 경쟁구도 형성이다. 43.3%(13개사)가 새로운 판매채널로서의 성장
촉진을 기대한다고 응답하면서 이와 함께 30%(9개사)는 이를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
으로 전망했다.
향후 보험시장 성장에 필요한 정책과제 부문에서는 대다수 회사가 규제 완화를 들었다.
9개사는 판매채널에 대한 규제 정비를, 6개사는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규제 정립을 꼽
았고 보험상품 가격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4개사에서 나왔다. 재무건전성 제
도 완화 및 연착륙, 자산운용 규제 완화,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의견
(이상 각 2개사)과 전반적인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1개사)도 있었다.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초점은 소비자에 맞추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43.3%(13개사)가 간편한 가입절차를 들었다. 또 상품개발에 우선 고
려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63.3%(19개사)가 소비자의 니즈라고 답했다. 손해율 관리
나 규제 변화, 경영전략 등 회사 관점에서의 사안을 꼽은 것은 20%(6개사)였다.
[보험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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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저널에서는 지난 12월 18일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에서 2020년 1~11월간 생보
사의 비전속 GA실적 순위를 집계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집계 결과에 따르면, 변동이 빈번했던 생보사 GA시장의 순위가 현재 5개사로 수렴 중
에 있다. 지난달부터 매출 선두에 오른 KB생명을 비롯, 삼성생명, DB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으로 축약되고 있다. KB, 삼성 등 신흥강자와 동양, DB, 메트 등 기
존 강자가 혼재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이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감소 또는 답보 추세다. 이는 대형사·중소형사
등 회사 크기를 가리지 않고 너도나도 GA를 통한 영업력 강화에 업계 전체가 사활을
거는 분위기라 시장점유율이 중소형사로 분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KB생명, 삼성생명 등 신흥강자 출현, 4분기부터 치고 올라
지난달 1위를 차지한 KB생명의 GA채널 실적은 21억 5,6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6개
월 동안 보지 못했던 2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올해 1월만 해도 고작해야 12억 1,300만
원으로 중위권 실적에 불과했다. 하지만 '무해지보험'의 불완전판매와 판매중단 이슈가
불거진 4분기부터 빠르게 실적이 상승했다. 10월 실적 17억 8,600만원, 11월에는 21억
5,600만원까지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에 대해 전체 보험기
간 환급률을 표준형 이내로 설정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쟁사들의
'무해지환급형'과 '30% 저해지환급형'은 판매가 중지됐다. 이에 대한 대체상품으로 '약
속종신보험'이 부각되면서 강자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또 다른 비전속 강자는 전통 FP채널에 전념하던 삼성생명이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GA 실적이 12억 9,800만원으로 중위권에 머물렀으나, 6월부터 19억 1,100만원으로
빠른 기간내 높은 성장을 보이며 상위권에 진입했다. 이는 판매채널 다변화를 꾀하는
차원에서 GA 채널의 보장성 보험 확대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존 강자 중 동양생명, 메트라이프 생명은 순위권 유지
기존 강자 중에서 꾸준히 상위 실적을 유지하는 생보사는 동양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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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동양생명은 지난 1월 GA실적이 24억 4,700만원까지 상승하며 업계 1위를 차
지했지만 지난 10월 실적은 16억 6,700만원으로 2위를 유지 중이다. 경쟁사보다 상대
적으로 높은 확정금리 이율을 적용한 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으로 저금리 환경 및 추가
금리인하 시장 상황에 대응하며 꾸준한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 역시 상위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1월 15억 3,500만원이던 실적
은 지난 11월 16억 4,300만원을 유지하며 4∼5위권을 지키고 있다. 달러종신, 약속류
종신 등 GA시장 상황에 맞는 상품을 출시하며 차별점을 높인 이유로 평가받는다.
DB생명 역시 상위권에 있다. 6월과 9월 중위권으로 후퇴했으나 '무해지환급형'의 판매
중지로 인해, 이를 대신한 '간편심사 종신보험'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KB생명과 유사한
기회를 얻고 선두그룹에 복귀했다. 하지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선두그룹에 속했던 라
이나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은 순위권 밖으로 밀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년 '1,200% 수수료 제한' 시행 이후 수수료의 감소폭이 가장 큰

종신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수료 이익이 발생하는 변액보험이나 보장성 보험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 GA시장내 상위권 그룹에서 경쟁구도는 달라질 수 있다" 고 전망하였
다. '1,200% 수수료 제한'을 앞두고 올해 마지막 승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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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암 수술 환자의 생존율 발표
데일리 메디가 12월 21일 자타공인 국내 최고 의료기관으로 평가 받는 서울대학교병원
에서 최초로 공개한 암수술 성적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여러 항목 중에
서도 암 치료 수준의 척도인 수술 후 5년 생존율을 분석했다. 서울대병원 암치료 성적
이라는 점에서 암환자들에게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국내 최다 발생 암 중 하나인 위암의 경우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82.64%였다. 위
암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1기 위암의 경우 90% 이
상의 생존율을 보였다. 건강검진 등으로 조기에 발견되는 환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
하면 고무적인 수치다. 다만 4기 위암 생존율은 28.64%로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장암의 경우, 수술 후 5년 생존율은 77.14%를 기록했다. 1, 2기는 90% 이상, 3기
도 8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며, 1~3기까지 모두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말기의 경
우 30% 수준이었지만, 서울대학교병원에 의하면 치료를 포기해야 했던 예전과 비교하
면 의미 있는 수치 변화라고 설명했다.

췌장암의 경우 회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암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수술 후 5년 생존
율은 24.74%에 불과했다. 다만 1기 췌장암 환자의 생존율은 70.32%로 전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2기 이상의 생존율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4기 췌장암의 수술
후 5년 생존율은 3.52%에 불과했다.
폐암의 5년 생존율은 76.98%를 보였다. 2010년 이후 모든 병기에서 생존율이 향상됐
다. 1기 80% 이상, 2기 60% 이상, 3‧4기는 50% 내외를 보였다.
이 외 암들의 경우, 유방암 94.58%, 자궁경부암 94.36%, 신장암 88.64%, 전립선
암 72.84%, 난소암 71.38% 등의 생존율을 보였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다소 민감한 지표 결과까지 공개한 것은 의료의 질 제고
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 한국 의료 전체의 질 향상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데일리 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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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수동화' 도입 본격화, "보험사 재량권 보장되어야"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상법 보험편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4
년 개정 당시 격론 끝에 포함되지 못했던 사안들과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보
완,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의해서다. 이 중 하나로, 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수동적
응답의무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법 보험편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 목적의 우선순위를 소비자 보호에 두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법학회에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법 보험편 개정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
하였으며, 지난 11월말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고지의무 수동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용역결과에 대해 막바지 검토 작업에 착수했으며, 내년 정부입법발
의 등의 형태로 적극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험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지의무 수동화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가 보험사의 질문에 충실히 답하는 것으
로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간주하는 내용이다. 2014년 개정 때도 도입 논의가 상당히 진
행됐으나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당시 우려됐던 부분은 보험사가 모든 질문을 기
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실상 고지의무를 완화하는 결과만 초래하여 도덕적
역선택을 유발할 것이라는 점, 반면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연적으로 질문의 양을 늘
릴 수 밖에 없는데 지나치게 방대하거나 포괄적인 질문은 다시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후로도 상법 보험편 개정 논의 때마다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보험 전문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가 알릴의무사항의 질문에 없는 내용을 중요 사항으로 인식하여
고지하길 기대하기 어려운데, 그 내용들이 되레 보험금 부지급, 계약해지 등 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회에서도 6월 입법조사처 발표,
7월 법제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고지의무 수동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 또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알릴의무사항 질문표 작성의 세부기
준 정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고지의무 수동화는 불가피한 흐름이므로 업계도 이에 대
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장의 다변화 등으로 고지사항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점
을 고려, 업계의 재량권 보장과 규제 사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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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B형간염 완치법 개발 (1)
만성 B형간염 치료 목표는 혈청 표면항원(HBsAg) 소실이다. 하지만 연간 소실률은
0.8%에 불과하여 만성 B형간염 환자 대부분은 항바이러스제를 평생 복용해야 한다.
서울대병원 내과 김윤준 이정훈 교수팀은 지난 6월 18일 항바이러스제 엔테카비어
(Entecavir)와 주사제 페그인터페론(Pegylated Inteferon)를 함께 투여 후 백신을 접
종하면 만성 B형간염 완치율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미국감염병학회지(Clinical
Infectious Disease, ciaa807)에 발표했다.
만성 B형간염 환자 111명을 대상으로 경구 항바이러스제 엔테카비어 및 페그인터페론
주사 투여 후 1개월이 경과한 뒤에 각 37명씩 ▲항바이러스제+페그인터페론 48회(주
1회) 치료 후 백신 4회(52·56·60·76주) 접종군(A) ▲항바이러스제+페그인터페론
치료 중 백신 4회(4·8·12·28주) 접종군(B) ▲항바이러스제 복용(C)군으로 무작위
배정해 100주 후 기능적 완치율을 비교한 결과, A군에서의 혈청 표면항원 소실률이
16.2%로 나타났다. 환자 6명 중 한 명은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다. 이는 항바
이러스제만 복용할 경우의 완치율인 연간 0.8%의 20배나 된다.

[그림1] 100주 후 기능적 완치자수 비교

B형간염은 예방백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는 있지만 간세포의 핵 안으
로 침입한 바이러스(HBV)까지 박멸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없다. 그래서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서 바이러스 증식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경구 항바이러스제와 페그인터페론을 동시에 사용하면 혈청 표면항원 제거율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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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B형간염 완치법 개발 (2)
진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어 왔지만, 부작용과 낮은 비용 효율성 때문에 표준 치
료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윤준 교수는 "경구 항바이러스제 단독요법으로는 혈청 표면항원이 제거되는 데 수
십년 이상이 걸렸지만, 광범위하게 사용해온 세 가지 약제를 조합한 세계 최초의 새 치
료전략은 2년 안에 기능적 완치율을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며 연구 의의를
밝혔다.
연구 논문의 제 1저자인 이정훈 교수는 "이런 강력한 치료를 통해 향후 만성 B형간염
치료기간 단축과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트리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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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RE NEWS (1)
팬데믹 상황 중에도 다양한 비대면 Webinar 선보여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업무들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중에도 업계의 트렌드와 신기술,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대한 업계의 니즈는 여전히 높다.
코리안리는 올해 하반기 동안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고객사별 특화 Webinar 및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Webinar를 활발히 개최하였다. 특히 코리안리 국내생명보
험팀에서는 하반기에만 총 14회에 이르는 Webinar 를 개최하며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Value-added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Webinar 개최와 함께 코로나19의 극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방역 kit 등을 기념품으로
제공하여 코로나19의 예방을 지원할 뿐 만 아니라, 실시간 경품이벤트, 케이터링, 기프
티콘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행사를 통해 Webinar 참석자들을 격려하며 심리적인 방
역까지도 지원하며 고객사들로부터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와 같은 경험과 피드백을 토대로 코리안리는 내년에도 최신 비대면 세미나 솔루션을

활용하여 고객의 니즈에 특화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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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RE NEWS (2)
종로구 이화동에 이웃돕기 성품 전달
코리안리는 지난 3일 이화동 주민센터에서 '이웃돕기 성품 전달식'을 갖고 쌀, 라면, 김
치 등 총 7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코리안리는 이화동과 '1사1동 결연'을 맺고 17년째 저소득층 주민에게 매년 겨울 생필

품을 전달해왔다. 작년까지는 임직원들이 직접 이화동을 방문해 생필품을 가정으로 전
달했으나,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성품 전달식만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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