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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19년 6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HIROs(Heads of International Research
Organizations) 회의에 참여한 각국 보건의료 R&D 관련 기관이 발표한 동향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
* HIROs는 전세계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펀딩에 영향력이 지대한 기관의 수장들이 참여하여 주요
정보 및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 활동 등에 대해 논의하는 비중 있는 회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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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메리카

1. 미국
1-1.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 개요 : 기초과학연구의

지원과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통한 국가 안보를 위해 1950년 설립된 미국 상무부 산하
정부기관
- 주요 지원 분야 : 의과학을 제외한 모든 기초과학분야 연구 및 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 예산 : 81억 달러(약 9조 6,800억원, 기초과학연구지원을 위한 총 정부예산의 27%로 전년대비 4.1% 증)(‘19)

NSF는 의과학을 제외한 모든 기초과학분야 연구 지원 기관으로서 기관 내 각 부서 및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과학 분야별 연구 지원 사업 진행
- (공학) 컴퓨터·정보과학·공학부(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CISE)를 통해
컴퓨터를 활용한 신경과학 연구와 더불어 기관 간 스마트 연계 헬스 이니셔티브(Smart and Connected
Health Initiative)*지원
* 데이터·인력·시스템 연계를 통한 보건의료분야의 변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세부내용은 ① 증거기반 분석 및 시스템
발전-이론 간 조정, ② 범학제적 협력 연구 탐색, ③ 연구 프로토타입에서 연구체계의 구성요소에 대한 실증적
검증체계 정립

- (수학·물리학) 생물의학 연구 및 생물학연구 내 수학 영역 연구를 위해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와 데이터 과학 분야의 협력관계 구축
- (생명과학) 생명과학부(Biological Sciences Directorate, BIO)는 ① 분자·세포 과정의 매커니즘, 기능,
진화에 대한 이해, ② 유기체의 구조, 기능, 상호작용 및 행동 이해, ③ 생물 다양성의 기원, 존속 및 결과 조사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 진행
- (생물학) 최근 더 고차원적이고 근본적인 연구를 위한 생명과학-생물학 간 연구 통합 장려, ‘감염병 생태 및 진화
프로그램(Ecology and Evolution of Infectious Diseases, EEID)*’와 같은 연구협력 프로그램 추진
* 인간, 비인간(동물), 식물을 포함한 종과 환경 및 서로 다른 환경 간 병원체 전염의 역학관계 이해를 위한 NIH,
USDA(미국 농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와 진행하는 연구협력 프로그램

‘10대 빅 아이디어 프로젝트’의 각 아이디어 당 3천만 달러(약 359억 6천만원)를 투자하여 국가의 안정적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 발굴 및 지원
- ‘생명법칙의 이해(Understanding the Rules of Life, URoL)’, ‘데이터 혁신 활용(Harnessing the Data
Revolution)’, ‘인간-기술 간 협력(Future of Work at the Human-Technology Frontier)’, ‘NSF
참여(NSF INCLUDES)’등의 NSF 및 생물의학 관련 분야 아이디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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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빅 아이디어 프로젝트(10 Big Ideas)’
- 개요 : NSF에 축적된 여러 융합연구 결과 및 정책방향 등을 토대로 2017년에 발표된 NSF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디어
- 추진목적 : 기
 존 과학기술 영역을 넘어서는 혁신적 연구의 장기적 지원을 통한 미래 투자영역 탐색 및 산업체,
민간재단, 대학 등 다양한 기관의 협력 촉진을 위한 융합연구 정책·제도 마련
- 구성 : 6개의 연구 아이디어와 4개의 정책·제도 아이디어로 구성
<10 Big Ideas>
프로그램명

연구 아이디어

정책·제도
아이디어

개요

주요내용

인간-기술간 협력
(Work at the Human-Technology
Frontier: Shaping the Future)

머신러닝,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등
새로운 기술 적용

데이터 혁신의 활용
(Harnessing Data for 21st
Century Science & Engineering)

시각화,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공학 분야의 기초연구 지원

신 북극 탐사
(Navigating the New Arctic)

북극 환경 감시 및 분석을 위한 이동식·고정식
장비, 시설의 네트워크 발전

차세대 양자 혁명 선도
(The Quantum Leap)

양자역학 연구 지원을 위한 양자 소재 관련
기초연구 및 응용 촉진

생명의 규칙 이해
(Understanding the Rules of Life)

유전자와 유기체의 형태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다양한 천체물리학 측정 장비
(Windows on the Universe)

전자기파 스펙트럼 및 중력파 등 다양한 측정
장비를 통한 우주 이해 증진

중규모 연구기반 시설
(Mid-scale Research
Infrastructure)

중규모 연구기반 시설 제공

NSF 2026

선도적·모험적 연구의 장기적 지원 추진

NSF INCLUDES

과학·공학 분야 내 여성과 사회적 약자 계층
참여 촉진

국립과학재단 내 융합연구 발전
(Growing Convergence
Reasearch at NSF)

학제 간, 부처 간 융합연구를 통해 사회 당면 문제 해결

출처: 융합연구정책센터, Weekly TIP ‘혁신적인 미래 투자전략: NSF 10대 Big Ideas’, 2018.03.26
미국국립연구재단, ‘NSF’s 10 BIG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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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 설립 배경 : 1870년대

유럽 이민자 급증으로 미국 내 황열병, 콜레라 등 전염병이 창궐하자 미국 정부는 뉴욕 스테이튼
아일랜드 해군병원청(Marine Hospital Service: MHS)의 키뇬박사를 통해 1887년 세균학 실험실, 현
국립보건원의 전신을 설립
- 설립 목적 : ①국민

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초연구와 혁신연구전략 육성, ②국가의 질병예방 능력 확보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발전, 유지 및 갱신, ③국가경제의 안녕과 연구투자에 대한 이익 보장을 위한 의료분야
및 관련 과학 분야의 지식기반 확대, ④높은 수준의 과학적 통합, 공공 책무 및 사회적 책임 도모
- 주요지원 분야 : 질
 병 진단 및 예방, 인간의 성장 및 발전, 환경오염물질의 생물학적 영향력 연구, 정신질환·중독·장애
연구 등
- 예산 : 391억 달러(약 46조 9,400억원, 2019년도 기준, 전년 대비 20억 달러(약 2조 4천억원) 증
* 치매(4억 2,500만 달러 증, 총 23억 4천만 달러(약 2조 8천억원)), 암 정복 프로그램(1억달러 증, 총 4억 달러
(약 4,800억원)), All of Us 정밀의학연구(8천 6백만 달러(약 1천억원)) 포함


NIH는
NIH BRAIN 이니셔티브 １)를 통해 신경과학 연구 촉진 및 알츠하이머, 조현병, 자폐증,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의 연구를 위한 혁신적 연구 장비 도입
- 2018년 200개의 신규 사업에 2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하며 현재까지 총 550개 이상의 지원 사업에 9억 550만
달러 이상의 예산 투자
- 최근 고효율의 세포유형식별기술*의 활용으로 쥐의 뇌세포 조사를 완료, 인간의 뇌세포 조사 준비에 돌입
* 파킨슨병과 같은 뇌 운동기능장애의 치료시 뇌에 가해지는 자극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뇌 반응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기의 개선 및 실험동물의 뇌 세포 활동의 동시다발적 관찰이 가능

 of Us 프로그램을 통해 유전체 센터 3곳을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23만 명 이상 기증자의
All
생체 샘플에서 고품질의 유전체데이터를 추출하고 결과를 기증자들과 공유할 예정
- ACMG 59 ２)와 같은 중요한 의료정보의 반환 프로토콜 및 특정 증상에 대한 의학정보 제공에 필요한 약물유전학
프로토콜의 개발을 위해 규제기관과 협력
- 데이터 공유를 위한 양방향 데이터 브라우저(Data Browser)를 출시(’18.5), 참가자의 설문조사, 신체검사 및
전자의료기록에서 추출한 종합적 정보 공개
* 데이터 브라우저의 초기 데이터를 심층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 워크벤치(Workbench)를 2019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며 이용을 원하는 연구자는 All of Us 연구자 윤리 교육 이수 및 데이터 사용 계약 체결을 포함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함.


고해상도의
인체 세포 매핑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촉진과 인체조직 구성과 기능의 이해 증진을 위한
인간세포지도프로그램(Human BioMolecular Atlas Program, HuBMAP) 추진

아프리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H3Africa(Human Heredity and Health Africa) 컨소시엄 프로젝트 ３)를
수립하여 일반적 질병의 유전적·환경적 요인 연구를 위한 공동 연구 체계 구축
- 7만 명 이상의 참가자 데이터를 활용, 감염병 및 다양한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임상 시험 수행 및 생체시료저장,
바이오인포매틱 네트워크, 최신 유전자 데이터 분석·해독 기술 등 연구개발

１)	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및 질환 극복 등을 추구하는 국제적인 뇌과학 공동체로 2013년 설립된 이후 전 세계 20개국 이상의 국가와 75개 이상의
국제협력관계 구축
２)	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 and Genomics 59. 예방 및 조기 진단이 가능한 특정 질병 발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59개의
유전자 세트
３) 영국의 Wellcome Trust와 프로젝트 공동 수립 및 아프리카 과학아카데미(AAS)와의 협력을 통한 연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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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제2형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루푸스, 파킨슨병의 발병 경로의 이해를 증진하고 치료 시
표적 선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신약개발 촉진 파트너십(The Accelerating Medicines
Partnership, AMP)’시행(’14)
- 류마티스 관절염 및 루푸스 발병 세포 연구에 대한 새로운 연구기술 기준 정립 및 알츠하이머와 제2형 당뇨의
유전적 근거 분석을 위한 공공연구자료 생산
- 현재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및 전사체학 데이터를 처리 중인 AMP-파킨슨병 지식 포털(AMP-Parkinsons’s
disease Knowledge Portal)에 4개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수집한 3,000개의 PD 사례 및 1,000개의
대조군 데이터 수록 예정
- 조현병에 대한 AMP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논의 진행 중


세계
주요 바이오제약기업 ４)과 협력하여 5개년 프로젝트인 ‘암 치료 촉진 파트너십(Partnership for
Accelerating Cancer Therapies, PACT)’를 2017년 발족하고 새로운 면역항암제 전략 개발의 가속화를
위한 협력 연구 추진
- 표준화된 바이오마커 집단을 다양한 연구를 통한 테스트를 거쳐 정립함으로써 면역 및 관련 종양 바이오마커를
임상시험에서 통합·활용하는 연구 수행
* 상기 접근법을 통해 데이터의 지속적 생산과 데이터 재현가능성을 위한 통일된 평가 분석, 실험 전반에 있어서의
데이터 비교, 면역항암제 및 관련 조합의 새로운 바이오마커 발견 및 검증이 가능할 것임

- NIH 산하 미국 국립암 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는 4개의 암·면역 모니터링 및 분석센터와 1개의 암
면역 데이터 공유센터(Cancer Immunologic Data Commons) 선정, 암 면역치료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지원금 지급

NIH에서 자체 개발한 인플루엔자 백신 후보에 대한 인간 대상 임상 1상 실험을 실시하여 백신의 안정성 및
면역반응유도에 대해 검증할 예정
- 바이러스의 변형정도가 적은 부분에 면역체계를 집중시킴으로써 다양한 인플루엔자 아형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도


국제
협력 파트너와의 공동 연구를 기반으로 항 레트로 바이러스치료를 일시 중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IB-421 항체의 정기적 투약이 최대 4개월 간 HIV 수치를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보고
- 대만에서 실시한 소규모 개방형 임상2상 연구를 통해 UB-421 항체의 안전성 검증 및 향후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추가적인 실험을 대만과 태국에서 실시할 예정


코스타리카에서
18년간 진행된 자궁경부암 선별 연구를 통해 수집한 6만장의 의료영상을 활용하여
자궁경부암 증상의 물리적 판독을 위한 인공지능시스템 훈련 실시
- 인공지능시스템의 ‘자동영상검사(Automated visual evaluation)’알고리즘은 241개의 전임병변과 38개의
암 식별에 높은 정확도를 보임
- 일상적인 골반 검사시 스마트폰을 활용한 고해상도의 자궁경부 영상 촬영 방안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자궁경부암
영상의 신속한 판독에 필요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노력


향후
5~10년 안에 가장 유망한 겸상적혈구병 치료법을 임상시험에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겸상적혈구 치료 이니셔티브(Cure Sickle Cell Initiative)’시행
- 환자의 골수/혈액에서 조혈모세포 제거 및 렌티바이러스 운반체(Bluebird)에서 발현된 치료용 베타글로빈
유전자 추가 후 환자에 재주입함으로써 항겸상세포를 생성하는 헤모글로빈이 형성되도록 하는 치료법 연구
- 대부분의 환자가 거주하는 저소득·중소득 국가 내에서 연구실현 방안 모색 논의 진행

４)	AbbVie, Amgen, Boehringer Ingelheim, Bristol-Myers Squibb, Celgene, Genetech, Gilead Sciences, GlaxoSmithKline, Brentford,
Jassen Pharmaceutical, Novartis Institutes for Biomedical Research, Pfizer 등 12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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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챈 저커버그 과학 이니셔티브 (Chan Zuckerberg Initiative, CIZ)
▲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Chan Zuckerberg Initiative, CIZ)
- 설립 배경 : 페
 이스북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와 프리실라 챈 부부가 그들의 첫째 딸 탄생을 기념하여 설립한
자선사업 투자회사(‘15)
* 마크 저커버그와 프리실라 챈은 그들 생애 동안 이 회사 페이스북 지분의 99%(현 시가 450억 달러, 약 50조 5천 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특히 질병 퇴치를 위해 향후 10년간 30억 달러(약 3조 3,500억원) 출연 예정

- 투자 원칙 : ① 과학자와 기술자의 협력 촉진, ② 연구발전을 위한 설비 및 기술 개발, ③ 세계 과학지원 활성화
- 주요지원분야 : ①
 아동을 위한 더 나은 교육 제공, ②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 지원 등을 통한 안전한 커뮤니티 건설,
③ 질병의 치료·예방·관리


저커버그
부부의 2100년까지 모든 질병을 통제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인간세포지도５) 프로젝트
후원(6,800만 달러, 약 814억 3천만원)
- (개방형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인간 세포 지도의 연구 결과를 체계화하고 연구자들의 손쉬운 연구결과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에 재정적 후원 및 엔지니어링 지원
* 참여 기관: 유럽생물정보학연구소(The European Bioinformatics Institute), 하버드·MIT 브로드 연구소(the
Broad Institute of Harvard and MIT),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대학(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 (기금위원회 참여) 인간세포지도 연구 지원의 투명성 제고 및 데이터 정책과 연구 운영 등 주요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위원회 참여
* 기금위원회 참여 기관: 웰컴 트러스트(Wellcome Trust)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미국
국립보건원(NIH) 헴슬리 자선 신탁(Helmsley Charitable Trust)

 저커버그 바이오허브 ６) 를 통해 감염병 현황의 실시간 집계가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공개
챈
소프트웨어인 IDseq 개발을 지원
- 게이츠 재단(Gates’s Foundation)에서 진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보건 종사자들의 IDseq ７)활용을 위한 기금
프로그램(Grand Challenges Grant*) 발표 및 추진 중
* Grand Challenges Grant를 통해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 10개 연구소와 챈 저커버그 바이오허브를 연계하여
IDseq 포털을 통한 성공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학습하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 예정

인공지능(AI) 기반 과학논문 무료검색 엔진 스타트업 ‘메타(Meta)’를 인수(’17)하는 등 개방적 과학연구를
위한 지원 확대 중
- 효율적인 논문 투고를 위한 아카이브 서버인 바이오리시브(bioRxiv), 과학적 연구방법 및 프로토콜에 대한 출판
전 논문 서버인 Protocol.io을 비롯해 Scikit image, Fiji 및 Cell profiler 등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운영 지원

５)	Human Cell Atlas, HCA. 인체 내부의 장기 및 조직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의 특성을 해석하고 건강한 사람의 세포지도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브로드 연구소, 하버드대학교, 영국 캠브리지대 생어연구소 및 웰컴 트러스트 재단이 착수한 국제 공동 프로젝트(‘16)
６) 스탠포드, 버클리 등 여러 기관 및 대학의 연구자들의 기초 연구 지원을 위해 6억 달러(약 7,200억원)을 투자하여 설립한 연구소
７) 챈 저커버그 바이오허브 공동대표인 조 데리시(JOE DeRisi)가 개발한 메타케놈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곰팡이 등 병원성
미생물 샘플 식별을 기반으로 세계 감염병 현황집계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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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커버그 부부의 기부 배경
- 부부의 딸 맥스가 자라는 세상을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자녀 세대가 끝나기 전에 모든 질병의 치유법과
관리법을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챈-저커버그 이니셔티브 설립
- 현재 질병의 예방보다는 처방에 50배 많은 돈을 소모하고 있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해 기초과학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심장병, 감염병 등 주요 질병 공략
- 이 기부를 위해 저커버그 부부는 2년간 과학자 등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조언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소아과 의사인 챈이 의료현장에서 현대 의학·과학의 한계를 인식한 것이 기부 결정에 큰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임.

▲ 저커버그 부부의 자선단체 대신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설립 이유
- 챈-저커버그 이니셔티브: 자선재단이 아닌 LLC로 기부의무가 없고 영리행위가 가능함. 특히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투자와 기부가 동시에 가능한 대신 정확한 기부액에 대해서는 명시의무가 없어 일각에서는 비판의 시각이 존재
- 그러나 저커버그 부부는 LLC의 하기 장점을 활용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형태로
이니셔티브를 설립하는 데 주안을 둔 것으로 보임.
· 각 출자자가 출자금액만 한도로 책임지는 형태로 청년 벤처 창업에 적합
· 영리·비영리활동 및 투자, 정치적 로비가 가능하여 다양한 자선행위에 자유로운 투자 가능
· 출자자에 전적 경영참여권 부여로 자금사용내역의 세부적인 관리 가능

출처: 동아사이언스, [캐치업! 페이스북(13)]다음 세대 안에 질병을 퇴치하겠다. 3조원 기부!, 2016.09.23.
연합뉴스, 저커버그부부 “2100년까지 모든 질병 퇴치”. 3조원 기부약속, 2016.09.22.
중앙일보, 저커버그 자선단체 대신 LLC 설립한 이유는?, 2015.12.03.

1-4.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 설립 배경 :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립자인 빌 게이츠와 멀린다 게이츠 부부가 재산의 사회 환원을 위해
2000년 설립
*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런 버핏은 이 게이츠 재단에 지난 2006년 이후 기부한 총 300억 달러 중 245억 달러를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고 게이츠 재단의 이사

- 설립 목적 : ① 국제적 보건의료 확대, ② 미국 내 빈곤 퇴치와 교육기회 및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대
- 주요지원 분야 : ①
 말라리아·에이즈 치료에서부터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 개발 및 지원, ②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도서관 건립과 빈민 아동의 교육 지원까지 광범위한 활동을 기부활동 진행 및 ③빌&멜린다 게이츠
의학연구소(Bill & Melinda Gates Medical Research Institute) 설립을 통한 결핵, 말라리아 등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임상시험 수행 등
- 주요지원 기관 :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에이즈 퇴치기금 등
- 총 지원예산 : 약 5백만 5천달러(약 59억 9,300만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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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멜린다 게이츠의 여성·소녀·양성평등 및 모자건강 등에 대한 열정을 기반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중
- (모자 건강) 사망률과 질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산모·신생아·아동의 건강을 관리해야한다는 것에 기반,
모자 및 신생아 건강관리(Maternal, Neonatal & Child Health) 지원
- (여성생식보건) 비호르몬 피임약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 발족 및 효율적 피임 방안과 HIV 발병 등의 예방을
위한 질 내 미생물 연구 확대 진행
- (영아 건강) 영아사망률 감소를 위해 아지트로마이신의 신생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및 산모 건강·출산에 대한
영향 등 임상연구에 재정적 지원 제공


HIV
통제·박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세계 보건의료계 여성 지도자 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
세계적으로 당면한 과제 해결 지원을 위한 활동 진행
- (HIV 프로그램) 현재 HIV에 대응하여 진행되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antiretroviral therapy, ART)를
보완할 수 있는 치료법 연구개발
- (여성지도자육성) 세계 보건분야의 여성 지도자를 육성하고 여성 리더십을 지원하기 위한 펠로우십 프로그램,
글로벌·로컬 화합의 장 구축 및 여성 지도자 관련 검색 및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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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 보건연구소(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CIHR)

▲ 캐나다 보건연구소(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CIHR)
- 설립 배경 : 2000년 캐나다 보건연구소법(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Act)으로 설립된 연구소
- 미션 : ①새로운 지식 창출, ②보건증진의 중개, ③보건의료 서비스와 제품의 효과성 고양, ④캐나다 보건의료 체계 강화
- 구조적 특징 : 13개의 산하 연구소*를 통해 분야별 연구지원
* Institue of Aboriginal Peoples’ Health, Institute of Aging, Institue of Cancer Research, Institute of Circulatory
and Respiratory Health, Institute of Gender and Health, Institute of Genetics, Institute of Health Services and
Policy Research, Institute of Human Development, Cild and Youth Health, Institute of Infection and Immunity,
Institute of Musculoskeletal Health and Arthritis, Institute of Neurosciences, Mental Health and Addiction,
Institute of Nutrition, Metabolism and Diabetes, Institute of Population and Public Health

- 연구지원예산 : 연간 약 100억 달러 (약 11조 9,600억원)

CIHR는 캐나다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전략계획 2020 수립 및 보건의료분야 연구지원 프로그램 운영,
연구자 역량 개발 지원 전략 수행 등 활동 진행
- (전략계획 2020) 보건의료분야의 연구지원 체계 발전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으로 시민, 환자, 자선단체,
정부기관, 연구자 등 다양한 참여자와의 연계 진행
- (연구비지원) CIHR 내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공정성과 다양성, 포용성 확보를 위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 식별 도구 개발 등을 통한 해결 방안 추진
*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요건에 5가지 공정성 분야(연령, 성별, 출신지역, 유색인종 및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자가 평가 설문지 제출을 필수조건으로 지정하고 향후 동료 평가 및 자문위원회 참여 요건으로도 추가할 예정
- (연구자역량개발) T-SAP(Strategic Action Plan on Training)을 통한 ①차세대 연구 리더, ②지식분야 리더,
③핵심 우선순위 분야 전문가 육성 지원 및 연구 교육모듈로서 보건연구교육 웹페이지 개설·운영

캐나다 정부는 최근 비의료용 대마제품 합법화 법안(the Cannabis Act) 발효
- 대마초 사용으로 발생 가능한 사회·문화·윤리·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CIHR을 비롯한 여러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 대마초 연구전략 ８) 개발
８)	Integrated Cannabis Research Strategy, ICRS. 캐나다를 세계 대마초 연구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마초의 효과에 대한 증거
축적을 위해 대마초의 치료적 편익 검증, 대마초 사용의 위험성, 대마초 관련 정책 및 규제 모델 제시 등을 목표로 다학제간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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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내 오피오이드 위기*에 대응하여 CIHR은 500명 이상의 연구자 및 정책 입안자와 협력, 오피오이드
위해성 감소 및 치료에 대한 연구 수행 및 약물오용연구 이니셔티브(Canadian Research Initiative in
Substance Misuse, CRISM)지원 등 추진
- CIHR는 약물오용연구 이니셔티브의 오피오이드 위기* 해결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5년간 750만 달러
(약 89억 6천만원) 투자
* 캐나다에서 의사 처방전으로 구입이 가능한 모르핀, 옥시코돈, 펜타닐 등의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Opioid)
남용으로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10,300명 사망
▲ CIHR의 T-SAP(Strategic Action Plan on Training)
- ①보건의료분야 연구의 범위 확대 등으로 인한 연구수행방식의 변화, ②전체 박사후연구원/연구학생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기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연구자로 보는 경향, ③데이터 관련 연구, 환자 유래 연구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 부족
등의 문제점을 인지하는 데에서 출발한 연구자 육성 실행계획
- 우수한 역량을 지닌 연구자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 목표를 설정
·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연구 환경에서 다학제적인 주요연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연구자 육성
· 캐나다의 지식기반 경제 내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여 연구혁신을 주도하는 연구자 육성
· 데이터 관련 연구, 환자 유래 연구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전문가 육성
출처: CIHR ‘Strategic Action Plan on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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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세계 바이오메디컬 연구기관장 모임, HIROs


‘세계
바이오메디컬 연구기관장 모임(Heads of International Research Organizations)’(이하 HIROs)은
전세계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펀딩에 영향력이 지대한 기관의 수장들이 참여하여 주요 정보 및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 활동 등에 대해 논의하는 비중 있는 회의체
- (설립 및 제안자) 2012년 미국 국립암센터 해롤드 바무스(Harold Varmus) 센터장에 의해 설립 제안
* NIH 원장 역임(’10년 7월~’15년 3월) 및 노벨상 수상자(Physiology of Medicine, 1989)

- (회원국) 전세계 17개국 24개 기관(’19년 기준)

HIROs

- (개최 현황)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회원국 순번 개최

MRC

* 캐나다 오타와(’15), 영국 런던(’16), 영국 런던(’17), 스웨덴 스톡홀름(’18), 미국 워싱턴(’19)

- (운영방식) HIROs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이 없는 비공식적 회의체로 논의 아젠다도 즉흥적이고 유동적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아프리카
연합

아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

싱가포르

오세아니아

일본

인도

뉴질랜드

호주


HIROs의
주요 역할은 바이오메디컬 연구이슈에 대한 정책적 콜라보레이션(promotion of policy
collaboration towards biomedical research issues) 증진
NIH

CIHR

NSF

ERC

MRC

EC

Wellcome
Trust

DFG

Institut
Pasteur

INSERM

SNSF

RCN

ZonMW

AAS

SAMRC

KHIDI

A*STAR

AMED

ICMR

HRC-NZ

NHMRC

DBT

- (방향성 논의) 미래를 대비한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펀딩의 방향성(where they might take things next)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 (최근 이슈 논의) 전 세계 지역에서 일어나는 바이오메디컬 이슈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논의
CZI

* 과거 논의된 주요 내용들 : 유행병(pandemics), 데이터 공유(sharing of data), 학술정보의 오픈액세스(open
access publishing), 동료 평가(peer review), 연구 부정행위 조치방안(dealing with allegations of research
misconduct) 등

- (협력관계 논의) 제기된 이슈가 프로젝트로 논의되면, 파트너십과 콜라보레이션, 정당한 비용 공유계획,
펀딩방법 등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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