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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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1. 싱가포르 A*STAR(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 A*STAR(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 설립 목적 : 2
 002년에 설립된 싱가포르 과학기술청으로 과학,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한 연구 인력 창출, 삶의 질 향상,
경제 성장 도모 기관
- 역할 : ①
 A*STAR 산하 14개 연구기관, Biopolis(바이오 의료 산업 중심지), Fusionopolis(IT,미디어 산업의
중심연구단지) 총괄 및 재정 지원, ② R&D 성과물 상업화 촉진 지원체계 구축, ③ 노동력 창출 자선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장려


싱가포르
정부는 최첨단 과학기술 증진과 인력 및 가치 창출 강화를 목적으로 5개년 계획인
‘RIE2020(Research Innovation Enterprise 2020)’을 수립하여 추진
- R IE2020는 ‘경제 기회와 일자리 창출’, ‘미래 경제를 선도할 Smart Nation, Skills, Future* 등의 국가
이니셔티브 실현’, ‘세계화와 기술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 육성’을 목표
* 근로자들의 직무 능력 향상과 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학교 교육, 직업 훈련, 커리어 개발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술 중심의 평생 교육을 장려하는 정책

- 집중 투자 분야는 ① 선진 제조·공학, ② 보건·바이오메디컬, ③ 서비스·디지털 경제, ④ 도시 문제 해결 및 지속
가능성 등 4대 분야
* 학문연구, 인재 육성, 혁신・기업(enterprise) 등의 교차(cross-cutting) 프로그램을 지원

- 특히, R&D 투자에 대한 가치 창출을 위해 기술 상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술 투자를 상품, 서비스로
확대시켜 혁신기업 양성에 기여

출처 : Today 언론보도, Govt sets aside record S$19b for science and tech research, 2016.1.8

[그림 1] 싱가포르 과학기술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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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최근 위 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
- (디지털 기술) 슈퍼컴퓨팅 인프라 개선을 통해 정밀의료와 유전학 등 싱가포르의 건강 및 바이오메디컬
과학(Health and Biomedical Science, HBMS)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S$500M)
- (세포 치료 제조) 싱가포르의 강력한 바이오제약 제조 기반, 줄기세포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① 규모 확장 연구,
② 세포 속성 연구, ③ 제조과정의 제품 품질 평가 기술개발에 초점(S$80M)
- (지속가능한 도시 식품 생산) 싱가포르 식품 수요의 30%를 국내에서 생산하겠다는 국가의 목표달성 지원을
위해 ‘Food Story R&D’프로그램을 통해 ① 식품 안전, ②수경재배 및 도시 농업, ③ 생명공학 단백질 제조에
초점(S$144M)
▲ 싱가포르의 식량안보 전략
- 싱가포르는 농업에 사용하는 대지가 1%에도 못 미치고, 식품의 90%를 수입하는 국가
- 그럼에도 싱가포르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식품안전 국가로 발돋움
- 싱가포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식품 공급처를 다양화하고 현지 생산 최적화 노력
· ’10년 중국 북동부 지린성에 ‘시노-싱가포르 푸드존’을 설립, 구제역이 없는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처로 활용
· 수경 재배 등 새로운 농업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현지생산 채소의 생산을 30%까지 확대 노력
▲ 싱가포르의 바이오메디컬 제조분야 정책
- 좁은 국토와 천연자원이 부족한 싱가포르는 독립 이후 국가 주도로 세계 무역과 투자의 중심지를 향한 강력한
개발정책과 시장개입을 실시
·이
 를 통해 싱가포르는 파격적인 기업 정책, 뛰어난 인프라 및 인적자원, 혁신생태계, 편리한 접근성 등으로
바이오메디컬 제품 생산의 최적의 장소로 부각
· 애보트, 노바티스, 화이자 등 세계 유수의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생산 허브를 위치
- 이러한 전략적 제휴와 역량 공유의 시너지 효과는 싱가포르를 아시아 최고의 바이오메디컬 R&D 허브,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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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AMED(Japan Agency for Medical Research and Developmenet)
▲ AMED(Japan Agency for Med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 설립 목적 : 의료분야의

R&D에 관한 예산을 총괄하는 사령탑 기능을 하며, 기초단계에서 실용화까지 일관된
연구관리, 의료관련 지적재산관리, 임상연구 및 임상시험 등의 연구 지원
*문
 부과학성, 후생 노동성, 경제산업성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할당되어 왔던 연구비 예산을 통합하여
연구비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투자분야 : ①
 횡단형 통합 프로젝트(의약품, 의료기기, 재생의료, 게놈의료, 의료기술 창출 거점 프로젝트),
② 질환영역 대응형 통합 프로젝트(암, 뇌와 정신건강, 신흥·재생 감염병, 난치병)
- 예산 : 1,515억엔(약 1조 5,400억원)(’19)


일본은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5년 동안(’16~’20)의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
이노베이션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 일본은 ’18년부터 내각부 산하의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ouncil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STI)와 IT본부, 건강・의료본부, 지식재산본부 등의 컨트롤타워 회의 수석장관을 중심으로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추진회의’를 설치
<이노베이션전략조정회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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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18)>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
이노베이션전략조정회의

의장 : 관방장관
의장 대리 : 과학기술대신
부의장 : 관계 본부 담당 대신

(※)
근거 : CSTI 의장 결정
의장 : 관방장관
부의장 : 과학기술대신

전문가회의

강화추진팀

제언

팀장 : 총리 대신 보좌관
구성원 : 각 사령탑 회의 사무국,각 부처
국장, 심의관급

개별 주제
전문조사
(AI 등)

※ AI 등 개별주체별 TF 설치

사무국(이노베이션 추진실)
실장 : 이즈미 보좌관
실장 대리 : 부장관보, 내각부 심의관
실원 : 관계본부 간부

출처 : SnT GPS 126(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8.9)

[그림 2] 일본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 통합・강화

-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은 일본의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 목표와 과제를 도출
<표 1>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의 주요과제
분야
지식의 원천
•데이터기반

■

지식의 창조
•대학 개혁 •전략적 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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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분야간 데이터 연계기반 정비 및 분야뵬 상호운용성 확보
- 기관간 데이터 공유 시스템 제도화
- 논문, 특허 등 근거 기반 시스템 구축
- 국립대학법인 경영 환경 개선
- 신진연구자 육성 강화
- 해외대학과의 공동학위 과정 및 외국기업과 공동연구 강화
- SIP, ImPACT, PRISM 프로그램 지속적·안정적 추진

분야
지식의 사회 구현
•창업
•정부사업 혁신
■ 지식의 국제 전개
•STI for SDGs
■ 중점 첨단기술 분야
•AI, 바이오테크놀로지, 환경·에너지, 안전·안심,
농업 등
■

내용
- 일본형 벤처생태계 구축
- 혁신 창출을 위한 제도 및 규제개혁
- STI for SDGs 로드맵, 플랫폼 구축
- (AI) 인재육성 방안 수립·평가·재검토
- (바이오테크) 새로운 바이오 전략 수립
- (환경·에너지)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출처 : SnT GPS 126(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8.9)


일본의
의료분야 R&D에 관한 예산을 총괄하는 AMED(Japan Agency for Medical Research and
Development)는 특히 각종 질병과 연구자원의 ‘데이터 공유’를 최대 우선순위로 설정
분야

프로젝트명

내용

Initiative on Rare and
- 418개 임상 센터 네트워크(4,400명 질환자 상담 규모)
Undiagnosed Diseases (IRUD, - 현재까지 1,016명의 환자 성공적으로 진단
희귀·미진단 질환 이니셔티브) - 글로벌 데이터 공유를 통해 18개의 새로운 질병 확인
- 일본 연구의 국제 표준화
- 일본의 유전형·표현형 데이터 정보를 글로벌 커뮤니티에 공유
Genome Japan
- 프로젝트는 ①변이 집적 및 대립 유전자 빈도, ②병원성 변이 수집 및 통합,
③표준화 및 데이터 공유에 대한 기여, ④바이오뱅크 상호 연구 시스템
유전자 정보
- 아시아 최초로 GA4GH 선도 프로젝트로 지정
- 희귀질환, 암, 전염병, 치매환자로부터 수집된 임상정보와 유전체 데이터
Medical Genimics Japan
안전하게 보관
Variant Database(MGeND)
- 병원성 또는 양성 변이에 대한 요약 정보를 통합, 일반에 공개
Genome Research for Asian
- 1,600개 이상의 결핵균 데이터(약제 감수성 검사 결과, 제1선 및
Tuberculosis (GreAT, 아시아 결
제2선 항TB 약물의 최소 억제 농도 포함) 저장
핵 유전체 연구)
- AI를 진단보조도구로 개발하기 위한 전국적인 의료영상 DB 구축
- 임상의사 학회가 주도하고, 병리학, 방사선학, 내시경학, 안과, 피부과,
The Japan Excellence of
초음파악 등 학회가 참여
진단영상 정보 Dignostic Imaging (JEDI, 일본
- 국립정보과학원(NII)은 ICT, AI 기술을 제공
진단 영상 우수성)
- 2018년 기준, 약 1,000개의 위 생검(stomoch biopsies)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위 생검 이중확인 시스템 개발
▲ 일본이 유전체·줄기세포 연구를 중요시 하는 이유
- (초고령 사회) 일본은 총 인구 1억2,617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3,588만명, 70세 이상 인구도
2,715만명(21.5%)에 달함(’19.9 기준, 일본 총무성)
·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세계 최고(2위 이탈리아(23%), 3위 포르투갈(22.4%))
- (Health aging 관심)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한 노령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를 보장해 주기 위한
의료 R&D 혁신을 중요하게 생각
- (기술의 유망성) 유전체·줄기세포 분야를 경제부흥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화두로 간주
· 노바티스 등 전세계 빅파마들은 특히 재생의료 연구에 큰 관심
- (재생의료 연구 촉진) 발빠른 R&D 촉진 제도기반을 마련하여, 재생의료를 선제적으로 정착시켰다는 평가
* 재생의료란 줄기세포, 면역세포, 체세포 등 살아있는 세포를 환자에게 주입해 손상된 인체의 조직, 장기, 세포 등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의료기술

·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법) 세포배양이나 조직처리 등을 의료기관이 외부에 위탁
· (조건·기한부승인 제도) 시판 후 유효성 및 추가적 안전성 검증 기회 제공
· (조기 심사 지정 제도) 임상시험 단계에서 높은 효과가 예상되는 의약품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상담·심사기간이 절반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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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
3-1. 인도 의학연구협의회(India Council of Medical Research, ICMR)
▲ 의학연구협의회(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 ICMR)
- 설립 목적 : 인도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연구과(DHR) 산하의 바이오헬스 연구기관으로, 인도 사회의 이익을 위해
국가적 의학연구를 수행하고 조정, 촉진
- 역할
· 건강기술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 : 신의료기술과 비용효과의 적정성 평가
· 표준치료 워크플로(standard treatment work flow) : 전 헬스케어 영역(1차~3차)의 공통된 양질의 서비스
· 발생조사(outbreak investigation) : 4개 주 84개 바이러스 연구 및 진단연구소(VRDLs)를 통해 바이러스
발생 시 적시에 대응
- 연구 우선순위 분야 : 전염병, 영양학, 생식·모자보건, 기초과학연구, 전통의료, 종족보건 등


인도
의학연구협의회(ICMR)는 전염병 등 인도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주요 질병극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 중
- (결핵 연구) 인도 정부는 결핵(TB) 퇴치를 위해 ‘End TB 2025’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인도 결핵 연구개발
컨소시움’을 조직하여 새로운 약물, 진단방법, 백신 등의 개발을 추진
* WHO가 발표한 Global TB Report 2017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TB 사례를 보유 중이며, 2016년
인도에서는 약 279만 명의 새로운 결핵환자가 발생(전 세계적으로 약 1,240 만 건)하였고, 약 42만 명의 환자가
당해 사망

- (열대병 연구 강화) 인도 정부는 ‘열대병 연구센터(Samrat Ashok Tropical Disease Research Centre)’를
설립하여 선천성 풍진 증후군(Congenital Rubella Syndrome, CRS), 폐렴 및 침습성 세균성
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 등 다양한 열대병 연구에 대해 투자를 강화 중
* 말리리아, 뎅기열, 필라리아증, 흑열병과 같은 매개체 전염병(vector borne diseases)도 다루며,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매개체 관리 및 친환경적이고 비용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역방법 연구도 진행

- (항생제 저항성 연구) ICMR은 인도 내 환자 항생제 저항성이 높아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6개 거점 15개
지역 센터에 강력한 ‘항생제 저항성 연구 네트워크(Antimicrobial Resistance Surveillance Research
Network (AMRSN))’를 구축하여, 항생제 연구와 의료현장의 사용 개선(지침 제공)을 지원
- (인도·아프리카 보건과학 플랫폼) 아프리카 연합과 협력하여 보건과학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19.3)
* 사회·경제·정치적 유사점을 갖고 있는 인도와 아프리카는 양국이 협력하여 보건 분야의 공통 관심사인 빈곤, 영양,
위생, 인프라, 건강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함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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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새 국민건강보험제도, 아유쉬만 바랏(Ayushman Barat)
- (정의) 인도 정부가 ’18년 8월 발표한 새 건강보험 지원 계획(~’30)으로 정부주도로 소외계층의 의료혜택을
지원하고, 헬스케어산업 전반의 발전도 추구하는 정책
* 정식 명칭은 ‘Ayushman Bharat, Pradhan mantri jan Arogya Yojana’(약어는 AB-PMJAY 또는 PM-JAY로 인도
수상(Pradhan Mantri)의 의료지원 계획이라는 뜻)

·(예산규모) 약 17억1,400만 달러 수준으로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6:4의 비율로 재원을 조달
·(지원규모) 총 수혜자는 약 5억 명으로 추산
* 약 1억 740만 명의 저소득 농촌가정과 Socio-Economic Caste Census(SECC) 데이터에 근거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직업군의 도시 근로자들에게 가족 단위로 재정적 지원(연간 약 7,000달러 수준)

- (계획수립 배경) 건강보험 혜택이 낮아 의료비 부담이 크며, 열악한 인프라로 서비스 질도 낮음
· (낮은

보험수혜자) 인도 국민의 건강보험 혜택비율은 약 20% 수준에 불과(농촌지역은 약 86%, 도시지역은 약
82%가 미가입)하여,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 의료비 부담) 보험혜택은 입원비만 해당,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음
· (열악한 인프라) 의료설비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은 약 15% 수준에 불과하며 시설의 대부분은 열악하고 의료인력은 부족
- (주요 지원내용) 인도 국민의 보험혜택 수준을 높이고, 의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 (보험혜택

범위 확대) 대부분의 2차 의료와 3차 의료 서비스에 필요한 의료비(입원비 포함)와 수술 및 약을 포함한
진단·치료가 가능한 1,350개의 의료 패키지
· (의료

인프라 개선) 2022년까지 15만 개의 공공보건소(SHCs, PHCs)의 인프라 개선 및 서비스 확대(모바일
원격진료, 가정방문 등)를 추진하고 명칭도 HWC(Health and Wellness Centre)로 변경함과 동시에 ‘30분 내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
· (기술역량

확대) 의료기기 분야는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메이크 인 인디아’의 핵심
25개 분야 중 하나로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100% 허용
- (기대효과) 인도 헬스케어산업의 성장, 인프라 개선 기대
· 의료서비스 확대에 따라 공공의료센터의 신규장비 구입 수요 증가
· 외국계 경쟁기업들이 로컬기업들과 제휴하여 지역기반의 의료 인프라 투자 확대
· 보험사,

제약사, 진단 관련 기기 공급자 및 교육기관, 단체 등 많은 헬스케어산업 종사자들의 협업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출처: ‘인도 신의료보험 도입으로 의료 관련 시장 유망’, kotra 해외시장 뉴스, ’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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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도 과학기술부 생명공학기술과(Department of Biotechnolog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ment of India, DBT)
▲ 인도 과학기술부 생명공학기술과(Department of Biotechnolog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ment of India, DBT)
- 개요 : 인도 전역의 생명공학 연구 촉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1986년 창설된 과학기술부 내 전담부서
- 비전 : 생명공학연구의 수준 고양, 국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서의 생명공학 활용, 빈곤층의 복지를 통한 사회적 정의 보장
- 역할 : 기초·초기·후기 중개 연구와 기업가 정신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생명공학 분야의 정책·가이드라인·입법화 추진
- 예산 : 241억 1,530만 루피(약 4,049억)(‘18~’19)


인도
과학기술부 생명공학기술과(DBT)는 우수성 향상을 위해 ①제품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혁신,
②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설 역량 구축, ③국가 및 국제 파트너십 구축에 중점을 두고 연구 추진
- 제품의 개발, 검증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의 산학 협력, 중개를 촉진하기 위해 중개 연구 플랫폼 및
바이오클러스터 설립
- 전국 15개의 연구 분야별 자치기관 설립 및 글로벌 유전공학·바이오테크놀로지센터 1곳과 공공기관 2곳 설립

2015년 국가생명공학 개발 전략(2015~2020) 발표,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의 성장 가속화를 위한 혁신
연구, 역량 구축, 기업가 정신의 촉진 및 육성에 주력

지식
창출 및 개발 연구, 응용 및 중개 연구, 기술 이전, 기업가 지원 및 산학 협력활동, 기술 및 제품
개발·검증·상업화 등 지원
- (연구개발) 보건의료 및 바이오테크놀로지, 농업 관련 분야, 바이오 경제 성장을 위한 바이오 자원 기반 응용,
청정에너지 및 환경을 위한 신기술 및 도구 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 개발 지원
- (연구재정지원) 연구기관, 대학, 공공 및 민간기관 등 전국 1,500개 이상 기관의 연구를 위한 재정 지원
- (국제협력사업) 항생제저항성, 결핵, 암,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감염병, 희귀병, 만성 질환 등 중심으로 협력 사업 진행


연구기반
구축 및 백신 개발 등의 연구를 위해 세계 주요 보건의료기관들과의 협력 사업 진행 및 국제
컨소시엄 참여 등 네트워크 구축
<표 2> 주요 국제 협력 기관 및 사업 현황
협력기관

협력분야

웰컴 트러스트(Wellcome Trust)

연구기반 구축

- 우수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 기반 구축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연구기반 구축

- 인도의 공중보건 분야의 혁신주도 연구 기반
구축을 지원 및 육성

Cancer UK

암 연구

- 5년간 암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협력 연구 진행
- 총 1억 파운드(약 1,482억) 투자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 알레르기 및 감염질환 국립
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NIAID)

백신 개발

주요내용

- 백신 개발 및 면역체계 관련 연구를 위해 인도-미국
백신 개발 프로그램(the Indo-US Vaccine Action
Plan, VAP)편성 및 공동 연구 진행
* ’15년도 로타 바이러스 백신 출시

- 국가 바이오제약미션(National Biopharma Mission, NBM) １)을 통해 개방형 연구시설 구축, 기술 이전 역량
구축, 사업화 등의 규정을 기반으로 백신,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임플란트 기기 개발

１)	DBT의 생명공학 산업연구지원 위원회(Biotechnology Industry Research Assistance Council, BIRAC)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바이오제약의 초기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산학 협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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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에 대응하는 공중 보건 대비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인도중심 전염병대비 혁신연합 프로그램(IndCEPI ２)을 통한 전염병 백신 연구 개발 지원 실시
- HeLTi ３) 등 국내외 주요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한 모자 건강 증진에 주력 및 인체 미생물(Human Microbiome)
프로그램, 인도 유전체 이니셔티브(Genome India Initiative) 발족을 통한 유전제 분야 연구 지원
- 암 유전체 컨소시엄 및 유럽 분자생물학기구 ４), 인간 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 ５)에 참여하여 경쟁력 있는 신진
연구자 육성 기회 창출 노력

출처: 인도 과학기술부 생명공학기술과 홈페이지

[그림 3] DBT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현황

２)	전 염병대비 혁신연합CEPI(The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 CEPI). 2017년도 1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 WEF)에서 출범을 발표한 전염병 백신 개발 지원 글로벌 연합체. 독일, 일본, 노르웨이 정부, 게이츠재단
및 웰컴 트러스트 등 세계 각국 정부 및 기관들이 함께 총 4억 6,000만달러(약 5,100억원)을 초기에 투자하고 인도 또한 투자를 추진
３)	The Healthy Life Trajectories Initiative(HeLTI). 소아 비전염성 질병의 위험요인 및 비만 문제 해결, 아동청소년 발달영향요인 연구 등의 수행을
위해 WHO의 지원으로 캐나다,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의 연구자 간 구축한 협력 이니셔티브
４)	European Molecular Biology Organization, EMBO. 유럽 및 세계 생명과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의 생물학자들에 의해 1964년에
창설된 조직으로 우수한 연구자에 대한 지원과 연구 정보의 교환 촉진 등을 주된 목표로 삼음
５)	Human Frontier Science Program, HFSP. 생명과학분야의 정부 간 국제협력기구로 전 세계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생명 과학 분야의 학제간
연구를 지원할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G7국가(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를 비롯해 15개 이사국, 37개
회원국 포함.

9

보건산업브리프

▲ 제2차 국가생명공학개발전략(2015~2020)
- 개요 : 학제

간 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연구기회 및 과제를 창출하는 데 주력한 제1차 국가생명공학개발전략(2007)
이후, 세계적 수준에 맞는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의 성장 촉진을 위한 초기 전략 구축 및 1000억 달러 규모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 구축을 목표로 발표한 국가전략
- 핵심 목표
· 공익을 위한 지식 및 기술 활용과 생명활동 과정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잠재력 발현을 위한 지원
· 바이오제조분야, 청정에너지 및 바이오연료분야, 환경 분야, 보건의료분야, 안전하고 비용효율적인 농업 환경 및
식문화, 영양보급, 바이오텍 제품 및 생산 과정, 기술의 효율성 및 생산성 도모를 위한 투자
· 인도의 강점인 인적 자원의 과학적·기술적 강화 지원
· 견고한 바이오경제를 위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인프라 구축
· 세계적인 수준의 바이오허브 구축
- 주요 지원 분야 : 인적 자원, 지식 환경 구축, 유전체연구·백신·감염병·만성병·줄기세포·재생의료·기초연구·중개연구·
모자건강·바이오엔지니어링, 농업 생산성 향상,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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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오세아니아

1. 뉴질랜드 건강연구위원회(The Health Research Council of New Zealand, HRC-NZ)
▲ 뉴질랜드 건강연구위원회(The Health Research Council of New Zealand, HRC-NZ)
- 설립 배경 : 건강연구위원회법(Helath Research Council Act.1990)에 의해 뉴질랜드 보건부 산하기관으로 설립
- 설립 목적 : ‘보건연구를

통한 뉴질랜드의 번영(benefiting New Zealand through health research)’을 위한
보건분야 연구에 대한 정부의 투자예산 운영
- 주요역할 : ①
 국가보건연구정책에 대한 통찰 및 조언, ②뉴질랜드 보건 분야 관련 인재채용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보건 분야 관련 연구 추진 및 자금 지원 등


뉴질랜드
정부는 국가 정책과 예산의 목표를 ‘부(GDP·국내총생산)의 성장’에서 ‘행복 증진’으로 바꾸는
대전환으로서 ‘행복예산(Wellbeing budget)’을 최초로 수립 및 추진(‘19.5)
- 행복예산은 ①정신건강의 증진, ②아동 빈곤 개선, ③마오리원주민 및 남태평양 주민 보호, ④국가 생산성 증진,
⑤경제구조의 전환을 목표
* ’19년도 행복예산은 뉴질랜드 총 예산의 3.4%에 해당하는 38억 뉴질랜드달러(약 2조 9,400억원, 순증액)규모,
뉴질랜드 정부는 향후 4년 간 256억 뉴질랜드달러(약 19조 8,600억원)을 행복예산에 편성할 예정

뉴질랜드 정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뉴질랜드 공동체 통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역할 수행
- ( 정책 자문 제공) 뉴질랜드 건강연구 10개년 전략(New Zealand Health Research Strategy
2017~2027)추진에 있어 보건연구 분야의 우선투자순위 설정 등과 관련한 자문 제공
- (마오리 연구자 지원)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에 기반, 마오리 원주민 연구자를 위한 연구비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마오리 원주민의 동등한 권리 행사 지원
* 와이탕이조약: 1840년 영국정부-마오리족간 체결한 식민지조약이자 마오리 원주민 보호를 위한 입법적 체계로
①마오리부족장은 영국 여왕에게 주권 이양, ②부족장의 토지와 자원 소유권은 보장하나 모든 거래의 당사자는
여왕일 것, ③마오리 부족 모두에게 영국 시민과 동일한 권리 및 특혜 보장이 주요내용

뉴질랜드의 글로벌 양자·다자간 공동연구 지원 자금 운영기관으로서 국제공동연구 지원 및 협력 네트워크
확대 중
- 최근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양국 협력 강화 및 공동연구 창출을 목표로 중국 국립자연과학재단(The National
Natural Science Foundation of China, NSFC)과 연구재정지원 이니셔티브 발족(‘19.3)
* 총 1백만 뉴질랜드달러(약 7억 5,300만원)를 투입하여 공동연구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인 ‘HRC-NSFC
Biomedical Research Fund’를 신설하여 양국 연구자들의 연구협력 지원 중
▲ 뉴질랜드의 행복예산(Wellbeing Budget)
- 추진배경 : 뉴질랜드의

경제성장 및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증가에도 자살률 증가, 극심한
수준의 가정폭력 및 아동 빈곤 등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국가정책 목표로서의 GDP가 가지는
한계를 인식, 국가 성공의 정의를 재무 건전성뿐 아니라 사람·공동체·자연자원 보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대두
- 주요목표 : ①국민의 행복증진, ②환경의 보호, ③공동체의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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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행복 예산 편성 현황>
총 38억 뉴질랜드달러(약 2조 9,400억원)
단위: 뉴질랜드달러

정책 목표

현황

정신건강 증진

- 인구 5분의 1 정신질환
- OECD 회원국 중 청년 자살률 1위
- 노숙자 비율 인구 100명당 1명
- 15~24세 인구의 12% 학교·직업 부재

- 정신병 발생의 예방·집중치료(8.23억)
- 알코올·마약 중독자 지원(5800만)
- 정신질환자 주거지원(3.46억)

아동빈곤 개선

- 생필품 곤궁 아동 15만 명
- 높은 가정폭력 발생률
- 남태평양 섬 아동의 40% 주거 열악 상태

- 아동·청년 낙오 방지 사법제도 구축(11억)
-복지 혜택의 실질소득 증가효과
증대(5.35억)
- 가정폭력·성폭력 프로그램 구축(3.11억)

마오리족과
남태평양 주민
보호

- 낮은 행복지수, 낮은 소득수준
- 낮은 고등교육 이수율

- 공동체 건강 프로그램 지원(810만)
- 마오리 가족 네트워크 강화(2.08억)

국가생산성 증진

- 낮은 연구개발 투자율
- 2030년까지 노동력의 21% 자동화 예상
- OECD 중간 이하 수준의 소득수준

- 벤처투자 확대(2.4억)
- 연구·혁신 기업 지원(1.06억)
- 직업학교 개혁(1.97억)

- 1인당 온실가수 배출량 OECD 최고 수준
- 연 702t/㎢ 토양 침식
- 2013년 이후 1인당 쓰레기 배출량 증가

- 지속가능한 토양 관리 기관 설립(2.29억)
- 철도 투자 확대(4100만)
- 농업과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8천만)

경제구조
전환

출처: 한겨레21, 뉴질랜드는 ‘행복’이 목표다, 201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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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
 주 국립보건의료연구회(Australian Government,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NHMRC)
▲ 호주 국립보건의료연구회(Australian Government,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NHMRC)
- 설립 배경 : 국립보건의료연구회법(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Act 1992)에 의해 설립
- 설립 목적 : 더 건강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보건의료 연구 및 공중보건연구 지원
- 보건의료 연구지원 추진전략:
① 양질의 보건의료 연구와 최고수준의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한 연구 능력 배양 및 지식 창출
② 보건의료연구와 임상시험, 정책, 보건시스템 간 중개 및 증거기반 연구주도의 호주 보건 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한
연구 결과의 효과적인 상업화 추진
③ 엄격하고 윤리적인 연구수행과 정확한 지침의 구축 및 지역사회의 신뢰 증진을 통한 강력하고 온전한 연구 수행
가이드라인 체계 유지

호주 정부는 정부예산안(’19~’20) 발표를 통해 향후 4년간 보건의료분야 연구지원에 60억 호주달러(약 4조
8,500억원) 지원을 약속
* 상기 연구지원액 중 35억 호주달러(약 2조 8,350억원)가 NHMRC에 배정될 예정

- 보건의료분야 4개 핵심영역(환자, 연구자, 국정과제, 중개)에 대해 10년 간 50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인 ‘보건의료 미래 기금(Medical Research Future Fund, MRFF)’신설 및 운영


NHMRC는
정부 및 산업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보건의료분야의 연구의 재정지원이나 품질 개선 및
국가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관리적 기능을 수행
- (연구지원프로그램) ①보건의료의 전 분야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증진, ②경력이 아닌 능력기반의 연구자 채용,
③과도한 동료평가 및 평가결과 적용에 대한 연구자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최근 개편
<표 3> NHMRC 주요 연구지원 프로그램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
(Investigator Grants)

이전 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전 경력의 우수한 연구자들에게 보수 및 독
립적인 연구지원금을 제공(예산의 40%)

아이디어 지원 프로그램
(Ideas Grants)

과학 분야의 특정 과제와 관련해 새로운 아이디어 및 혁신적 접근법을 제시하는
연구제안서에 대한 지원금 제공(예산의 25%)

협력지원 프로그램
(Synergy Grants)
전략 활용 지원
(Strategic and Leveraging Grants)

주요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구축된 공동 연구팀에 지원금 제공(예산의 5%)

특정 몇몇 분야와 관련한 기존 프로그램을 전략 활용 지원프로그램으로 편성하
고 임상연구와 코호트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내용을 추가(예산의 30%)

- (연구품질개선) 연구수행의 엄격성·재현가능성 및 여러 연구수행지침의 비효율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인지,
연구품질개선을 위한 프로젝트(Research Quality Project) 개발 및 실시
* NHMRC 지원 연구에 연구과정 전반의 효율성 재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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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MRC는 ①지원 기관 내 연구 문화 조사 실시, ②연구수행 관련 제도적인 실천 가이드 개발, ③올바른 연구 관행
교육 훈련을 위한 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프로젝트 수행 중

- (규제·관리기능) 인간 배아 연구 규제 ６), 미토콘드리아 DNA 기증 ７)조사 및 과학적 연구에 대한 법률적·윤리적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의 역할 수행
▲ 보건의료미래기금(Medical Research Future Fund, MRFF)
- 개요 : 보건의료분야

연구 및 혁신 지원을 위한 영구기금으로서 호주정부에서 국립보건의료연구회의 예산 내 신설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 운영방식 : 국립보건의료연구회

CEO를 포함한 자문위원회가 MRFF 지출에 대한 5개년 전략 및 2개년 우선순위를
수립해 정부에 전달한 후, 정부에서 투자 계획 결정
- 특징 : 기존 국립보건의료연구회의 프로그램이 주로 광범위한 보건의료분야의 수요를 충족하는 연구자 주도의
연구를 후원하는데 반해 MRFF는 주요 보건의료 과제 및 화두(유전체학 등)에 대응하는 국가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 및 지원

６)	‘생식을 위한 인간 복제 금지법(Prohibition of Human Cloning for Reproduction Act, 2002)’과 ‘인간배아연구법(Research involving
Human Embryos Act, 2002)’에 기반
７)	모계로만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에 유전적 여성이 출산할 경우 신생아의 생존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미토콘드리아에
이상이 있는 여성의 난자에서 유전정보가 포함된 핵을 추출하여 건강한 제3의 여성의 난자에 이식하여 배아를 생성하는 체외수정(IVF) 기법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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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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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최 현황)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회원국 순번 개최HIROs
* 캐나다 오타와(’15), 영국 런던(’16), 영국 런던(’17), 스웨덴 스톡홀름(’18),
미국 워싱턴(’19)
M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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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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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NIH

CIHR

NSF

유럽연합

영국

ERC

MRC

EC

Wellcome
Trust

독일

DFG

프랑스

Institut
Pasteur

INSERM

스위스

SNSF

노르웨이

RCN

네덜란드

ZonMW

아프리카
연합

AAS

남아프리카
공화국

SAMRC

한국

KHIDI

싱가포르

A*STAR

일본

AMED

인도

뉴질랜드

ICMR

HRC-NZ

호주

NHMRC

D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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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li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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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ndation

* 과거 논의된 주요 내용들 : 유행병(pandemics), 데이터 공유(sharing of data), 학술정보의 오픈액세스(open

C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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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보건산업브리프

Ⅳ

참고문헌

1. Today 언론보도, Govt sets aside record S$19b for science and tech research, 2016.1.8.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SnT GPS 126, 2018.9
3. ‘인도 신의료보험 도입으로 의료 관련 시장 유망’, kotra 해외시장 뉴스, 2019.07.09
4. 한겨레21, 뉴질랜드는 ‘행복’이 목표다, 2019.6.30

집필자 : R&D조정팀 김소연, 이관용, UGA Innovation Gateway 김치구
문의 : 043-713-8096
	본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본 간행물은 보건산업통계포털(http://www.khiss.go.kr)에 주간단위로 게시되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6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