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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현황

1. 추진배경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글로벌 공급망 붕괴, 병원, 연구소 폐쇄 등 급속한 환경
변화로 인해 연구자들의 정부 R&D 수행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 높은 대중국 의존도, 전세계 국가들의 보호무역 강화 등 동시다발적인 제조업 마비현상(Manufacturing desert) 등
코로나 사태 이후 Global Value Chain(GVC) 구조적 한계 표면화(McKinsey&Company, ’20)

	부처별로 코로나-19 대응책을 마련 중이나, 바이오헬스 연구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
	바이오헬스 R&D 분야는 타 분야와 달리 코로나-19(COVID-19)의 직접 영향을 받는 의료기관이 연구
주체로 참여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등을 수행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중요
* 국내에서도 코로나-19(COVID-19) 환자 발생으로 인해 은평 성모병원을 비롯한 중대형 병원의 폐쇄 발생 빈번

	본 조사를 통해 바이오헬스 연구현장의 실상과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핀포인트 지원 정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

2. 국내·외 주요 현황
	코로나-19 사태는 정부 R&D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행이 심화됨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다각도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
	주요 국가들은 R&D 분야에 발생하는 자금 문제, 임상 지연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
* (美) 의회 및 관리예산처(OMB) : 연구자들에 대한 탄력적 자금 지원, 행정·금융·감사 요건 등에 대한 단기적 완화 시행
* (EU) EU 집행위원회 : 코로나-19 유행 동안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관계자(연구자, 피험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가능한 임상시험을 위한 지침 발표

	우리나라는 정부 R&D 참여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 확대, 연구 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1차 ’20.2., 2차 ’20.4.)을 마련(과기부)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연구계획 변경 등에 따른 부가경비 연구비 집행 허용, 연구비 이월 허용 및 장비
도입기간 연장 등

	코로나-19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는 민간부담금 비율 축소, 정부납부기술료
기간 연장 등의 지원방안*을 발표(과기부·산자부·중기부, ’20.4)
* 민간부담금 비율 축소 및 민간부담금 현금 비중 완화, 신규채용 및 기존인력 등 모든 연구 인력의 인건비 정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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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바이오헬스 R&D 연구자 실태조사 결과

	조사 개요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
- 조사대상 :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R&D 연구책임자(’19 ~ ’20년 협약과제기준)
- 조사기간 : ’20.4.10(금) ~ ’20.4.26(일)
- 조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

	응답자 특성

0%
의료기관
대학(의료기관소속제외)

18%
0%

공공기관

2%

출연연

35%

2%

국공립연구소

4%
대기업

3%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35%

재단법인 연구소

- (소속) 유효 응답자 362명 중, 바이오헬스 R&D 연구의 특성상 의료기관 및 대학 소속의 응답자가 70% 이상을
차지
* 의료기관 소속 35%, 의료기관을 제외한 대학교 소속 35%, 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속 20%
- (최종 학위) 응답자 중 박사학위 소지자 86%

)

* 의사 면허 소지자 36%
** 박사 학위 소지자 중 의사 면허 소지자 32%
- (종사 기간) 응답자들의 79%가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20년 이상 종사자 37%)

1. 정부 바이오헬스 R&D사업 수행의 문제 발생 가능성
(사업 수행 문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사업(연구)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85%)함에 따라 연구계획 변경(61%)을 고려 중
문제가 없다
15%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6%
문제가 있다
69%

[그림 1] 코로나-19로 인한 연구 차질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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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이슈로 인해 현재 수행중인 R&D 사업에 문제(69%)가 발생하였거나,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16%)
연구계획을 변경
하였다.
8%

0%

연구 계획을 변경
하지 않을 것이다.
39%

10%

0%

30%

40%

50%

연구 기간 및 연구비
사용 기간 연장

50%
24%

연구 내용 및 방법 변경

연구 계획 변경을
고려중에 있다.

17%

연구 목표 변경

53%

60%

5%

연구진 변경
기타

4%

[그림 2] 연구 계획 변경 여부 및 변경 내용

- 연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연구 계획을 변경했거나(8%), 향후 연구 계획의 변경을 고려중(53%)에
있으며,
- 연구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연구 기간 및 연구비 사용 기간 연장(50%), 연구 내용 및 방법(24%), 연구 목표
변경(17%) 순으로 변경 검토

2. 바이오헬스 R&D 연구자 애로사항 현황
	(임상시험) 계획 중인 대부분의 임상시험에서 차질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92%)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신규 피험자 모집(44%)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
임상에 차질이 없다.
8%
0%

5%

10%

15%

20%

25%

30%

임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36%

임상에 차질이 있다.
56%

기존에 진행 중인 임상시험
피험자의 지속적 임상시험
참여의 어려움

기타

40%

45%

50%

26%

병원 등의 안정성 문제로 인한
임상시험 사이트 확보 어려움
CRO 관련 계약체결 지연
혹은 계약이행 차질

35%

44%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신규 피험자 모집 어려움

21%

6%
4%

[그림 3] 임상시험 차질 여부 및 유형

-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임상시험에 차질이 발생(56%)하였거나,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36%)이
있다고 응답
- 임상시험에 차질이 있거나 차질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신규 피험자
모집에 가장 난항(44%)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이외에도 기존 피험자의 지속적인 임상시험 참여 어려움(26%), 병원 등의 안정성 문제로 인한 임상시험 사이트
확보의 어려움(21%)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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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험자 모집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신규 피험자 모집을 연기(43%)하거나, 임상시험 규모 축소(30%)를
고려중이며, 이 외에도 가상 임상시험(virtual clinical trial)을 도입하거나, 온라인 모니터링 방법을 검토 중
- 임상시험 사이트 확보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는 임상시험 일정을 연기(54%)하거나, 규모를 축소(30%)하여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

(인력) 일부 연구자들은 인력 문제(39%)를 겪고 있으며, 기존 연구 인력 부족, 신규 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연구 인력 부족 문제(58%)가 가장 큰 문제로 파악

0%

5%

10%

15%

20%

25%

30%

35%

신규 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인력채용연기)

인력 관련 문제가
없다.
61%

인력 관련 문제가
있다.
39%

40%

36%

참여 연구원의 코로나 확진,
코로나 대응 지원등으로
연구인력 부족

22%

입·출국 제한으로 인한
해외 인력교류의 문제

16%

매출액 저하 등으로 인한
기존 인력 유지의 어려움

15%
11%

기타

[그림 4] 인력 문제 발생 여부 및 문제 유형

- 연구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는 채용 연기 등으로 인한 신규 연구 인력 확보의 어려움(36%), 참여 연구원의 코로나
확진 및 코로나 대응 지원 등으로 인한 연구 인력 부족(22%) 등
- 연구 인력 부족의 대안으로, 기존 연구 인력으로 연구를 수행(28%)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내부 대체
인력을 활용(24%)하거나 연구 계획을 변경(23%)하고, 또는 연구를 연기할 계획(22%)인 것으로 파악

(자금) 일부 연구자들은 자금 문제(36%)를 겪고 있으며, 연구 지연으로 인한 연구비 집행 곤란(39%), 연구
변경 등으로 인한 연구비 상승(24%) 등에 기인
0%

자금 관련 문제가
있다.
36%
자금 관련 문제가
없다.
64%

5%

10%

15%

20%

25%

30%

연구 지연으로 사용
예정된 연구비 집행의
어려움

40%

45%

39%

연구 변경 등으로 인한
연구비 상승 문제

24%

예정치 않았던 부가경비
발생(예 : 행사 취소
위약금 등)

17%

예정된 민간 투자 유치
지연 및 취소 등에 관한
문제
민간 R&D 매칭 문제

35%

10%

4%

기술료 납부 문제

3%

기타

3%

[그림 5] 자금 문제 발생 여부 및 문제 유형

- 연구 지연으로 사용이 예정된 연구비를 집행하기가 어렵다는(39%) 의견이 가장 많았고, 연구 변경 등으로 인한
연구비 상승(24%), 행사 취소 위약금 등 예정치 않았던 부가경비 발생(17%) 등의 문제 발생
- 연구비 집행과 관련해 관계 부처·기관에 연구비 사용 관련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는 의견이 6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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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 중인 연구의 규모·범위를 축소(36%)하거나 새로운 연구비 확보(25%) 모색
-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연구관리비 허용 기준 완화 등 가이드라인
제시

(참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1,2판 주요내용
(과기부, 1차 2.27, 2차 4.16)

- (평가일정 연기 또는 비대면으로 대체) 연기가 가능한 평가(연차점검, 단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일정 연기, 선정평가 등
조속한 과제 착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화상, 서면회의 등으로 대체
- (감염병 예방에 따른 경비 지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연구계획 변경 등에 따른 부가경비의 연구비 집행 허용
- (연구공백 발생시, 후속 연구 편의제공) 위험상황 종료 후 안정적인 연구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비 집행을 허용하고,
연구기간 연장
-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 확대) 연구비 이월 허용 및 장비 도입기한 연장
-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지원) 기간 연장 및 계획 변경, 온라인 활용, 연구실 운영비 정산 면제

(연구 물품 수급)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연구 물품의 수급에 차질(42%) 발생

0%

10%

20%

30%

연구 개발에서 사용되는
연구 시약, 부품 장비 등 수급

연구 물품 수급
문제가 있다.
42%
연구 물품 수급
문제가 없다.
58%

50%

60%

56%

연구자의 안전 장비
(마스크, 장갑, 보호안경 등)
수급

28%

실험용 동물 모델 수입 중단

기타

40%

12%

5%

[그림 6] 연구 물품 수급 문제 발생 여부 및 문제 유형

- 중국, 유럽, 미국의 공장 폐쇄 등으로 수입 원자재 수급 자체가 불가하거나, 시제품 제작 기간 등이 지연되고, 임상
검체 수급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연구 시약이나 부품, 장비 등 수급의 어려움(56%), 마스크 등 실험용 안전 장비 수급의
어려움(28%) 등 호소
- 연구 물품 수급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 연기(40%), 다른 물품으로 대체(29%), 연구 계획 변경(26%)
등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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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협력) 상당수의 연구자들이 대내·외 협력 문제(72%)를 겪고 있으며, 대면 회의 난항(37%), 행사
연기·취소(28%), 공동연구 난항(19%) 등의 문제 발생
0%

5%

10%

15%

20%

25%

30%

대면 회의의 어려움

28%

연구기관, 병원 일시 폐쇄
등으로 인한 공동연구 난항

대내·외 협력 문제가
있다.
72%

19%

국내·외 연구진의 출입국 문제로
인해 해외 인력교류 난항
기타

40%
37%

연구 관련행사(학회 등)
개최 연기 및 취소

대내·외 협력 문제가
없다.
28%

35%

14%

2%

[그림 7] 대내·외 협력 문제 발생 여부 및 문제 유형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모임 자제 등으로 대면 회의의 어려움(37%), 연구 관련 행사 개최 연기 및 취소(28%)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구기관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경우가 있어 공동연구에도 난항(19%)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대면 회의의 어려움에 대한 대안으로 화상회의로 대체(39%)하거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메일 등)의 비중을
늘려(44%) 대응하고 있는 상황
- 연구 관련 학회 등의 행사 개최가 불가함에 따라 참석을 취소하는 경우가 73%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개최된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일부(21%) 있는 것으로 파악
-공동연구의 경우 안전성 문제로 연구기관들이 폐쇄됨에 따라 연구자들은 대부분 공동연구를 연기(44%)하거나,
계획을 변경하여 연구 수행(30%), 기존 공동연구를 지속(21%)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다수가 대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워 연구 지연
-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외 출입국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해외 인력교류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화상으로
협력을 지속(30%)하거나 인력교류를 연기(26%)한다는 응답이 있었으나, 불가피하게 인력교류를 취소했다는
응답도 20%

(문제의 심각성) 모든 분야의 심각성이 4점 이상으로, 연구 수행에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연구
물품 수급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
4.29

연구 물품수급

4.16

대내·외 협력

4.12

임상 시험

4.02

자금

인력

4.01

4.00

4.05

4.10

4.20

4.25

4.30

* 향후

연구 수행에 어느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 연구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각성을 각각 5점 척도로 조사

[그림 8] 문제의 심각성 정도(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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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들은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합쳐져 전체 연구 수행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인식
- 연구자들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연구 물품 수급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에 시료,
소재·부품·장비 등 국산화 필요성 제기
- 대내·외 협력 및 임상시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응답
- 자금 및 인력은 연구비 사용 완화 등 부처 공동 대응을 통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인 심각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

(애로사항) 연구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주로 임상시험, 대면 회의, 평가 등

[그림 9] 연구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 연구자들의 연구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주관적 기술 결과를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시각화한 결과 “임상시험”,
“환자”, “지연”, “연기” 등의 키워드가 높은 빈도로 출현하여, 바이오헬스 R&D 분야에서는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
- “회의”, “평가” 등의 키워드로 보아 평소 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절차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파악
- “해외”, “교류”, “학회” 등의 키워드와 관련하여 국가 간 이동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해외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주요 의견>
○ (임상시험기관) “COVID-19 진료기관의 연구 참여가 현저히 낮아지고, 진료하지 않는 기관에서는
내원환자가 감소하여 검체 등 연구 material 확보가 어렵다”
○ (의료기기기업)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정량적 지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 (대학)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과제 진행에 대한 심도 있는 회의 진행에 많은 차질”
○ (제약기업) “중국 등 해외 CRO를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무기한 연기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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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정책) 연구자들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정부 정책은 연구기간 연장, 연구 계획 변경 등

[그림 10]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 정책

- 연구자들은 “연구기간”, “연장”, “연구비”, “허용”, “이월” 등에 관련된 정책을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어,
연구기간 연장이나 연구비 이월에 관한 정책 필요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연구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연구”, “계획”, “과제”, “목표”
등과 관련한 연구 계획 및 연구 목표 변경 조건을 완화하는 정책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투자가 줄어들고, 다수의 기업이 자금 문제를 겪고 있음에 따라 “매칭”, “기술료”, “부담”,
“기업”, “인건비” 등의 키워드 등장
<주요 의견>
○ (대학) “연구기간에 대한 압박감을 경험하고 있어 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
○ (의료기관) “온라인 활용한 임상시험 연구가 가능하도록 전환 준비 및 연구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필요”
○ (의료기기기업) “신규인력 채용의 인건비 현금 매칭 등 기업 매출 감소로 인한 R&D매칭부담 완화 필요”
○ (의료기기기업) “원자재 업체가 연락 두절되는 상황… 평가 기준을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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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바이오헬스 R&D 분야의 연구자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사 실시
	타 분야와 유사하게 연구자들은 대내·외 협력, 연구 물품 수급, 인력, 자금 관련 어려움으로 인해 연구에
차질(85%)을 겪고 있었으며,
상당수의 연구자들은 대면 회의 불가, 연구 관련 행사 취소 등으로 대내·외 협력의 어려움(72%) 호소
바이오헬스 R&D의 경우 피험자 모집, 임상시험 사이트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임상시험 수행 지연(92%)
일부 연구자들은 연구비 상승, 신규 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인력 및 자금 문제 경험
	연구자들은 연구 물품 수급에 가장 심각한 어려움(4.29/5)을 호소하고 있으며, 대내·외 협력, 임상시험 역시
심각한 문제로 파악

2. 시사점
	바이오헬스 R&D 연구 현장의 시급한 수요를 반영한 정책의 신속한 현장 적용과 함께 코로나 이후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연구자 및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차질이 예상되나 제도로 막힌 부분을 신속히 파악하여,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정 및 제도 개선 필요
- 코로나 사태 이후,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관리제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대응
전략 필요
*(美) NSF, 코로나 19 대응 가이드라인 발표(https://www.nsf.gov/news/special_reports/coronavirus/) :
연구자들이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의 승인에 따라 연구 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공
⇒ 연구비 사용 기간 연장, 통상 연구비로 집행될 수 없는 비용의 집행 허용, 보고서의 제출 기한 연장, 연구 종료
시점의 연장 허용 등

	바이오헬스 R&D 분야는 타 분야와 달리 인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지원 전략 필요
- 바이오헬스 R&D특성 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환자 임상 시험이 필수적임에 따라, 연구 목적의 의료기관 방문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단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뿐 아니라,
-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자들의 시험기관 방문을 줄이고, 임상시험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디지털 기술(AI, SNS 등)을
활용한 온·오프 믹스 방식의 임상시험 다각화 방안 검토 고려

* (美) FDA 코로나-19 대응 가상 임상시험 권고 가이드라인 제시 : 코로나-19 전염병 동안 임상시험 피험자
안전을 보장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적인 고려사항을 제공하는 지침을 발표
⇒ 환자보고결과(Patient Reported Outcomes, PRO), 원격 모니터링, 가상임상시험(virtual clinical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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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공급망이 자국·지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실험 시약·장비 공급의 안정화
차원에서 국산화 방안 마련 필요
-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실험 시약, 기자재 등의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유사시를 대비하여 공급망
다변화, 대체품 모색 등 단기적인 대응 방안과 함께
- 코로나 사태 장기화, GVC의 구조적 변화 등을 대비하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의료소재·부품의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국내 의료기관, 해외 기업 등의 구매와 연계한 기술개발·보급 등을 통한 국산화 필요
※ USC 대학 GVC 전문가 닉 바이어스(Nick Vyas) 교수는 GVC가 회복하더라도
① 차이나 디커플링 ② 수요에 근접한 on-shore 및 near-shore 현상 ③ 공급체인 단위(node)의 분산화
(diversification) 등 변화 불가피 전망
* 코로나 진단키트에서 한국의 위상은 높였지만, 로슈 진단의 추출 시약과 장비 없이는 애써 개발한 진단키트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 진단키트 업체들에 비상...
* ’19년 기준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 점유율은 로슈 진단이 24.9%로 가장 높고 지멘스헬시니어스(12.3%),
애보트 래버러토리스(9.6%), 다나허(9.4%) 등 ‘빅4’가 전체 중 56% 차지(매일경제, ‘20.5)

	비대면의 일상화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R&D 전략 수립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 비대면(Untact), 디지털 전환(솔루션, 인프라, 보안)으로 인한 기존 연구 및 협력 방식의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대비한 장기적인 대응 전략 수립 필요
* (예시) 감염병 위기 시 AI·생체인식, 챗봇 서비스 등 최첨단 기술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여 의료진 및 환자의
안전성을 확보한 스마트 병원 등에 대한 장기적인 R&D사업 모델 제시

11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1, 2판).
• 매일경제. (2020). “`K키트` 위상 높였지만…로슈가 시약 안주면 무용지물". 2020.5.12.
• 산업통상자원부. (202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중소벤처기업부. (202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특별지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 KISTEP Issue Paper : 주요국의 COVID-19 R&D 전망과 시사점. 202005. 통권 제283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R&D사업 지원방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0). KIAT 산업기술 동향 워치. 2020-7호.
• 한국연구재단. (2020). 美 국립과학재단의 코로나19 대응 가이드. NRF R&D Brief-2020-05호.
• Biocentury. (2020). BioCentury survey finds action lags concern about the business impact of
COVID-19.
• Biocentury. (2020). Survey says: Companies seek regulatory flexibility as COVID-19 makes clinical
disruptions the new norm.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 Effects of COVID-19 on the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 Enterprise.
• Deloitte. (2020). COVID-19의 산업별·지역별 영향.
• EC, EMA, HMA. (2020). Guidance On The Management Of Clinical Trials During The COVID-19
(Coronavirus) Pandemic.
• FDA. (2020). FDA Guidance on Conduct of Clinical Trials of Medical Products during COVID-19
Pandemic.
• Forbes. (2020). Strategic Planning In Biotech During A Pandemic Crisis.
• McKinsey&Company. (2020). Supply-chain recovery in coronavirus times—plan for now and the
future.
• OECD. (2020). COVID-19 : SME Policy Response.

집필자 : R&D정책조정팀 김나형, 조종선

문의 : 043-713-8712, 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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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