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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백신시장 현황 및 전망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연구원 김민정

【요약문】

 □ 2020년 COVID-19 백신 출시 후 글로벌 COVID-19 백신 시장은 1,154억 
달러 규모를, 그 외 기존 전통적 백신 시장은 366.8억 달러 규모 형성(2021년 기준)

  ○ COVID-19 감소추세에 따라 2027년까지 COVID-19 백신 시장은 연평균 6.3%로 
감소하여 780.8억 달러를 형성,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 백신은 연평균 
8.3%로 성장하여 591.7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백신 개발, 접종, 공급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접목 및 합성생물학, 3D 세포 배양 등 
관련 플랫폼 기술의 획기적 발전은 향후 백신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 전통적 백신 시장과 COVID-19 백신 시장은 상위 4개 기업 비중이 각 91%*, 
86%**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 

      * GlaxoSmithKline 29%, Merck 24%, Pfizer 20%, Sanofi Pasteur 18%

      ** Pfizer/BioNTech 31%, Sinovac Biotech 22%, Sinopharm 17%, Moderna 16% 

[그림 1] 글로벌 백신 산업 시장규모 및 전망(2021, 2027년)

 출처 : Frost&Sullivan, Global Vaccine Growth Opportunities, 2022.4 /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재구성

 □ 백신 산업을 둘러싼 환경요인 중 CDMO의 등장, COVID-19 백신 수요, mRNA 
기반 백신 도입, 저개발 국가 정부와의 협력 등이 성장 동인으로 분석되며,

  ○ 향후 백신 산업의 성장 기회로 ①암, HIV를 위한 핵산 기반 백신 개발 역량 강화, 
②전염성이 높은 질병을 위한 소아 혼합 백신, ③생산 효율성과 속도 향상을 위한 
신흥경제국의 기술이전, ④역량 강화를 위한 라이선스 및 합작투자에 참여 하는 
개발도상국, ⑤증가하는 예방접종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RSV(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탐색 등을 제안

※본 보고서는 프로스트앤드설리번에서 발간한 보고서 ‘Global Vaccine Growth Opportunities(2022.4)’ 
및 백신 관련 온라인 공개자료 등을 참고하여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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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백신의 개념

□ 백신(vaccine)이란,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병원체 자체나 구성물질의 일부 
또는 독소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특정 질병에 대한 면역력 향상을 
위해 투여하는 생물학적 제제를 의미

  ○ 일종의 ‘가짜 병원체’인 백신을 통해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항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후 병원체에 감염이 되어도 피해가 없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

   ※ ‘소’를 뜻하는 라틴어 Vacca를 어원으로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Edward Jenner)가 자신의 

천연두 예방법(우두법)을 ‘vaccination’이라고 불렀고, 프랑스의 루이 파스퇴르가 제너를 

기리기 위해 자신의 광견병 치료법을 ‘vaccine’이라고 부르면서 유래 

  ○ 백신의 주요 성분에는 인체가 질병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항원, 면역 반응 향상에 
도움이 되는 보조제, 백신 효과를 유지하는 방부제, 저장·운송 중 백신을 보호 
하는 안정제 등이 포함

[그림 2] 예방접종의 작용원리

        출처 : 질병관리청, 카드뉴스, 예방접종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할까?_예방의 원리(2018.1.18.)

  ○ 15세기 의도적인 천연두 노출을 통한 역사로부터 예방접종의 개념이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가지 이상의 백신을 통해 질병을 예방

 ▶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 : 자궁경부암, 콜레라, 디프테리아, B형간염, 폐렴, 인플루엔자, 

일본 뇌염, 말라리아, 홍역, 수막염, 유행성 이하선염, 백일해, 소아마비, 광견병, 풍진, 

로타 바이러스, 파상풍, 장티푸스, 수두, 황열병, 코로나19 등             ※ 출처 :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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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장분류 및 분석범위

□ 백신은 예방용 백신(prophylactic vaccine)과 치료용 백신(therapeutic vaccine)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예방용 백신 시장을 범위로 분석

  ○ 글로벌 백신 시장은 최근 주요한 영향을 미친 COVID-19 백신과 기존 전통적 
백신으로 구분하여, 각 시장에 대해 기술별/생산시스템별/지역별 시장을 분석

    - 각 백신은 항체 생산을 자극하고 특정 질병에 대한 면역 획득을 제공하는 항원 
개발 기술에 따라 재조합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아단위 백신, 약독화 백신,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 혼합백신 등으로 분류

    - 백신의 생산 시스템별로 박테리아/효모 발효, 계란/세포 배양, 복합 생산 등으로 분류
    - 지역별로는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기타 지역으로 분류

[그림 3] 본 보고서에서의 백신시장 범위

 출처 : Frost&Sullivan, Global Vaccine Growth Opportunities(2022.4.),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재가공

[표 1] 백신 분류별 설명

기술유형별 백신 종류

약독화 생백신
(Live Attenuated 

Vaccine)

Ÿ 변형되거나 병원성을 약화시킨 살아있는 병원체로, 투여 시 질병을 일으키지 
않거나 제한된 감염, 가벼운 증상만을 유발

Ÿ 자연 감염 기전과 유사하여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면역반응 유도
Ÿ 바이러스보다 박테리아 기반 백신 생산 시 주로 사용
Ÿ 상대적으로 생산단가가 적게 들어 저렴하고 일반적으로 1회 접종으로 면역 형성
Ÿ 수두, 홍역, 대상포진, 풍진, 로타 바이러스, 천연두, 유행성이하선염 등에 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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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Frost&Sullivan, Global Vaccine Growth Opportunities(2022.4.) 및 IBS, 코로나19 과학 리포트 2, 
백신의 종류와 특징 설명 등의 온라인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재가공

불활화 백신/ 
사백신

(Inactivated Vaccine)

Ÿ 열, 방사선, 포름알데히드 등의 화학물질로 증식이 불가능하도록 비활성화 시킨 
병원체로, 투여 시 질병을 일으키거나 활성화되지 못함

Ÿ 약독화 생백신 대비 안정성이 높으나 면역반응이 낮고 지속기간이 짧아 효과 
증진과 장기간 유지를 위해 여러 번 접종

Ÿ 인플루엔자, A형 간염, 소아마비, 광견병 등에 주로 사용

재조합 백신
(Recombinant 

Vaccine)

Ÿ 박테리아 또는 효모 세포를 사용하여 만든 백신으로, 면역 반응을 자극하는 
항원을 암호화하는 DNA를 세포에 삽입, 이들 세포에서 항원을 발현하여 생산

Ÿ 바이러스 유전 물질을 포함하는 핵산 기반 백신(mRNA 백신, DNA 백신) 포함
Ÿ B형 간염, 수막구균 질환용 백신 등에 사용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

(Virus-like 
Protein(VLP))

Ÿ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한 바이러스 단백질을 포함하며, 바이러스 구조를 모방
하지만 본질적으로 감염병성이 없는 다중 단백질 구조를 형성

Ÿ VLP는 바이러스 유전체가 없으므로 비교적 안전하고 저렴
Ÿ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인 머크의 Gardasil, GSK의 Cervarix 등이 대표적

아단위 백신
(Subunit)

Ÿ 병원체 표면에서 유래한 하나 이상의 분리 및 정제된 바이러스 단백질 또는 
당을 제공하며, 이 백신의 면역 반응은 항원 표적을 인식하는데 중점을 둠

Ÿ 예 : Alutard allergy vaccine, Viaskin Peanut allergy vaccine 등

톡소이드 백신
(Toxoid Vaccine)

Ÿ 박테리아가 생성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독소(Toxin)를 열과 화학물질을 이용해 
불활성화 시킨 것을 톡소이드(Toxoid) 혹은 변성독소라 하며, 질병 유발 없이 
면역 반응을 유도

Ÿ 파상풍, 백일해, 디프테리아 백신이 대표적

결합 백신
(Conjugate Vaccine)

Ÿ 균의 세포막이 존재하는 다당류를 항원으로 사용하는 백신
Ÿ 예 : 수막구균 질환에 대한 Menveo vaccine, Pentacel 혼합 백신 등

혼합 백신
(Combination 

Vaccine)

Ÿ 두 가지 이상의 기술로 제조된 백신으로, 일반적으로 여러 질병의 조합에 사용
Ÿ 예 : 불활화 백신-결합 백신을 혼합하여 개발한 Vaxelis, Pediarix 등

생산 시스템별 백신 종류
박테리아/
효모 발효

(Bacterial/Yeast 
Fermentation)

Ÿ 유전자 재조합 균주/효모 등 숙주세포를 영양소가 첨가된 배지에서 배양하며 
발효 공정을 최적화하여 균체 내 플라스미드 자가 복제와 항원 단백질 생산

Ÿ 예 : Merck의 Pneumovax, Gardasil, GSK의 Baxsero 등

계란 배양
(Egg-based)

Ÿ 후보 바이러스 백신을 유정란에 주입한 후, 유정란에서 배양, 복제한 후 알에서 
바이러스가 포함된 액체를 수확, 불순물 제거하고 바이러스만 분리 사용

Ÿ 약독화 생백신과 불활화/사백신 모두에 사용
Ÿ 계란의 지속저인 공급이 필요하며 일부 계란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게 부작용

세포 배양
(Cell Culture)

Ÿ 생산 세포 증식 후 세포에 바이러스 주입, 세포에서 배양, 증식 후 세포에서 
바이러스만 분리

Ÿ 베로 세포(vero cell), 인간 배아 망막 세포, MDCK 세포 등 동물세포 활용
Ÿ 유정란이 불필요하여 안정적 공급, 생산기간 단축, 관리비 절감 효과
Ÿ 초기 개발(세포주, 배양기술 등), 시설투자 등 비용이 높음

복합 생산
(Combination)

Ÿ 두 가지 이상의 생산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방법이며, 식물 기반 생산, 화학적 
합성으로 생산된 백신도 포함



No.173 2022-08

5

 3) 기술·시스템 혁신 트렌드

□ 백신 개발, 접종, 공급 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 접목 및 관련 플랫폼 기술의 
획기적 발전은 향후 백신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 (백신 개발) 합성생물학 기술의 접목과 3D 세포배양 기술 발전이 주목

    - 합성생물학으로 실험실에서 만든 RNA와 DNA 합성 가닥 기반의 백신 개발이 가능 
하며, 바이러스 유전물질을 합성해 더 빠른 속도로 바이러스 특성 연구가 가능

   ※ 실제 Moderna의 COVID-19 mRNA 백신 개발은 Ginkgo Bioworks와의 협력을 통해 합성생물학 

기술로 한 달 평균 2000개의 mRNA를 신속 합성하는 등 백신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사례] mRNA 백신 개발에 적용된 합성생물학 기술(Ginkgo Bioworks-Moderna 협업)

    - 3D 세포배양 기술은 보다 예측 가능하고 발전적인 생체 내 세포 모델 구현으로 
광범위한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세포배양 기반 백신 개발의 상당한 잠재력 보유

   ※ 세포배양 성장배지의 최적화, 우수한 생물학적 모델 개발 및 동물 유래 성분에 대한 

의존도 감소 등은 세포 기반 백신 개발의 발전을 주도

   ※ 생체 내 시스템의 복잡한 조직 구조를 재구성하지 않으며 병원체의 진정한 감염주기를 

모델링하지 못할 수 있는 등 2D 세포배양의 단점을 3D 세포배양으로 보완 기대

    - 미국 정부의 장기 목표는 계란 기반 생산 시스템 의존도 감소와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을 위한 세포배양 기술을 강화하는 것으로, 특히 인플루엔자, 뎅기열과 같은 
모기 매개 질병에 대한 백신 생산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고자 지원

  ○ (백신 접종) 코 속에 백신을 투여하는 비강 백신과 반창고처럼 붙이는 마이크로 
어레이 패치 기술이 주목 

    - 비침습적이고 주사바늘이 없는 비강 백신은 전통적 백신 경로를 통해 도달하기 
어려운 상기도 감염 극복과 소아백신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 보유

   ※ 통증이나 거부감이 적고 안전하고 쉽게 투여할 수 있는 이점 보유

   ※ 현재 100여개의 비강 백신이 개발 중이며 이 중 2개 백신이 중국과 인도에서 승인

    ▸중국 : Cansino biologics COVID-19 비강 백신 ‘콘비데시아’ 부스터샷용 긴급사용승인(‘22.9.5)

    ▸인도 : Bharat Biotech ‘ COVID-19 비강 백신 ‘BBV154’ 긴급사용승인(‘22.9.6)

    - 바늘 대신 피부에 붙이는 피하 백신 전달 기술인 마이크로어레이 패치는 백신 
투여 시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광범위한 백신 전달 잠재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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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증이 없고 자가 투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약물이 고체형태로 코팅되어 있어 저온 

보관·유통이 필요 없어 비용 절감과 예방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 가능 

   ※ WHO, PATH, BMGF, Gavi, UNICEF가 결성한 VIPS(The Vaccine Innovation Prioritisation Strategy) 

에서 2020년, 혁신 기술로 마이크로어레이 패치(MAPs) 백신을 추진과제로 선정해 5년 간 

(2021-2025) 액션플랜을 개발, 이는 향후 민간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참고)VIPS 선정, 광범위한 공중 보건 혜택과 적용 가능성을 위한 3가지 혁신에 대한 우선순위

마이크로어레이 패치 열안정성/CTC 인증 백신 최초 포장 바코드

  ○ (백신 공급) 백신 접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저장·유통·재고 관리 등의 
과정에서도 인프라 혁신을 위한 움직임 활발

    - 냉동 보관 캐리어의 온도 이탈에 대한 경고 시스템, 백신 차량 캐리어를 추적· 
모니터링하기 위한 실시간 기술 채택 등 백신 접종 프로세스 디지털화

   ※ 정부 및 의료 기관이 예방접종센터와 유지할 백신 재고를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치 정보 플랫폼 사용

    - UNICEF와 인도 정부는 백신 보관 보장을 위해 태양 에너지 및 배터리가 없는 냉동 
시스템 개발을 계획하는 등 백신 저장 기술의 혁신 도모

    - DHL, DTDC 등 택배망을 이용한 백신 배송, 백신 냉장 수송 차량의 PQS 승인 등 
간편하고 안전한 백신 냉장 수송 수단 확립 등 백신 유통업자들의 역할이 점차 진화

      ※ 토요타자동차, 도요타통상, B메디컬시스템스 등 3사의 협력으로 백신 냉장 수송차량 개발, 

WHO로부터 의료장비 품질 인증(PQS, Performance, Quality, Safety) 세계 최초 승인(‘21.3)

    - 모바일 및 팝업 백신 접종, 가정 방문 백신 접종, 백신 배달용 드론 활용, 소매 
약국 매장으로 백신 배송 등 접종 소외 대상 방지를 위한 환자 중심 배송 확대 

      ※ 가나에 의료버스 및 모바일 클리닉을 배치하고 짐바브웨에 백신 택시를 배치하여 

아프리카 소외 지역 사람 대상 예방 접종 추진

      ※ 고령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가정 내 백신 접종, 인도와 가나 농촌지역 

백신 배달용 드론 기술 배치

    - 광범위한 백신 접종 및 공평한 백신 유통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 출생 미등록 인구에 대한 백신 접종 데이터 추적· 
관리 기술이 디지털 기술과 접목되며 빠르게 발전

      ※ Gavi는 비영리 스타트업인 Simprints의 생체인식기술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접촉 생체 

인식 기반 고유 디지털 ID 생성을 통한 국가 백신 프로그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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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초고속 백신 개발을 가능하게 한 디지털 백신 주목

◈ 단백질 정제나 병원체 비활성화 필요 없이 바이러스 항원의 ‘디지털 코드(유전자 
서열정보)’를 온라인 전송하여 백신 개발이 진행되는 ‘디지털 백신’ 시대 도래 전망

   ▪ 디지털 백신은 수년이 걸리는 전통적인 백신 개발과 상대적으로 훨씬 신속한 제조를 
가능하게 하면서 백신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

    ※ 전통적 아날로그 백신 개발 방식에서는 발견에서 임상까지 10~15년이 소요되나, 디지털 

방식으로는 1년 이내 개발도 가능 

    ※ 실제 COVID-19 mRNA 백신 개발에 디지털 백신 제조 기술이 활용, 임상 1, 2, 3상의 임상 

시험을 병행하면서도 안전성·효능에 문제없이 10개월 이내에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 획득

< 아날로그 백신 vs 디지털 백신 비교 >

   ▪ 전문가들은 디지털 백신, 특히 mRNA 백신 개발이 개발 속도와 간단한 제조를 결합하여 
예방·치료 잠재력을 지닌 신규 백신을 대표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mRNA 백신의 저온 안정성, 고비용, COVID-19 외 타 병원체 적용 가능성 등 

앞으로 해결이 필요한 부분 존재

   ▪ 또한, 2030년 단백질 항원이 기계학습, 인공지능 및 신경망 분석기술 등을 사용하여 
설계될 수 있으므로 미래에는 실험적 노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

    ※ 역백신학*, 기계학습, 인공지능 및 신경망으로 재설계된 더 나은 말라리아 백신 개발이 

가능하고, 인간에서 광범위하게 중화하는 항체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은 면역 전략을 

예측하여 HIV 백신을 재검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병원체 게놈의 전산적 분석을 통해 새로운 항원을 탐색하는 연구 및 방법

   출처 :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BioINwatch 22-13, ‘차세대 백신 프론티어, 디지털 백신 시대 도래’(‘22.2.22)
   원출처 :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Vaccines 2020 : The era of the digital vaccine is here(‘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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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백신시장 현황 및 전망

 1) 전통적 백신 시장

□ 글로벌 전통적 백신 시장 규모는 2021년 366.8억 달러에서 연평균 8.3%로 성장 
하여 2027년 591.7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 

  ○ COVID-19 출현 이후 초기 2020~2021년 동안 기존 전통적 백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나 관련 기술 발전 등으로 백신 시장은 지속 성장 전망  

    - 백신 산업은 혁신을 위한 민간 스타트업, 제조를 위한 CDMO, 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 조직을 포함하여 모든 산업 구성 요소와 다자간 파트너십을 활용하며 성장

    - (’21~’22년) 대유행 중에 개발된 간소화된 공급망 네트워크를 통해 신흥 국가 
지원을 위한 UNICEF와 Gavi의 전통적인 백신 조달 프로세스 개선은 백신 판매 
확대를 촉진할 가능성 존재

    - (’23~’27년) Valneva, Dynavax, GeoVax 및 Sino Biological과 같은 신생 백신 
개발사와의 협력을 통한 혁신적 플랫폼 공유, 무바늘 백신 채택 증가, Merck 및 
Sanofi의 암, HIV 재조합 백신 승인 예상 등에 따라 ’27년까지 백신 매출 성장 전망

   ※ 또한 저소득 국가로의 구조 백신 조달 및 공급망 효율화, 소아와 산모 대상 예방 접종에 

대한 인식 증가는 ’23∼’24년 이후 백신 시장 성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Gavi 5.0에서 백신 안정성 개선을 위한 온도조절체인(CTC) 및 열 안정 백신에 대한 지속적인 

우선순위 지정프로젝트가 성공하면 ‘22~’25년 동안 백신 개발 프로그램에 유리한 영향 예상

[그림 4] 글로벌 전통적 백신 산업 : 전체 시장현황 및 전망(2021∼2027년)

 출처 :  Frost&Sullivan, Global Vaccine Growth Opportunities, 2022.4 /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재구성

  ○ (기술유형별) 아단위/결합/톡소이드백신 시장 비중이 39.1%로 가장 높으며(’21년), 
’27년까지 재조합 백신이 연평균 성장률 34.2%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여 각 
29% 수준으로 유사한 비중을 나타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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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기 매개 질병에 대한 아단위 백신 개발을 위한 공공기관(ex. NIAID)의 지속적인 연구 
지원 등의 영향으로 아단위/결합/톡소이드 백신의 시장 비중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측

    - 재조합 백신 시장은 ’21년 8.1% 비중에서 ’27년 29.4%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 
되며, 이는 mRNA 백신 등 핵산 기반 백신에 대한 중대형 백신 개발사의 활동 및 
재조합 백신 제조과정의 아웃소싱 증가 추세 등의 요소가 영향을 미칠 전망 

   ※ 혼합 백신의 점유율은 다회 접종으로 인한 접종 지연 등의 요인에 따라 ’21년 3.6%, 

’27년 2.5%로 가장 적은 비중 차지

[그림 5] 글로벌 전통적 백신 산업 : 기술별 시장현황 및 전망(2021∼2027년)

     

VLP 백신 5.30 5.57 5.95 6.44 6.95 7.42 7.83 6.7%

불활성화 백신 7.81 8.06 8.36 8.85 9.34 9.70 9.91 4.0%

약독화 백신 4.95 5.11 5.22 5.34 5.42 5.45 5.41 1.5%

혼합백신 1.32 1.32 1.33 1.38 1.42 1.45 1.46 1.7%
아단위/결합/
톡소이드 백신 14.33 15.13 15.71 16.32 16.83 17.13 17.19 3.1%

재조합 백신 2.97 3.63 4.80 6.41 8.83 12.50 17.38 34.2%

 출처 :  Frost&Sullivan,  Global Vaccine Growth Opportunities, 2022.4 /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재구성

  ○ (생산 시스템별) 박테리아 발효 백신 140억 달러(38.2%), 세포배양 백신 90억 
달러(24.5%)로 60% 이상의 시장 매출 점유(’21년 기준) 

    - 박테리아 발효를 위해 목적에 맞게 설계된 단일 사용 기술의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성이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박테리아 발효 생산 백신 채택이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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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포배양 시스템에서 세포주 전사 패턴에 대한 이해도 향상이 MDCK, 베로세포 배양 
기반 백신 개발사의 풍부한 파이프라인과 결합 되어 세포배양 백신 시장 성장 촉진 

[그림 6] 글로벌 전통적 백신 산업 : 생산시스템별 시장현황 및 전망(2021년)

 출처 :  Frost&Sullivan,  Global Vaccine Growth Opportunities, 2022.4 /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재구성

  ○ (지역별) 북미 49%, 유럽 24%, 아시아-태평양 12%, 기타 15% 순으로 전통적 
백신 시장 점유율 차지(’21년 기준)

    - 백신 개발사들은 고소득 국가에서 암, 당뇨병 등 만성/생활습관 관련 질병 백신을, 
저소득 국가에서 결핵,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관련 백신 개발을 목표로 연구·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

    - 북미 지역은 3D 세포배양 및 인플루엔자용 재조합 단백질 기반 나노입자 백신 
개발 등을 통한 백신 산업의 혁신 가능성 기대 

    - 유럽 연합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승인된 재조합 인프루엔자 백신인 Supemtek과 
에볼라 예방 백신인 Ervebo를 승인한 것은 유럽에서 유리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수립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 감염병 관리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

    - 아시아 국가에서 CDMO의 등장은 기존 백신 개발 모델의 전환과 백신 산업 핵심 
참여자들 간 파트너십 구축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 백신 개발 가능성 및 성장을 촉진

   ※ 공공기관의 예방 접종률 개선 시책에 따라 저소득 국가의 감염병 백신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타 지역의 수익 창출이 기대 

  ○ (기업 현황) 전통적 백신 산업은 주요 4개 기업이 91%의 비중 차지(’21년 기준)

    - GlaxoSmithKline 29%, Merck 24%, Pfizer 20%, Sanofi Pasteur 18% 
순으로 많은 비중 차지

   ※ Merck의 전통 백신 Gardasil의 놀라운 성장, 확장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미국 FDA의 

녹색 신호로 인해 회사의 백신 부문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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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기업 외 Novavax, Emergent Bioscience, Bavarian Nordic, CSL, Inovio 
Pharmaceuticals 등이 차기 경쟁사로서의 가능성 주목

   ※ 공공기관과 투자자에게 주요 매력 요소인 합성 방식과 새로운 항원에 대한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 이는 간소화된 규제 프레임워크와 결합되어 예측기간 동안 전 세계 

백신 시장에서 중간 규모 참가자의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 혁신 리더의 역량과 오랜 전문성을 활용한 차세대 백신 플랫폼을 공유 및 경쟁 
장벽 극복을 위한 기업 간 협력 활동 활발

[표 2] 글로벌 백신 기업 간 주요 파트너십/협력 현황(2020-2022년)
기업명 협력 시기 주요 내용 영향 분석

Pfizer, Inc. BioNTech 2022.1
연구, 개발, 
사업화 협업

 BioNTech의 독점적 mRNA 플랫폼 기술과 
Pfizer의 항원 기술로 최초의 mRNA 기반 대상 
포진 백신의 공동개발 기대

Nykode 
Therapeutics Regeneron 2021.11 후보 발굴, 개발, 

사업화 협업
 광범위한 암, 전염성 질병에 대한 잠재적 신규 
백신 파이프라인 확장

Goverment 
of Canada Moderna, Inc. 2021.8 용량 확장 합의  mRNA 백신 개발의 최전선에 있는 Moderna의 제조 

분산 시도 및 캐나다의 바이오의약품 부문 강화

Zendal IAVI 2021.7 임상 파트너십  결핵균 약독화 생백신 MTBVAC 효능 시험을 위한 
협력 파트너십

Sanofi 
Pasteur Translate Bio 2020.6 인수합병

 Sanofi는 Translate Bio를 인수, mRNA 백신 
플랫폼 기반 종양학/희귀질환 등 신규 질병 분야 
잠재력 발굴 시도

 출처 :  Frost&Sullivan,  Global Vaccine Growth Opportunities, 2022.4 /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재구성

 2) COVID-19 백신 시장

□ 글로벌 COVID-19 백신 시장 규모는 2021년 1,154억 달러에서 연평균 6.3%로 
감소하여 2027년 780.8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 

  ○ COVID-19 변이에 따라 2023년까지 관련 백신 시장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후 백신 공동 조달, 치료법 개발 등에 따라 수익이 감소될 전망 

[그림 7] 글로벌 COVID-19 백신 산업 : 전체 시장현황 및 전망(2021∼2027)

 출처 : Frost&Sullivan,  Global Vaccine Growth Opportunities, 2022.4 /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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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등 지속적인 COVID-19 변이체 출현으로 90개국 이상에서의 추가 백신 
접종 및 접종 연령대 확대, 팬데믹 중 국제교역 강화 및 규제체계 간소화 등이 
2023년까지의 시장 확대 주요 동력으로 작용

    - 그러나 정부 당국이 저소득 국가(LIC)/저중소득국가(LMIC)용 백신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조달해 높은 물량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2024년 이후 매출은 감소 전망

   ※ 미국 FDA는 후기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가속 

프로그램(CTAP)’ 등을 통한 COVID-19 치료법 도입 시 백신 매출에 영향 

  ○ (기술유형별) mRNA 백신 개발에 따른 재조합 백신과 불활화 백신이 약 
95%로 대부분의 시장 매출 점유(’21년 기준) 

    - Pfizer/BioNTech과 Moderna의 mRNA 백신 개발로 재조합 백신 시장이 628.2억 
달러(54.4%) 규모를 형성하며 가장 큰 비중 차지

    - 그 다음으로 44개국 이상으로 수출된 중국 Sinovac 백신 매출 등의 영향으로 
불활화 백신 시장이 475.8억 달러(41.2%) 형성 

   ※ 그 외 바이러스 벡터 백신 37.6억 달러(3.3%), 아단위 백신 12.4억 달러(1.1%) 등 타 

기술유형의 백신시장은 매우 작은 규모 형성

[그림 8] 글로벌 COVID-19 백신 산업 : 기술별 시장 규모 및 비중(2021년)

 출처 :  Frost&Sullivan,  Global Vaccine Growth Opportunities, 2022.4 /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재구성

  ○ (생산 시스템별) 박테리아 발효 백신 550억 달러(47.7%), 세포배양 백신 535.7억 
달러(46.4%)로 90% 이상의 비중으로 대부분의 시장 매출 점유(’21년 기준) 

    - 박테리아 발효 과정은 유가 배양에 의해 얻어진 높은 세포 밀도와 연속적 배양 
과정으로 인해 임상적 효율성이 높아 고소득 국가에서 많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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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 3D 세포배양 기술의 출현은 투자자와 백신 개발자들에게 세포배양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더욱 이끌 것으로 예상

   ※ 높은 가격 마진, 빠른 속도의 백신도입은 생산체계의 새로운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그림 9] 글로벌 COVID-19 백신 산업 : 생산시스템별 시장 규모 및 비중(2021년)

 출처 :  Frost&Sullivan,  Global Vaccine Growth Opportunities, 2022.4 /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재구성

  ○ (지역별) 북미 46.2%, 유럽 23.7%, 아시아-태평양 15.2%, 기타 14.8% 순으로 
COVID-19 백신 시장 점유율 차지(’21년 기준)

    - 북미 지역은 화이자의 백신 제조 기술 이전을 통한 미국 내 백신 제조 기간 단축, 
정부의 모더나 mRNA 백신 승인 등의 영향으로 COVID-19 백신 시장 성장 촉진 

    -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COVID-19 변이 출현에 대한 예방 접종 프로그램 실시 및 
백신 공급망 관리의 최전선에 있는 UNICEF 등의 요인으로 시장 확대 

    - 중국과 인도는 백신 개발/생산을 빠르게 확대하고 공급망 네트워크를 간소화해 
아시아-태평양의 COVID-19 백신 수출을 활성화

   ※ Gavi(세계백신면역연합)가 주도하는 COVAX(백신 공동 분배 프로젝트), CEPI(감염병혁신연합) 

등을 통한 저소득 국가 대상 백신 지원 등으로 그 외 기타 지역의 백신 판매가 증가 예상

  ○ (기업 현황) 주요 4개 기업이 COVID-19 백신 시장 점유율의 86% 차지(’21년 기준)

    - Pfizer/BioNTech 31%, Sinovac Biotech 22%, Sinopharm 17%, Moderna 16% 
순으로 큰 비중 차지

   ※ mRNA 플랫폼을 개발한 Pfizer/BioNTech과 Moderna는 고소득 국가에 백신을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을 견인

   ※ 중국기업인 Sinovac과 Sinopharm은 현지 제조역량을 강화하며 40개국 이상의 수출 

및 아시아 국가 정부와 다자간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 점유율 확장 

    - 이 외 Janssen Pharmaceuticals, Serum Institute of India, AstraZeneca, 
Novavax 등이 기타 경쟁사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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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VID-19 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한 기술 공유 및 지리적 영역 확장을 위해 개발· 
제조·공급 등 하나 이상의 특정 기능에 대한 전문 지식 공유 및 장기 계약 체결 활발

[표 3] COVID-19 백신 기업 간 주요 파트너십/협력 현황(2021년)
기업명 협력 시기 주요 내용 영향 분석

Valneva IDT Biologika 2021.11
생산 용량 
공유 협업

 IDT Biologika는 독일 내 시설에서 불활성화 
COVID-19 백신 VLA2001을 제조, Valneva 
유럽 위원회와의 사전 구매 계약을 활용하여 
6천만 도스 공급 예정

Siemens BioNTech 2021.6
생산 용량 
확장 협업

 Siemens는 BioNTech의 생산지에 설계, 엔지 
니어링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및 프로세스 제어 
기술을 포함한 최신 자동화·디지털화 기술 제공

GSK Curevac 2021.2 기술 공유 협업
 신규 변이체 mRNA COVID-19 백신 공동 개발, 
GSK는 Curevac의 CVnCoV 1억 도스 제조 지원

INOVIO Advaccine 2021.1

COVID-19 DNA 
백신(INO-4800) 
3단계 효능시험 
수행 파트너십

 Advaccine은 중국에서 백신 제조 허가를 받은 
소수 기업 중 하나로, 중국 이외 다른 아시아 국가 
에서 INO-4800을 개발, 제조, 상용화할 권리 보유

Novartis
Pfizer/

BioNTech
2021.1

생산 용량 
공유 협업

 Novartis는 활성 의약품 성분(APIs) 확보를 
위해 제조역량을 활용하여 BioNTech의 대량 
mRNA 활성 성분 교환

Emergex 
Vaccines

Bio-
Manguinhos/

Fiocruz
2021.1

생산 용량 
공유 협업

 Emergex의 차세대 합성 T-cell 백신 기술을 
활용하여 COVID-19 백신 개발

CureVac Bayer 2021.1
사업화 지원

협력
 Bayer은 CureVac의 COVID-19 백신 후보 
CVnCoV 개발, 공급, 핵심 영역 운영 지원

 출처 :  Frost&Sullivan,  Global Vaccine Growth Opportunities, 2022.4 /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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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신산업의 핵심전략

1) 환경 분석 : 성장동인/저해요인

성장 동인 1-2년 3-4년 5-6년

Ÿ 제조 전문성과 강력한 역량을 갖춘 CDMO의 등장
Ÿ 제약사들은 운영 효율성과 비용 효율적 사업화 달성을 위해 백신 개발 

프로그램에 CDMO 및 CRO와의 참여를 더욱 강조
High High Medium

Ÿ 팬데믹은 COVID-19 백신 수요 급증에 기여
Ÿ 향후 발병을 막기 위해 전염성이 높은 변이형 COVID-19 백신 개발을 

제약업계에 추가 압박
High High Medium

Ÿ 화이자/바이오엔텍의 COVID-19 mRNA 기반 백신 도입은 핵산 기반 
백신에 대한 관심 증대를 반영

Ÿ 주요 기업들은 핵산 기반 백신에 대한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첨단기술 역량 개발에 더욱 집중

Medium High High

Ÿ 신흥국 정부 당국은 국민건강보장 강화를 목표로 희망 예방 접종률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Ÿ 이에 대한 목표 달성 및 백신 대량 조달 장려를 위한 저개발 국가 
정부와 협력이 향후 시장 성장 촉진 예상

Medium High High

저해 요인 1-2년 3-4년 5-6년

Ÿ 불확실한 규제 시나리오와 함께 백신 제조와 관련된 고비용, 장기간 
일정은 대규모 기업 참여자와 경쟁할 충분한 능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 규모 참여자들에게 제한적 요소로 작용

High High High

Ÿ COVID-19 변이체 출현에 따른 기존 백신의 내성에 따라 백신 접종 
거부 현상 발생

Ÿ 이미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백신 접종을 주저하여 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Medium High High

Ÿ 트리파노포비아(trypanophobia)라고 알려진 바늘 공포증은 백신 채
택률 감소에 기여

Ÿ 미국 성인 중 백신 접종률이 50% 미만인 계절성 독감 백신에 영향
Medium Medium Medium

Ÿ 재조합 단백질과 관련된 복잡한 후속 및 정제과정은 제조업체가 
재조합 백신을 적시에 시장에 도입하는 것을 제한

Ÿ mRNA/DNA 백신에 대한 효율적 전달 기술 부족은 핵산 기반 백신에 
대한 투자 제한

Medium Medium Low

Ÿ 일부 지역의 백신 접종 반대 운동은 소아 백신이 다양한 질병에 기
여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 조장

Ÿ 이는 신흥국에서 상당한 힘을 얻었으며, 그 영향은 이들 국가의 
홍역 예방 접종률 감소와 관련

Medium Low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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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 기회 및 전략

□1  암 및 HIV를 위한 핵산 기반 백신 개발 역량 강화

 < 현황 분석 > 

  ○ DNA/mRNA 백신은 첨단 플랫폼과 알고리즘의 통합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백신 개발 일정을 단축하며 만성 질환의 유망한 도구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 Sanofi의 전용 mRNA 백신 개발 센터(mRNA center of excellence) 출범(’21.6.29),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HIV/지카용 mRNA 백신 프로그램 투자는 COVID-19 
이 외 영역의 개척 및 mRNA 기반 백신 시장 혁명에 영향을 미침

    - Merck와 Moderna가 암을 위한 개인화된 핵산 기반 백신 프로그램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암, HIV와 같은 만성 질환 영역에서의 mRNA 백신 잠재력을 반영

   ※ Arranta Bio, Cytiva의 1회용 제조 플랫폼 협업, 호주 BioCina의 확장 등 mRNA/DNA 백신 

개발사-CDMO 파트너십 활성화는 COVID-19 이 외 질병 분야 백신 개발 역량을 촉진

 < 전략 제안 > 

    ▸ 핵산 기반 백신 전달 관련 기술은 지질 나노입자에 국한되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특정 표적 세포에 도달하기 위해 전기천공법, 살아있는 박테리아 벡터, 미세입자 
시스템 등 첨단기술개발 필요

    ▸ 팬데믹 이후 DNA/mRNA 백신시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열한 경쟁 
극복을 위해 장기간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CDMO의 기능을 활용하고 공동 
투자 모델로 전환하는 방안 모색

    ▸ 냉장보관 등의 공급망 요구사항이 핵심 비용 동인으로 간주되므로 핵산 기반 
백신의 안정성 매개 변수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 
정부와 조율한 지역적 냉장보관 자금 모색을 통해 최종 제품의 품질·가치 보존 가능 

□2  전염성이 높은 질병을 위한 소아 혼합 백신

 < 현황 분석 > 

  ○ 1회의 주사로 적용 범위 및 전달이 간편한 다가 혼합 백신 개발에 대한 
개발사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필수 접종인 소아 백신에서 연구 활발 

    - 소아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공공 보건 정책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12개 이상의 
백신으로 구성되며 혼합 백신은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영역 

    - Sanofi가 6가 백신*을 도입 후 한 해 2,200만 회분을 소비하며 2019년부터 
혼합백신에 대한 관심이 급증

   * Hexavalent vaccines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간염 바이러스(HBV) 및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에 대한 3가지 6가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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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 제안 > 

    ▸ 혼합 백신은 배합에 여러 항원이 존재하므로 호환성 문제와 면역원성 간섭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제품 품질 유지를 위한 온도 조절 플랫폼 통합 필요

    ▸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소아 혼합 백신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이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백신 개발사들은 개발도상국 등 조달 물량이 적은 잠재 국가 
에서의 판매를 늘릴 수 있는 최적화된 모델 개발 필요

   ※ 잠재 지역 식별 및 대량 조달을 위한 지역 조직과의 협력 전략 모색 필요

□3  생산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신흥경제국의 기술이전

 < 현황 분석 > 

  ○ 상위 20대 백신 수출국 중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한국, 싱가포르, 중국 
등에 외국인 투자와 기술이전 관심이 증대되며 백신 접근성의 개선 추세 

    - 전염병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백신에 대한 요구를 가속화했으며 기술이전은 
증가하는 수요 충족에 중요한 역할 수행

   ※ 백신 제조업체들은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 COVID-19 외 백신 제조 공정을 다른 

생산지로 이동 조치

    - WHO는 코벡스 파트너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 컨소시엄과 협력하여 최초의 mRNA 
백신 기술 이전 허브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아프리카 백신 수급 격차 해소를 목표로 
mRNA 백신의 현지 생산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국제백신연구소(IVI)는 경구용 콜레라 백신에 대한 사전 심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바이오팜,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장티푸스 백신에 대한 
사전 심사도 추진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기술이전 가능성 예상

 < 전략 제안 > 

    ▸ 기술이전을 설계하기 위한 개발도상국의 충족되지 않은 백신 요구의 식별과 함께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전적 전략 수립을 통한 기술 이전 일정 단축이 중요

   ※ COVID-19 백신 개발에 구축된 플랫폼을 다른 백신의 연구개발에 개혁, 활용하는 

것도 기술이전 기간 단축에 도움 

    ▸ 기술이전에 필수적인 규제 전문성 및 신기술과 관련된 조화를 이루는 규제 경로 확립

    ▸ 동남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신흥국에서는 빠른 속도로 기술력의 확장하는 
BioCina,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CDMO과의 장기적인 계약을 통해 혁신적 백신 
포트폴리오 확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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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량 강화를 위한 라이선스 및 합작투자에 참여하는 개발도상국

 < 현황 분석 > 

  ○ 개발도상국의 백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네트워킹, 플랫폼 공유 활발

    - UNICEF와 Gavi는 협력적 동맹으로서 백신 구매 및 전달을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예방접종 프로세스를 채널화, 이는 기업과 시너지 관계 구축 기회 제공

    - 지방 정부는 백신 접종률 격차 해소를 위해 백신 개발사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백신 용량을 조달하고 비축하는 데 주력

   ※ 예로서, 미국 정부는 2021-2025 국가 전략 계획에 따라 백신 제조·유통·배송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촉진 전략 추가

    - 국제 재단은 백신 개발자들에게 벤처 캐피털에 참여하기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효율적인 역량 강화 모델 제공과 지연에 따른 경제적 비용 감소에  
상당한 도움으로 작용

    - 개발도상국 백신제조사 네트워크(DCVMN)는 14개 개발도상국 및 지역의 43개 
백신 제조사로 구성, 제조사가 향후 전망과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네트워크 구성원들은 파이프라인에 있는 180개 이상의 백신 프로젝트를 보유하며,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나타냄

 < 전략 제안 > 

    ▸ Gavi와 UNICEF와의 상호협약으로 기업이 장기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지속가능한 
면역 형평성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정보를 활용한 이익 확보

   ※ 민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것은 기업이 현재 상황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GaviI와 

UNICEF에 의한 백신 대량 조달을 장려할 수 있음

    ▸ 인구 밀도가 높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및 아시아 지역의 기존 참여자들과의 
합작투자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전 세계 비보호 아동 60% 이상이 거주하는 
국가에서의 입지 확대

   ※ 이를 통해 치쿤구니야열, 메르스, 지카, 기타 열대 질환 등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 플랫폼 제공 가능

    ▸ 2019년 신흥국가 그룹에서 보고된 백신 재고 부족의 33%를 조달 지연이 차지 
하는 것은 민관 협력의 기회가 충분히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부 DB를 통해 
이러한 소외 국가 및 잠재적 질병 가능성 지역을 파악해 지방 정부와의 협력으로 
장기적인 백신 조달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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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가하는 예방접종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질병 영역(RSV*) 탐색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 현황 분석 > 

  ○ 전 세계적으로 2세 이하 아동들에게 발병률이 높아 관리가 필요한 질병인 
RSV에 대한 관리 및 백신 개발 필요성 확대 

    - 세계적으로 RSV는 발병률이 높은 질병으로, 6,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매년 16만 명의 사망자 발생

   ※ RSV는 전 세계 아동의 약 90%가 생후 2년 이내에 감염, 미국에서는 2세 이하 아동 중 

연간 7만 5천명~12만 5천명이 RSV 감염으로 입원

    - 정부 기관은 RSV에 대한 백신 개발 및 잠재적 신규 치료법 평가를 위해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중

   ※ NIAID(미국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는 스타트업인 Codagenix와 협력하여 RSV 백신 

개발에 300만 달러 자금 확보

    - 현재 유일한 RSV 백신인 Astrazeneca/AbbVie의 Synagis가 사용되고 있으나 
제한적 사용/고비용으로 접종 범위가 제한적임에 따라 추가 예방백신 개발에 
따른 선점효과 기대 

   ※ 최근 유럽의약품청(EMA)은 Astrazeneca/Sanofi의 1회성 RSV 백신인 Beyfortus의 승인  

권고(9.16), 이 외에도 Pfizer, J&J, GSK 등 글로벌 빅파마의 RSV 백신개발 경쟁 활발

 < 전략 제안 > 

    ▸ 신생아의 미성숙한 면역체계로 인한 백신에 대한 강력한 반응이 도전 과제로 제시 
됨에 따라, 산모 면역접종을 위한 RSV 백신개발은 더 높은 성공률 달성 전략

    ▸ 백신 접종 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호흡기 바이러스의 항원 변화율을 고려할 때, 
여러 종류의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단일 용량/광범위한 백신 개발은 강력한 기반 
유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전략

    ▸ 피부염, 당뇨병, 천식 등 백신 미개척 잠재 시장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며, COVID- 
19 백신을 위해 발전된 플랫폼 기술과 모델의 활용이 필요 

    ▸ 백신 효율성 향상/생산시간 절약을 위한 특정 단백질 생산 증가를 위해 예측 가능 
하고 정밀 제어가 가능한 합성생물학의 적용 등 생명공학 기술의 통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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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OECD, 글로벌 헬스 혁신을 위한 “협력” 강조

◈ OECD BNCT*는 ‘팬데믹 대응과 건강회복력’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융합/민관 협력 플랫폼의 중요성 강조, 관련하여 최근 회의 
등 작업반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

  * OECD 산하 바이오나노융합기술 작업반

정책세미나 : Innovation Global Health : collaborative action where market fail(’21.12)

   ▪ 감염병 대응, 건강회복력 지원, 중저소득국가의 감염병을 다루는 의료기술 혁신은 종종 
투자를 유치하기에 충분한 투자 수익이 보장되지 못해, 정책입안자들의 R&D 투자 프레임 
워크 및 중요 의료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 제공이 필요

    ※ 건강 회복력에 대한 주요 사회적 임무 달성을 위해 연구, 경제, 사회적 우선순위를 연결 

하고 새로운 경제적 인센티브와 거버넌스 접근 방식 필요

   ▪ 미래의 전염병 발생 대비와 혁신 장려, 병원체에 대한 의료기술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입안자, 자금 제공자 및 시민 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 강조 

   ▪ IHI(Innovative Health Initiative)는 기술 간 융합을 토대로 의료기술과 제약산업 전반에 
걸쳐 통합된 접근 방식을 취할 계획 발표 

    ※ 임상시험 플랫폼 및 백신과 같은 필수 의료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의 기능과 유지를 

보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계획의 필요성 강조

   ▪ RIGHT-Fund는 건강 형평성에 대한 주요 장애물로 선진국에 집중된 R&D 인프라를 
언급, 한국과 중저소득 국가 연구원 간 파트너십 강조

    ※ RIGHT Fund는 백신 제조 관련 교육 커리큘럼뿐 아니라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으로서의 필수 건강 기술개발 지원 중으로, 이를 위한 로열티 프리, 비독점 라이 

센스 및 가격 구조 제공 요구

한국 워크숍 : Policy directions for critical health technology innovation and access(’22.9)

   ▪ 공공재로서 핵심 건강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미충족 의료수요 파악, 현재( 치료제, 
백신, 진단 등) 연구개발과 미충족 수요와의 간극 확인,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현재 
상황 분석과 예상적 접근 요구

    ※ RIGHT-Fund는 글로벌 형평성 개선을 미션으로 5년 간 45백만 달러를 중저소득 국가 감염병 

대응에 집중 지원 중

   ▪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새로운 팬데믹의 위험에 놓여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건강 관련 핵심 기술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정확하고, 일관성 있으며, 
과학적이고 보건의료와 매칭되는 정보가 요구

    ※ 신뢰 기반의 파트너쉽 구축이 필요하며 EDI(Equity/형평성, Diversity/다양성, Inclusivity/포용성)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 GloPID-R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감염병 대응 프로젝트 APIS는 단기적인 지역 허브 
구축과 장기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저소득국에서의 신변종 감염병 대응·대비 강화 추진

    ※ 이를 위해 중저소득국의 의견 경청, 연구 우선순위와 펀딩 및 인프라 괴리 파악,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감염병 돌발상황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방안 도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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