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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개발과 공급일 것입니다.

 

  정부는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합동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전(前)임상-임상-생산 등 전단계에 걸쳐 치료제·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 올해 5월에는 대통령이 직접 미국을 방문하며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였고, 8월에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와 위원회 실무 지원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올해 8월에는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글로벌 백신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12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국산 코로나19 

백신 신속개발,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 등 3대 전략을 

집중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2025년까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시장 세계 5위로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

글로벌 백신 허브화 및

코로나19 치료제 지원

본 가이드북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치료제와 그 원부자재를 개발·생산 중인 기업 등을 돕고자 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과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이행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을 담았습니다.

 

가이드북이 관련 기업·연구기관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길라잡이로서, 백신·

치료제·원부자재 개발 지원을 받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아 완제품 생산에 성공하고, 그러한 성공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백신 자급 국가가 

되어 전 세계의 코로나19 극복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미래 신·변종 감염병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등 머지 않아 백신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온 힘을 합칠 때에 그 순간이 더 빠르게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어려움을 수시로 확인하고, 애로가 있다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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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백신·치료제 관련 기업 상담 등을 통해 접수된 기업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

이를 토대로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을 위한 

전주기별 정부지원 전략 수립 및 종합 가이드북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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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지원위원회)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주요 기업의 

진행현황 및 애로사항 등 청취

* ’20.4월부터 총 11회 개최, 7개사 의견청취

(실무추진위원회)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주요 기업의 진행 

현황 및 애로사항 등 청취

* ’20.4월부터 총 10회 개최, 12개사 의견청취

(임상시험지원TF)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기업의 국내·외 

임상시험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방안 등 논의

* ’20.7월부터 총 31회 개최, 27개사 의견청취

(백신개발기업 회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중인 기업 

실무자들 대상 개발 현황 점검,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지원 

방안 등 논의

* ’21.5월부터 총 21회 개최, 5개사 의견청취

(실무지원TF) 백신 관련 기업 동향 등 청취

* ’21.8월부터 총 5회 개최, 1개사 의견청취

(기업상담)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 운영 통한 심층·일반 

상담(매주) 

* (심층) ’20.5월부터 총 25회 개최, 104개사 상담

* (일반) ’20.7월부터 총 36회 개최, 56개사 상담

(기타) 국내 백신·원부자재 기업 대상 실태조사(’21.6월) 및 

애로·건의사항 서면조사(’21.10월) 등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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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 효능평가를 위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 시설 및 실험 지원 필요

     ☞ BL3 시설 연계 지원 및 시험관내·동물모델 시험 지원

➋ 비임상 및 임상시험을 위한 자금 지원 필요

     ☞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비용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

➌ 백신 임상 3상에 막대한 예산 소요로 자금 지원 필요

     ☞ 기존 R&D 예산 및 ’21년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여 임상 3상 비용 지원

➍ 임상시험계획, 품목허가 신속 심사 요청

     ☞ 고강도 신속 제품화를 위한 ‘고(GO)·신속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전담심사팀 구성하여 

     ☞ 맞춤형  사전상담 및 임상시험계획 신속심사

➎ 국가 차원의 중앙 임상시험 심사위원회(IRB) 제도 필요

     ☞ 다기관 임상시험 신속·통합 심의를 위한 국가지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

➏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미지정 기관에서도 검체분석 가능토록 요청

     ☞ 코로나19 특성상 기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서 검체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 한시적으로 위·수탁 절차를 통한 미지정 기관의 검체분석 허용

➐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어려움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 컨소시엄 

     ☞ 구성·운영 및 시험대상자 모집 지원, 홍보 등 추진

➑ 임상시험 참여자에게도 기허가 백신 접종자와 유사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임상시험 참여자 증명서 발급 신설 및 각종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면제, 자원봉사 시간 인정 등

➒ 코로나19 백신 임상 1·2상 평가 결과가 우수할 경우 상업화 생산 준비에 필요한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선구매 요청

     ☞ 임상 2상 중간결과 도출 및 임상 3상 진입 시 면역원성, 안전성,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구매 추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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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백신 비임상·임상시험(’22년 신규, 164억원) 및 신속·범용 백신 기술 개발 

지원(’22년 신규, 56억원)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개발(’22년 331억원)

특허 회피 가능한 핵심 mRNA백신 요소기술 및 mRNA 이외 차세대 백신 플랫폼 요소기술 등 기초·원천 

핵심기술개발(’22년 신규, 100억원) 

신·변종 감염병 대응 전주기(예측/진단/치료/예방) 핵심기술 플랫폼 개발(’21년 102억원 → ’22년 113억원) 

프리미엄·치료용 백신 등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22년 신규, 48억원) 및 민간개발기피 백신 등 공공백신 

개발 지원(’22년 신규, 40억원)

��전략백신 등 지원

전임상 단계별 지원·통합관리 위한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 운영(’22년 신규)

백신 분야 중복 R&D 방지, 해외특허 회피, 핵심특허 선점을 위한 특허전략 지원(’22년 22억원) 및 DB

구축·공개(’22년 신규, 6.8억원)

백신실증지원센터를 활용한 백신 관련 기업 공정개발 및 (비)임상시료·상업용 백신생산 간접지원

(’22년 신규, 167억원)

��전임상 단계 지원

대규모 참여자(1만명 이상) 및 비용이 소요되는 백신 임상시험 등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22년 신규, 500억원)

임상시험대상자 모집부터 데이터 수집·분석, AI 통한 활용까지 임상시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스마트 

임상시험 시스템 구축(’21~’22년)

��임상 단계 지원 

	 ���������

01 ������������������� 

* ’22년 예산은 정부안으로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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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부터 사전상담 및 임상설계 지원, 품목허가 전담심사팀 운영 등을 통해 신속한 제품화 지원(’20년~)

국가출하승인 인프라 확대 및 국내 개발 백신 품질관리 지원(’22년 126억원)

�허가‧심사 단계 지원

코로나19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설비 확충 지원(’21년 180억원)

mRNA 백신 공정개발 등 실증지원기반 구축(’24년부터 단계적 지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 평가 맞춤형 컨설팅

백신 개발·생산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R&D·시설투자 시 세제지원 강화(’21.下~’24년)

��생산인프라

mRNA백신 핵심 원부자재 및 대량생산공정 등 기술개발(’22년 신규, 69억원)

원부자재 성능평가 및 시험인증 등 지원(’22년 신규) 및 백신 원부자재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22년 신규, 47억원)

백신 원부자재 신속통관 지원(’21.9~) 및 바이오 보세공장 반입 물품 범위 확대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 

(’21.6~)

스마트공장(QbD) 인재양성·컨설팅 및 의약품 업종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21년 19억원 → ’22년 25억원)

��원부자재 기술 자급화

백신 개발 관련 맞춤형 상담(제품화 컨설팅), 기술정보 제공 등(’21년~)

코로나19 백신 新기술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 지정(’21.6~)

* 일반심사(13.7개월) vs 우선심사(2.4개월) ⇒ 약 11개월 단축(’20.12. 기준)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조달가격 현실화(’22년 신규, 단계적 추진)

보세공장 특허(전환)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21년~)

��제품화 단계 지원

�  �����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  글로벌 백신 허브화 및  코로나19 치료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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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등 첨단분야 대규모 투자 희망 지역에 첨단투자지구 지정(’21.9~)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연구개발 비중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센티브 제공(’22년 신규인증)

��투자유치 촉진

➊ 아시아개발은행(ADB) 민간금융 지원제도 활용 지원

➋ 백신 관련 기업 간 매칭 플랫폼인 COVAX 마켓플레이스 활용(’21년~)

➌ 단기수출보험 지원한도 확대(최대 2배) 및 수출기반보험 지원

➍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21년 109억원 → ’22년 139억원)

➎ 국내·외 기업 연구 인프라 제공 위한 ‘글로벌 백신 연구단지’ 조성(’22~’24년)

바이오 공정인력, 의사과학자, 감염병 및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확대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 클러스터와 병원 연계하여 백신 개발 지원(’22년 44.8억원)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 확충(’23년부터 오픈랩 운영 예정)

기초연구성과가 백신개발 및 사업화되도록 성과검증 등 지원(’22년 신규)

��연구기반 확충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BIG3 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21년 400억원 → ’22년 560억원)

백신 특화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거래 지원 등 기술사업화 촉진(’22년~)

�창업 활성화

백신 생산 기업과 함께 민·관 공동 백신펀드 조성(’22년 신규)

시설자금·수출·R&D 등 바이오 분야 기업에 대출·보증 등 우대(’21.8~)

��금융 지원

� �����������

� ����� �����

13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  글로벌 백신 허브화 및  코로나19 치료제 지원

��투자유치 촉진

➊ 후보물질의 비임상시험 연구 지원(’21년 64억원 → ’22년 77억원)

➋ 후보물질 효능평가를 위한 BL3 연구시설 민간 연계 지원(’20년~)

➌ 유효성 검증을 위한 표준 동물모델 확립 및 동물실험 지원(’20년~)

➍ 백신실증지원센터를 활용 (비)임상용 백신시료 위탁생산 지원(’20년~)

	 ��������

➊ 임상시험 단계별 집중 지원(’22년 치료제 470억원, 백신 415억원)

➋ 신속한 임상진입을 위해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21.7~)

➌ 임상시험실시기관 미지정 병원의 임상시험 참여 절차 개선(’20.3~)

➍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 운영(’20년 3개 → ’21년 5개 컨소시엄)

➎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우선 예방접종 등 인센티브 제공

� �������

➊ 임상2상 중간결과 및 임상 3상 시험계획(IND) 승인된 개발 기업 대상 코로나19 국산 백신 선구매

    (’21년 720억원 → ’22년 1,920억원)

➋ 코로나19 백신의 신속 국가출하승인(기존 2~3개월 이상 → 20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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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특허분석 및 맞춤형 IP-R&D 전략지원(’20년~)

➋ 바이오 기업 등 중점 투자 위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22년 신규)

➌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정책자금 및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보증 지원

➍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등 이용료 지원(’22년 83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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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전 세계 백신 공급 부족 → 글로벌 보건안보로서 중요성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백신 공급이 팬데믹 

종식**의 가장 큰 동인이 될 것으로 예상

     * 누적확진자(100만명당, ’21.10.26): (미국) 13.6만명 (프랑스) 10.6만명 (한국) 0.7만명

    ** “백신 접종률 최소 70% 돼야 팬데믹 끝날 것”(WHO, ’21.5.30)

美･英 등은 자체 개발한 백신으로 접종을 빠르게 추진 중이나, 백신 未 개발 국가에서는 

백신 수급 차질 발생

     * 완전접종률(10.26): 영국 66.8%, 미국 56.7%, 독일 65.7% ↔ 인도 21.9%, 필리핀 23.4%

    **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시에도 백신 자국 우선공급 실시

국가마다 상이한 백신 보급률은 전세계 집단면역의 걸림돌로 작용, 신속한 백신 공급이 

글로벌 공동 우선과제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한국･인도 등 동맹국 대상으로 백신 위탁생산 및 

백신 지원 등 백신외교 본격화 

백신 산업,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부상

경제성장, 고령화 등에 따라 백신산업의 고성장 지속 예상

   * 글로벌 시장 규모 : (’15년) 167억 달러 → (’19년) 228억 달러 → (’28년) 1,035억 달러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백신*과 암･당뇨 등 난치병 치료백신 유망

     * 고난이도 기술로 인해 최근에 개발된 고부가가치 백신(예: 폐렴, 자궁경부암)

감염병 관련 미개발 백신 수백여종 존재로 충분한 개발 여지

     * 전세계적으로 백신 관련 감염병은 8백여종 ↔ 개발된 백신은 30여종에 불과

우리나라는 국내 기술잠재력 및 기업의 도전 의지가 높아, 시장만 개척된다면 바이오산업 중 

가장 빨리 성공단계에 진입 가능

Ⅰ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개요



19

2  추진 전략

비전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백신 자주권 확보 + 글로벌 백신 공급)

목표

➊’22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➋’25년까지 글로벌 백신시장 세계 5위 달성(’21년 9위)

추

진

전

략

·

중

점

추

진

과

제

전략 1. 국산 백신 신속 개발

① 신속한 임상 3상 진입 지원       ② 임상 3상 총력 지원

③ 임상 3상 참여자 모집 지원       ④ 국산 mRNA 백신 개발

전략 2.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①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② WHO 등 국제기구 협력

③ 글로벌 백신협력 기반조성

전략 3.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

① 생산역량 확충                  ② 차세대 백신 신속개발

③ 국산백신 글로벌 진출            ④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

로

드

맵

기반 구축
(~’22.上)

고도화
(’22.下~’23.上)

가속화
(’23.下~)

◈ 국산 1호 백신 개발
◈ 모더나 백신 위탁시 

생산(’21.9월)

◈ mRNA·변이대응 
백신 개발

◈ 백신·원부자재 
생산 확대

◈ 프리미엄 백신
개발

◈ 자생적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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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K-글로벌 백신허브의 개념

(개념) K-글로벌 백신허브는 다수의 바이오기업들이 백신을 개발･생산하여 글로벌 시

장에 공급하는 국제적 중심지를 의미

    ※ 단기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생산 역량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자체 백신 개발 등 백신 기술력 
확보로 백신 자주권을 실현하는것

(구성요소) ➊국내기업 자체개발･생산 뿐만 아니라, ➋글로벌 기업이 개발한 백신의 

위탁생산, ➌국제기구 등 국제 협력･공조

   ➊ (국내 백신 개발･생산･유통) 국내기업이 다양한 백신을 개발하고, 해당 백신이 

생산･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 조성

   ➋ (해외 백신 위탁생산)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통해 해외에서 개발된 백신이 대량 

생산될 수 있는 생산시설 및 품질관리 역량 구축

   ➌ (국제 협력･공조) 국내 생산 백신의 해외판로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기구 등과 협력

체계 구축

< K-글로벌 백신허브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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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체계

 원활한 정책 조정으로 강력하고 신속한 허브화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구성*･출범(’21.8.)

     * 범정부 TF를 국무총리 중심으로 격상, 민간위원 등 구성 확대 추진

 (본위원회) 글로벌백신허브화정책 수립, 성과점검, 백신의 국내 개발･생산･수급, 국내 

기업･기관･단체간 협력, 관련 법･제도개선, 국제협력 추진

    - 국무총리(위원장), 정부위원, 민간위원 30명 이내

      * 정부위원(14명) : 관계부처 장관급 등

        민간위원(14명) : 분야별 전문가, 유관기관 대표, 관련 협회 대표

  (실무위원회) 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 관련 현안 및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

    - 복지부장관(위원장), 정부위원, 민간위원 25명 이내 

      * 정부위원(15명) : 관계부처 차관급 등

        민간위원(5명) : 분야별 전문가, 유관기관 대표, 관련 협회 대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위원회 
(위원장) 총리 (위원) 관계부처 장관급, 민간 전문가 등

실무위원회
(위원장) 복지부장관, (위원) 관계부처차관급, 민간전문가 등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

 기업 간 생산･기술 협력, 원부자재 공동활용 등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간담회 및 

｢백신기업 협의체｣* 구성･운영(’21.6)

   * 백신생산･개발 및 원부자재 관련 대･중소기업과 관련 협회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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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

▪ 산･학･연･병과 정부의 상시적 협의 틀 및 범정부 지원체계로 “치료제와 백신 개발만큼은 

끝을 봐야 함” (’20.4.9, 산학연병 합동회의 대통령 말씀)

 코로나19 장기화 및 신종감염병에 대비, 유일한 극복방법인 치료제･백신 반드시 확보 필요

 국산 치료제･백신 신속개발을 목표로 범정부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민･관 합동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설치*･운영(’20.6.)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20.6.5. 공포)

2  추진 체계

 (범정부지원위원회)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 점검, 지원대책, 활용 전략 등 

심의･의결

   * 복지부장관･과기정통부장관(위원장), 정부위원(9명), 민간위원(8명)

 (실무추진위원회)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에 필요한 추진과제 발굴 및 수행 위해 

범정부지원위원회 산하에 설치

   * (위원장) 국립보건연구원장 

 (분과위원회) 치료제, 백신, mRNA백신, 방역물품･기기 등 4개 분과별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진과제 발굴 및 수행

Ⅱ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개요



23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및 실무추진위원회 조직도 >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위원장) 복지부장관･과기부장관

(위원) 기재･산업･중기･국조실 차관, 식약처장, 질병청장, 민간전문가, 
사회수석 등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 국립보건연구원장

(산) 주요 개발기업 및 협회 / (학) 학회 및 학계 전문가 / 
(연) 출연 및 민간 연구소 / (병) 의료계 / (정) 각 부처 국장급

치료제 전문위원회 백신 전문위원회
mRNA백신 
전문위원회

방역물품･기기 
전문위원회

3  주요 지원내용

 전(前)임상-임상-생산 등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전단계에 걸친 범정부 총력 지원

  (지원대책)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 개발지원 대책(’20.6)

’21년도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지원 전략(’21.2)

  (전임상) 생물안전시설(BL3) 활용, 독성평가, 동물모델실험(영장류, 마우스, 햄스터 등) 지원 등 

후보물질 발굴 및 전임상 지원

  (임상)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 비용 지원(’20년 940억원, ’21년 2,294억원) 및 국가감염병

임상지원센터(5개 컨소시엄) 통해 임상시험 지원

  (생산) 우수 치료제･백신 기업에 생산시설･장비 구축비 지원(’20~’21. 100억원)

 (인프라) 국립보건연구원에 국립감염병연구소(’20.9) 및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20.10) 건립, 

기초과학연구원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21.7) 설립

  (기초연구강화) 감염병 관련 핵심기술 개발, 허가 지원 위한 평가 연구 등 

  (예산) ’20년 2,186억원, ’21년 4,327억원, ’22년 5,265억원(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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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세부 현황 >  

사 업 내 역 ’20년 예산 ’21년 예산
’22년 예산

(정부안)
부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1,115억원 3,228억원 3,210억원 복지･과기･질병

연구･생산 인프라 구축 662억원 564억원 1,063억원 산업･과기･복지
식약･질병

방역물품･기기 고도화 327억원 345억원 302억원 복지･과기･중기

기초연구 강화 82억원 190억원 690억원
과기･복지･산업

식약･질병

합   계 2,186억원 4,327억원 5,265억원

4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

(백신) 8개 국내 기업이 합성항원, DNA, RNA, 바이러스전달체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임상시험 진행 중

< 코로나19 백신 임상 추진 현황(’21.10.20. 기준) >

구분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HK이노엔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큐라티스 아이진 셀리드

플랫폼 합성항원백신 DNA백신 RNA백신 바이러스전달체 

진행현황 임상 3상 임상 1/2상 임상 1상
임상 1/2a상
임상2/3상

(인도네시아)
임상 1/2a상 임상 1상 임상1/2a상 임상 1/2a상

  * 자료출처 :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nedrug.mfds.go.kr) 

 (치료제) 셀트리온(항체치료제) 품목허가(9.17), 총 14개 품목(신약 6개, 약물재창출 8개) 임상

시험 진행 중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추진 현황(’21.10.20. 기준) >

분류 신약(6) 약물재창출(8)

임상 1상(3) 제넥신(GX-17) 대웅제약(니클로사마이드), 
뉴젠테라퓨틱스(나파모스타트)

임상 2상(8)

엔지켐생명과학(EC-18), 
한국유나이티드제약(UI030),
진원생명과학(GLS-1027),

이뮨메드(HzVSF-v13),
동화약품(DW2008S)

크리스탈지노믹스(카모스타트), 
녹십자웰빙(라이넥주), 

아미코젠파마(AGP 600)

임상 3상(3)
종근당(나파모스타트),
대웅제약(카모스타트),
신풍제약(피라맥스)

  * 자료출처 :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nedrug.mfds.go.kr) 



25

 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 개요

 (주요역할) 백신･원부자재 및 코로나19 치료제 기업의 전주기 애로사항을 청취, 정보제공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신속해결 지원

    *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실무지원을 위해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
(’21.8.1) 출범, 센터는 추진단 내에서 기업애로 접수･해소 전담창구 역할

 기업애로 접수 및 처리절차 

 ① (접수방법) 홈페이지, 이메일 수요조사 회신 등을 통한 상시 접수

   (홈페이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팝업 > 

하단의 ’애로사항 제출하기‘ 클릭후 작성

   (이메일) 주 1회 이메일 수요조사 회신(진흥원 시행)

    ※ 방문 상담도 가능(서울시 중구 칠패로36 연세봉래빌딩 7층)

 ② (처리방식) 애로･건의사항 난이도에 따라 ①일반상담(질의, 단순애로), ②심층상담(관련부처 참여) 

2-Track으로 운영

   (일반상담) 기업 ↔ 센터 대면･영상회의를 통한 1:1 상담, 이메일, 유선안내 등의 방식

   (심층상담) 부처협의 필요한 사항으로 기업 ↔ 센터･소관부처, 대면･영상회의(간담회 형식)로 

진행

< 기업애로 접수 및 처리절차도 >

애로 접수 일반･심층 상담 결과안내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해 상시 접수

(일반) 기업 ↔ 센터
(심층) 기업 ↔ 센터, 부처

현장답변, 이메일 등을 통해 
최대한 조속 처리  

 * 부처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중간 진행사항 별도 안내

 연락처 

  일반상담(☎ 02-779-7092), 심층상담(☎ 02-779-7094)

Ⅲ
기업 지원 개요(상담 및 애로 해소)











Ⅰ
차세대 백신 개발



01
전략백신 등 지원

Ⅰ-1-① 미래 감염병 대비･대응 연구

Ⅰ-1-②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Ⅰ-1-③ 민간개발기피 백신 등 공공백신 개발 지원

Ⅰ-1-④ 백신기반기술 개발

Ⅰ-1-⑤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백신자급화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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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① 미래 감염병 대비･대응 연구

①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백신 임상지원

<담당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044-202-2865, 질병관리청 감염병백신연구과 043-913-4201, 4203>

 지원 취지

 신･변종 감염병에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mRNA 백신 기술 보유 국내 기업(자체 또는 

기술이전 등)에 비임상 및 임상시험 지원

 주요 내용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 대응 가능한 mRNA 백신 개발을 위해 우수 후보

물질의 비임상 및 임상시험 지원(복지부･질병청 협업)

   - mRNA백신 전문 사업단 운영을 통해 비임상･임상시험 밀착 지원(’22∼’23년)

 지원 안내 * 세부기획 중으로 상세내용은 변동 가능

 (지원대상) 산･학･연･병 등

    * 제약사중심의 학계 및 연구소 협력 또는 기술연계형 다기업 컨소시움 형태 지향

 (지원조건) 출연 100%(기업 참여 시 매칭)

    * (국고지원비율) 대기업 50%, 중견기업 70%, 중소기업 75% 이내

 (예산규모) ’22년 164억원(정부안)   

    * mRNA백신 임상지원(복지부) 100억원, mRNA백신 비임상지원(질병청) 64억원

   ** 지원과제수 및 연구비는 후보물질 종류, 임상단계, 임상설계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추진일정)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R&D 과제 공고 예정(’22년 

상반기 공고 예정)

    * 복지부-질병청 단일의 전문사업단 통해 과제공모･선정절차 등 추진 예정

01
전략백신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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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바이오･의료기술 개발 사업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044-202-4563>

 지원 취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산업화 지원

 주요 내용

 (미래감염병기술개발) 국가경제 및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 지카, 메르스등 고위험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

 지원 안내 

 (지원대상) 산･학･연 등

 (지원조건) 출연 100% (기업 참여 시 매칭)

    * (총 연구개발비 대비 국고지원비율) 대기업 50%, 중견기업 60%, 중소기업 75%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출연금) / 기업부담금 = 기업부담 현금 + 기업부담 현물

 (예산규모) ’22년 331억원(정부안)

    * 신규과제는 3개 내외, 신규사업비는 45억원 내외

 (추진일정)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에 R&D 과제 공고 예정

(’21년 12월 1차 공고, 이후 공고 미정)

 (신청방법) ①연구책임자(KRI 가입 필수)는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전산입력 및 연구

개발계획서/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②주관연구기관의 기관관당자의 계획서 검토 및 승인 

 (선정절차) 공고 및 과제접수 → 사전검토 및 평가단 구성 → 선정평가 → 사업추진위원회 

심의(과제선정) →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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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차세대백신 기초･원천 핵심기술개발 사업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044-202-4563>

 지원 취지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산 백신 개발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mRNA 기술 등 차세대 백신 연구지원

 주요 내용

 특허 회피가 가능한 독자적인 핵심 mRNA 백신 요소기술 및 mRNA 이외 혁신적 차세대 

백신 플랫폼 요소기술 R&D지원

   - (mRNA 백신기술) 특허 회피가 가능한 독자적인 핵심 요소기술

   - (차세대 백신기술) mRNA 이외 혁신적 백신 플랫폼 요소기술

   - (백신개발기반 구축) 국제협력 등을 통한 효능평가를 위한 면역대리지표 분석 및 국내

기반마련

   - (총괄 운영･지원) 과제 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기술 간 연계, 기술이전 등 활용방안 

지원, 특허 분석 및 특허 회피 

 지원 안내 

 (지원대상) 산･학･연 등

 (지원조건) 출연 100% (기업 참여 시 매칭)

    * (총 연구개발비 대비 국고지원비율) 대기업 50%, 중견기업 60%, 중소기업 75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출연금) / 기업부담금 = 기업부담 현금 + 기업부담 현물

 (예산규모) ’22년 100억원(정부안)  * 신규과제는 30개 내외

 (추진일정)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에 R&D 과제 공고 예정

(’21년 12월 1차 공고 예정)

 (신청방법) ①연구책임자(KRI 가입 필수)는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전산입력 및 연구

개발계획서/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②주관연구기관의 기관관당자의 계획서 검토 및 승인 

 (선정절차) 공고 및 과제접수 → 사전검토 및 평가단 구성 → 선정평가 → 사업추진위원회 

심의(과제선정) →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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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사업

                        <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044-202-4563>

 지원 취지

 신･변종 감염병 대응 전주기(예측/진단/치료/예방) 핵심기술 플랫폼 구축 및 차세대 

감염병 기반 기술 개발

 주요 내용

 (예측분야) 감염병 확산 조기 대응 확산예측기술 플랫폼

 (진단분야) 진단기술 고도화 및 진단 원천 플랫폼 개발

 (치료분야) 치료기술 플랫폼 및 유효성 평가 플랫폼 개발

 (예방분야) mRNA백신 및 범용백신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 안내 (또는 향후 계획 등)

 (지원대상) 산･학･연 등

 (예산규모) ’22년 113.3억원(정부안)

    * 신규과제 없음(계속과제 12개)

 (추진일정) 계속과제로 별도 지원 일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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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기술 기반 백신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

<담당 : 질병관리청 감염병백신연구과 043-913-4201, 4203>

 지원 취지

 mRNA 백신 개발을 위한 기술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협력을 통한 선진기술 확보 및 국내 

제약사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효능평가 등 전방위 지원

 주요 내용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신속개발 가능한 mRNA 백신 기술개발을 

위해 국외 기술교류를 통한 선도기술 확보 및 특수연구시설 내 분석이 필요한 백신개발 

전주기 효능평가 지원

   - (내역1) mRNA 백신 플랫폼 선도기술 도입 등 인프라 강화

     * mRNA 백신 국내외 협력 연구, 백신시료생산 및 효능검증 지원

   - (내역2) mRNA 백신 등 효능평가 지원

     * mRNA 백신 평가모델 및 표준화 연구, 임상연구 협력네트워크 구축 비임/임상 효능평가 지원

 지원 안내

 (지원대상) 산･학･연 등

 (지원조건) 직접수행, 학술연구용역

 (예산규모) ’22년 123억원(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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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속･범용 백신 기술 개발 사업

<담당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044-202-2863>

 지원 취지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위기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병원체 확인 시점부터 백신 후보물질 

확보까지 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은 팬더믹 발생 100일 이내 백신의 신속생산을 위한 신규 지원계획 발표

 주요 내용

 (백신 신속제작 플랫폼) 나노 파티클(NP), 합성항원 백신 신속제작 플랫폼 등 다양한 

형태의 대유행 신속대응 백신 플랫폼 개발 지원

 (범용 백신) 동종 바이러스(MERS/SARS-CoV2 코로나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등에 범용적 사용이 가능한 백신 개발 지원

 (미래 팬데믹 타겟 백신) 코로나19로 예표되어 향후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성질환에 

대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백신 개발

 지원 안내

 (지원대상) 산･학･연 등

 (지원조건) 출연 100% (기업 참여 시 매칭)

    * (국고지원비율) 대기업 50%, 중견기업 60%, 중소기업 75%

 (예산규모) ’22년 56억원(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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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②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담당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044-202-2863>

 지원 취지

 미충족 수요 백신, 프리미엄 백신, 치료용 백신 등 글로벌 백신 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백신*에 대한 개발

    * 고난이도 기술로 인해 최근에 개발된 고부가가치 백신(예: 폐렴, 자궁경부암)

 주요 내용

 (미충족수요 백신) AIDS･말라리아･뎅기열 등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매우 높지만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미충족 백신에 대한 개발 지원

 (프리미엄 및 성인대상 백신) 신규 질병 영역 고가 백신*의 국산화 및 필수예방백신 

접종대상 확대(유아･어린이→청소년･성인)에 따라 고령자, 만성질환자, 면역억제 치료환자 등 

성인 고위험군 대상 백신 개발 지원

    * 대상포진, 폐렴구균, 자궁경부암(HPV) 백신,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백신 등

 (치료용 백신) 암･중추신경계질환･대사성･면역성질환 등 치료용백신* 개발 확대, 성인 

대상의 필수예방접종백신 개발 지원

    * 유방암, 폐암, 니코틴 중독, AIDS, B/C형 간염, 알츠하이머, 당뇨병 등 

 지원 안내

 (지원대상) 산･학･연 등

 (지원조건) 출연 100% (기업 참여 시 매칭)

    * (국고지원비율) 대기업 50%, 중견기업 60%, 중소기업 75%

 (예산규모) ’22년 48억원(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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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③ 민간개발기피백신 등 공공백신 개발 지원

<담당 : 질병관리청 백신연구개발총괄과 043-913-4151>

 지원 취지

 신종 감염병, 고위험 병원체, 생물테러 활용가능 감염병 등 감염병 재난에 대비한 공공

백신 자체개발 및 민간 연구지원 

 주요 내용

 (생물테러 대응 백신) 생물테러 및 군부대 유행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의 국가 주도 

전주기 개발 및 지원(3세대 두창, ADV55 등)

 (국내 미해결 감염병 백신) 국내 질병부담이 크고, 미해결 감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 및 

지원(결핵, SFTS, 뎅기열 등)

 (고위험 병원체 백신) 국내 미유입된 감염병 중 고위험의 치명률이 높아 연구개발에 

특수연구시설(BL4 등)이 필요한 백신 연구(니파, 에볼라, 마버그 등)

 (신･변종 감염병 백신)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자체기술확보 및 민간개발 지원(코로나19

변이주, 인플루엔자 등) 

 (국가필수 예방 백신) 국가예방 백신 등 민간에서 개발을 기피하는 백신에 대한 국가주도 

연구개발 및 지원(정제백일해, MMR 등)

 지원 안내

 (지원대상) 산･학･연 등

 (지원조건) 직접수행, 학술연구용역 

 (예산규모) ’22년 40억원(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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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④ 백신 기반기술 개발

<담당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044-202-2863>

 지원 취지

 백신 생산에 기반이 되는 기술 및 백신 실용화에 필요한 기술과 이를 활용한 비임상 

시험 등을 지원하여 백신 기반기술의 국내 자급화

 주요 내용

 (면역증강제) 부가가치가 높고 백신 주권 확립에 필수적인 원천기술로써 다양한 면역증

강제 개발 지원

    * 부스터 결핵백신, 대상포진 백신 등

 (접종기술) 경피, 점막, 피내주사, 비강스프레이, 경구약, 패치, 마이크로니들* 등 주사제 

대체 가능하고 편의･효과적인 접종기술 개발

    * WHO, BMGF, GAVI 등이 결성한 VIPS(Vaccine Innovation prioritisation strategy)에서 

2020년에 미래 백신 접종기술로 마이크로 어레이 패치(MAP) 백신을 추진과제로 선정

 (안정성 기술) 상온보관 또는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백신 기반 보관, 유통 기술개발 

지원

 (부작용 예측기술) 백신의 부작용 관련 위험군을 예측하고 희귀혈전증, 아나필락시스 등 

백신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안내

 (지원대상) 산･학･연 등

 (지원조건) 출연 100% (기업 참여 시 매칭)

    * (국고지원비율) 대기업 50%, 중견기업 60%, 중소기업 75%

 (예산규모) ’22년 65억원(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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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⑤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백신자급화기술개발)

<담당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044-202-286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43-713-8691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02-2227-8415>

 지원 취지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국산화 및 미래 유행가능 미해결 감염병에 대한 백신 실용화 기술

개발 지원

 주요 내용

 (필수예방접종백신 자급화) DTaP, 일본뇌염, A형 간엽 등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비임상 및 

임상단계 지원

 (미래대응 미해결 감염병백신) SFTS, 노로바이러스 장염, 차세대 결핵, 수족구병, 범용 

인플루엔자 등 백신 신규 플랫폼 개발 및 비임상･임상지원

 (기반기술) 신개념 면역보조제 및 백신 전달체계 개발 지원

 지원 안내

 (지원대상) 산･학･연 등

 (지원조건) 출연 100% (기업 참여 시 매칭)

 (예산규모) ’22년 191억원(정부안)

 (추진일정)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R&D 과제 공고 예정(’22년 

상반기 공고 예정)   



02
전임상 단계 지원

Ⅰ-2-①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

Ⅰ-2-② 맞춤형 특허정보 제공

Ⅰ-2-③ 백신실증지원센터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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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①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044-202-4563>

 지원 취지

 향후 발생가능한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임상

시험 지원체계를 마련

 주요 내용

 전임상시험 지원 강화를 위해 시험단계별･총괄 지원센터 설립

 백신개발 전임상시험 단계별 집중 지원기관을 지정(단계별 지원센터)하고, 총괄 지원센터를 

통해 전임상시험 지원을 통합 관리

< 국가전임상시험 지원체계 운영(안) >

 향후 계획

 전임상 지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별 지원센터 운영(’22)

02
전임상 단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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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② 맞춤형 특허정보 제공

① 특허전략 지원

<담당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8469>

 지원 취지

 맞춤형 특허정보 제공을 통해 백신 분야 중복 R&D 방지, 해외특허 회피, 핵심특허 

선점을 위한 특허전략 지원

< 특허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R&D) 패러다임 전환 >

R&D

R&D 특  허

특  허

특 허 

(종래) 특허는 

단순히 R&D의 결과물

(개선) 특허는 

R&D의 출발점이자 길잡이

R&D 패러다임 전환

IP-R&D 전략

 주요 내용

 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전략전문가(PM)와 특허분석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R&D 현장에 

맞춤형 지재권 전략 지원

   - ①해외기업 장벽특허를 회피･무효화하는 전략을 제공하여 특허분쟁 우려가 없는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 ②종래특허에서 도출한 유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 R&D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고 연구기간･비용을 단축하며,

   - ③특허 공백영역을 찾아내어 공백 유망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우수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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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안내

 (지원대상) 백신･원부자재 개발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등

 (지원내용) R&D 방향 제시를 위한 특허전략 수립 비용 지원

    * (정부지원비율) 소기업 80%, 중기업 70%, 중견기업 60%

 (예산규모) ’22년 22억원(정부안)

    * 백신 20개, 원부자재 10개 과제 지원 예정

 (추진일정)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IP-R&D 과제 공고 예정(’22년 상･하반기 

각 1회 예정)

 (신청방법) IP-R&D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선정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평가위원회 구성 → 발표평가 → 

선정자 통보 →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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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연구데이터 DB 구축 

<담당 :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3457>

 지원 취지 

 특허 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글로벌 기업의 백신 개발 연구 데이터는 활용 가치가 높음

에도 이미지 형태로 보관되어 데이터 접근 곤란

 실험･분석 등 특허 창출과정에서 산출된 연구 데이터*는 AI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융합･
분석만으로 연구수행이 가능해져, 그 가치가 제고

   * 생화학분석, 이미지, 임상, 유전체, 분자구조, 화학반응 등

 주요 내용

 이미지 형태의 특허 연구 데이터를 텍스트 변환 후 DB구축･공개

   - 특허 문헌 내 표 형태로 삽입되어 있는 백신 개발 연구 이미지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 후 

색인･검색 DB 구축 

   - 기업이 백신 연구개발 시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데이터 API 개발･제공

 지원 안내 

 (지원대상) 산･학･연 등 제한 없음

 (지원조건) 제한 없음

 (예산규모) ’22년 6.8억원(정부안)

 (추진일정) ’22년 12월 특허정보보급사이트(KIPRISPlus)를 통해 DB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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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③ 백신실증지원센터 활용 지원

<담당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394>

 개요

 백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백신허브 촉진을 위하여 국가 공적시설인 백신실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백신 산업화 기업지원

   * 백신실증지원센터(’17~’21, 1,865억원) : 국제적 수준의 백신의약품 GMP시설･장비 인프라 구축

 〈백신실증지원센터활용 백신산업화 기업지원 사업〉

 (사업기간) 2022~2024(3년) 

 (주관기관) (재)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백신실증지원센터)

 (예산규모) ’22년 167억원(정부안)

 주요 내용

 국내 백신산업 육성 및 산업화를 촉진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백신 GMP 제조시설을 

활용한 백신관련 기업체의 공정개발 및 (비)임상시료･상업용 백신생산 간접지원 

  - 백신후보물질을 (비)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백신생산 최적조건 확립 및 

Scale up을 위한 공정개발 및 기술컨설팅 지원 

  - 백신의 (비)임상시험에 필요한 백신시료 생산 및 품질검사 지원

 지원 안내

 (지원대상) 백신 개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지원시기) 2022년 1월 부터

 (신청방법) 백신실증지원센터 홈페이지, 전화/방문 신청 및 상담

 (지원방법) (안동, 화순)백신실증지원센터 대외협력팀과 협의 및 계약

 (지원서비스) 공정개발 및 (비)임상･상업용 백신 위탁생산 지원 서비스

   ① 백신 공정개발 및 기술컨설팅 지원

   ② (비)임상시료 및 상업용 백신 위탁생산 지원

   ③ 품질시험 및 MCB/WCB 제조･보관 서비스 등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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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3-① K-글로벌 백신 펀드

<담당 :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044-202-1662,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70>

 지원 취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내 백신 개발 및 생산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

 국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마중물 지원으로 백신주권확립 및 글로벌 

백신 허브 조성

 주요 내용              ※ 펀드 운용세부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동 가능

 (주요내용) 정부･공적기관 자금 등을 마중물로 백신개발 투자 펀드 조성

    * ’22년 정부예산안에 펀드 출자금 500억 반영

  - (출자비율) 공공･민간의 자금출자 의지 또는 여력, 투자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 글로벌 국부펀드･민간 부담

 (투자형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를 출범, 후기 임상단계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의 자회사 등에 지분투자

 향후계획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공적기관 협의 추진

 투자운용사 선정 및 민간출자자 모집

당  초

➡
개  선

▶ 임상 3상 등 백신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 

자금 마련에 어려움

▶ 글로벌 백신 펀드를 통해 글로벌 임상 3상 등 

수행을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 기대

03
임상 단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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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3-② 스마트 임상시험 시스템 구축

<담당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70,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02-6379-5021>

 지원 취지

 (개념)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부터 임상시험 수행, 데이터 수집･관리･활용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효율적･통합적으로 진행

 (필요성) 의료진의 대면 설명 및 진료, 다기관 임상 시 데이터 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해 임상시험 기간을 대폭 단축

 주요 내용

 (국가임상시험관리시스템(CTMS) 보급･확산) 국가 CTMS를 보급･확산하고 상용･자체 개발 

CTMS 데이터를 집적하여 플랫폼 인프라 확충

 (비대면 임상시험 시스템 구축 지원) 비대면 임상시험 표준가이드라인 및 원격 모니터링 

기술 개발

 (질환별 임상시험 환자 매칭 플랫폼 구축) 온라인 공공 플랫폼 구축, 참여 증명서 발급･관리, 

질환별 임상시험 지원 

 (빅데이터 연구센터) 빅데이터 대상 선정 및 집적･데이터 방법 등에 대한 설계

 향후 계획

 사업추진체계, 사업 기간 및 규모 확정 등 사업 기획

 사업 기획 완료(’21.12월) 및 사업자 공고(’22.3월)

당  초

➡
개  선

▶ 상이한 임상데이터 수집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데이터 활용기반 취약

▶ 참여자모집부터 AI를 활용한 활용까지 임상시험 

전 과정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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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3-③ 임상시험검체분석 정도관리기관 운영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043-719-1861>

 지원 취지 

 국제수준의 임상시험 검체분석 역량 및 신뢰성이 확보된 분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임상시험검체분석 정도관리 전담기관 운영 등 정부의 제도적 ･기술적 지원 필요

    * 백신 검체의 경우 고도화된 분석기술이 필요하여 신뢰성이 담보된 분석기관이 극소수임. 이에 

해외에서 검체분석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백신 연구･개발 및 자급화가 어려움  

 주요 내용

 (지원대상)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및 임상시험 의뢰자(제약업체 등)

 (지원내용)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정도관리 전담기관 육성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식약처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전남 화순, ’22.9 준공예정)으로 백신개발 

및 허가･승인까지 기술지원을 통한 신속한 백신 제품화 목적

   - 특정 면역분석* 등 고도화된 분석 기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분석법 개발･지원

     * 고가의 장비와 시험의 고도복잡성 등으로 신속한 백신 개발의 장애물로 작용

(예: 디프테리아파상품백일해백신, 자궁경부암백신 시험법 등)

   - 백신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도관리 실시

     * 정도관리용 물질의 제조･관리･공급, 정도관리 시행 및 운영, 검체분석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향후 계획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내에 백신 개발 시 필요한 분석법에 대한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및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전담 정도관리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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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4-① 허가전담 심사 지원

<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상담과 043-719-2913,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제제과 043-719-3463,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속심사과 043-719-5062>

 지원 취지

 개발과정에서의 오류로 제품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품목허가

심사에도 약 1년 이상이 소요되어,

   - 신속제품화를 위해서는 상담 및 전담심사 지원이 필요

 주요 내용

 (연구･개발~임상) 사전상담을 통한 제품개발 오류 최소화 등 제품화 기간 단축

 (임상시험) 임상설계 지원 등 통한 임상시험 신속 진입 도모

 (품목허가 심사) 전담심사팀을 운영하여, 수시동반심사*･우선심사 수행 → 허가심사 기간 

단축

     * 허가 시 제출자료를 개발단계별로 미리 제출하여 부분 심사(사전검토)

 지원 안내

 (지원대상) 산･학･연 등

 (지원조건)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자

 (사전상담 신청방법)

   <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상담 신청 >

    ①식약처 홈페이지 접속(www.mfds.go.kr), ②국민소통>통합상담예약을 통해 신청

     * 상세 신청 방법은 해당 홈페이지의 ‘상담예약 매뉴얼’ 참조

04
허가･심사 단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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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상담과 대표 이메일을 통한 사전상담 신청 >

    ①사전상담과 대표 이메일로 사전상담 신청(presubmission@korea.kr)

    * 상세 신청 방법은 ‘의료제품의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안내서)’ 참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정보마당 > 민원인안내서 > ‘의료제품의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안내서)’

 (사전상담 선정절차) 상담 신청 건 확인(담당부서 접수) → 상담 일정 조율(신청인, 식약처 

담당부서) 및 상담 관련 자료 제출(신청인) → 상담 내용 사전검토(식약처 담당부서) → 

상담회의 개최(신청인, 식약처 담당부서)

 (신속심사 안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백신은 품목허가 신청 시 신속심사 신청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의약품 신속심사 지정(신청) 결과 통지서 

즉시 발급

    * 신속심사 대상 지정과 심사를 동시에 진행

   ** 상세한 내용은 ‘의료제품신속심사 통합 안내서’ 참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정보마당 > 민원인안내서 > ‘의료제품신속

심사 통합 안내서’

 (신속심사전 사전심사 지원) 품목허가 신청 전에도 개발단계별로 준비된 허가신청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하는 수시동반심사 실시 및 밀착지원

    * 수시동반심사(사전검토)로 허가기간 단축, 신속 제품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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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4-② 신속시판 지원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 043-719-5477>

 개 요

 국가출하승인 검정시험 체계 확대 구축으로 코로나 19 등 신종감염병 예방 백신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공급 지원

 주요 내용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예방 백신 신속 공급을 위한 국가출하승인 검정 인프라 강화 

및 국내 개발 백신 품질관리 지원

   - 고위험 병원체 예방 백신 검정시험을 위한 생물안전실험실(BL3), 무균실험실 등 시설･
장비 구축

   - 국가출하승인 검정 품질보증 및 국내 개발･위탁제조 백신의 수출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보강

   -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플랫폼별 품질검사 표준시험법 마련 등 국내 개발 백신 

품질관리 지원

 지원 안내 

 (지원대상) 국내 백신 개발 및 생산 업체

 (예산규모) ’22년 126억원(정부안)

 (추진일정)

   - 특수시험검정동 건축(’22~’23上) 및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허가(’23下)

   - 국가출하승인센터 조직 및 인력 보강(’21下)

   -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 발간(’21~) 및 맟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 

운영(’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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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

   - 신청방법 : 국내 개발업계 대상 수요조사(1회/월)시 상담신청서 제출

   - 상담절차 : 정기회의 수요조사/점검회의 공지 → 상담팀 구성 → 회의 개최 → 결과 

회신

당  초

➡

개  선

▶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급성을 감안, 

임상승인･신청업체 중심 상담 실시

▶ 임상 진입 전 개발 초기단계 업체도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

▶ 신개념 백신 개발단계 품질관리 기술 지원을 

통한 개발기간 단축

▶ 생물안전실험실 및 전문인력 보강으로 신속 

국가출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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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5-① 제품화 컨설팅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043-719-3311>

 개 요

 임상검체 분석･품질관리 시험 등 제품화 기술지원을 통해 국내 백신개발 인프라 확충과 

신속개발 지원 체계적 추진

 주요 내용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상담, 기술정보 제공 등 추진(’21~)

   - (제품화 컨설팅) 국가예방접종 백신 등 제품화 지원이 필요한 품목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실시

   - (백신 제품화 기술정보 지원) 제품화 지원 플랫폼 구축, 기업 맞춤형 제품화 정보조사, 

백신 개발 최신 기술 제공 등 지원

   - (검체분석, 품질검사 지원) 백신 개발과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인 임상시험 검체 혈액의 

효능평가(면역원성 평가) 및 최종 완제품 품질검사 지원

 지원 안내

 (지원대상) 백신 제품화 기술지원이 필요한 국내 백신 개발 업체

    * 맞춤형 상담 문의 : (재)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061-927-5673)

 (추진일정) 백신개발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추진(’21~)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건축 착공(’21.下), 준공 예정(’22.下)

05
제품화 단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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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5-② 특허획득 지원

<담당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042-481-8243>

 지원 취지

 (특허획득 지원) 코로나19 백신 新기술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백신 

개발기업의 빠른 권리 획득 지원(’21.6~)

    * 일반심사(13.7개월) vs. 우선심사(2.4개월) ⇒ 약 11개월 단축(’20.12. 기준)

 주요 내용

 우선심사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 코로나19 백신 新기술 우선심사(’21. 6. 23. 시행) >

•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1) 코로나19 백신에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2)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준비 중*인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기술과 관련된 출원

     * 임상 또는 허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임을 의미

 지원 대상

 코로나19 백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준비 중인 기업

 향후 계획

 ’21.6.23. 개정 특허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1년 한시적 시행 후 추가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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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5-③ 백신 조달가격 현실화

<담당 :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 043-719-6812>

 지원 취지

 정부는 필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를 위해 어르신(65세이상)･어린이(13세이하)･임신부 

등 대상 무료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 중(’05~)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구매예산 및 조달단가가 민간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격을 

따라가지 못해 제조(수입)사 등 단가 지속인상 요구

   - 이에, 민간시장 단가를 반영한 국가예방접종백신 조달가격 현실화 필요

 주요 내용

 (지원대상) 어린이, 임신부 및 어르신 등

지원 대상 국가사업용 백신 (총 22품목)

어린이 (17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인플루엔자 등 17종

임신부 (1종) IIV(인플루엔자)

어르신 (2종) IIV(인플루엔자), PPSV 23(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

고위험군 (2종)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지원내용) 백신 제조(수입)사 요구사항, 타 공공부문 계약단가 및 민간시장 거래실례가 

등 고려, 적정예산 확보 및 적정수준 추정단가 산정 추진

 (’22년 예산(정부안) 증액 현황) 인플루엔자 백신 등 4품목 증액

국가예방접종백신 예산현황 (원)
비고

백신명 단위 ’21년 ’22년(정부안)

인플루엔자백신
(어르신, 어린이ㆍ임신부 등)

0.5ml/vial,PFS 9,461/도즈 10,000/도즈

HPV 0.5ml/PFS - 60,200/도즈 신규반영
어르신 폐렴구균 0.5ml/vial,PFS 21,735/도즈 21,740/도즈

장티푸스 0.5ml/vial 4,995/도즈 8,000/도즈

 향후 계획

 국가예방접종백신(22품목) 구매 예산 단계적 증액확보 지속 추진

 이를 통해 민간시장 거래단가가 반영된 적정 추정단가 산정 및 조달단가 상향･조정(현실화)

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안정적 추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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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5-④ 보세공장 제도 활용 제품생산 지원

<담당: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821>

 지원 취지

 수입원자재를 과세보류상태로 제조･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세

공장 제도의 수혜대상(보세공장 특허) 확대

 주요 내용

 보세공장 특허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 특허대상 여부, 보세공장 전환 실익분석 등 계획수립 단계 지원

   - 인적요건, 관리요건, 시설요건등 특허요건 충족 지원

   - 보세화물 물품관리체계 구축 지원 

   - 법규위반, 관세추징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 서비스 지속 

 지원 안내

 (지원대상) 바이오 기업 중 보세공장 전환 희망업체

 (지원조건) 제한 없음

 (예산규모) 별도예산 불필요(세관공무원 참여)

 (추진일정) 연중 상시

 (신청방법) 관세청(보세산업지원과) 또는 소재지 관할세관에 직접 연락

 (선정절차) 관련 신청기업 면담 후 선정･지원

당  초

➡
개  선

▶ 기업 단독으로 특허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제출

 -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특허 불허)이 큼

 - 또한, 관세법인 등 민간업체를 이용시 고액의 

컨설팅 자문료 지급 부담

▶ 세관 컨설팅 서비스를 활용하여 특허신청서 등 

작성･제출

 - 신규 특허를 부여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함

(컨설팅 과정에서 미비점 보완)

 - 민간업체와 동등하거나 높은 수준의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Ⅱ
생산역량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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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① 생산설비 지원

<담당 :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044-202-1685>

 지원 취지

 백신 및 원부자재 주권 확보를 위해 국내기업의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설비･장비 확충 

자금 지원

 주요 내용

 mRNA 등 백신 및 관련 원부자재 개발 및 생산 역량 확대를 위한 생산시설･설비 지원 

확대

   - mRNA 중심의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 시설･설비 확충 지원 및 공정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시설･장비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코로나19 백신 및 원부자재의 위탁･수탁 및 자체 생산이 가능한 제조시설을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대기업 제외)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의 100% 이상 기업 매칭(자부담)

    * 기업유형 및 지원금액에 따라 기업 매칭 비율 차등 적용

 (지원규모) ’21년도 180억원(기업당 최대 30억원)

 (추진경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21.7~8월) 및 지원대상자 선정

(’21.10월)

 (지원기간) 최대 1년 이내(’22.7월까지)

01
생산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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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② 차세대 백신 생산기반 구축

<담당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394>

 개요 

 mRNA 백신 및 의약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실증지원기반을 기존 백신실증지원센터*와 

연계･구축

   - 기반 구축 : 2022년 ~ 2026년(5년)

   - 서비스 시작 : 서비스별 단계적 제공(2024년~)

     * 미생물실증지원센터(’17~’21, 836억원) : 국제적 수준의 백신의약품 GMP시설･장비 인프라 구축

 〈mRNA 백신 실증지원기반 구축사업〉

 (사업기간) 2022~2026(5년) 

 (주관기관) (재)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미생물실증지원센터)

 (예산규모) ’22년 14억원(정부안)

 주요 내용

 mRNA 백신 공정개발, 대량생산을 위한 실증지원기반 구축

   - mRNA 공정개발, 대량생산을 위한 실증지원기반 구축 및 운영

   - 공정개발, Scale-up 지원을 위한 공정개발 장비구축

   - 품질시험 지원을 위한 품질시험 시설 및 장비 구축

   - 대행생산 지원을 위한 GMP 제조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안내

 (지원대상) mRNA 백신 및 의약품 개발 및 생산 기업･연구소 등

 (지원시기)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 예정

   - 장비 및 시설 구축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 공정개발 서비스(’24), 품질시험 서비스(’25), 대행생산 서비스(’26)

 (지원방법)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대외협력팀과 협의 및 계약

   - 기업의 상황 및 계획에 맞춰 필요 장비, 시설 및 일정 등을 협의하여 공정개발, 품질

시험, 대행생산 등 서비스 분야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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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③ GMP 적합성 평가 지원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043-719-3664, 3668>

 개 요

 국내 백신 등 제조업체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 평가 신속 지원

 주요 내용

 백신･치료제 품목별로 생산시설 구축부터 최종 평가까지 제조업체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제조소 GMP 또는 품목별 GMP 평가 신청 전 업체별 이슈를 사전검토 또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원

 지원 안내 

 (지원대상) 국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생산업체 중 GMP 맞춤형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

 (지원조건) 제한 없음

 (추진일정) 업체 대상 기술지원(상시)

 (신청방법) 식약처(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직접 연락

 (선정절차)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 후 답변

당  초

➡
개  선

▶ 제조소 GMP, 품목별 GMP 실시상황 평가 

신청으로 통해 평가 실시

▶ 제조소 GMP, 품목별 GMP 실시상황 평가 

신청으로 통해 평가 실시

▶ 제조소 GMP 또는 품목별 GMP 평가 신청 

전 업체별 GMP 이슈를 사전검토 또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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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④ 국가전략기술 선정

<담당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지원 취지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품목인 백신의 국내 핵심기술 개발 확보 및 생산역량 

확충 지원

 주요 내용

 백신 개발ㆍ생산을 위한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R&D･시설투자 시 세제

지원 강화

 현행 2단계 세제지원 구조를 개편하여 3번째 단계인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신성장･
원천기술보다 공제율 확대

   - R&D비용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p 상향

   - 시설투자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

(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R&D 비용(%) 대 중견 중소

현행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신설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현행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신설 국가전략기술 6 8 16 4

 ’21년 하반기 투자분부터 ’24년까지 한시 적용

 지원 안내 및 향후 계획

 (지원대상) 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가 있거나, 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금액이 있는 기업

 (대상기술) 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기술*

    * 세법개정안(7.22일)을 통해 발표한 R&D 5개, 시설 3개 백신분야 국가전략기술(안) 참고

 (신청방식) 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 R&D비용･시설투자액이 있는 기업은 해당 회계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

    *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은 관련 법령 개정 후 상세 안내

 (향후계획)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 추진(’21년 정기국회)

    * 정부안 국회 제출(’21.8월), 9~12월 정기국회 통해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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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⑤ 특별연장근로 인가

<담당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044-202-7530>

 지원 취지 

 백신 생산 급증 등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신속 처리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1주간 40시간까지이며,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가능

   - 백신 생산 급증 등으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불가피하여 특별연장

근로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

 지원 안내 

 (지원대상)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조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해당하고,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① 재해･재난 수습･예방, ② 인명보호, 안전확보, ③ 돌발상황 수습, ④ 업무량 폭증+중대한 지장, 

⑤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

   - 백신 생산 관련 업무가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4번 사유로 

인가 가능. 다만, 재난 수습･예방과 관련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번 사유로 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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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인가사유별 특별연장근로 인가 내용 >

시행규칙 각 호 사유 1회 최대 인가 기간 1년간 활용 가능 기간

 제1호(재난등)

 제2호(인명보호 등)
4주 이내

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

 제3호(돌발적 상황)

 제4호(업무량 급증)
90일

*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을 합산

 제5호(연구개발) 3개월 이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연장

 (예산규모) 해당 없음

 (추진일정) 사업장에서 인가 신청시 신속히 검토

 (신청방법)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류* 제출

     * 근로시간 연장 인가 신청서, 근로자 동의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 검토 및 인가 → 특별연장근로

사례  

A기업의 경우 백신 생산 관련 업무량이 폭증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하여, 48명의 

근로자가 ’21.9.6.~10.3. 기간 동안 1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를 실시하여 백신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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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① 기술 자급화

<담당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392>

 개 요

 수입의존도가 높은 백신 원부자재 및 제품 생산공정 자체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지원

 주요 내용

 차세대 mRNA 백신 생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원부자재 생산구축 및 백신 생산기술 

고도화 등 국내기업의 신속한 백신 개발 지원 추진 

   - mRNA 백신 개발의 원활한 소재 공급 및 제품화 기반 구축을 위한 백신 GMP급 핵심 

원부자재(NTP, 핵심효소, 지질전달체 등) 기술개발

   - mRNA 백신 제조 프로세스(합성-정제-제형-제품화) 확립에 필요한 핵심 대량생산공정 및 

품질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안내 

 (지원대상)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원조건) 출연(기업 참여 시 매칭)

    * 국고지원비율은 과제 유형 및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과제지원 공고
문에 기재 예정 

 (예산규모) ’22년 68.75억원(정부안)

    * 총 11개 과제 지원 예정

 (추진일정) ’22년 1월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2.keit.re.kr)에 과제 지원공고 게시(연간 

1회 공고 예정)

02
원부자재 기술 자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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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①산업기술 R&D 정보포털에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②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전자인증)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

 (선정절차) 공고 및 과제접수 → 사전검토 및 평가단 구성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발표

평가 등) → 신규과제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 및 정부출연금 지원 

당  초

➡
개  선

▶ mRNA 원부자재 수급 불안정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필요  

▶ 글로벌 백신 R&D 트렌드 기반의 고품질 제품 

생산과 수요-공급 연대협력 활성화를 통해 시장 

선점 및 전략적 지원 체계 마련

사례(기대효과)  

국내외에서 생산 가능한 백신용 GMP급 핵심 소재 및 원부자재, 원료물질 등 확보, 

mRNA 전달체 등 백신 대량 생산 공정 기술 고도화를 통한 국내 제약바이오의약품 

기술경쟁력 강화 



73

Ⅱ-2-② 성능평가 등 상용화 지원

① 백신･원부자재 시장경쟁력 강화 지원

<담당 :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044-202-1683>

 지원 취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수요 급증에 따라 백신 원부자재 수급 지연의 문제가 발생

   - 특히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은 원부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주요 원부자재(바이알, 시약 등) 
확보가 어려워 백신 개발이 지연

 국산 원부자재의 국내외 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백신 원부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원부자재 수급 문제 해결

 주요 내용

 국내 백신 및 원부자재 기업의 원부자재 성능평가 등 시장 진입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비용 지원 

< 지원 내용 >

구 분 세부내용

비교시험 지원  해외 경쟁제품과의 성능 비교시험 지원

해외 인허가 지원  FDA, EMA 등 해외 인허가 기관 DMF*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지원

CoA 획득지원  국내외 GLP 기관을 통한 시험성적서(Certificate of Analysis) 발급 비용 지원

 * DMF : 의약품 제조와 가공, 포장에 사용되는 특정 공정이나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참조문서

 지원 안내

 (지원대상) 국내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기업

 (지원조건) 출연 100%(기업 참여 시 매칭)
    * (국고지원비율) 대기업 50%, 중견기업 60%, 중소기업 70%

 (예산규모) ’22년 20억원(정부안)

    * 원부자재 품목 당 최대 1억원

 (추진일정) ’22년 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 지원사업 공고 예정(연 1회)

    * 22년도 사업진행 시 1차 선금교부(4월) → 중간평가(8월) → 잔금지급(9월) → 사업종료(11월 말)

 (신청방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 된 담당자 연락처로 사업신청서, 사업
계획서, 대상 원부자재 정보 등 제출

 (선정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사전검토 및 평가단 구성 → 서면 및 발표평가 → 
계약체결 → 사업비 교부(2회, 선금/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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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

<담당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394>

 지원 취지

 국내 기업에 대한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 지원을 통해 바이오의약품의 원부자재 국산화율 

제고 및 산업육성 토대 마련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2~2025(4년) 

 (주관기관) 미정(’22년 1분기 비영리기관 선정 예정)

 (예산규모) ’22년 10억원(정부안)

 주요 내용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시험평가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외 의존 원부자재(바이러스 

필터 등) 시험인증 등 지원

   - 원부자재 품질수준 DB구축, 기업 기술교육 및 컨설팅, 기업 원부자재 성능평가, 원부

자재 시제품 제작 지원, 원부자재 인허가시스템 구축 등

 지원 안내

 (지원대상)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생산 관련 산･학･연 등

 (추진일정) 사업시행자(비영리기관) 공모 예정(’22년 1분기)

    ※ 사업시행자 선정 후 선정된 비영리법인에서 신청방법, 대상기업 선정절차 등 세부계획 수립하여 

기업 등 지원 예정

 (지원내용) 

   - 공급기업 대상 Risk assessment 및 독성 전문가 컨설팅

   - 재직자 대상 원부재재 GMP 및 GLP 기술 교육

   - 원부자재 유해성･독성 평가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수요･공급기업 연대협력 플랫폼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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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창업기업 백신 원부자재 기술개발 지원 사업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044-204-7762>

 지원 취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백신 등 의약품 원부자재 관련 창업기업에 대한 혁신 기술개발 지원

 주요 내용

 백신 등 의약품 원부자재의 자체 기술역량 확보 및 원부자재 기술 자립화를 위한 창업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백신 원부자재 우선 지원 필요품목 발굴 및 품목 내 자유

응모를 통한 소규모 기업 지원 (’22~’24년)

 지원 안내

 (지원대상)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규모 기업

 (지원조건) 출연 100%(자부담 10%)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 기업부담연구개발비는 총사업비의 10%이상

(기존 20%→10% 완화)

 (예산규모) ’22년 47억원(정부안)

    * 50개 기업 당 2년간 최대 3억원 지원, ’22∼’24년까지 150억원 투입예정

 (추진일정) ’22년 2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R&D 

과제 공고 예정(연간 2회 공고)

 (신청방법) ①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②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전자인증)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

 (선정절차) 공고 및 과제접수 → 사전검토 및 평가단 구성 → 선정평가 → 이의신청 

접수 및 평가 →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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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③ 24시간 신속통관

<담당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733>

 지원 취지

 백신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한 통관절차를 제공하여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원부자재 

적기 공급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주요 내용

 ①24시간 통관체제 가동, ②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③수입심사 시 서류제출･검사선별 최소화 

등 신속통관 지원

 지원 안내

 (지원대상) 백신 원부자재 수입업체(납품업체 포함)

 (지원기간) ’21. 9. 13. ~ 별도 해제 시까지

 (예산규모) 해당없음

 (추진일정) ’21년 하반기 중 신속통관 지원방안 시행(’21.9.9.) 

 (신청절차) ①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접수  → ② 지원대상 업체 및 백신 

원부자재 해당 여부 확인 → ③ 검사선별 최소화 등 신속통관 지원 즉시 시행

당  초

➡
개  선

▶ 해당없음
▶ 백신 원부자재 수입업체(납품업체 포함)에 대한 

신속통관 지원

사례  

A기업의 경우 백신 생산(또는 납품)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청의 신속통관 지원을 

통해 국내에 필요한 백신 적기 생산 및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해외 수출경쟁력

까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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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④ 스마트공장

① 스마트공장(QbD) 인재양성 및 컨설팅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 043-719-2761>

 지원 취지

 K-뉴딜 정책 기반 ‘제약분야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형 핵심인재 양성

 주요 내용

 QbD 인재양성, 업체 맞춤형 컨설팅으로 스마트 혁신 기술 저변 확대

 제형별 QbD 예시모델(실험실･시생산 규모) 및 기초기술 보급

 지원 안내

 (지원대상) 의약품 제조업체

 (지원조건) QbD 적용 의약품 개발에 관심있는 의약품 제조업체

 (예산규모) ’22년 218백만원(인재양성 및 컨설팅)

 (추진일정) ’22년 3~11월(예정)

 (신청방법) 위탁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공고문에 따른 지원신청

 (지원절차) 

① 위탁사업자 
선정(경쟁입찰)

⇨ ② 교육･컨설팅 
지원대상 모집 공고

⇨ ③ 교육･컨설팅 
지원대상 선정

⇨ ④ 교육･컨설팅 
수행

⇨ ⑤ 결과보고

 향후 계획

 맞춤형 QbD 컨설팅 지속 및 단계별 교육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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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약품 업종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지원과 044-204-7267>

 지원 취지

 의약품 업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의약품 분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주요 내용

 의약품 업종의 기업 중 유사 제조공정･업종 등을 가진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공통 솔루션을 구축하여 기업 간 연계성을 강화

 지원 안내

 (지원대상) 의약품 업종관련 제조 중소･중견기업

 (지원조건) 스마트화 수준에 따라 최대 7천만원(기초) ~ 2억원(중간1)을 지원(총사업비의 50% 이내)

 (예산규모) ’22년 25억원(계획)

 (추진일정) (재)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 

공고 예정(’22년 2분기)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선정절차) 공고 및 과제접수 → 현장실사 및 사업계획 심의 등 평가 → 협약 및 사업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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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⑤ 보세공장 반입대상 확대 통한 물류비용 절감

<담당 :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821>

 개 요

 바이오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확대･운용하여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한 

제품(바이오의약품) 생산활동 지원

 주요 내용

 바이오 임상물품에 대해 보세공장 반입대상으로 인정

   - 보세공장 제품(바이오의약품)과 함께 거래되는 국내 생산 임상물품(Kit 등)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함께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

 바이오 원재료 및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범위 확대 추진

 지원 안내 

 (지원대상) 바이오 보세공장

 (지원조건) 제한 없음

 (예산규모) 별도예산 불필요

 (추진일정) 임상물품 반입대상 인정(’21.6월) / 제도개선(상시)

 (신청방법) 관세청(보세산업지원과) 또는 소재지 관할세관에 직접 연락

 (선정절차)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사 후 답변

당  초

➡
개  선

▶ 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범위 한정

 - 국내 생산 임상물품 반입 불가

 - 규정에 열거된 물품만 반입대상으로 인정

(Positive 방식)

▶ 반입대상물품범위 확대 및 탄력 운용

 - 국내 생산 임상물품 반입 허용

 - 바이오업계의 의견 적극 반영(반입대상물품범위 

탄력적 해석 운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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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① 첨단투자지구

<담당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044-203-4082>

 지원 취지

 백신 등 첨단분야에서의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

투자지구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 제도 신설

 주요 내용

 산업단지 등 기존 계획입지의 일부,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

하고, 입주하는 첨단투자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지원 안내

 (지정대상) 기존 계획입지의 일부 또는 대규모 투자지역

 (지정절차) 업종별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첨단투자* 수요를 확보한 지역의 시･도지사 등이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 →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장관이 지정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제품의 연구･생산 또는「조특법」 제121조의2에 따른 신성장

원천기술 수반사업 위한 투자

 (투자기준) 업종별 최소 투자금액

단지형 개별형

투자대상 첨단투자를 하는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신･증설 및 시설 추가 투자

투자기준
제조업 등 : 10억원 이상 투자

연구기관 : 1억원 이상 등

제조업 등 : 300억원 이상 투자 or
100명 이상 신규고용

연구기관 : 20억원 이상 등

 * (단지형) 기존 계획입지 내 지구 지정, (개별형) 대규모 투자지역에 지구 지정

 * 업종별 세부 투자기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조

 (근거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03
투자유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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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②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공

<담당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044-203-4089>

 개 요

 (목적) 신성장동력 및 첨단산업 분야 등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하여 국내 산업의 고도화 

및 글로벌 허브화 촉진

 (내용)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토지매입, 임대료･현금지원 등

 주요 내용

 (현금지원) 신성장동력기술, 고용창출, 첨단기술･제품, R&D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투자금액 일부 현금 지원

 (입지지원)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 지정･운영

 지원 안내

< 현금지원 >

 (대상/금액) 신성장동력기술, 첨단기술･제품, R&D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 내 지원

 (지원절차) ①현금지원 신청(투자가), ②평가위(외부전문가), ③한도산정위(산업부･지자체), ④외투위

(위원장: 산업부 장관), ⑤계약체결(협상담당자)

< 입지지원 >

 (단지형･개별형*) 정부･지자체 공동으로 토지매입 후 기업에 임대 및 임대료 감면(50~100%) 

혜택부여

    * 단지형 : 중소 외투기업 유치 위해 사전에 일정지역을 외투지역으로 지정

개별형 : 대규모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에 따라 지정

 (서비스형) 소규모･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 외투기업 입주 지원을 위해 투자금액 한도 

내에서 연간 건물 임대료의 50%내 보조

 (지정절차) ①외투지역 지정신청(지자체), ②타당성 검토(산업부), ③외투실무위 심의(위원장 : 

통상교섭본부장), ④외투위 심의(위원장 : 산업부 장관), ⑤지정고시(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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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③ 혁신형 제약기업

<담당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7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43-713-8624>

 지원 취지

 신약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 등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12년 도입)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21.9월 현재 45개 社

 주요 내용

 (지원내용)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R&D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 등 혜택 부여

 (인증요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 일정 수준 이상 +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혁신형 제약기업 연구개발 비중 요건 >

구 분 연구개발비 비중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 연간 50억 원 또는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7 이상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

미국 또는 유럽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GMP를 획득한 기업

▪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3 이상

 향후계획

 (인증연장) ’18년 인증된 5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연장 평가 실시

 (신규인증)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 추진(’22년 상반기 예정)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절차>

공고
⇒

신청
접수 ⇒

1차
사전심사 ⇒

2차
심층평가 ⇒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 ⇒

확정･
고시

(복지부)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복지부)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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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아시아개발은행(ADB) 민간금융 지원제도 활용 지원

                        <담당: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044-215-8721>

 주요 내용

 아시아개발은행(ADB)* 역내 개도국(40개 수원국)에 투자 또는 백신을 공급하는 백신생산 

기업에 대해 ADB의 민간금융 지원제도(non-sovereign financing)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경제･사회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66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총 68개 회원국)

 ADB 민간금융 지원제도 개요

종류 규모 지원조건

융자

(Debt)

2천만불-

-5억불

⦁기간: 7년(기업)~15년이상(프로젝트)

⦁금리: LIBOR(런던은행간 금리) + 신용스프레드

⦁담보 혹은 신용

지분투자

(Equity)

2백만불-

1억불
⦁최대 25% 지분까지 투자

보증

(Guarantees)

2천만불

-5억불

⦁부분 신용보증(PCG)

⦁정치적 위험보증(PRG)

기술지원

(TA)

50만불

-1백만불

⦁프로젝트 준비사업의 경우 종결시 비용 상환 

⦁역량개발사업의 경우 무상 제공 

    * www.adb.org/what-we-do/private-sector-financing/main

 (지원대상) ADB 역내 개도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ADB 역내 개도국에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

 (신청방법) ADB 민간사업국(Private Sector Operations Department)에 신청

    * 승인절차: 컨셉 검토 → 실사(Due Diligence) → 최종검토(투자위원회) → 이사회 승인

    * 필요시,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에 협조 문의

01
국산 백신 글로벌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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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COVAX 마켓플레이스

              <담당: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044-202-1671>

 지원 취지

 백신 원부자재의 자유로운 수요-공급 흐름 개선을 통한 COVAX 공급 코로나19 백신 

생산 확대 지원 

 주요 내용

 백신 제조 관련 구매･판매 기업 간 매칭, CEPI에서 매칭 제안 및 요청을 식별하고, 

잠재적 파트너를 연결

     * 제조업체가 COVAX 사전구매계약 및 WHO EUL(긴급사용승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생산

가능 규모, 공급가능 시기 등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종합하여 우선순위 지정 

 신청 안내

 (신청대상) 필수 원부자재 품목* 공급업체**, 백신 제조업체***

     * 바이오리액터 백(bioreactor bags), 싱글 유즈 어셈블리(single-use assemblies), 필터

(filters), 셀 컬처 미디어(cell culture media), 리피즈/LNP(lipids or LNP), 바이알(vials) 등 

 (신청방법) 참여 희망 기업은 marketplace@cepi.net으로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 

 (선정절차) 백신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의 수요 및 공급 가능 여부를 CEPI에 제출 → 

CEPI의 보안 플랫폼인 Marketplace에서 공급 제안, 요청 파악 및 가능한 매칭을 연계 

     * 특정 요청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는 다수의 공급업체가 있는 경우, CEPI는 제조업체에 가능한 

매칭을 알려주며, 제조업체에서 계약에 관해 결정하며, 다수의 제조업체와 공급업체 간의 매칭

시에는 공급업체에서 계약에 관해 결정

 (참여 현황) 현재 10~15개 업체가 참여 중이며,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의 참여를 독려 

 (향후 신청범위) 충진･포장(fill&finish) 업체, 글로벌 공급부족을 겪고 있는 치료제, 백신 

분야로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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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 기업협력

< 담당 :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044-202-1671/1978 >

 지원 취지

 백신생산 가속화 및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한 정부-기업, 기업 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글로벌 파트너링 등의 노력 필요

  - 기업 간 생산･기술 협력, 원부자재 공동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백신기업 협의체’ 

발족(6.17)에 따라 협의체 운영 및 기업간 협업 촉진

 주요 내용

 백신 기업 컨소시엄 글로벌 파트너링 지원

   - GHSA, COVAX, SEPI, GAVI 등 백신 관련 국제기구 등을 통한 백신 공급 추진

   - 글로벌 백신･원부자재 생산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진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홍보

   - 국제 컨퍼런스 및 학회 등을 활용한 국내 백신 생산역량, 한국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 

등의 해외 홍보

 지원 안내 (2022년 계획) 

 (1) BIO Europe 2022 참가 지원(10월)

 (지원대상) 글로벌 기술거래 및 협력 파트너 발굴을 원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백신, 

원부자재 기업 포함)

 (지원조건) BIO Europe 참가비 50% 지원

    * 바이오유럽 참가비: 2,295 유로(2019년 기준, 변동 가능)

 (예산규모) 미정           * 10개 기업 이상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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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22년 8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회신

 (선정절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평가단 구성 → 서면심사를 통한 지원 

기업 선정 → 선정 결과 통보 → 바이오유럽 등록 및 참가 → 지원 기업의 참가실적 보고 

→ 바이오유럽 등록비 지원

 (2) 신시장 개척단 파견(’22.5 예상)

 (지원대상) 해외 판로 개척 및 협력 파트너 발굴을 원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백신, 

원부자재 기업 포함)

 (지원조건) 현지 기업 및 유관 기관과의 미팅 매칭, 현지 미팅 장소 제공, 현지 시장 현황 

정보 제공 

   * 신시장개척단 파견국 미정

 (예산규모) 미정, 15개 내외 기업 지원

 (추진일정) ’22년 3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회신

 (선정절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평가단 구성 → 서면심사를 통한 지원 

기업 선정 → 선정 결과 통보 → 신시장개척단 파견 → 지원 기업의 참가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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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 무역보험

<담당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044-203-4045>

① 단기수출보험

 지원 취지

 수출기업이 수출을 이행한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여 안정적 수출이 가능하도록 지원

 주요 내용

 우리 기업의 백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지원방침 운영 중

   - 단기수출보험 지원한도를 최대 2배까지 우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보험료 20% 

할인

 지원 안내

 (지원대상) 백신관련 수출기업

 (지원조건) 신용도에 결격사유가 없는 수입자와의 수출거래인 경우

 (추진일정) 현재 시행중

 (이용절차) 가입상담(고객센터 : 1588-3884) → 수출입자 신용조사 → 지원한도 신청 

→ 지원한도 책정 및 증권발급 → 수출통지 및 보험료 납부 → 대금결제 통지

 (보상절차) 대금미회수 상담 → 사고발생 통지 → 사고조사 → 보험금 청구 → 보상심사 

및 보험금 지급  → 수출채권 양도 및 회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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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출기반보험

 지원 취지 

 백신수출 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설비 도입 관련 시설자금 대출 지원

 주요 내용

 금융기관이 백신수출 기업에게 상환기간 2년 초과의 제조설비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수출기반보험 구조 > 

⑤위험담보
시중은행

국내 백신수출기업 국내 및 해외 설비업체

①설비구매

②
대출

무  보

④상환

③ 결제

 지원 안내

 (지원대상) 사업성 및 수출기반 조성 효과가 있는 백신수출 기업 설비 도입 프로젝트

 (최대대출금액) 총사업비의 80% 이내

 (금융조건) 최대 12년 이내로 연 2회 이상 원금 균등 상환 원칙

 (요구조건) 제3자 지급보증, 금융대상 목적물에 대한 1순위 담보, 공급계약상 권리 양수 등

 (이용절차) 가입 상담(고객센터 : 1588-3884) → 인수의향서 발급신청 → 청약 → 

승낙통지서 발급 → 보험료 납부 → 보험증권 발급 → 인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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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5 기술보호 및 지재권 분쟁 대응

<담당 :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042-481-3536>

 지원 취지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대응을 지원하여 국내기업의 대응역량 제고 및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

 주요 내용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 위험 조사･분석을 통한 기업의 분쟁 상황별 맞춤형 해결수단

(대응전략) 제시

   - 무효주장･회피전략･반소, 침해 경고장 및 피소 시 대응, 라이선스 갱신, 권리행사 등 

지재권 분쟁대응 컨설팅 제공

   - 동종 기업 또는 동일 지재권 이슈를 보유한 기업 간 지재권 분쟁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 

전략 제공

 지원 안내

 (지원대상) 해외기업과 지재권 분쟁(예상) 기업

 (지원내용) 지재권 전문기관(특허법인 등)의 분쟁대응 컨설팅 비용 지원

    * (정부지원비율)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70%

 (예산규모) ’22년 139억원(정부안)

 (추진일정)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 www.ip-navi.or.kr)에 지원사업 공고 예정

(’22년 2월(예정)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접수)

 (신청방법)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에서 회원 가입 및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선정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선정위원회 구성 → 서면 심사 → 

선정통보 →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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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6 글로벌 백신 연구단지 조성

<담당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044-202-2905>

 지원 취지

 글로벌 기업 및 국내 백신 바이오 기업의 연구 인프라 제공을 위한 글로벌 백신 연구단지 

조성 및 연구센터 건립 (’22~’24)

 주요 내용

 글로벌 백신 기업, 백신 기구 및 국내 백신 기업 연구단지 內 유치

   - 글로벌 R&D 연구센터와 CEPI, COVAX, GAVI 등 백신 유관기관을 국내 유치하여 

글로벌 기업의 연구거점 구축 및 백신 시장확보

   - 국내 백신기업 R&D 연구센터 유치로 백신 및 원부자재 연구능력 제고

 글로벌 기업과 국내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및 공동연구 등 협력프로그램 운영하여 

백신 연구 및 생산 생태계 조성

 지원 안내

 (지원대상) 바이오 클러스터 지원기관

    * 글로벌 백신 선도기업 및 해외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 백신 유관기관 

    * 국내 백신 기업･ 원부자재 생산기업

 (지원조건) 출연 50%, 지자체 50%

 (예산규모) ’22년 5억원(정부안)

 (추진일정) 

   - 글로벌 백신 연구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22.上) 및 시설 건축(~’24)

   - 연구단지 입주기업 유치전략 수립(~’23) 및 기업유치 활동(’24~)



Ⅳ
백신 산업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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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⑤ 임상시험 및 CRO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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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① 바이오 공정인력

① 한국형 NIBRT 바이오 공정인력 양성

<담당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3>

 사업 개요

 GMP 수준의 바이오 공정 실습교육장 구축, 아일랜드 NIBRT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바이오 생산공정 전문인력 양성

 주요 내용

 복지부･산업부 공동 주관(관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연세대-인천시-

인천TP 컨소시엄 선정

     * 사업기간 ’20∼’25년(6년), 사업비 619억 원(복지부 306억 원, 산업부 313억 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송도) 내 연면적 2,000평 규모의 GMP 기준을 갖춘 실습 교육용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건립(’23년 완공 예정)

 NIBRT 일반공정과정(항체의약품) 시범교육 운영(’21~’23) 및 백신특화과정 운영, 센터 정식

개소 후 연간 2,000여 명 전문인력 양성

   - ’21.9.6 NIBRT 백신특화과정 1기 개강, 연내 4차에 걸쳐 mRNA 백신공정 전인력 

120명 양성 예정

 지원 안내

 (지원대상) 바이오 관련 재학생, 재직자 등

 (지원조건) 전문대학 졸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자

 (예산규모) ’22년 37억원(정부안)

 (추진일정) NIBRT 백신특화과정 개강(’21.9.6~), 일반공정과정 시범 교육과정 개강(’21.11~)

 (신청방법) NIBRT 사업단 홈페이지(www.knibrt.com)를 통해 수강 신청

01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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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담당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394>

 개요

 코로나19 백신개발 등 글로벌 백신시장 및 생산 규모가 급증하면서 백신실증지원센터* 

활용 현장형･실무형 백신생산 전문인력 양성

    *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17~’21, 1,029억원) : 국제적 수준의 백신의약품 GMP시설･장비 인프라 구축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기간) 2022~2026(5년) 

 (주관기관) (재)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예산규모) ’22년 40억원(정부안)

 주요 내용

 백신산업 인력수요 대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국내 백신공정 전문인력 양성용 GMP

시설･장비구축 및 인력양성 지원

  - 백신개발 전문인력 수요 급증에 따른 체계적인 백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백신특화 

전문교육시설 구축

  - 글로벌 수준 백신GMP 제조시설을 활용한 생산역량 제고에 대응하는 현장 실무형 백신

생산 전문기술인력 양성

 지원 안내

 (지원대상) 졸업예정자(대학 연계), 재직자, 백신개발자, 취업희망자

 (지원시기) ’22~’24년(건축기간) 단기형, 24년 이후(교육센터운영) 장기형

 (신청방법) ①공개모집 과정(공고) ②위탁/연계 과정(공고 및 수시신청)

 (지원내용) 

   ① (교육내용) 백신제조공정 단계별로 ➊백신항원 제조공정(USP), ➋백신 분리･정제･제형화 

제조공정(DSP), ➌백신제품 품질공정(QA/QC) 교육프로그램 운영

   ② (교육기간) 숙련도 높은 백신제조공정 전문인력 양성에 적합한 과정별/수준별/단계별 

교육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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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② 의사과학자

① K-medi 융합인재 양성지원 사업

<담당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044-202-2869>

 지원 취지

 신진 의사과학자 및 바이오 메디컬 혁신인재 양성(Career Path) 지원 등 보건의료 분야 

특화 융합 인재 양성

 지원 안내

 (지원대상) 의사과학자 및 바이오메디컬 연구를 수행하는 의과학자 등

 (지원 내용)

   - (신진의사과학자 양성 지원) 신진의사과학자의 공백영역 연구 지원

   - (현장수요 연계형 글로벌 인재육성) 융합형 혁신 인재 글로벌 연수지원

   - (국내외 기업-연구소간 공동연구지원) 백신･부원자재 및 임상시험 등 공동연구지원

 (지원기간) ’22~’26 (5년) 

 (지원조건) 정부출연금

 (예산규모) ’22년 59억원(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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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초의학 Joint R&D 예비연구

<담당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044-202-2869>

 지원 취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기초의학 활성화를 위해 기초의학자 중심의 융합, 중개 연구 

활성화

 지원 안내

 (지원대상) 융합연구를 하는 기초의학자 및 임상의학자

 (지원 내용) 기초의학자(MD-PhD)를 책임연구자로 하는 임상의사–기초의학자-기초과학자의 

협업･융합을 위한 예비연구 지원(2년 지원)

  - 기초의과학 Joint R&D 예비연구(기초의학자+이공계PhD 협동연구)

  - 기초-임상 Joint R&D 예비연구(기초의학자+임상의학자 협동연구)

 (지원기간) ’22~’23(2년) 

 (지원조건) 정부출연금

 (예산규모) ’22년 22.5억원(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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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사과학자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044-202-4833>

 지원 취지

 미래 우리사회를 위협할 감염병 등 난치성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 

 4차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의생명 과학 분야 필수 직군으로서의 의사과학자 집중 양성

 지원 안내

 (지원대상)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자 중 전일제 박사(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재학생 및 의사

과학자 도약과정생(Post-Doc.)

 (지원기간) ’22~’26(5년) 

 (지원조건) 정부출연금

 (예산규모) ’22년 15억원(정부안)

   - 감염병 백신 및 난치성 치료제 개발(1,300백만원, 12개* 과제 수행)

     * 1) 연구책임자 주관 과제: 100백만원×10과제

       2) 의사과학자 도약과정생(Post-Doc.) 지원 과제 : 150백만원×2과제

   - 과제관리 및 운영비(2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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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상의과학자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044-202-4556>

 지원 취지

 병원이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임상의(MD)-연구자(Ph.D) 간 협업연구를 통해 의사과학자 

양성 및 현장수요 기반 의료기기･서비스 개발

 주요 내용

 선도혁신형 및 지역거점혁신형 8개 병원 지속 지원(37.5억)을 통한 신진 연구중점 임상

의과학자 연구 지원

  - (연구역량 지원) 인프라, 교육,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등 지원

  - (연구역량 강화) 전문의를 취득한 조교수 이하 임상의가 연구책임자로서 연구 수행

  - (MD-Ph.D. 실용화 공동연구) 임상의가 제시한 의료현장 미해결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 안내 

 (지원대상) 병원별 연 15억원 지원(8개* 병원)

    * (선도형) 고대구로병원, 한양대병원

(지역거점형) 인하대･영남대･충남대･화순 전남대･고신대･순천향대(천안)

 (예산규모) ’22년 37.5억원

    * 신규과제 없음(계속과제 8개)

 (추진일정) 계속과제로 별도 신규 지원 일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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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③ 규제과학 전문가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원 기획조정과 043-719-4167>

 지원 취지

 안전하고 우수한 바이오헬스 제품 공급을 위해 관련 규제를 이해하고, 개발부터 기술-규제 

정합성을 검토･평가할 수 있는 규제과학 연구인력 양성 필요

 주요 내용

 (규제과학 인재양성 사업) 주요 대학 규제과학과 석･박사 과정 운영을 통한 규제과학 

전공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600명/5년)

 지원 안내

 (지원대상) 규제과학과 개설 및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 가능 대학(일반, 전문대학원)

 (지원조건) 출연 100%

 (예산규모) ’21년 31억 → ’22년 50억원(정부안)

  

 * ’21년 5개 대학, 1개센터 선정

 - 의약품 유효성평가(경희대, 성균관대), 의약품 안전성(아주대), 식품 기능성(고려대), 식품 
안전성(중앙대) 선정, ’21년 2학기부터 학위과정 운영 중

 (추진일정) 추가선정 추진, 식약처연구관리시스템 R&D 과제 공고(’22.1)

    * ’22년 의료기기(안전성, 유효성 평가), 의약품(품질) 등 3개분야 추가 선정

 (선정절차) 공고 및 과제접수 → 사전검토 및 평가단 구성 → 발표평가 → 현장실사 → 

협약

    ※ 학위과정 지원 방법은 운영대학별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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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④ 감염병 연구 및 BL3 활용 연구 지원인력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044-202-4563>

 지원 취지

 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감염병 연구 및 BL3 활용 연구 지원인력을 전문적으로 육성하여 

백신 개발을 가속화

 주요 내용

 (연구인력) 국내외 감염병 관련 전문가 현황 및 양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범사업 운영

※ 교육 내용 예시(안)

  ① 백신연구개발 : 백신개발 계획 및 전략수립, 후보물질 발굴 및 효능･검증방법, 신약 승인심사 
절차 및 사례, 생산 및 품질관리 등

  ② 파이낸싱 : 재원 조달 및 기금 조성방안, 국제 금융기금 활용 방안 및 사례 등 

  ③ 국제협력 : 국제 보건기구 현황 및 국가별 보건 전략, 국제공동연구 동향 및 사례, 해외개발 
백신도입 전략사례, 과학기술 외교협상 실무 등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BL3 연구시설 활용 및 관련 법･제도, 안전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연구시설 현장 실습 등 진행 

연차 교육내용 예시(안)

1차년도
(온라인

핵심프로그램)

 생물 안전 미생물학, 생물 안전성 수준(BL3 이상의 요건)
 병원체, LMO 관련 법제도 및 관리 규정
 개인 보호 장비 등 안전관리
 생물 보안 및 생물 안전의 최근 동향
 감염성 물질의 관리
 위해성평가 

2차년도
(심화교육+
현장실습)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관리
 동물실험시설 생물안전
 기관 생물안전 프로그램과 위해관리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대비와 비상 조치(실습) 유출사고처리
 생물안전 연구시설 관리 및 검증
 생물안전 연구시설 요건 및 인증절차, 사례
 생물보안
 감염성 물질 및 진단용 검체의 취급규정

 향후 계획

 교육 커리큘럼 마련 및 교육 기관 선정(’22)

 감염병 연구 및 연구개발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지원(’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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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⑤ 임상시험 및 CRO 전문인력

<담당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70,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02-6379-5021>

 지원 취지

 (임상시험 인력) 임상시험 역량 강화 및 신약개발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산업 규모에 맞는 

임상시험 전주기 전문인력 양성의 질적, 양적 지원 확대

 (CRO 인력) 임상시험 시스템 및 서비스 수행품질 향상과 특화유도를 통한 국내 CRO 

역량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주요 내용

 (임상인력 양성) ‘임상시험 전주기 프런티어 인력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비용지원을 통해 5년간(’21~’25) 전문인력 1만명 양성

     * 교육과정운영비의 20% 수혜자 부담, 미취업자 과정은 전액 정부지원

 (CRO 컨설팅) 국내의약품 CRO 대상 기관인증, 국내 의약품 임상 CRO 대상기관별 

특화유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시행

 (인턴십 지원) 선정된 인턴 실시기관 대상 인턴 1인당 최대 6개월 월 100만원의 인건비 

지원

 향후계획

 임상시험 전주기 프런티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新산업(세포･유전자치료제) 및 글로벌 임상 등 교육과정 개시



02
연구기반 확충

Ⅳ-2-① K-바이오 클러스터 네트워크화

Ⅳ-2-② BL3 등 인프라 확충

Ⅳ-2-③ 병원체 자원은행 확대

Ⅳ-2-④ 성과검증 및 시장연계

Ⅳ-2-⑤ 마스터 셀･실험동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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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① K-바이오 클러스터 네트워크화

<담당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044-202-2905>

 지원 취지

 (클러스터 內) 다양한 지원 인프라를 보유한 클러스터는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 병원과의 

협업체계 운영 등으로 감염병 특화 기업 육성 지원

 (클러스터 間) 감염병 특화 전문병원 네트워크 부족, 클러스터 간 상호 연계 부족 등 

미흡한 협력체계를 강화

 우수한 시설･장비 등 기반시설을 갖춘 전국 바이오 클러스터의 기업육성 활성화 및 연계 

플랫폼 구축

 주요 내용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역내 백신･신약 개발 분야 등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감염병 

특화기업의 실험･연구부터 임상･시제품 제작, 사업화 관리 및 시설･장비 지원 등 패키지 지원

   - 지역기반 병원연계로 임상지원 등 산･학･연･병 공동연구

   - 지역기반 연구자, 개발자, 창업, 유관 기업들의 융합 공간 조성⋅운영

   - 기역기반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전주기 밀착지원

   - 지역 내 혁신 네트워크 구축 운영으로 협력 프로그램 

   - K-바이오헬스 전략센터와 네트워크 연계로 사업화 기능 강화

02
연구기반 확충

∙ 병원 및 임상지원기관 연계 어려움

∙ 클러스터 간 유기적 연계에 한계

∙ 사업화 전주기 프로그램 연계 미흡

∙ 클러스터 연계 창업기업 육성 지원

∙ 지역 혁신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병원 연계 공동연구 기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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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기능 > < K-바이오헬스 전략센터 기능 >

 (K-바이오헬스 전략센터) 바이오 클러스터-병원 간 연계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

사업화 컨트롤타워 설치 

   - 수도권 중심의 병원, 임상기관, 투자자 및 선도기업 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센터와의 

연계

   - 기존 부처･사업별 인프라(체계)를 연계하고, 지원공백 영역을 지원하여, 투자 효율화 및 

효과 극대화

 지원 안내

 (지원대상) 바이오 클러스터, 감염병 특화기업(백신, 원부자재 등)

 (지원조건) 출연 70%, 지자체 30%

 (예산규모) ’22년 44.8억원(정부안)

 (추진일정) 

   - K-바이오헬스 전략센터 설치(’22 下~) 및 네트워크 구축

   -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선정(’21.下~), 감염병 특화 기업 발굴(’22 上~)

∙ 클러스터-병원 연계 지원 확대

∙ 지역클러스터 혁신자원 간 연계

∙ 산학연병 사업화 전주기 프로그램 운영

∙ 지역센터 연계 및 고도화

∙ 클러스터-병원 협력체계 구축 미흡

∙ 산학연병 협력 연계 프로그램 부재

∙ 클러스터간 연계 협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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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② BL3 등 인프라 확충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044-202-4563>

 지원 취지

 바이러스 핵심연구시설 공동활용 및 바이러스, 검체 등 연구자원 신속확보, 적기제공을 

통한 바이러스 연구기반 확충

 주요 내용

 감염병 핵심연구 인프라 확충 및 연구시설 공동활용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BL3/ABL3) 구축

     * 바이러스(연) 본원(대전)에 BL3 1실, ABL3 1실, 한국파스퇴르(연)은 판교에 BL3 4실, ABL3 

4실, 스크립스연(강원)에 BL3 1실 등 총 BL3/ABL3 11개실 구축

 BL3 시설을 개방하여 민간 연구자의 요청에 따라 연구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BL3’ 

시범 운영

   - 협약을 맺은 기업･대학과 함께 전체 수요를 바이러스기초(연)이 1차적으로 대응하되, 

심화된 실험은 출연(연) 등*으로 연계(2차)

 향후 계획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BL3/ABL3) 시설 구축(’22)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BL3/ABL3) 시설 오픈랩 운영(’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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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③ 병원체 자원은행 확대

<담당 : 질병관리청 병원체자원과리과 043-913-4251>

 지원 취지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연구 등에 원천물질로 이용되는 바이러스 및 세균자원 확보를 위한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지정 및 지원 확대

 병원체자원법 및 생명연구자원법 이행을 위한 국내 유용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

 주요 내용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백신 생산 시 원천물질인 바이러스주, 세균주 확보 및 기업 

제공을 위한 병원체자원은행 확대  

 지원 안내

 (지원대상) 국공립, 사립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법인 단체

    * 근거: 병원체자원법 제9조 제3항

 (지원조건) 국고보조 100% 

 (예산규모) ’22년 6억원(정부안)



110

Ⅳ-2-④ 성과검증 및 시장연계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044-202-4563>

 지원 취지

 현재, 팬데믹으로 백신개발의 수요는 많으나, 종식 이후 백신에 대한 수요 급감에 대한 

우려로 기업의 백신개발에 접근･투자하기 어려움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기반기술은 선제적으로 국가에서 구축하여 감염병 발생 시 백신개발 

주체(산･학･연)를 신속 지원할 필요

 주요 내용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백신개발 Value Chain 확보

   - 대학･연구소의 창의적인 기초연구성과가 백신개발 및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백신개발 신속 지원을 위한 기반기술 및 시스템 구축

   - 백신개발 동향과 기업 수요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해 시장진입에 필수적인 백신개발 

기술을 선별 후 선제적 확보 및 고도화 추진

 백신개발 산･학･연 네트워킹 지원

   - 신약개발지원센터 기구축 연구자･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기 세미나 개최 및 토론으로 

백신개발 생태계 저변확대 성과 창출

 지원 안내 

 (지원대상) 백신 개발 산･학･연 등

 (예산규모) ’22년 36억원(정부안)

    ※ 대구･오송 신약개발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예정 

 (지원내용) 백신 검증 평가 시스템, 면역증강제 개발지원, 백신 분석지원, 백신 제조 및 

안정화 지원 등

 (추진일정) 연내 세부계획 수립 완료하여, ’22년 3월부터 지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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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⑤ 마스터 셀･실험동물 지원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043-719-3311,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자원과 043-719-5504>

 개 요

 백신생산에 필요한 원료 세포, 실험동물의 기원, 출처, 특성 등을 국가가 확립하고 생산에 

사용토록 지원

   - 생산 과정에서의 제품 실패율, 품질 위험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백신 생산 기대

 주요 내용

 (마스터 셀 뱅크)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서 백신 세포주 개발 등 셀 뱅크 구축･운영, 

희망업체에 구축된 세포주 분양

 (실험동물) 감염병 백신 개발 시 비임상평가 모델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실험동물･유래자원 

등을 백신 개발 업체에 제공

 (실험실 공유) 민간업체의 백신 개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생물안전 3등급 동물실험시설

(ABL3) 등 공유･개방형 특수실험시설 운영

 지원안내

 (마스터 셀 뱅크) 백신 개발업체 대상, 백신센터 구축(’22.下) 이후 추진

    * ’22년부터 단계적 확대 구축을 위한 예산 증액 추진 중

 (실험동물) 백신 개발 연구를 위한 실험동물･자원*, 세포주, 의약품 표준품 등 민간업체에 

시험연구자원 지원(’24~)

    * 실험에 사용된 동물 등으로부터 얻어진 장기･조직･세포･혈액･체액･유전물질 등

 (실험설 공유) BL3 특수실험실로 리모델링 후 공유･개방 실험실 운영(’25년~) 등을 통해 

제품 개발비용 절감 및 개발기간 단축 지원

    ※ 동물실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기술 컨설팅(’24년~)



03
금융 지원

Ⅳ-3-① 민･관 공동 백신펀드 조성

Ⅳ-3-② 융자･보증 지원

Ⅳ-3-③ 시설자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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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① 민･관 공동 백신펀드 조성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044-204-7712>

 지원 취지

 모태펀드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에 출자하여 펀드 결성과 투자를 촉진하고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 지원

 주요 내용

 모태펀드가 벤처펀드(자펀드)에 출자하고, 운용사가 민간 자금을 포함한 자펀드를 결성하여 

유망 창업･벤처기업에 출자

모태펀드 ⇋ 벤처펀드(자펀드) ⇋ 중소･벤처기업

   ⇨ ’22년 예산 중 일부를 출자하여 백신펀드를 조성, 백신 개발을 위한 생산･연구 기업 등에 
주목적 투자

 지원 안내

 (지원대상) (1차) 민간 벤처펀드 (2차) 중소･벤처기업

 (지원조건) 백신 개발을 위한 생산･연구 기업 등

 (예산규모) 미정

 (추진일정) 출자 공고 (~’22.1분기) → 자펀드 및 운용사 선정 (~’22.3분기) → 펀드 결성 및 

투자 (’22.3분기~)

    ※ 민･관 공동 백신펀드 결성 후, 창업투자회사 등 민간 벤처캐피탈이 백신 개발을 위한 생산･연구 

기업 등에 투자 진행 

03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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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② 융자･보증 지원

① 중소기업 정책자금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4>

 사업 개요 

 정책목적성(고용･시설 등)이 높은 기술사업성 우수 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5~10년)을 공급,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성장을 촉진

 지원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백신 및 원부자재 등 혁신성장 분야 등에 대해 정책자금 우선 지원

 (지원조건) 융자 100%

 (자금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지원

   - 시설자금 : 사업장 건축 및 매입, 설비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개발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한도) 기업당 60억원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별, 신용등급별, 우대조건 등에 따라 

가감(’21년 4/4분기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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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안내 

 (추진일정) ’21년 12월말 ’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고 예정

 (신청기간) 22년 정책자금 융자 공고 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온라인을 통해 

신청･접수

 (지원절차) 중소기업 사전상담 후 융자신청을 접수하여 기업평가, 대출약정 등을 거쳐 최종 

융자 실행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절차 >

사전상담 ▸ 융자신청 ▸ 기업평가 ▸ 융자결정 ▸ 대출약정 ▸ 융자실행

기본자격 검토
신청서 
제출

기술･사업성 
평가

지원여부, 
금액 결정

대출약정서 
작성

집행
(중진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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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보증 지원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044-242-7703>

 지원 취지

 백신･원부자재 관련 기술 또는 사업 영위기업 육성을 위한 우대보증 지원

    * 백신･원부자재 기업은 BIG3 중 바이오헬스 분야로 분류하여 우대지원

 주요 내용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 (DNA+BIG3) 관련 기술 또는 사업 영위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

기업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 지원

    * D.N.A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BIG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지원 안내

 (지원조건)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 영위기업은 지원 프로그램내에서 핵심기술(우선지원 대상)

으로 분류하여 우대 지원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D.N.A+BIG3) 기술, 사업 영위기업

우대사항
‣ (보증조건 우대)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감면 0.3%p

‣ (심사완화) 운전자금 보증금액 2억원까지 산정특례, 전결권 완화

 (지원규모) ’21년 7,000억원 규모의 보증공급

   - ’21년 공급목표 달성 이후에도 연말까지 사업종료 없이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

할 예정

 (지원절차) 신청기업 관할 기술보증기금 영업점(또는 디지털지점)에 보증신청 후 조사･심사 

절차를 통해 보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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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취급자 주요 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디지털지점 또는 영업점 방문신청

보증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旣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진행 여부 결정, 서류준비 등 

절차안내

접수･조사자료 

수집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 직원이 직접 수집)

조사･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능력 등을 확인

심사･승인･
보증서 발급

영업점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승인시 보증약정후 보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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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③ 시설자금 등 지원

<담당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044-215-7613>

 지원 취지

 백신생산 시설자금･수출･R&D 등 바이오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및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주요 내용

 K-바이오 우대지원 프로그램* 도입(수은, ’21.8.12일)

    * 「글로벌 핵심전략산업(바이오･반도체･배터리･미래차) 우대지원 프로그램」의 일환

   - ①백신 위탁 생산설비 구축, ②핵심기술 도입, 신약개발을 위한 R&D･M&A 등 바이오 

분야* 기업에 대해 대출･보증 등 우대제공

    * 「혁신성장공동기준」上 혁신신약, 개량신약, 치료용 항체, 면역치료 등 41개 바이오 품목에 대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감면, 금리전환옵션(3년 이상 대출限), 수수료 우대 제공

 지원 안내

 (지원대상) 영위사업(또는 보유기술) 중 특정사업(또는 기술)이 백신 위탁생산, 기술도입, 

신약개발 등 바이오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 (전･후방산업) 바이오 품목을 활용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품목 관련 핵심기술･소재･부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

   - (계획사업) R&D실적(특허 출원 등) 보유 등 실용화 단계 사업도 가능



119

◈ 바이오 분야 (41개 품목)

(생체조직재건): ➊3D바이오프린팅, ➋재생의료, ➌바이오의약품생산시스템, ➍바이오/인공장기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포함), ➎의료용 임플란트

(친환경소비재): ➊유전자화장품, ➋미용식품(뉴트리코스메틱스), ➌고부가가치식품, ➍분자농업

(차세대치료) ➊바이오시밀러, ➋면역치료, ➌장내미생물치료, ➍경피약물전달, ➎치료용항체, 
❻단백질치료법, ❼개량신약, ❽혁신신약

(차세대진단) ➊암검진, ➋동반진단, ➌액체생체검사, ➍의료/바이오진단시스템(분자진단), 
➎유전자 진단예측

(유전자연구고도화) ➊초고속유전자염기서열분석, ➋차세대 줄기세포, ➌유전자 활용치료

(첨단영상진단) ➊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 ➋인공지능 원격영상진단, ➌디지털병리학

(맞춤형의료) ➊기능성 스텐트, ➋신경조절술, ➌전기자극치료기, ➍스마트알약, ➎첨단의료기기, 
❻고령친화 의료기기

(스마트헬스케어) ➊의료정보서비스, ➋맞춤형웰니스케어(모바일헬스)

(첨단외과수술) ➊영상가이드수술, ➋수술용레이저, ➌수술용로봇, ➍홀로그램 원격수술

(고부가서비스) ➊글로벌의료서비스(글로벌헬스케어)

  ※ 각 품목 상세 설명은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의 「2021 혁신성장 공동기준」 참조(www.igs.or.kr)

 (지원요건) 기업의 신용도･자기자본에 따른 여신한도 내에서 자금용도･기업규모･사업성 

등을 심사하여 대출금액*･기간･금리 등 결정

    * (例) 시설투자: (대출상품) 수출촉진자금, (대출금액)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우대내용) 대출한도 확대, 금리 우대, 금리전환 옵션 등 제공

 ① 금리전환(변동 ⇒ 고정) 옵션 부여(3년 이상 대출限)

 ② 대출한도 확대(상품별 최대 10%p ⇧)

 ③ 금리 우대(최대 △1.0%p ⇩)

      * (우대한도) 대기업 0.7%p, 중견기업 0.9%p, 중소기업 1.0%p

 ④ 수수료(약정･중도상환･관리) 우대(최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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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백신 등 바이오 기업에 ’21년 1조원 이상 지원 추진

 (지원상품) 수출･수입･해외사업 관련 대출, 이행성 보증 등

 (이용절차) 

◈ 대출 이용절차

◈ 보증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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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① 창업촉진(BIG3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044-204-7665>

 지원 취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분야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스타트업･벤처

기업 육성

분야 BIG3 세부분야

미래차

자율주행 자율주행 센서, e-모빌리티 빅데이터, V2X 통신, 인포테인먼트

친환경
성장지원(배터리･모터･인버터 등), 수요다변(조향･현가･제동장치 등), 

업종전환(엔진･변속기･오일류･전달장치 등)

바이오헬스 의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소재

시스템반도체 SoC, 아날로그반도체, 스마트센서, 인프라(패키징, 테스트 등)

 주요 내용

 BIG3 선정 창업기업에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멘토링, R&D 

프로그램과 정책자금･보증 등을 연계 지원

 지원 안내 

 (지원대상) BIG3 분야 창업기업 등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70%

 (예산규모) ’22년 560억원 (정부안)

    * BIG3 분야 전체 350개사 규모로 기업당 평균 1.6억원 지원

 (추진일정) ’22년 1분기 중 공고 예정(’22년 100개사 신규 선정)

 (신청방법) K-Startup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선정절차) 공고 및 과제접수 → 사전검토 및 평가단 구성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협약

04
창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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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② 사내벤처 육성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044-204-7671, 7678>

 지원 취지

 대기업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사내벤처팀 및 분사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유형 세부내용

추천형 ∙ 운영기업이 추천한 사내벤처팀 및 3년 이내 분사기업

개방형 ∙ 운영기업 외 이전 직장의 재직 경험을 보유한 3년 이내 분사기업

포스트 ∙ 분사창업 이후 단계에서 검증, 고도화, 확장 등 실증을 지원

 주요 내용

 바이오 중견･대기업이 보유한 백신개발 정보와 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내벤처 창업 

촉진 지원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제품･서비스 검증, 고도화 및 확장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실증 자금을 지원

 지원 안내

 (지원대상)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3년 이내)

 (지원조건) 출연(40%~70%) 

    * 기업 규모(대･중소･중견 등)별 차등 지원
 

 (예산규모) 기업(팀)당 1억원 내외 지원

    * 사내벤처 육성사업 ’22년 150억원(정부안) 예산중 일부를 백신개발 관련 과제로 우대조치

 (추진일정) ’22년 연간 2~4회 공고 예정

 (신청방법) K-Startup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선정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협약 → 

사업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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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③ 백신특구 활용 확대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 044-204-7591,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044-204-7586>

 지원 취지

 초기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사업공간 제공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도모

 주요 내용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 바이오헬스 벤처 공유형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지식산업센터) 건립비(339억원)의 47%

(국비 160억원) 지원

【 사업개요(2021~2024) 】

• 위    치 :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 735(화순군 백신산업특구 내) 

• 총사업비 : 38,130백만원

 * (건립비) 33,930백만원(국비 16,000, 지방비 17,930), (부지매입비) 4,200백만원(지방비 전액 부담)

• 사업내용 : 바이오헬스(제약, 헬스케어) 벤처 공유형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구축 

 - 기업입주동, 공동연구동, 게스트룸, 컨퍼런스룸, 기업홍보관 등

 지원 안내

 (지원대상) 전라남도 화순군(백신산업특구)

 (지원조건) 보조 70%이내(국비 최대 160억원)

 (예산규모) ’22년 750백만원(정부안)

 (추진일정) 기본･실시설계(’21~’22년) → 공사착공(’23년) → 공사준공(’24년) → 기업입주 

및 센터 운영(’25년~)

 (입주기업지원) 재직자 교육지원, 소프트웨어 임차 지원 등 지식산업센터 공공연계활용 

프로그램 지원(16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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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④ 백신기술 사업화

<담당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044-202-2905>

 지원 취지

 백신 후보물질･원부자재･생산기술 등 유망기술 발굴과 사업화 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 (’22~)

    * 기술발굴→기술평가→기술거래→금융지원의 일련의 과정

< 백신기술 사업화 >

 주요 내용

 (기술발굴 및 평가) 유망기술 및 기업 발굴을 통한 기술거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고 

백신 특화 기술가치평가 수행 

 (기술거래) 기술가치평가 결과가 도출된 우수 백신 기술이 거래될 수 있도록 중개기관에 

정보제공 및 온라인 거래의 장 활성화

    * 바이오아고라에 ‘온라인 마켓’ 탭 신설하여 상시 기술거래 가능하도록 고도화

 (기술금융) 우수한 기술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 펀드 조성

 (백신기업 사업화 지원) 화순 백신특구 내 우수 기업 사업화 지원

 지원 안내

 (지원대상) 기술평가･기술거래의 공급자, 수요자가 되는 글로벌･국내 백신 기업

 (지원조건) 출연 70%, 지자체 30%

 (예산규모) ’22년 37.5억원(정부안)

 (추진일정) 

   - 백신기술 사업화를 위해 발굴 → 선별(등급평가) → 평가 → 거래 및 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매끄러운(Seamless) 지원체계 가동(’22 上)

   - 화순 백신특구 내 오픈이노베이션 랩 조성으로 우수기업 사업화(’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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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비임상연구 지원

<담당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044-202-2865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43-713-8691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단 02-6379-3071>

 지원 취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의 비임상단계 연구 지원을 통해 임상 단계 진입을 촉진

 주요 내용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 및 효능평가 등 지원

 지원 안내

 (지원대상) 산･학･연･병 등

 (지원조건) 출연 100%(기업 참여 시 매칭)

    * (국고지원비율) 대기업 50%, 중견기업 70%, 중소기업 75% 이내

 (예산규모) ’22년 77억원(정부안)

    * 과제단가 7억원 이내, 단년도(12개월 이내) 지원

 (추진일정)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과제 공고

    * ’22년 초 과제 공고 예정

 (신청방법) ①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②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전자인증)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

 (선정절차) 공고 및 과제접수 → 사전검토 및 평가단 구성 → 발표평가 → 현장실사 → 

투자심의(과제선정) → 마일스톤/예산조정 → 협약

01
전임상 단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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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 생물안전시설(BL3) 민간 활용 

<담당: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지원협의체 042-860-4532>

 지원 취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민간기업 등이 생물안전시설(BL3)을 활용할 수 있도록 

BL3 보유기관과 연계 지원 

 주요 내용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후보물질의 효능평가를 위한 BL3 연구시설 민간 연계 지원

(in-vitro/in-vivo 실험 가능한 28개 BL3 활용) 

   - (질병관리청) ‘생물안전연구시설 민간지원팀’을 구성하여 민간의 수요를 접수 및 실험 

가능한 BL3 연구시설 연계

   -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지원협의체)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지원

 지원 안내

 (지원대상) BL3 연구시설 이용 희망 산･학･연
 (지원조건) 신청 내용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지원가능 기간, 시기 및 비용 청구 등 세부협의는 지원 기관 사정에 따라 유동적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접수

 (신청방법)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서와 연구개발 관련 서류 일체 등을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

   * (질병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공지사항>기업및시장)

  ** (협의체) 한국생명공학연구원(www.kribb.re.kr), 한국화학연구원(www.krict.re.kr), 국가마우스

표현형분석사업단(covid19.animalmodel.kr) 

 (선정절차) 기관별 선정절차(선정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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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3 지원 시설 : 28개소(공공기관 14개, 교육기관 8개, 민간기관 1개, 의료기관 5개)

  공공기관: 질병관리청 3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국군화생방방어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2개(대전), 국제백신연구소(서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오창･전북분원), 

한국화학연구원(대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수도권센터, 결핵연구원(충북 청주)

  교육기관: 서울대학교(서울), 전북대학교 2개(전북 익산), 한림대학교 2개(강원 춘천), 고려대학교

(서울), 충북대학교, 순천향대학교

  민간기관: 한국파스퇴르연구소(경기)

  의료기관: 국립마산병원(경남), 연세대학교의료원 2개(서울), 서울대학교병원(서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밑줄: 동물이용 시설

◈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지원협의체

  참여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

기술원(UNIST)

  BL3 활용한 유효성평가 이외에 ① 물질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등 슈퍼컴퓨터 활용 지원, 
② 연구정보 통합제공 및 데이터 분석, ③ 치료제 및 재조합 백신 관련 단백질 구조 분석, 
④ 한약표준자원 분양 및 한약감별서비스, ⑤ 진단소재 생산 및 진단의료기기 유효성 평가 

지원 등의 연구개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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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3 동물실험 지원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044-202-455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과 044-202-6181>

 지원 취지

 국내 기업･출연연 등이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는 치료제･백신 후보물질이 

신속히 임상에 연계되도록 지원

 주요 내용

 (미래감염병기술개발)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지원협의체’를 통해 효능평가, 동물실험

(마우스, 햄스터, 영장류) 등을 지원(’20.7월~’21.上)

 (전임상 실험･데이터 지원) 감염병 후보물질 효능 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 인프라 

구축 대상 모델동물 실험 지원(’21~)

   * ’21년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마우스, 햄스터)에서 수행

 지원 안내 

 (지원대상) 산･학･연 등 

 (지원조건) 출연 100% 

 (예산규모) ’22년 45억원(정부안)

 (추진일정) COVID-19 치료제･백신 전임상시험 신청 및 지원 홈페이지(COVID19.animalmodel.kr)에 

공고 (’21년 마감, ’22년 공고 미정)

 (신청방법) ①COVID-19 치료제･백신 전임상시험 신청 및 지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②전임상시험 신청서 확인

 (선정절차) 전임상시험 온라인 신청 접수 → 선정위원회 1차(서면)평가 → 선정위원회 2차

(발표)평가 → 선정위원회 심의(선정) →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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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4 (백신) 비임상･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 지원

<담당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394>

 개요

 국제적 수준의 GMP1) 제조시설･장비를 갖춘 백신실증지원센터를 활용한 백신 공정개발･
위탁생산2)으로 국내 백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산업화 지원으로 글로벌 백신허브 촉진

    1)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보증 기준

    2) CDMO(Contract Development & Manufacturing Organization, 공정개발 및 생산대행기관)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

 (사업기간/사업비) 2017~2021(5년)/1,865억원 

 (주관기관) (재)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백신실증지원센터)

   * 백신실증지원센터 : (안동)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화순)미생물실증지원센터

 주요 내용

 생산시설이 없는 개발기업과 공공생산시설(백신실증지원센터) 간 1:1 상담･매칭하여 비임상･
임상용 백신시료 위탁생산 지원

  - ’20.6월부터 파일럿 규모(50L) 지원, ’21년까지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22년부터 본격 

GMP시설 활용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등 (비)임상시료 및 상업용 백신의약품 생산지원 

    * 생산규모 : 원액생산(동물 1,600리터, 미생물 1,450리터), 완제생산(바이알, 시린지)

 지원 안내

 (지원대상) 백신 개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신청방법) 백신실증지원센터 홈페이지, 전화/방문 신청 및 상담

 (지원방법) (안동, 화순)백신실증지원센터 대외협력팀과 협의 및 계약

 (지원서비스) 자체 GMP시설을 갖추기 힘든 기업 대상, 코로나19 백신 등 공정개발 및 

(비)임상시험용, 상업용 백신 위탁생산 지원

   ① 백신 공정개발 및 기술컨설팅 지원

   ② (비)임상시료･상업용 백신 위탁생산, 품질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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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임상시험 비용 지원

<담당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044-202-286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43-713-8691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단 02-6379-3071>

 지원 취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여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주요 내용

 (치료제 임상지원)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항체치료제, 약물재창출 등 다양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임상시험 단계별 집중 지원

 (백신 임상지원)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핵산, 합성항원, 전달체 백신 등 다양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임상시험 단계별 집중 지원

 지원 안내

 (지원대상) 산･학･연･병 등

 (지원조건) 출연 100%(기업 참여 시 매칭)

    * (국고지원비율) 대기업 50%, 중견기업 60%, 중소기업 75% 이내

 (예산규모) 치료제 임상지원 470억원, 백신 임상지원 415억원 년 정부안

    * 지원과제수 및 연구비는 후보물질 종류, 임상단계, 임상설계 등에 따라 조정

    * 단년도(12개월 이내) 지원

 (추진일정)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R&D 과제 공고 예정(격월 

주기 공고)

 (신청방법) ①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②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전자인증)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

 (선정절차) 공고 및 과제접수 → 사전검토 및 평가단 구성 → 발표평가 → 현장실사 → 

투자심의(과제선정) → 마일스톤/예산조정 → 협약

02
임상 단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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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임상설계 및 신속 승인 지원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상담과/생물제제과 043-719-2913/3463>

 지원 취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의 신속하고 안전한 실시를 위하여 임상시험 설계 

상담 및 임상시험 신속 승인 지원

 주요 내용

 코로나19 임상시험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고신속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의 경우 승인 기간 단축(30일→15일)

 임상 1/2상 진행 중에도 1:1 맞춤상담･사전검토 실시 통해 신속한 임상 3상 시험계획

(IND) 승인 지원

    * IND 신속 승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백신 IND 신청 시 자동 적용

 지원 안내

 (지원대상) 산･학･연 등

 (지원조건)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자

 (추진일정) 연중

 (신청방법)  ①식약처 홈페이지 접속(www.mfds.go.kr), ②국민소통>통합상담예약을 통해 신청

    * 상세 신청 방법은 해당 홈페이지의 ‘상담예약 매뉴얼’ 참조

 (선정절차) 상담예약 신청 건 확인(담당부서 접수) → 상담 일정 조율(신청인, 식약처 담당

부서) 및 상담 관련 자료 제출(신청인) → 상담 내용 사전검토(식약처 담당부서) → 상담

회의 개최(신청인, 식약처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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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043-719-1861>

 지원 취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등의 경우, 의료기관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개별 심사를 

통합하여 임상시험을 신속히 시작하고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 필요 

 주요 내용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중인 신약의 신속한 임상진입을 위해서 전문적이고 지속

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이하 중앙IRB)’운영 

    * (당초) 임상시험 참여기관별 각각 정규 심사 → (개선) 중앙IRB 통합 심사

 지원 안내 

 (지원대상) 임상시험 의뢰자(제약사) 및 실시기관(의료기관)

 (지원조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임상시험 의뢰자･실시기관

 (추진일정) ’21. 7월 ~

 (신청방법) 중앙IRB 홈페이지(cirb.mebica.net) > e-IRB시스템에서 ①신청인(대표 시험책임자) 

회원가입 > ②중앙IRB 심사 신청 자료 제출

 (처리절차) 신청자료 접수 → 심사 → 결과통지

당  초

➡
개  선

▶ (기관별 IRB 심사) 다기관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 참여기관별 IRB 각각 정규 심사

▶ (중앙IRB 심사) 임상시험 참여기관 및 경험이 

많은 위원이 함께 공동 IRB형태로 통합 심사

사례  A기업의 경우 중앙IRB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 개별기관 IRB 접수부터 승인까지 평균 10.4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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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임상시험실시기관 미지정 병원의 임상시험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043-719-1862>

 지원 취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원활한 수행 지원

    * 코로나19치료는 복지부 지정병원(생활치료센터 포함)에서 진행됨을 고려하여 지정된 임상시험실시

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지원

 주요 내용

 임상시험실시기관 미지정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참여 행정절차 

개선방안 마련

 지원 안내 

 (지원대상) 임상시험 의뢰자(제약사･연구자) 및 실시기관(의료기관)

 (지원조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의뢰자･의료기관

 (추진일정) ’20. 3월부터 적용 중 

 (신청방법) ‘임상시험실기기관이 아닌 의료기관’과 해당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할 임상

시험실시기관’의 기관장이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정책과)에 공문으로 신청

    ※ 신청 시 세부내용 및 준수사항은 ‘코로나19관련 임상시험 고려사항*’참고(식약처 홈페이지(의약품

안전나라) - 임상시험등 정보 – 임상시험(게시판))

    * 온라인교육 인정범위확대(50%→100%), 코로나19임상 자체교육 가능 등 포함

 (처리절차) 신청자료 검토 후 1~3일내 허용여부 공문으로 회신

당  초

➡
개  선

▶ 사전관리계획 제출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 실시기관 자체계획 수립･시행 및 중앙약사심의

위원회 심의 없이 타당성 신속검토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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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5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 운영

<담당: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3,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02-6379-5021>

 지원 취지

 코로나19 등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지원을 위해 임상시험 플랫폼 마련 및 임상시험 

전주기 인력양성 등 임상시험 지원체계 구축

    * 감염병 치료제백신 신속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체계 구축사업(R&D, ’20∼)

 주요 내용

 임상시험 수행이 가능한 거점병원과 환자 확보가 용이한 감염병전담병원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 운영

    - 거점병원 5개 및 29개 참여병원 등 총 34개 병원 참여

구분 거점병원(5) 감염병전담병원(29)

20년
(계속)

아주대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 의정부병원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인천의료원, 서울의료원, 가천대길병원, 중앙대병원, 국군수도병원

21년
(신규)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안산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인하대병원, 중앙보훈병원, 
성남시 의료원, 삼육서울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부천성모병원, 부산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 참여 의료기관 현황>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기업과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 연계를 통해 임상 참여자

모집 등 임상시험 수행 지원

 지원 안내

 (지원대상)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국내사

 (신청방법) 코로나19 임상지원포털(http://covid19.koreaclinicaltrials.org) 내 기업상담센터를 

통해 임상시험 연계 신청

 (예산규모) ’22년 47.5억 원(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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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6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미지정 기관의 검체분석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043-719-1861>

 지원 취지 

 임상시험의 검체는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하 검체분석기관)에서만 분석해야 하나,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임상시험의 일부는 바이러스 및 분석 특성상 기존 기관에서 분석할 수 

없는 사례 발생

    * 백신의 면역원성, 생물의약품 약물동태 등 보편적 분석 지표가 아닌 경우

   - 특수한 분석의 경우 검체분석기관이 아니더라도 임상시험 검체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주요 내용

 기존 검체분석기관이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의 임상시험검체 분석을 위탁할 경우 검체

분석기관이 아니더라도 수탁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

   - 단, 검체관리를 포함한 검체분석기관의 고유 업무는 기존 지정기관이 수행하고, 변경

지정신청을 통해 수탁처 포함 관리

 지원 안내 

 (지원대상) 임상시험 검체분석 의뢰자,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원내용) 기지정 검체분석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 (변경항목) 그 밖의 사항(처리기한 : 7일)

   - (구비서류) 변경지정 신청서, 계약서, 임상시험계획서

   - (위･수탁 시 검체분석기관 관리 항목) 최소 검체관리는 검체분석기관이 실시하되, 

그 외의 항목은 의뢰자 및 분석기관 간의 역할과 책임을 계약서에 설정하고 이행

   - 변경 완료 후 지정서(별지 제38호서식 뒷면)에 수탁 기관 및 항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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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7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담당 : 질병관리청 백신임상연구과 043-913-4301>

 지원 취지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후보주들에 대한 다수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나 전문적인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GCLP)은 부족한 실정임

   * 국내 생물안전3등급시설 보유 GCLP 기관은 2개소로 대규모의 임상검체 분석을 위한 인프라가 

요구됨

 국산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임상시험 효능평가에 국가적 지원 필요

   * 국내 기업 임상시험 효능평가 장애요인 분석(’21.7.12.) 및 민간지원 계획(안) 수립(’21.8.3)

 주요 내용

 임상시험 효능평가를 위한 면역원성 분석법 개발 및 표준화

   - 결합중화항체, 세포성 면역반응 검사법에 대한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및 다기관 공동 검증 

 임상시험 효능평가를 위한 국가표준물질(혈장) 제작 및 보급

   - 코로나19 확진자 회복기 혈장 기반 임상시험 효능 평가용 양성 대조물질 제작･제공

 임상시험 효능평가 위한 인프라(장비, 시설, 전문인력, 기술, 물질 등) 지원

 지원 안내

 (지원대상) 국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지원조건)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득한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 (우선순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에 상정된 개발 백신, 국책과제 등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백신, 임상 3상 → 2상 → 1상 순서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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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8 (백신) 임상시험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담당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 044-202-2792/2798>

 지원 개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점을 고려, 임상시험참여자를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 

제공 

 주요 내용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우선 예방접종

   - (위약군) 임상 1/2상 임상시험대상자 중 위약군의 경우, 맹검 해제 시 우선 예방접종 실시

   - (시험군) 임상 3상 진입 시, 임상 1/2상 임상시험참여자 중 임상3상 투약 용량 대비 

저용량 접종자의 경우 우선 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 시, 임상 3상 참여자 및 임상 1/2상 참여자

(임상3상 동일 용량 접종자 또는 고용량 접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쿠브(COOV) 앱 통해 확인 가능

 코로나19 임상시험참여자 대상 각종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① 임상시험참여자 증명서 발급(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② 공공시설 이용료･입장료 할인･면제(세부내용 <붙임> 참조) 

   ③ 자원봉사시간 인정(임상시험 참여 회당 4시간) 

   ④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가점 부여(10점)

  ☞ 상세 내용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문의(☎ 02-39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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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내용(’21.10.12. 기준)

 각 부처 시설별 지원 내용

소관 시설구분 개소수 요금 참여자 인센티브

과기부 국립과학관 5
개인 3,000∼4,000원

입장료 면제
소인 2,000원

산림청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2

어른 5,000원

입장료 면제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

숲체원 및 국립산림치유원
8

(숲체원 7, 
치유원 1)

숙박비
27,000원∼
230,000원

숙박비의 30% 할인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생태탐방원

8
어른 4,900~13,000원

체험 프로그램 50% 할인
청소년 3,600~9,500원

국립생태원 1

어른 5,000원

입장료 50% 할인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1

대인
개인 2,000원
단체 1,000원

입장료 50%할인청소년
개인 1,000원
단체 500원

소인
개인 1,000원
단체 500원

문체부
(문화재청)

국립공연장 9 자체 기획공연별 상이 임상참여자+동반자 1인 자체 
기획공연 관람권 50% 

할인(~’21.12)국립예술단체 6 자체 기획공연별 상이

태권도원 1

대인 4,000원

입장료 30% 할인청소년 3,500원

소인 3,000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의집･민속극장풍류)

2
10,000∼30,000원
좌석 등급별 상이

임상참여자+동반자 1인 관람료 
20% 할인

해수부
국가관리
무역항

(여수･광양항)
40

인원 6,000 상시출입증 발급수수료면제
(인당 1대 차량발급 수수료 함께 

면제)차량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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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지원 내용

시･도
대상시설･

기관
지원 내용

적용
시기

비고

서울

세종문화회관

자체기획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10~30%, 

동반 1인, 일부 공동주최공연 제외)

  -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 확인

9∼12월

※ 협의 중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 관람료 감면

서울식물원/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이용료 감면

서울대공원 이용료 감면

조례 개정 후 

시행시립병원 시립병원 건강검진비 감면

교통
대중교통 이용료 감면

공공자전거 이용료 감면

부산

공연장

(재)부산

문화회관/

시민회관/

시립예술단

기획공연 10∼30% 할인

기획전시 현장구매 3,000원 할인

예술단 정기･특별공연 30% 할인

8월∼

※ 협의 중

영화의전당

(영화･공연･
식음료 분야 

할인)
부산진구

여행지원금 지급

  - 추첨을 통한 국내여행비 지원

조례 제정 후 

시행

홍보물품(부채, 휴대용선풍기, 우산 등) 배부 8∼9월

SNS 이벤트: 캐릭터 활용한 굿즈 제공 8월

‘굿바이 코로나!’ 야외 공연 10∼11월

영화의전당

[영화] 영화티켓당 1,000원 할인

        (관람료 5,000원 미만은 적용 제외)

[공연] 마티네 콘서트 등 기획공연 10% 할인      

(공연별 할인 별도 공지)

’21.9월

∼12월

태종대유원지 태종대유원지 다누비열차 요금 50%할인(본인)
’21.10월

∼12월

부산

시티투어
부산시티투어 버스 1일권(24시간) 요금 50% 할인(본인)

’21.10월

∼12월

낙동강

생태탐방선
낙동강생태탐방선 에코호 무료 탑승(본인)

’21.10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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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대상시설･

기관
지원 내용

적용
시기

비고

인천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 기획특별전 등 전시도록 무료 증정

  - 인천시민에 한하여 임상참여자 대상 전시도록을 

무료로 증정

   * 재고소진 및 보유현황에 따른 서비스 조기종료 가능 

9월 1일∼

※ 협의 중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료 

할인

본청

(문화예술회관)

자체기획 및 예술단 공연 10～30% 할인

  - 1차접종자부터 적용

  - 예약 후 현장에서 임상시험참여증명서 제출

   * 현재(4단계) 비대면 전환

8월 1일∼

중구

(박물관 전시관)
관내 박물관, 전시관 등 무료 관람 시행 8월∼

계양구 계양산성박물관 등 공공시설 무료입장 8월∼

대전

K2리그 

대전하나시티즌
홈경기 E석 할인(10,000 ⇨ 8,000) 8월∼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일반 전시 무료 입장(특별 전시 제외)
8월∼

12월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

(Anian Park)

본인과 동반하는 가족 및 반려동물 입장료 50% 할인

(농축산과)
8월∼

세종

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등

접종(완료)자 배지 제공

  - 백신 접종(완료)자에게 접종배지 제공
8월

광역치매센터 프로그램 운영시 접종(완료)자 우선대상자 선정 9월

경기 안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 선정 시 최대 200만원 지원
9월∼12월

※ 협의 중

평생교육(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우선권 부여

(부천시)

2021 안산 스탬프투어 인증기준 완화

  - 스탬프 12개→9개 인증 시 소금세트 증정
8월∼

2021 시티투어 1천원 할인 9월∼12월

안산 그리너스 축구 홈경기 무료관람 ∼10월 24일

2021년 노인일자리 선발가점 부여(5점) 8월∼12월

화정영어마을 영어캠프 정원 외 추가선발(정원 외 10%) 8월∼12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일부 운영 재개

  (각 동별 프로그램 상이)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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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대상시설･

기관
지원 내용

적용
시기

비고

안산시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호국보훈 프로그램 우선선발

(또는 가점 부여)
8월∼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 참여 우선권 부여 8월∼

주말농장 상시출입 허용 8월∼

단원구, 경로당 찾아가는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

  (경로당별 각 10명씩)
8월∼9월

어촌민속박물관 무료 입장 8월∼12월

시립도서관, 도서대출 반납기한 연장 (1회 → 2회) 8월∼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 12:00~14:00(2시간)
8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연 할인

  - 본인 50% 할인(기획공연에 한함)
8월∼

김포시

공공자전거 이용료 감면(일부가능)

  - 본인에 한해 공유 전기자전거 ‘일레클’ 5분 무료이용

쿠폰 제공(최대 200매 한정)

8월∼

충남 금산군
방역물품 지원 : 1차 접종대상자 마스크 지원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등 심리지원프로그램 운영
8월∼

※ 협의 중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충남 본청, 

천안시, 서천군, 

예산군) 

전남

화순군 생활방역 꾸러미 지급(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소독제 등) 8월∼

해남군

관광지(땅끝전망대, 우수영관광지) 입장료 면제 

땅끝오토캠핑장 및 황토나라테마촌 이용료 50%할인
8월∼

노인대학 우선 참여가능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등의 

사업에 우선배정

사회복지이용시설 프로그램 우선참여 가능

  - 제2기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수강료 면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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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대상시설･

기관
지원 내용

적용
시기

비고

경북 본청

민물고기생태체험관 입장료 면제 8월∼

호반자연휴양림 사용료 50%할인 8월 25일∼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사용료 50%할인 8월 25일∼

경남

사천시 사천시보건소, 건강관리용품 지급 8월∼

밀양시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이용료 면제

  - 천문대입장료, 천체투영관 및 야간프로그램 이용료
8월∼12월말

국립밀양기상과학관 입장료 면제 8월∼12월말

밀양시립도서관 및 밀양시립영어도서관 

  - 도서 대출권수 확대(5권 → 8권)

  - 도서 연체자 대출정지 해제(1인 1회)

8월∼12월말

하동군 비바체리조트 숙박료 30% 할인(하동군민) 7월∼10월

산청군
산청군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 우선대상자 선정 9월∼

산청한의학박물관 무료 관람 8월∼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주차료 면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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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심사 단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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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및 조건부 품목허가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의약품정책과 043-719-2318/2640>

 지원 취지 

 공중보건상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하여 위기대응에 필요한 의료제품(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의 개발 촉진

 주요 내용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자가 식약처에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식약처장이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

    * 질병, 상해에 대한 설명자료, 비임상시험 결과 및 임상시험 계획 또는 결과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신속 개발 및 품목허가 지원

   - (우선심사) 다른 의료제품에 대한 심사보다 우선하여 심사

   - (수시동반심사) 개발 과정별로 작성되는 품목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과정별로 미리 제출하고, 이를 수시로 심사

   - (조건부 품목허가) 의료제품의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을 완료한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해 해당 의약품의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자료 등을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품목허가

 개요 

 적용대상 : 의료제품(공중보건 위기상황 관련) 제조･수입업체

 적용일정 : ’21. 3월부터 시행중

 신청방법 

   - (예비지정)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신청서에 질병, 상해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약처에 제출

   - (조건부 품목허가 등) 조건부 품목허가 등 신청서에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서 등 

첨부하여 식약처(의약품안전나라,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제출

03
허가･심사 단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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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국산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담당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 044-202-2791/2798>

 추진 배경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완료 시, 개발 기업이 생산시설 투자, 원부자재 확보 등 

상용화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산 백신 선구매 추진

 주요 내용

 코로나19 백신 임상 2상 중간결과 및 임상 3상 시험계획(IND) 승인된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효과성, 안전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코로나19 국산 백신 선구매

 지원 안내

 (지원대상)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기업

 (예산규모) ’21년 720억원, ’22년 1,920억원(정부안)

 (전제조건) 임상 2상 중간결과 및 임상 3상 시험계획(IND) 승인 시

 (지원기준) 비임상 및 임상 1･2상 자료를 토대로 안전성, 면역원성, 성공가능성, 접종 

용이성 등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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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 (백신) 신속 국가출하승인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 043-719-5491>

 지원 취지 

 백신의 시중 유통 전 국가가 한 번 더 품질을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을 통해 안전한 

유효한 백신 공급으로 국민 건강 및 안전 보장

   * 백신 등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가 한 번 더 품질을 확인하는 절차

 주요 내용

 (신속출하승인) 코로나19 백신의 신속 국가출하승인으로 처리 기간 단축(기존 처리기간 

2~3개월 이상 → 20일 이내)

코로나19백신 신속 국가출하승인 흐름도

품목
허가
절차

품목
허가
신청

→ 
시험법

검토 요청
→     →     →  (허가･심사)  →     →      

품목
허가

↓↑

신속
출하
승인
절차

신속
출하승인

신속
출하
승인
대상
지정

→
시험법 
타당성
검토

→
검정항목

통보
→

(신청인)
신속출하
승인신청

→

시료
 방문채취

또는 
→

검정시험 
SP검토

→

(허가사항
확인)

→

(신청인)
시료

직접제출

▶ 품목허가심사와 출하승인 병행 진행 ◀

 (기술지원)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의 검정시험법 개발 등 품질관리 분야 맞춤형 상담

으로 신속 제품화 지원

 지원 안내

 (지원대상) 국내 백신 개발 및 생산 기업, 연구소 등

 (지원대상) ’22년 136억원(정부안)

 (추진일정)

   - 국가출하승인 전담 조직 신설 및 인력 보강(’21~)

   - 국가출하승인 분석장비 확충 및 특수시험검정동(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포함) 건축(’21~)

   - 코로나19 백신 국내 개발사 대상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 상시 운영(’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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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 특허전략 지원

Ⅳ-2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Ⅳ-3 정책자금･기술보증 지원

Ⅳ-4 연구시설･장비 활용 비용 지원

Ⅳ-5 기업인 해외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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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 특허전략 지원

<담당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8469>

 지원 취지

 특허분석을 활용하여 국내기업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R&D과제 발굴 지원 및 기업 

맞춤형 특허전략(IP-R&D) 수립 지원

 주요 내용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치료제･백신 후보물질 도출 지원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 신속 도출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 

제공 및 특허기술 DB 구축

  - 코로나19 치료제(약물재창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항바이러스제 특허분석 정보집’ 발간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분석 및 온･오프라인 설명회 제공

  - 현재 시판 중인 코로나19 백신기술(mRNA, 비증식바이러스, 합성항원 방식)에 대한 

특허분석* 추진

    * 각 방식별 코로나19 백신 플랫폼 기술, 기술별 특허분쟁 발생 현황, 핵심특허 현황 등

  - mRNA 기업 대상 1:1 설명회 및 온라인 설명회 제공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에 관한 맞춤형 IP-R&D 전략지원(14개 과제) (’21)

  - 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전략전문가(PM)와 특허분석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R&D 현장에 

맞춤형 지재권 전략 지원

    * ① 해외기업 장벽특허 회피, ② 특허정보를 바탕으로 최적 R&D 방향 제시, ③ 특허 공백영역을 

찾아내어 우수특허를 확보 지원

0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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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안내

 지원대상

  - 백신･치료제･원부자재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등

 지원내용 

  - (특허분석) 기술동향, 핵심특허, 분쟁 등이 포함된 분석보고서 제공 

  - (IP-R&D) R&D 방향 제시 등을 위한 맞춤형 특허전략 수립 비용 지원

 추진일정

  - (특허분석)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 제공(’21.9), 비mRNA, 원부자재 품목 특허분석 

보고서 제공 예정(~’21.12)

  - (IP-R&D) 맞춤형 특허정보 제공(제1장 I-2-②) 참조

 이용절차

  - (특허분석) 코로나19 특허정보 네비게이션(www.kipo.go.kr/ncov) 접속 → 주요 특허기술

동향, 특허기술 정보, 특허분석･동향보고서 등 열람

  - (IP-R&D) 맞춤형 특허정보 제공(제1장 I-2-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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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044-204-7712>

 지원 취지

 모태펀드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에 출자하여 펀드 결성과 투자를 촉진하고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 지원

 주요 내용

 모태펀드가 벤처펀드(자펀드)에 출자하고, 운용사가 민간 자금을 포함한 자펀드를 결성하여 

유망 창업･벤처기업에 출자

모태펀드 ⇋ 벤처펀드(자펀드) ⇋ 중소･벤처기업

   ⇨ ’22년 예산 중 일부를 출자하여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분야 

기업 등에 중점 투자

 지원 안내

 (지원대상) (1차) 민간 벤처펀드, (2차) 중소･벤처기업

 (지원조건)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분야 기업 등

 (예산규모) 미정

 (추진일정) 출자 공고 (~’22.1분기) → 자펀드 및 운용사 선정 (~’22.3분기) → 펀드 결성 및 

투자 (’22.3분기~)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결성 후, 창업투자회사 등 민간 벤처캐피탈이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분야 

기업 등에 투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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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 정책자금･기술보증 지원

① 중소기업 정책자금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4>

 사업 개요 

 정책목적성(고용･시설 등)이 높은 기술사업성 우수 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5~10년)을 공급,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성장을 촉진

 지원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등 혁신성장 분야 등에 대해 정책자금 우선 지원

 (지원조건) 융자 100%

 (자금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지원

   - 시설자금 : 사업장 건축 및 매입, 설비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개발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

되는 자금 

 (대출한도) 기업당 60억원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별, 신용등급별, 우대조건 등에 따라 

가감(’21년 4/4분기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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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안내 

 (추진일정) ’21년 12월말 ’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고 예정

 (신청기간) 22년 정책자금 융자 공고 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온라인을 통해 신청･접수

 (지원절차) 중소기업 사전상담 후 융자신청을 접수하여 기업평가, 대출약정 등을 거쳐 최종 

융자 실행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절차 >

사전상담 ▸ 융자신청 ▸ 기업평가 ▸ 융자결정 ▸ 대출약정 ▸ 융자실행

기본자격 검토
신청서 
제출

기술･사업성 
평가

지원여부, 
금액 결정

대출약정서 
작성

집행
(중진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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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보증 지원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044-242-7703>

 지원 취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원부자재 관련 기술 또는 사업 영위기업 육성을 위한 우대보증 

지원

    * 백신･원부자재 기업은 BIG3 중 바이오헬스 분야로 분류하여 우대지원

 주요 내용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 (DNA+BIG3) 관련 기술 또는 사업 영위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 지원

    * D.N.A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BIG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지원 안내

 (지원조건)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 영위기업은 지원 프로그램내에서 핵심기술(우선지원 대상)

으로 분류하여 우대 지원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D.N.A+BIG3) 기술, 사업 영위기업

우대사항
‣ (보증조건 우대)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감면 0.3%p

‣ (심사완화) 운전자금 보증금액 2억원까지 산정특례, 전결권 완화

 (지원규모) ’21년 7,000억원 규모의 보증공급

   - ’21년 공급목표 달성 이후에도 연말까지 사업종료 없이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

 (지원절차) 신청기업 관할 기술보증기금 영업점(또는 디지털지점)에 보증신청 후 조사･심사 

절차를 통해 보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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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취급자 주요 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디지털지점 또는 영업점 방문신청

보증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旣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진행 여부 결정, 서류준비 등 절

차안내

접수･조사자료 

수집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 직원이 직접 수집)

조사･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

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능력 등을 확인

심사･승인･
보증서 발급

영업점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승

인시 보증약정후 보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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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 연구시설･장비 활용 비용 지원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044-204-7765>

 지원 개요 

 중소기업의 효율적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
장비 및 서비스의 공동활용 촉진

 주요 내용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사업)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이용료 지원

   - (기업선도형) 중소기업이 시험･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

시설･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지원

   - (기반플러스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지원

     * 첨단장비 및 특수시설 활용, 장비이용계획 자문, 장비활용방법 교육 등

 지원 안내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출연 70% (기업부담금 30%)

    * 기업선도형 최대 10백만원 지원, 기반플러스형 최대 50백만원 지원

 (예산규모) ’22년 83억원(정부안)

 (추진일정) ’22년 2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R&D 

과제 공고 예정

    * ’22년도 바우처는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발행(상반기 ’22.3월, 하반기 ’22년 7월)

 (신청방법) ①연구기반공유시스템(www.rss.auri.go.kr)에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②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후 바우처 구매, ③ZEUS(www.zeus.go.kr)에서 장비예약･
이용 및 장비이용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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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내용 추진주체 비고

사업공고  ◦ 사업계획 공고 및 홍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
 ◦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 연구시설장비 이용 점검항목표 작성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기반공유
시스템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 신청자격 검토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관리기관


바우처 

구매신청･승인
 ◦ 바우처 구매 신청 및 승인

주관연구개발기관･
관리기관


기업부담금 납부

 ◦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가상계좌를 통해 기업부담금 납부

주관연구개발기관


바우처 발행  ◦ 기업부담금 납부 확인 및 바우처 발행 관리기관


연구시설장비 

예약･이용
 ◦ 연구시설장비 예약･이용 주관연구개발기관

ZEUS
시스템


연구시설장비이용견

적서 확인
 ◦ 연구시설장비 이용내역에 대한 연구

시설장비 이용견적서 확인
운영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결제

 ◦ 구매 바우처를 통해 이용료 결제 주관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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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5 기업인 해외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담당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외입국관리반(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1566-8110>

 제도 개요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격리가 원칙이나,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등 긴급･불가피한 입국 

목적* 달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

     *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국외출장 공무원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중요사업 목적)

 (신청) 국내 기업･단체 등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신청

   - 국내 입국예정일로부터 2주 이상 여유기간을 두고 접수

     * 종합지원센터가 신청서 일괄 접수하고, 분야별로 관련 부처에 배분 송부

 (심사)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부, 중기부, 

기타 소관부처에서 심사

   - (미접종 격리면제서 발급)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대상 여부, 교류 가능 국가 대상여부 

확인

     * (격리면제 기간)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며 최대 14일까지

   -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서 발급)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대상여부 확인,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등 확인

     * WHO 긴급승인 백신여부 확인 및 동일국가 백신별 권장 접종횟수 확인

    ** (격리면제 기간) 신청 목적에 관계없이 입국일로부터 14일

 (발급) 입국 전 산업부･중기부 또는 재외공관에서 발급(총 4부 지참)

<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

국내기업,

단체 등

신청

→
종합
지원
센터

배분

→

산업부, 중기부
(심사ㆍ발급)

→ 입국예정

격리면제자기타 부처
(심사)

→
재외공관

(발급)
→

 ※ 자세한 사항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참고 및 

종합지원센터 문의(www.btsc.or.kr, 1566-8110, btsc21@kita.net)



발  행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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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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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사

서울시 중구 칠패로 36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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