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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정부와 민간의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와 

위험을 분담하는 민관협력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형태의 협력은 제약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소외질환

치료제나 백신 등 상업성이 낮은 의약품의 개발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첨단의약품의 개발 과정서도 

임상시험, 규제 과학, 제조기술 연구 등의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한국의 제약산업은 수출액이 늘어나고 해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수 인력의 확보, 첨단 제조시설의 확충 등 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산적한 과제들의 해결은 정부나 개별 기업 단독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여러 파트너들의 활발한 참여와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약산업 PPP 사례 분석 연구는 제약산업에서 민관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조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내 제약산업 PPP의 활성화와 성공 

사례 도출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인들이 무엇이고, 제약산업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형태의 PPP가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수행 과정에 참여해주신 여러 전문가들과 산업계 종사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보고서가 국내 제약산업의 민관협력 확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1년 1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권 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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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민관협력파트너십(PPP)과 제약산업

□ 제약산업 PPP는 ‘공공(혹은 정부)이 필요한 의약품의 개발을 위해서 민간

기업의 영역인 기업, 대학 및 비영리 기구 등이 참여하여 업무, 성과 및 

위험을 분담하는 형태의 협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 PPP의 5가지 구성 요건은 공공서비스 제공,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최소 2개 이상의 파트너, 계약에 의한 공동 투자, 공공서비스의 효율화 및 

시너지효과의 제고, 공동책임 및 위험분담에 있다.

□ 보건분야 PPP 연구의 주제는 다양하지만, 자원(Resources)의 전달, 

보건의료 제품과 서비스들의 협력생산, 거버넌스(Governance) 네트워크, 

성공적인 파트너십 개발의 기준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 PPP의 장점과 단점들은 협력과 계약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생긴다. 

상호 협력은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와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반면에 신뢰가 약해 파트너 간의 이해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장점과 단점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가능한 문제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 기술의 발전과 R&D 투자의 확대에도 신약개발 실패 확률은 여전히 높고 

신약의 수도 한정적이다. 최근에는 제약산업 PPP도 기업들과 학술 기관, 

과학 및 규제기관, 환자 협회, 의료기기, IT 산업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묶어 주어 R&D 효율성 저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 PPP가 개방혁신 전략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제약기업들이 전통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영역(하지만 의료적 수요가 높았던 적응증)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은 PPP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데이터, 전문 

지식, 자원 및 IP를 교환하고 공유하면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들을 낮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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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경쟁(Precompetitive) R&D는 상업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초기단계의 연구를 의미한다. 

상호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하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로 적합하다. 새로운 

과학적 개념 정립과 데이터베이스 확보 등의 연구 기반구조 조성을 목표로 

한다. 

○ 제약산업 비경쟁 PPP의 대표적인 예가 IMI(Innovative Medicines 

Initiative)이다. IMI1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유럽에서 

진행되었는데,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약품 개발 및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약물개발 프로세스의 효율성 개선에 집중했다. 2014년부터 2020년

까지의 IMI2는 의학적 또는 사회적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영역에서 혁신

의약품을 개발하고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였다.

2. 제약산업 PPP의 분류와 추진

□ 제약산업 PPP의 형태는 참여 파트너, 추진 목적, 계약관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은 아직 명확하게 합의된 사항이 없었다. 

따라서 문헌 조사를 통해 의약품 개발 단계와 목적에 따라 제약산업 PPP를 

제품개발을 위한 PPP와 비경쟁적 연구를 위한 PPP로 구분했다. PPP의 

목적이 치료제나 백신 등을 개발하는 경우와 이들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나 기본 역량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한 것이다.

제품개발 
PPP

: 치료제, 백신 등

제약산업 
PPP

협력연구 
PPP

: 연구 기반구조 조성.
  데이터 및 정보 공유 등

비경쟁적 
PPP

산업경쟁력 
PPP

: 제조 기술, 인력 양성 등

[ 제약산업 PPP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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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경쟁적 PPP는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시험까지의 단계와 제조 및 인허가 

까지의 단계로 나누었다. 기업들이 주도하면서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공공이 지원해 주는 형태에, 무형의 자원인 지식·데이터의 공유를 

묶어서 협력연구 PPP로 구분했다. 또 자국의 제조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PPP에 무형 자원인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PPP를 포함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PPP로 나누었다.

○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PPP의 대상이 되는 분야에는 알츠하이머·

당뇨병·희귀질환·종양·백신·소외질환·항생제 개발이 있었으며 각각의 주요 

사례를 선정하였고, 이들의 목적, 예산, 주요 파트너, 구성, 추진체계, 주요 

사업, 성과와 의의 등을 조사하였다. 알츠하이머 등의 노인성 질환 연구를 

위한 ADNI, 당뇨 등의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AMP, 백신 개발을 위한 

IAVI, 내성이 없는 항생제 개발을 위한 Carb-X, 결핵이나 말라리아 등 

소외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DNDi, 환자 중심의 희귀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EURORDIS, 면역항암제 개발을 위한 T2EVOLVE이다.

○ 협력연구의 확대는 비경쟁적 제약산업 PPP에서 중요하다. 지식과 

노하우의 교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공의 활용 등의 정보·데이터 부분과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연구 교류 증진과 의견 교환이 가능한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개방혁신의 확대로 나눌 수 있다.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PPP는 제약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PPP로 기업들과 대학들이 참여하여 

의약품 품질 향상을 위한 제조시설 투자들이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 개발에서의 끊임없는 변화와 까다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자와 전문가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한 PPP들도 추진되었다. 

□ 제약산업 PPP 분류 기준에 따라 해외 제약산업 PPP 사례 20가지를 조사

하였다. 사례들이 하나의 구분에 속하지 않고 2가지 이상의 영역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PPP 본래 목적에 가까운 것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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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산업 PPP 분류에 따른 해외 제약산업 PPP 사례 >>

PPP 구분 해외 사례

제품개발 ADNI, AMP, IAVI, Carb-X, DNDi, EURORDIS, T2EVOLVE

비
경
쟁
적

협력
연구

연구기반 조성 TI Pharma, C-PATH, EU-ToxRisk, GHIT Fund 

데이터·정보 Open PHACTS, MIT-CBI, SGC

산업
경쟁력 

제조기술 PIPS, NIIMBL, iConsensus 

인력양성 EU EMTRAIN, REDI Initiative, NIPTE 

□ 제약산업 PPP의 참여 파트너는 정부와 기업 두 개로 구성될 수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대학이나 비영리기관,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의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PPP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상호 협력하는 데 있다. 

○ PPP는 명확한 목표의 정의와 의사결정 권한, 관리와 책임을 설명하는 

조직과 구성이 필요하다. 목표의 정의는 파트너 간의 시간과 자원에 대한 

투자 수익이 극대화되도록 상호 합의되어야 활동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식화된 운영조직은 파트너와 자금 제공자들 사이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 

□ 제약산업 PPP가 추진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파트너들이 

참여할 것인지, 주요 과제들의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갈등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최종적으로는 PPP를 어떻게 종료할 것인지를 PPP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우선하여 생각해야 한다.

○ 대부분의 PPP의 기간은 시작 단계에서 정해져 있지만, 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당 컨소시엄과 프로젝트가 계속 유지되고 지원되어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프로젝트의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책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 PPP의 진행에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법적 프레임워크 

부재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PPP를 성급하게 추진할 때 발생한다. 

의사결정 참여의 불평등은 특정 파트너의 의견이 지나치게 중요시되어 

참여한 파트너들이 소외되는 위험성이 있다. 참가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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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므로 잘 구조화된 거버넌스와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또한 

PPP가 장기간 진행될 때는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제약산업 PPP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7가지 요인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첫째, 외부 요인에 의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둘째, 의사결정에서 특정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셋째, 적절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가 있어야 한다. 넷째, 공공과 민간의 효율성에 대해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다섯째, 파트너십 활동에 대한 비용 지불이 충분해야 한다. 여섯째, 

부적절한 시스템과 빈약한 조화로 인해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일곱째,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3. 제약산업 PPP의 해외 사례 연구

□ 제품개발 PPP는 정부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위험부담으로 인해 

단독으로 의약품 연구개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정부 주도로 다수의 기업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PPP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약품 R&D에는 

저개발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병, 소외질환, 백신 등이 있다. 대표적인 

해외 PPP 사례로, 7개의 다른 분야, 다른 형태의 PPP를 분석하였다.

<< 제품개발을 위한 제약산업 PPP의 해외 사례 >>

구분 PPP 사례

제
품
개
발

알츠하이머, 치매 등 노인성 질환 ADNI(Alzheimer’s Disease Neuroimaging Initiative)

당뇨, 류마티스관절염 등 만성질환 AMP(Accelerating Medicines Partnership)

백신 개발 IAVI(International AIDS Vaccine Initiative)

새로운 항생제 개발 
Carb-X(Combating Antibiotic Resistant 
Bacteria Biopharmaceutical Accelerator)

결핵, 말리이아 등 소외 질환 DNDi(Drugs for Neglected Diseases Initiative)

희귀의약품 개발 
EURORDIS

(The Voice of Rare Disease Patients in Europe)

항암제 개발 T2EVO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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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NI는 2004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알츠하이머 뇌영상 선도연구로 

알츠하이머와 관련한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산업 PPP이다. 알츠하이머와 

인지적 손상의 징후가 없는 대조군을 연구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자금이 

투입된 공동 R&D 프로그램이다. 

○ AMP는 미국 NIH가 주도하여 신약개발의 효율화,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중개·임상연구 지원, 인허가 및 사업화 촉․진을 목표로 하는 신약개발 

PPP 프로젝트이다.

○ IAVI는 1996년 설립되었으며, 록펠러 재단의 주도로 HIV/AIDS를 포함한 

저개발 국가들을 위한 백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결핵, 

신종 감염병, 뱀 독소, 소외질환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Carb-X는 2016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항생제 R&D 촉진을 위해 새롭게 시작된 

PPP이다. 관련된 R&D 파이프라인을 재확보하고 새로운 항생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투자하고 있다.

○ DNDi는 2003년 인도주의 의료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의 주도로 세계보건

기구 및 5개의 국제연구 기관들이 함께 전 세계 소외받는 환자들을 위한 

새롭고 저렴한 치료법을 개발 및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EURORDIS는 

국경과 질병을 초월하여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더 나은 삶과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1997년에 설립되었다.

○ T2EVOLVE는 IMI 프로그램 중 하나로, T-세포 치료제 개발의 가속화를 

위해 시작된 면역치료 분야의 학계와 산업계의 협력 모델이다.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약산업 PPP의 해외 사례 >>

구분 PPP 사례

인
력
양
성

고급 인력, 전문가 교류
EU EMTRAIN

(European Medicines Research Training Network)

산학 협력 펠로우십
REDI Initiative(Researcher Exchange and 

Development within Industry)

약학 대학의 교육 확대
NIPTE(National Institute for Pharmaceutical 

Technology&Education)

제
조
기
술

첨단 제조 기술 PIPS(Pharma Innovation Programme Singapore)

포괄적인 역량 강화 
NIIMBL(National Institute for Innovation in 

Manufacturing Biopharmaceuticals)

바이오 공정 i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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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경쟁력 강화 PPP의 대표적인 분야로 인력 양성과 제조 기술 향상을 

선정하였다. 인력 양성은 EU EMTRAIN과 미국의 NIPTE를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호주의 대표적인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REDI Initiative를 

추가했다. 제조 기술관련 PPP는 화학합성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으로 

구분하여 NIIMBL과 iConsensus를 사례로 조사하였고, 싱가포르의 PIPS를 

추가하였다. 

○ EMTRAIN는 IMI1의 5가지 교육 훈련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기초 

연구에서 임상 개발, 약물 감시에 이르는 의약품 전주기를 포괄하는 

교육 및 훈련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추진되었다. 

○ REDI Initiative는 호주 정부에서 민간기업들과 협력하여 산업에 필요한 

고급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공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 NIPTE는 2005년에 설립된 비영리 과학·연구개발 조직으로,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학계와 산업계, 그 외 이해관계자들의 협력하고 있다. 미국 

FDA의 주도로 11개의 미국 대학이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 PIPS는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산하의 A*STAR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생산

(Biomanufacturing) 분야에 대표적인 PPP 프로그램이다. 

○ NIIMBL은 미국 제약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약품의 제조 표준 개발을 지원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약바이오 제조 

인력을 교육 및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2017년 설립되었다.

○ iConsensus는 바이오의약품 제조 분야의 다양한 기술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로, 폭넓은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된 PPP이다.

□ 협력연구 촉진을 위한 PPP 분야는 데이터와 정보의 공유를 위한 PPP와 개

방혁신을 통한 공동 R&D 플랫폼 마련을 위한 PPP를 정하였다. 정보 공유는 

분산 연구를 통한 데이터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SGC와 Open PHACTS의 

예를 조사하였고, 개방혁신을 위한 공동 R&D의 예로는 네덜란드의 TI 

Pharma, EU-Toxrisk, 일본 GHIT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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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연구 촉진을 위한 비경쟁 PPP의 해외 사례 >>

구분 PPP 사례

정
보
공
유

기초 연구 분산 연구 SGC(The Structural Genomics Consortium)

임상 데이터 표준 모델
Open PHACTS

(Open Pharmacological Concepts Triple Store)

산업 정보 및 노하우 공유 MIT-CBI(Center for Biomedical Innovation)

규제 정보 및 임상 C-Path(Critical Path Initiative)

개
방
혁
신
지
원

공동 R&D 지원 TI Pharma(The Dutch top Institute Pharma)

타 산업 협력 연구 EU-Toxrisk

글로벌 펀드 조성 GHIT(Global Health Innovative Technology Fund)

○ SGC는 2004년에 인간 단백질 3차원 구조를 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단백질의 모든 구조적 정보들을 제약 없이 공개하여 전 세계의 구조적 

유전체학 프로그램들을 보완하고자 시작되었다. 

○ Open PHACTS는 의약품 개발에 사용되는 자원들을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하고 공개 도메인에서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2011년에 

시작되었다.

○ CBI는 MIT 공과대학 내의 관련 전문가들과 Sloan 경영대학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산업·학계·정부와의 다양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2005년

부터 운영되고 있다.

○ C-Path는 FDA가 보건의료 제품의 안정성, 유효성 및 제조 가능성을 

평가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고 판단하여 2005년 

설립하였다. 정부 규제기관·연구기관·학계·환자단체·제약기업 등의 1,600명 

이상이 참여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TI Pharma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네덜란드 정부에 의해 추진되

었으며 자국의 제약산업과 학계의 민관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구심점을 

만들고 공동 연구 및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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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ToxRisk는 2016년부터 시작된 EU의 Horizon 2020 연구혁신 

프로그램의 하나로 약물의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신뢰도 높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것을 목표로 했다.

○ GHIT펀드는 2013년 개발도상국의 질병 퇴치를 통해 글로벌 보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 정부와 민간 기업들의 합작으로 설립되었다.

4. 국내 제약산업 PPP 프로그램 제안

□ 한국에 필요한 민관협력파트너십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국내 제약기업 

설문조사와 전문가 서면자문을 실시하였다. PPP에 대해 경험이 있는 

제약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기 위해 KIMCo와 협력하였다. 

총 57개 출연사 중에서 32개 기업이 응답했다.

○ 제품 개발 PPP에서는 항암제 개발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협력연구 

PPP에서는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펀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첨단 제조시설 및 기술개발 협업의 수요가 가장 높았다.

○ 국내 제약산업에 필요한 PPP의 기획을 위해 국내 제약산업 전문가(9인)들의 

서면자문을 진행하였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고 해외 PPP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한 부분을 찾고 

사업을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면역항암제 개발을 위한 PPP에서는 임상시험 분야의 협력이 중요하며, 

기반 조성과 과제 관리를 모두 포괄하는 형식의 협력이 필요하고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첨단 제조시설 및 기술 협업은 다양한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포괄적 

방식이어야 하며, 규제 연구와 제조시설 개선, 관리 및 지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 

○ 글로벌 임상을 위한 펀드 조성은 펀드의 규모와 지원 과제 규모가 충분히 

커야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며, 재정적 지원과 지원된 과제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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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의 설문과 전문가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산업에 필요한 

PPP의 3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 첫 번째는 항암 임상시험 가속화 기구로 미국의 C-Path와 유럽의 

T2EVOLVE를 참고하여 국내 항암제 개발에 필요한 규제 관련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두 번째는 의약품 첨단제조협력 파트너십으로 싱가포르의 PIPS와 미국의 

MIT-CBI를 참고하였다. 다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식약처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파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파트, 그 외 부처가 

참여하는 시설 개선 파트로 나누어 거버넌스를 제안하였다.

○ 세 번째는 글로벌 임상시험 펀드로 일본의 GHIT 펀드를 참고하였다. 

별개의 펀드 관리 조직이 필요하며, 펀드 운용사를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 

지원 형태를 제안하였다. 

□ 국내 PPP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약산업의 협력 강화를 위한 통합적 추진 

체계가 필요하며,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정책 수립에서도 민관협력 중심으로 

목표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대학과 정부기관의 중간자 역할이 중요하며, 국내 기업들의 국제협력 

PPP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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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Pharmaceutical 

Industry

○ The PPP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s defined as “the 

cooperation wherein the private sector such as companies, universities, 

or non-profit organizations shares jobs, accomplishments, and risks to 

develop pharmaceuticals that the public sector (or the government) 

needs.”

○ Strengths and weaknesses of PPP mostly occur because they are 

conducted through contracts. Since they are done through reciprocal 

cooperation, they can be implemented efficiently by synergy effects; 

conversely, issues such as conflicts of interests among partners can 

arise due to weak trust. Thus, sufficient examination of the merits 

and demerits for the promotion of PPP should be done to be 

prepared for possible issues. 

○ The lower productivity of new drug development still gives rise to 

high probability of failure and limited number of new drugs 

despite the technical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R&D 

investment. Nowadays, diverse-interest parties from private 

companies to academic organizations, science and regulatory 

authorities, patient associations, medical devices, and IT industries 

work together for PPPs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they 

are considered strategies to overcome the lower efficiency of 

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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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lassification of Pharmaceutical Industry 

PPPs and Implementation

○ For this research, they were classified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stage and purpose of pharmaceuticals through 

research on references. First, they were classified into PPPs for 

the development of products and PPPs for precompetitive 

research. This is to divide into the case of PPPs finally aiming at 

the development of drugs or vaccines and the case of PPPs 

targeting basic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drugs or vaccines 

or improvement of basic capacity.

○ Precompetitive PPPs were divided into the research stage from 

candidate substances to clinical tests and the development stage 

including manufacturing. The research part is mainly led by 

private companies, with the public sector supporting the 

platform for joint research; the development part covers the 

cases implemented mainly for the innovation of manufacturing 

technologies of the country. In addition, PPPs were classified 

into cooperative research PPPs for sharing knowledge and data 

and intangible resources for the research part,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strengthening PPPs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part. 

○ A total of 20 overseas pharmaceutical industry PPP cases were 

researched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PPPs. All of them were not confined to just one category 

but could be included in more than two ranges, so they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original purposes of the PPPs. 

○ Seven elements should be first considered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a pharmaceutical industry’s PPP. First, the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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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be changed by any external factors. Second, a specific 

opinion should not be ignored in making decisions. Third, 

proper and efficient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efficiency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accurately perceived. Fifth, payment for activities and cooperation 

of partnership should be sufficiently supported. Sixth, resources should 

not be wasted due to improper system and poor harmonization. 

Seventh, appropriate incentives should be offered to employees 

working for the partnership.

3. Overseas Cases of Pharmaceutical Industry PPP

○ PPPs for the development of products are led by the government, 

with several companies and groups joining in case private 

companies cannot solely conduct R&D of pharmaceuticals due to 

the high risks involved. Thus, pharmaceutical R&Ds through PPPs 

are usually for contagious diseases, neglected conditions, antibiotics, 

and vaccines that commonly develop in underdeveloped countries. 

Seven different fields in different PPP types were analyzed as 

representative overseas PPP cases.

○ Nurturing of human resources and improvement of manufacturing 

technologies were selected as representative fields of PPPs to 

enhance industrial competitiveness. EU EMTRAIN and NIPTE of 

the US were researched for the HR nurturing case, with REDI 

Initiative, a representative industry-academe cooperation program 

of Australia, added. Manufacturing skills-related PPPs were 

divided into chemically composed drugs and bio-drugs, and 

NIIMBL and iConsensus were studied as representative cases with 

PIPS of Singapore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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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PPPs to activate cooperative research, PPPs for the sharing of 

data and information and PPPs for the establishment of joint 

R&D platform through opening and innovation were selected. For 

the data opening case, SGC and Open PHACTS aimed at data 

sharing through distributed research network were studied; for 

the joint R&D case through opening and innovation, TI Pharma 

of the Netherlands, Toxrisk of EU, and GHIT of Japan were 

examined. 

4. Suggestions for Korea’s Pharmaceutical PPPs

○ Surveys of Korean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written 

consultations with experts were done to explore PPP models for 

Korea.

○ Development of anti-cancer drugs from the product development 

PPPs, fund for global clinical tests from the cooperative research 

PPPs, and cooperation for hi-tech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technical 

development from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strengthening 

PPPs showed the highest demands.

○ They think cooperation for clinical tests is critical for PPPs to 

develop anti-cancer immunotherapies and formats to include the 

creation of foundation, and management of tasks and incentives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are also required. 

Hi-tech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technical cooperation should 

be secured in comprehensive ways with diverse partners joining, 

divided into regulation research, manufacturing facility improvement, 

and management and support parts. They are also one in saying 

that the scales of funds and supporting tasks should be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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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ough for the global clinical research funding and financial 

support, accompanied by support to help complete the tasks. 

○ Finally, 3 models were suggested as PPPs necessary for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The first model is an anti-cancer 

clinical test acceleration instrument, a program for intensively 

supporting research on regul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anti-cancer therapies, referring to C-Path of the US and 

T2EVOLVE of EU. Second is a partnership for hi-tech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referring to PIPS of Singapore and MIT-CBI of the 

US. Governance wherein several ministries join—the KFDA supervises 

the regulation par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pervises 

the network part, and other ministries help in the facility 

improvement part—was suggested. The third model is a global 

clinical testing fund, referring to GHIT Fund of Japan. A separate 

organization is needed to manage the fund, and a consortium 

managed by a fund company was suggested.

○ They pointed out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promotion 

system to reinforce cooperation of pharmaceutical industries to 

activate PPPs in Korea, and they think that goals mainly for the 

cooperation of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should be 

suggested in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policies to nurture 

pharmaceutical industries. In addition, the roles of universities 

and government institutions are important as intermediaries for 

stronger private and public cooperation networks and support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Korean companies in PPP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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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제약산업은 오랫동안 혁신적인 신약의 개발, 환자 치료와 만성질환의 관리, 

인류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공헌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의 특허만료가 이어지면서, 낮은 생산성과 증가하는 R&D 비용, 신약 

후보물질의 감소 등의 유례없는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1)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약 R&D의 생산성 향상, 첨단 기술의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 비용효율적

(Cost-effective) 시스템 도입과 고품질 제품 생산을 위한 R&D 협력시스템의 

구축 등의 새로운 혁신 모델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Chesbrough(2003)는 내부 주도의 ‘폐쇄형 혁신(Closed Innovation)’에서 

내부와 외부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가치를 생성하는 ‘개방혁신(Open 

Innovation)’으로 혁신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2) 제약산업에도 사업의 

복잡성 증가, 신기술의 도래, 외부 전문가 필요성 증가, R&D 비용의 증가로 

인해 개방혁신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 많은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개방혁신을 기업 운영의 필수요소로 여기고 있고, 자체 기술 및 R&D 추진에 

외부 혁신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개방혁신의 한 형태로 민관협력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s, 이하 PPP)을 인식하고 있다.3) 즉, PPP를 신약개발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수 이해관계자의 협력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산업 PPP는 초기에는 정부와 학계, 제약기업들이 중심이었으나, 점차 

국제보건기구, 환자단체와 규제기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4)

2020년 8월 한국에서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국내 56개 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제약산업 PPP를 위한 플랫폼을 표방한 ‘(재)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KIMCo)’이 공식 출범했다.5) 국내 제약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제약산업 PPP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해외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1) Khanna(2012)
2) Chesbrough(2003)
3) Yeung(2021)
4) Remco(2017)
5) 한국제약바이오협회(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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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에 필요한 민관협력의 모델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 연구 목적 및 방법

국내 제약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과 협력을 

추진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제약산업에서의 협력 확대는 기업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필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신종 감염병의 극복이

나 혁신 R&D 인프라 구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가 

늘어나면서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국내 제약산업은 비슷한 형태의 제약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경쟁적으로 

활동하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가 어려웠고, 공동 사업의 추진 경험이 부족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제약산업의 폭넓은 협력 확대의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의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제약산업의 민관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산업 PPP 사업 모델들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민관협력 모델, 사업 추진 체계, 문제 해결 및 

정부의 역할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PPP의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마련이므로, 사례 연구를 통해 협력 

활동의 시작에 앞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예측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제약산업 PPP의 다양한 해외 모델을 제시하여 국내 제약산업 

PPP의 가능 범위를 고찰하고, 이러한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과 성공적인 PPP 운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찾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틀은 아래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민관협력파트너십의 개념과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고, 제약산업의 국내외 

R&D 투자 현황을 조사한다.

2) 제약산업 민관협력파트너십의 유형을 분석하고 해외 문헌을 참고하여 

적절한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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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류된 기준에 따라 해외 제약산업 PPP 사례를 조사하고 각 프로그램의 

목적과 예산, 구성과 성과 등의 주요 특징 및 성공 요인을 분석한다. 

4) 한국 제약산업의 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제약산업 PPP의 모델을 찾고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제안한다. 

[그림 1-1] 연구의 틀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2장부터 제3장까지는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연구로, 국내외 학술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등을 

참고하였다. 제4장과 제5장은 해외 자료 조사와 국내 제약산업 관계자들의 

설문 및 자문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제2장과 제3장의 문헌고찰을 통한 조사연구는 제약사업 PPP 관련 국내 연구 

자료가 많지 않아 주로 해외 학술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2장의 주된 

내용은 제약산업 PPP의 이론적 개념, 제약산업 R&D 투자와 PPP 협력의 

연관성을 찾는 것이다. 특히,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PPP와 

관련된 폭넓은 이론을 포함시키고자 했다. 3장에서는 해외 사례를 찾기 위한 

사전적 작업으로 제약산업 PPP를 분류하고, 국내 제약산업 PPP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이후 사례를 찾는데 필요한 

근거를 생성하는 것으로, 최대한 다양한 사례를 찾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제4장에서는 3장에서의 분류 기준에 따라 제약산업 PPP의 유형별 주요 

사례들을 찾은 후, 해당 해외 프로그램들의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조사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에 필요한 제약산업 PPP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자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주로 델파이 분석으로 진행하며 문항별 

평가 방법으로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설문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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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기업 종사자들과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서면으로 진행했다. 전문가 자문은 국내 제약산업 전문가들에게 

서면 질의하고 회수하여 정리했다. 최종적인 결론 및 제안은 이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진흥원 연구진들의 논의 등을 거쳐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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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관협력파트너십(PPP) 개념

1.1. 개요

1.1.1. 민관협력파트너십(PPP)의 정의

민관협력파트너십은 영어로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의미하며, 주로 

약자인 ‘PPP’로 사용된다. 여기서 ‘Public’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의 정부 

차원의 공공자원을 뜻하며, ‘Private’이란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부문의 

자원을 의미한다.6)

현재 PPP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하나의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은 

PPP를 ‘기업참여 민관협력’으로 표기하면서 ‘더욱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정부, 민간기업 및 비영리 기구(Non-Profit Institution, NPI), 

지역주민 등이 업무를 분담하는 협력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7) 또한, 2015년 

아시아개발은행(ADB), World Bank Group 등의 지원으로 설립된 PPP 

Knowledge Lab에서는 ‘공적 자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 

기관 간의 장기 계약으로 민간 당사자가 상당한 위험과 관리 책임을 지고, 

보수가 성과에 연결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8) 이현숙(2014)은 델파이 

연구를 통해 공공-민간파트너십의 개념을 ‘정부와 민간을 동등한 동반자적 

차원으로 인식하고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는 형태’가 적절한 것으로 밝혔다9). 

반면에 World Bank에서는 ‘PPP의 정의는 광범위하여 하나의 개념으로 받아

들여지지는 않으며, 국가별로도 법적 체계에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고 했다.10)

연구의 진행에 앞서 PPP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

보고서의 제약산업 PPP는 PPP Knowledge Lab을 참고하여, ‘공공(혹은 

정부)이 필요한 의약품의 개발을 위해서 민간기업의 영역인 기업, 대학 및 

비영리 기구 등이 참여하여 업무, 성과 및 위험을 분담하는 형태의 협력’으로 

정의하였다. 

6) 최민경(2008)
7) KOICA, 국제개발협력 용어집
8) PPP Knowledge Lab 홈페이지
9) 이현숙(2014)
10) The World Bank PPPLR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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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일반적 개념의 확장과 요건

일반적으로 PPP는 공공인프라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로 활용되었다. 세계 

여러 정부는 충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용의 감소를 

추진하고 국가의 경제성장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확충하고자 했다. 그러나 

공공인프라 투자는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낮은 생산성과 적자 누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PPP를 통한 

공공인프라에 대한 민간 참여, 민영화 및 경쟁원리에 의한 자유화 등을 추진

하였다.11) 

하지만 최근에는 공공인프라의 개념이 정보시스템, 지식기반 등과 같은 

무형의 인프라(softer types of infrastructure)로 의미가 변화되면서 PPP의 

개념도 확장되었다.12) 여러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의 PPP 개념을 살펴보면, EC와 

IMF를 제외하고는 ‘인프라’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이 없는,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 새로운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PPP의 의미가 확대, 변천되었다.13) 

<표 2-1>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별 PPP의 개념

구분 내용

EC
∙ 공공 기관과 기업이 협력하여 인프라 건설, 개선, 관리와 유지 또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IMF

∙ 전통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던 인프라 자산(assets)과 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방식

∙ 민간부문의 투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의 리스크를 
민간부문에 이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는 병원, 학교, 감옥, 도로, 교량, 터널, 철도, 항공통제시스템, 상하수도 
시설의 건설과 운영 등이 포함됨

OE
CD

∙ 정부와 민간파트너 간의 협약에 의함
∙ 정부의 서비스 제공의 목적과 민간파트너의 수익 목적과 일치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위험분담

11) 곽재성(2011)
12) 곽재성(2011)
13) 이현숙(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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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UN
∙ 개발 분야에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상생을 위해 민간의 기술 및 전문성을 공공

부문의 적법성 및 지식과 결합

미국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이익을 위하여 개발프로그램에 공동 투자

영국
∙ 재원은 공공부문에서 제공하고, 민간부문은 정부가 추진할 경우 발생 가능한 위험을 

부담

캐나다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적인 투자로 각 파트너의 전문기술을 기반으로 자원·

위험·보상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의된 공공의 요구를 가장 잘 만족
시키는 것

독일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이익을 도모하여 서로의 장점을 활용
∙ 민간기업은 개발협력 경험을 활용하여 개도국에서의 투자안전망 확보, 신흥시장 

진출, 장기적인 영업 건전성 확보
∙ 개발협력은 민간부문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과 비용효율성 제고

일본

∙ 개도국의 빈곤 삭감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일본기업의 활동과 ODA 등 공적자금의 연계를 강화함

∙ 민관연계를 통해 개도국에서 활동하는 일본기업의 위험 부담 및 경비를 낮추도록 
하고, ODA 등 공적자금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고용, 기술,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함

출처: 곽재성(2011)

이처럼 PPP에 대한 개념의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변화하고 

있지만, PPP를 구성하는 필요 요건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다. PPP의 구성 요건을 요약하면 아래의 5가지와 같다.14) 

1)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최소 2개 이상의 파트너를 포함한다. 

3)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이 계약에 의한 공동 투자를 추진한다. 

4)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이 가지는 장점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화 및 

시너지효과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5)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책임(shared accountability) 및 위험분담

(shared risk)을 한다. 

14) 곽재성(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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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PPP의 종류와 분류

PPP는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한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종류의 구분이 

쉽지 않다. World Bank Institute에서는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소유권(ownership)과 위험 부담(risk-bearing)의 정도에 

따라 8개로 분류하였다.15) 분류 기준을 PPP에 참여하는 민관의 역할의 정도로 

보고, 주요 요소로 자금 조달, 개발 주체, 소유권, 이후 운영의 담당을 중심으로 

구분했다.

[그림 2-1] 공공과 민간의 책임 범위에 따른 PPP 분류

※ 출처 : World Bank Institute(2012)

이처럼 PPP를 공공재와 사적재로 구분하는 것은 인프라 구축과 같은 

건설산업 시스템에서 쉽게 적용된다. 설계와 시공이 설계-건축업자로 알려진 

단일 주체로 계약·추진되는 형태인 ‘Design-Build’에서 부터, 민간은 사업의 

예산·설계·개발·운영을 담당하고 사업 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공공에 이전하는 

형태인 ‘Build Operate Transfer’, 민간이 사업 종료 후에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소유하는 ‘Built-Own-Operate’ 등 폭넓게 나누어진다.

이에 박용성(2008)은 PPP의 형태를 재화 성격과 산출 주체에 따라 6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16) 재화의 성격을 순수공공재, 중간재, 순수민간재로 

나누고 중간재 단계의 산출 주체를 PPP로 규정하였다.

15) World Bank Institute(2012)
16) 박용성(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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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재화의 성격에 따른 PPP의 형태

※ 출처 : 박용성(2008)

1.1.4. 지식확산의 협력 모델로서의 PPP

기술과 지식을 어떻게 창출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많은 

연구가 있었다.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지식전달 체계에 대한 다양한 모델들이 

제시되어 왔으며, PPP도 지식확산 모델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산학협력’, ‘Triple Helix’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최종 사용자가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전 과정에 걸쳐 참여를 하는 ‘Co-creation 모델’까지 

확대되었다. 이들 지식확산 협력 모델의 비교는 아래와 같다.17) PPP가 다른 

협력 모델들과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위험의 공유와 계약관계에 의해서 

수립된다는 점에 있다.

<표 2-2> 지식확산 모델들의 비교

구분 기술이전 산학협력 Triple Helix PPP Co-creation

주체 연구계, 산업계
산업계, 학계, 
공공동연구계

학계, 정부, 
산업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과학계, 정부, 
시민사회

관계
Linear 구조

(공급자 → 수요자)
Cooperation,

Bilateral
Interaction

역할 관계 
형성

non-linear/
joint 구조

관점
R&D 생산성

비교우위
R&D 효율성 R&D 효율성

위험공유
시장형성

R&D 효과성 
기여

도입
지식재산권의 

역사
1930년대 1990년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17) 손수정(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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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술이전 산학협력 Triple Helix PPP Co-creation

펀딩
수요자

(licensee)
지분참여

(재원유형별)
지분참여
(역할별)

지분참여
(수익비중별)

지분참여

특징

지식(기술)의 
확산

이전 기술의 
구현을 담보로 
하지는 않음

intermediary
/incubation 
기능이 중요

공동연구, 
컨소시엄, 
기술지도, 

자문, 컨설팅, 
연구기반

공동 활용, 
위탁연구, 

기술훈련 등

혁신네트워크

(학계)교육, 
기초연구

(정부) 
고등교육, 
R&D 예산

(대륙별/정치·
경제 환경별 

차이)

공공-민간의 
중장기 

역할관계 형성

계약관계/Pro
fit sharing 

지식에 
국한하지 않음

co-planning
co-doing

co-sharing

intermediary

성공
요인

matching

trust/comm
unication

incentive
(reward)

matured 
infrastructur
e/circumsta

nce

incentive
(payoff)

consensus 

Entrepreneu
rship

출처: 손수정(2019)

1.2. 보건분야 민관협력파트너십

1.2.1. 보건분야 PPP의 분류와 목적

PPP는 공공인프라의 구축과 건설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보건분야에서도 

PPP를 개념화하고 분류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다. World Bank(2020)는 

보건분야 PPP를 복잡성과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관리장비

서비스(Managed Equipment Service, MES), 유지보수서비스(Operation 

and Management Service, O&M), 전문서비스(Specialized service), 의료시설

(Health facility), 통합적(Integrated) PPP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18) 

18) World Bank Group(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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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보건분야 PPP의 일반적인 5가지 형태

※ 출처: World Bank Group(2020)

MES는 공립 병원 등의 공공 영역이 현대적인 의료 장비 등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민간 장비 공급업체와 맺는 계약 형태이다. O&M은 민간이 

관리의 비용을 받는 대가로 병원이나 의료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는 계약으로, 

공공은 시설의 주된 활용 목적 달성에 집중하고 관리와 운영은 민간이 담당하게 

된다. 전문서비스 PPP는 공공 의료시설에서 임상이나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과 계약을 하는 것으로, 소규모의 단일 서비스 제공 형태를 가진다. 

의료시설 PPP는 공공이 임상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은 유지하지만, 민간이 

시설의 설계, 건설, 보수 및 시설 관리까지를 제공하는 형태로, 주로 의료시설의 

건설에 해당한다. 통합적 PPP는 민간에서 설계, 건설, 자금 조달 및 운영,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계약으로 10년에서 30년 사이의 장기 계약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공공은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품질과 규제에 집중하게 된다. 

보건분야 PPP를 민간의 참여 정도가 아닌 구성원의 조건이나 구성의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했다. Nishtar(2004)는 보건분야 PPP를 목적에 따라 

제품개발, 보건제품의 접근성 향상, 글로벌 조정 메커니즘, 헬스 서비스의 강화, 

공공의 지지와 교육, 규제와 품질 보증의 6가지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파트너십의 

예를 들었다.19) 제약산업 PPP는 주로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 의약품 규제 및 

품질 향상,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할 때 글로벌 역할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PPP는 하나의 목적으로 정확히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복합적으로 목적을 위해 추진하기도 한다.

19) Nishtar(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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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보건분야 PPP의 목적에 따른 분류와 예

목적 파트너십의 예

1 제품개발 International AIDS Vaccine Initiative

2 보건제품의 접근성 향상
Accelerated Access Initiative, Global Alliance to 
Eliminate Leprosy

3 글로벌 조정 메커니즘 GAVI, Global Alliance for Improved Nutrition, Stop TB

4 헬스 서비스의 강화 African Comprehensive HIV/AIDS Partnership, AHPSR

5 공공의 지지와 교육 
African Malaria Partnership, Alliance for Microbicide 
Development

6 규제와 품질 보증
Pharmaceutical Security Institute, Anti-Counterfeit 
Drug Initiatives

출처: Nishtar(2004)

1.2.2. 보건분야 PPP의 연구 동향

보건분야의 PPP 연구는 1990년대 초부터 활성화되었다. PubMed Abstract에서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검색어로 추출해 보면, 1990년 이전에는 

거의 자료가 없다가 1990년 이후에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에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미충족에 대한 대안으로 PPP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기 시작했다.20) 이후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백신이나 새로운 치료제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PPP는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련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21) 이러한 과정에서 

보건분야 PPP 연구는 2008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다.

20) Ahn M.(2000)
21) Smith R.(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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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1990년 이후 보건분야 PPP관련 연구논문의 수

보건분야 PPP는 몇 단계에 걸쳐서 확대됐다.22) 초창기인 1990년대에는 

글로벌 보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추진되었으나,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적어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연방 정부와 사립대학, 민간 제약기업 

간의 협력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Rockefeller 재단과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 등의 역할이 컸다. 이들은 HIV/AIDS·말라리아·결핵 등 글로벌 질병의 

극복을 위해 PPP 방식의 투자를 추진했고, 관련한 연구가 크게 늘어났다. 

2010년대부터는 유럽 IMI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PPP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다.

보건분야 PPP 연구의 주제는 다양하다. Fanelli(2020)는 1993년부터 

2018년까지의 PPP 관련 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보건의료 PPP 연구 

분야를 ➀ 자원(Resources)의 전달, ➁ 보건의료 제품과 서비스들의 협력생산, 

➂ 거버넌스(Governance) 네트워크, ➃ 성공적인 파트너십 개발의 기준으로 

나누었다.23)

자원의 전달은 의약품 등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유형(Tangibles) 자원과 

참여자들의 경험, 노하우와 기술들을 전달하는 무형(Intangibles) 자원으로 

나뉜다. 협력생산은 계약기반(Contract-based) 협정과 미계약기반 협정으로, 

거버넌스 네트워크는 다국가간(Transnational) 파트너와 자국(Local) 파트너로, 

파트너십 개발 기준은 일반적 프레임과 특별 이슈로 구분했다.

22) Barr(2007)
23) Fanelli(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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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보건분야 PPP의 연구 주제 및 구분

연구 주제 하위 분야 구분

1 자원의 전달 유형의 자원들, 무형의 자원들

2 보건제품들의 협력생산 계약기반 협정, 미계약기반 협정

3 거버넌스 네트워크 다국가간 파트너, 자국 파트너

4 성공적 파트너십 개발 기준 일반적 프레임, 특별 이슈 중심

출처: Fanelli(2020)

1.2.3. 보건분야 PPP 추진의 장단점

보건분야 PPP가 사업 추진에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24) 

Hernandez-Aguado(2016)은 보건분야 PPP에 대한 46개의 논문을 분석하면서 

PPP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가 45.6%, 부정적인 견해가 52.1%라고 했다. 

대부분 PPP의 장점과 단점들은 사업이 파트너들의 협력과 계약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부분에서 발생한다. 상호 협력에 기반한 사업 추진은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와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반면에 상호 신뢰가 약하면 파트너 

간의 이해 충돌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PPP를 추진할 때는 장점과 

단점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표 2-5> 보건분야 PPP에 대한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

긍정적 견해 부정적 견해

정부 단독으로 대응할 수 없는 보건 위협 대응
제품이나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민간과 공공이 이해 
관계가 상충하여 협력 불가능함

공공 보건서비스의 역량·품질·범위 제고, 
산업계는 공공보건 전문 지식을 얻음

질병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합법성과 
신뢰성을 부여되면서, 반대로 공공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음

모든 정책에 보건분야 포함 가능(확장성)
PPP가 기관(정부·국제기구 등), 연구소, 규제기관 
등을 압박하고 과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

참여자들의 자율적 규제 향상 지나친 규제로 불충분한 근거로 예방적 조치 강행

제공하는 제품의 품질 향상 PPP 목표가 공공보건 우선순위와 모순 가능 

출처: Hernandez-Aguado(2016)

24) Hernandez-Aguado(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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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1차 보건의료와 국제협력

보건의료 PPP의 중요한 목표는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 이하 PHC) 

향상과 국제협력의 확대에 있다. 제약산업 PPP도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PHC는 ‘의료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 사회정의 입장에서 앞으로 보건의료의 

바람직한 자세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이념과 활동’을 의미한다.25) 

1978년에 채택된 알마아타 선언은 PHC의 이념과 정의를 명확히 했다. 

2018년 WHO는 아스타나 선언(the Astana Declaration)을 다시 한 번 

채택하면서, 보편적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과 건강 관련 분야에 

대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26) PPP는 공공이 비효율적이고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때, 민간의 영역이 공공 보건 문제의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PHC 향상의 핵심이 될 수 있다.27) 

PHC PPP에서 정부의 역할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Tabrizi(2020)는 PHC 

PPP에서 공공의 역할을 조사하여 지원(Supporting), 재정,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조직관리, 기타의 6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28) 그 중에서 지원업무가 가장 

많았는데, 교육이나 의약품과 장비 제공, 물리적 공간 지원, 인적 자원의 공급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표 2-6> PHC 분야의 PPP에서 공공의 역할 비중

단위: %

지원 재정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조직관리 기타 전체

28 21 18 15 7 11 100

출처: Tabrizi(2020) 재가공

PHC PPP의 추진에는 여러 장애 요인이 존재하는데, Joudyian(2021)은 

문헌고찰을 통해 5가지 장애 요인과 극복 방안을 정리했다. 민관의 공동 목표를 

추진할 때 발생하는 장애 요인들은 제약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PPP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들을 극복하는 방안들을 사전에 미리 검토해야 한다.

25) 두산백과사전
26) WHO(2018)
27) Joudyian(2021)
28) Tabrizi(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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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PHC 분야 PPP에서의 장애 요인과 극복 방안

분야 장애 요인 대표적 극복 방안

교육 적합하지 않은 교육, 불충분한 지식 훈련 향상, 지식 전달, 워크숍 등 

관리 비전 부족, 리더십 부족, 책임감 부족 등 파트너 간 헌신 확대 및 접점 강화 등

인적자원 신뢰 부족, 힘의 불균형, 의지 부족 등 투명성 유지, 소통의 확대 등 

재정자원 재정 불안, 재정 축소, 부적절성 등 동기 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등 

정보/기술 시스템의 차이, 투명성 부족 등 프로그램 질 보증, 법적 프레임 강화 등 

출처: Joudyan(2021) 정리

보건분야 PPP의 국제협력은 국제 원조와 자원 개발의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WHO는 1993년 ‘Health for all’을 표방하며 보건분야에 관련된 기업·

재단·NGO 등 여러 파트너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29) WHO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의 보건분야 국제협력은 미충족 질병들에 대한 R&D 협력에 초점을 

두었다. 이후 GAVI30), Stop TB Partnership31)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PPP들과 함께 협력을 추진하면서 그 범위가 넓어졌다.

<표 2-8> 보건분야 협력 관계를 위한 WHO의 추진 목적

∙ ‘Health for all’ 원칙을 따를 수 있도록 기업체에 장려한다. 
∙ 필수 의약품과 보건서비스에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 소외 질환에 대한 백신 진단 용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산시킨다. 
∙ 정책적, 행위적 변화를 통해 조기 사망이나 장애 등을 감소시킨다. 
∙ 환경과 노동자에게 덜 해로운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업을 장려한다. 
∙ 상업적인 부분으로부터 지식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 WHO의 이미지를 개선한다. 

출처: 오충현(2009)

2000년 UN 총회에서는 189개국이 함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채택했다. 2015년 9월에는 후속 의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채택되었는데, 

29) 오충현(2009)
30)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효과적인 예방 접종을 목표
31) 결핵 확산 방지 및 치료를 목표로 한 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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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UN은 2016~2030년까지 세계의 빈곤 종식을 위한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고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중 보건분야는 ‘Good Health and Well-being’으로 분류되어 13개 

목표가 제시되었다. 현재 보건분야 국제협력과 글로벌 PPP의 기본 방향은 

이 13개의 목표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약산업 PPP에서의 국제협력도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목표(Target) 3.3 전염병 퇴치, 3.4 

예방과 치료, 3.8 필수의약품, 3.b 백신과 의약품 개발의 내용이 주된 협력의 

범위가 되고 있다.

<표 2-9> SDGs 보건분야 13개 목표(2030년까지)

목표 내용

3.1 전 세계 산모 사망률 10만 명당 70명 미만으로 감소

3.2 모든 국가에서 신생아 사망률 1,000명당 12명, 5세 미만 사망률 25명 미만으로 감소

3.3 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열대성 질병 종식.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병 퇴치

3.4 예방 및 치료를 통해 비전염성 질병 조기 사망률 3분의 1로 감소. 정신 건강 증진

3.5 마약 남용 및 유해 알코올 사용을 포함한 약물 남용 예방 및 치료

3.6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와 부상자 절반으로 감소

3.7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 등에 대한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의 통합, 보편적 접근 보장

3.8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고품질의 필수의약품, 백신에 대한 접근 포함 보편적 건강의 보장

3.9 유해 화학물질, 대기, 수질 및 토양 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의 수 감소

3.a 모든 국가에서 WHO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의 이행 강화 

3.b TRIPS 협정 및 도하선언에 따라 개도국에 영향을 주는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의약품 개발

3.c 세계 보건 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 위험 감소 및 관리 역량 강화 

출처: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홈페이지 정리: 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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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약산업 PPP의 등장 배경

2.1. 제약산업 R&D 투자

2.1.1. 신약개발 R&D의 생산성

제약산업의 생산성(Productivity)은 ‘신약이 창출하는 가치와 해당 의약품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투자 간의 관계’로 정의된다.32) 제약산업 생산성과 관련하여 

극복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는 기술의 발전과 R&D 투자의 확대에도 신약개발 

실패 확률이 여전히 높고 새롭게 시장에 나오는 약물의 수도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Scannell(2012)은 R&D의 생산성 저하의 흐름을 신약 R&D 투자

비용과 미 FDA의 시판 허가를 받은 제품의 수를 통해 보여주었다.33) 

[그림 2-5] 제약산업 R&D 생산성의 저하

출처: Scannell(2012)

Goldman(2013)은 신약개발의 생산성 저하 원인들을 4가지로 설명하였다.34) 

첫째, 학술적 연구의 결과를 제약회사들의 R&D 전략으로 충분히 통합하지 

못한다. 둘째, 규제과학과 표준화, 기초적 발견들의 응용에 관심이 부족하다. 

셋째, 의약품 승인 과정에서 규제기관의 위험-편익 비율에 대한 확립된 기준이 

32) Paul(2010)
33) Scannell(2012)
34) Goldman(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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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 넷째, 산업적으로 매력이 없는 약물을 개발하게 하는 경제적 고려사항이 

있다.

신약개발의 실패는 임상시험의 과정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으며, 임상시험의 

실패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매우 크다. Paul(2010)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1개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약 13.5년간 17.8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 그 중에서 임상 1상에서 3상까지가 6.5년이 걸리고 전체 비용의 약 

54%인 9.5억 달러가 필요하다.35)

[그림 2-6] 신약개발 비용 및 기간

출처: Insilico Medicine 홈페이지(자료: Paul(2010))

임상시험의 실패는 불충분한 효능(Efficacy), 안전성(Safety), 낮은 상업성

(Commercial), 약동력학(DMPK)의 문제 등에서 일어난다. Khanna(2012)는 

임상 2상의 실패 중 51%, 3상의 66%가 효능 측면에서 유의미한 값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신약개발을 보다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포함한 단계별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5) Paul(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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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신약 임상시험 실패 원인

출처: Khanna(2012)

제약산업 PPP는 이러한 R&D 효율성 저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PPP는 제약기업들과 학술 기관, 과학 및 규제기관, 생명공학 

기업, 환자 협회, 의료기기, IT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묶어 줄 수 있다. 즉, PPP가 단일 조직이 해결하기에 너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상적인 수단이 되며, 제약산업의 노하우와 자원을 외부의 영역과 

연결하는 개방혁신 네트워크 역할을 할 수 있다.36) 

2.1.2. 개방혁신(Open Innovation)

제약기업들은 R&D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고 혁신 활동을 높이기 위해 기존 

완전통합형(fully integrated)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전략적 제휴, 라이선싱, 

외부 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개방혁신(Open Innovation)37)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38) 특히, 잠재적 치료적 가치를 가지는 기초과학적 연구 성과들을 도입하는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관련 학계와 대기업 및 중소바이오벤처들 간의 파트너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관협력은 기존의 양자 간,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평적이고 

다자간 협력 방식인 PPP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39) 이는 다자간 PPP 방식이 

36) Vaudano(2013)
37) 본 연구에서는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개방혁신’으로 표기했다. 
38) Bianchi(2011)
39) Remco(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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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대학, 환자 단체, 보건 재단과 민간기업들의 다양한 자원과 전문성을 

결합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약산업 PPP는 산업의 

혁신과 기업의 이윤을 결합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PPP가 개방혁신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이 되면서 제약기업들이 전통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영역(하지만 의료적 수요가 높았던 적응증)에 활용되고 있다. 

여러 이해관계자는 PPP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데이터, 전문 지식, 자원 및 IP를 

교환하고 공유하면서 시너지효과를 얻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들을 낮추려 하고 있다.40) 이런 개방혁신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유럽제약산업협회(European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Industries and Association, 이하 EFPIA)가 함께 설립한 

IMI(Innovative Medicines Initiative)이다.

IMI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학계 연구원들은 자신들의 장비, 시약 및 전문 

지식 등을 공유하면서 유형과 무형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처럼 개방혁신 

기반의 협업이 반드시 현금 투자일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IMI에 참여하고 있는 EFPIA 제약기업들은 대부분 

현물 기부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41)

2.1.3. 비경쟁(Precompetitive) R&D

비경쟁(Precompetitive)42) R&D는 상업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초기단계의 연구를 의미한다. 이는 

상호 간 신뢰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공과 민간 영역이 효과적이고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하여, 질병 타겟과 연구 모델 등의 새로운 과학적 개념 정립과 데이터

베이스 확보 등 연구를 위한 기반구조 조성을 목표로 한다. 단일 조직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되며, 제약기업들과 

대학들의 지식과 자원을 외부 지식과 연결하는 개방혁신을 기반으로 한다. 

IMI가 이러한 비경쟁적 R&D와 개방혁신을 위한 대표적인 조직이다.43)

40) Schuhmacher(2018)
41) Hunter(2010)
42) ‘Precompetitive’를 ‘경쟁전’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경쟁’으로 

번역하는 것이 본래의 의미와 가깝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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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분야의 비경쟁적 R&D는 여러 가지 과학적 성과를 가지고 왔다.44) 

Stevens(2015)는 IMI를 예를 들어 SUMMIT, NEWMEDS, Open PHACTS, 

IMIDIA, U-BIOPRED, eTOX의 6가지 비경쟁적 R&D 프로그램들이 탐침 

개발과 같은 이미징 기술, 바이오마커나 임상시험 디자인 기준과 같은 계층화 

도구 및 방법, 동물 모델, 소프트웨어 도구 개발, 항체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개선 등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하였다.

2.1.4. 국내 제약산업 R&D 투자 

2019년 국내 제약기업들의 R&D 투자는 1조 9,6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하면서 지속 성장하고 있다. 기업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61.2억 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7.4%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45) 

<표 2-10> 제약산업 세부 분류별 기업체 연구개발 투자 추이

(단위: 개, 억 원)

구 분
2017 2018 2019

기업수 연구비 기업수 연구비 기업수 연구비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33 2,215 45 2,946 48 3,637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47 1,661 52 1,876 45 2,358

완제 의약품 제조업 170 11,720 192 12,684 197 13,616

한의약품 제조업 30 65 34 69 32 86

합계 280 15,660 323 17,575 322 19,697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0)

국내 제약기업의 R&D 지출은 자체 사용이 1조 5,771억 원으로 전체의 

80.1%를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정부·공공 지출이 4.2%(823억 원)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자체 사용 연구비 비중은 전년과 같은 5.9%였다.

43) Vaudano(2013)
44) Stevens(2015) 
45)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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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제약산업 기업체 연구개발비의 지출별 분포 추이

(단위: 억 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비중 YoY

자체 사용 12,045 12,861 14,244 15,771 80.1 10.7

정부·공공지출 640 632 800 823 4.2 2.9

민간 지출 940 1,169 1,348 1,563 7.9 16.0

외국 지출 659 998 1,183 1,540 7.8 30.2

합계 14,284 15,660 17,575 19,697 100.0 12.1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0)

정부의 신약개발 R&D 투자를 이해하기 위한 대표적인 예로 국가신약개발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국가의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부처 R&D 사업으로 국내 신약개발 R&D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다.46) 여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로 참여하고 있으며, R&D 지원과 운영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총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10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조 1,758억 원이다. 

주요 사업은 신약 기반확충, 신약R&D 생태계 구축, 신약 임상개발, 신약R&D 

사업화 지원의 4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신약 기반확충은 연구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기초연구 지원으로 유효물질 및 선도물질 도출이 목적이다. 

신약R&D 생태계 구축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 간의 연계를 위한 지원으로 

후보물질 도출과 비임상 지원이 해당된다. 신약 임상개발은 시장성이 있는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단계 지원이 있으며, 신약R&D 사업화 지원에는 기술

사업화, 제조·생산 등 주요 단계별 장벽 해소를 지원한다.

46) 국가신약개발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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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국가신약개발사업의 구조

출처: 국가신약개발재단 홈페이지

2.2. 국내 제약산업 PPP

2.2.1. (재)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PPP 형태의 R&D 협력 사업은 글로벌 개방혁신의 확대와 함께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 2020년 8월에는 국내 제약산업의 개방혁신 확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 56개 기업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참여하는 (재)한국혁신

의약품컨소시엄(Korea Innovative Medicines Consortium, 이하 KIMCo)이 

출범하였다. KIMCo는 PPP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감염병 대응 의약품 공동 연구개발 생산, 혁신의약품 공동 투자·개발 사업화,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KIMCo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로는 보건복지부 ‘감염병치료제·

백신 생산장비 구축 지원사업단’, 중소벤처기업부 ‘의약품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uality of Design) 제도 도입기반 구축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글로벌 진출형 제형기반 개량의약품 개발 사업’ 등이 있다. 여기에 COVID-19의 

극복을 위한 K-mRNA 컨소시엄을 주도하여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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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KIMCo의 주요 사업 

주요 목적사업 주요 내용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 
공동 R&D 및 공동생산 
지원

∙ 높은 난이도와 낮은 시장성으로 개별 제약사가 개발하기 어려운 
감염병 치료제에 대해 정부의 R&D자금 매칭 유도, 공동개발 및 
공동생산 추진

- COVID-19 치료제 및 백신 제조, 생산 지원 진행

혁신의약품 공동R&D 
및 사업화 지원

∙ 스타트업, 투자자 등과 함께하는 확장된 플랫폼의 공동 사업
- 회원사 간 ‘공동 파이프라인 라이브러리’ 구축
- 유망하고 성공 가능성 높은 후보물질 선별, 공동 투자 및 공동 

R&D
- 프로젝트 결과가 우수한 경우 공동사업 벤처를 지원하여 상업화 촉진
- 스타트업기업에서는 후보물질 발굴, 외부 투자자에서는 개발자금 

확보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 국내 제약바이오사의 기술력과 제품의 글로벌 진출 지원 및 GVC 
구축

- 글로벌 산·학·연·병 R&D 협업망을 활용한 혁신의약품 R&D 및 
기술이전

-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기술기반의약품’ 개발을 위한 정부자금 매칭 
및 운영

- 글로벌 시장수요 및 경쟁력 분석/공동마케팅/공동유통망 구축
- ‘확장된 플랫폼’을 통하여 국내 및 글로벌 펀드와의 연계 지원

출처: KIMCo 홈페이지

2.2.2. 국제백신연구소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이하 IVI)는 UN개발계획

(UNDP)의 주도하에 1997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로,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최초의 국제기구다.47) 세계 36개 국가와 WHO가 가입하였으며, 개도국의 

감염병 예방백신에 중점을 두고, 취약지역의 주민들의 백신 활용 확대와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약처·산업자원부·

외교부 및 KOICA가 참여하고 있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유바이오직스, 제넥신 등의 국내 기업들도 참여 중이다.

47) IV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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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 라이트펀드(Right Fund)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이하 라이트펀드)은 한국 정부와 국내 생명과학기업 

그리고 해외투자자들의 3자 간 협력을 통한 글로벌헬스 R&D 지원을 위해 

설립된 민관협력 비영리재단이다.48) 한국 정부와 제약기업들이 글로벌 보건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의 환자들의 질병 치료를 위해 R&D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2.3. 대표적 해외사례 분석 – EU IMI

2.3.1. IMI(Innovative Medicines Initiative)의 시작

IMI의 기원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INNOMED’라고 불리는 EU의 

기술플랫폼(ETP)에 있다.49) 이 기술플랫폼은 유럽 내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연구 의제 개발을 목표로 했으며, 알츠하이머와 약물안전을 핵심 

분야로 했다. 2007년에 민간파트너인 EFPIA가 EU에 PPP를 제안하면서 

연구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IMI 설립 법안이 승인되었다. 

IMI1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유럽에서 진행되었는데,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약품 개발 및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약물개발 

프로세스의 효율성 개선에 집중하였다. 약 20억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 PPP로 발전하였으며, 예산의 절반은 EU에서 

지원하며 나머지는 EFPIA와 회원사들의 현물 기부 형태로 진행되었다. IMI는 

EFPIA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대학이나 연구소, 중소기업, 환자 그룹 및 

규제기관들의 참여를 지원하였다.

IMI2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었다. 총 예산은 약 33억 유로이며, 

절반은 Horizon 2020 프로그램에 제공이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EFPIA 및 

회원사들에게 제공된다. 의학적 또는 사회적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영역에서 

혁신적인 의약품을 개발하고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MI는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보다 강력하고 검증된 모델을 수립하고 새로운 

48) Right Fund 홈페이지
49) IM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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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마커 및 약물 표적을 연구하며 약물부작용을 예측하는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2.3.2. IMI의 과제 선정과 참여 기업

IMI의 목적과 운영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연구 과제의 우선순위도 

전략적연구과제(Strategic Research Agenda, 이하 SRA)에 정해져 있다.50) 

IMI2의 경우는 4가지 SRA를 표적 검증과 바이오마커 연구(효능·안전성), 

혁신적 임상시험 패러다임 채택, 혁신적인 의약품, 환자맞춤형 순응도 프로그램

으로 정하였다.

IMI는 매년 법률51)과 SRA를 활용하여 연간 연구 우선순위를 정하며, 이를 

이사회가 승인한 후 온라인으로 게시한다. 우선순위는 EFPIA, 유럽위원회 및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의를 통해서 정하게 된다.

IMI에는 유럽의 많은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성과를 

냈다. 제약기업들의 PPP 참여의 목표는 사업 규모의 확대, 연구 네트워크의 

강화, 파트너와의 위험 공유 및 대학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노하우 습득에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 재정 지원에 대한 접근도 향상, 혁신 활동의 가속화, 

사회봉사 면에서의 인지도 향상에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R&D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2018년 IMI에 제약기업 중 Sanofi, GSK, J&J가 가장 

활발히 IMI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2)

<표 2-13> IMI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별 팀의 수

순위 기업명 팀 수 순위 기업명 팀 수

1 Sanofi 51 6 Pfizer 34

2 GlaxoSmithKline 47 7 Eli Lilly 32

3 Johnson & Johnson 46 8 Roche 31

4 AstraZeneca 44 9 Bayer 29

5 Novartis 36 10 Boehringer Ingelheim 28

출처 : Schuhmacher(2018)

50) IMI 홈페이지 
51) Council Regulation (EU) No 557/2014 of May 2014
52) Schuhmacher(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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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약산업 PPP의 분류

1.1. 분류의 기준

1.1.1. 기준의 선정

제약산업 PPP의 형태는 참여 파트너, 추진 목적, 계약 관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제약산업 PPP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제시됐으나, 아직 명확하게 합의된 사항이 없다.

2장에서 Nishtar는 보건분야 PPP를 목적에 따라 6가지로 구분했는데, 

제약산업도 동일하게 목적에 따라 6개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AVI 

(International AIDS Vaccine Initiative)와 같은 PPP는 대표적인 제품개발을 

위한 PPP가 된다.

Feneli는 보건분야 PPP 연구를 4가지로 구분하고 각 분야를 2가지씩 하위 

분야를 구분한 바 있다.(2장 참조) 이 기준에 의하면, 제약산업 PPP의 구분은 

16가지로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이 경우 IAVI는 16가지 종류 중 유형의 

자원들, 계약기반의 협정, 다국가간 파트너십, 일반적 프레임에 속하게 된다.

Stevens(2013)는 제약산업 PPP를 목적과 개발단계에 따라, 비경쟁적

(Pre-competitive) PPP, 개념증명(Proof-of-Concept) PPP, 제품개발 PPP, 

제품접근(Product Access) PPP로 구분한 바 있다.53) 

[그림 3-1] 제약산업 PPP의 단계별 분류

출처: Stevens(2013)

53) Stevens(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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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co(2017)는 제약산업 PPP를 제품 개발(Product Development) PPP와 

비경쟁 PPP 형태로 구분하였다.54) 여기서 제품개발은 의약품, 백신 등을 생산 

및 공급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반면 비경쟁 PPP는 다양한 영역의 공공과 민간이 

상호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효과적이고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통해 질병 타겟 

발굴과 연구 모델 등의 새로운 과학적 개념을 정립하고 데이터 확보 등 연구 

기반구조 조성을 목표로 한다.

Denee(2012)는 제약산업 PPP를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을 제시하면서 PPP를 

네트워크, 노하우, 인적 자원, 재무 및 운영에 따라 구분했다.55) Remco(2017)도 

Denee의 카테고리를 구분을 참고하면서 4가지 기준 이외에 추가적으로 노하우 

영역을 연구 활동과 지식공유와 보급으로 나누기도 했다.56) 

본 연구보고서는 의약품 개발단계와 목적에 따른 분류의 기준을 모두 반영하기 

위하여 Remco, Stevens와 Denee의 연구를 기반으로 제약산업 PPP를 분류했다. 

우선 Remco의 기준에 따라 제품개발을 위한 PPP와 비경쟁적 연구를 위한 

PPP로 구분했다. 이는 PPP의 최종적인 목적이 치료제나 백신 등의 제품개발인 

경우와 이들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나 기본적인 역량의 증진이 목적인 

경우로 구분한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PPP의 범위를 광의적으로 보고 있어 비경쟁적 PPP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Stevens의 연구를 참고해 비경쟁적 

PPP를 후보물질 발굴에서 임상시험까지의 연구(Research)와 제조 등의 개발

(Development) 단계로 나누었다. 연구 부분은 기업들이 주도하면서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공공이 지원해 주는 형태이고, 개발 부분은 자국의 

제조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우들이다. 

이러한 구분에서도 비경쟁적 PPP의 여러 사례 중에는 2개로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특히 Denee 연구의 인적 자원 개발과 지식의 공유 등과 관련된 

제약산업 PPP의 구분이 모호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구 부분에 무형의 

자원인 지식·데이터의 공유를 묶어서 협력연구 PPP로 정하였고, 개발 부분에 

무형 자원인 인력개발을 포함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PPP로 구분하였다.

54) Remco(2017)
55) Denee(2012)
56) Remco(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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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 
PPP

: 치료제, 백신 등

제약산업 
PPP

협력연구 
PPP

: 연구 기반구조 조성.
  데이터 및 정보 공유 등

비경쟁적 
PPP

산업경쟁력 
PPP

: 제조 기술, 인력 양성 등

[그림 3-2] 제약산업 PPP의 분류

   출처: 정순규

1.1.2. 제외된 PPP 기준

추가적으로 Stevens의 PPP 분류에서 본 연구에서 제외된 분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개념증명 PPP는 새로운 치료물질의 초기 연구로 후보물질 

선정(Identification), 검증(Validation), 스크리닝, 선도물질 도출(Hit to Lead)과 

최적화(Optimization)와 비임상 시험까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면 제품개발 

PPP로 구분할 수도 있고, 특정 제품이 아닌 기술개발이나 플랫폼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분류의 

기준에서는 제외하고 제품개발과 비경쟁적 PPP로만 구분했다.

제품접근 PPP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의약품 개발이 완료된 이후의 

제품 공급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사실 

제품접근 PPP는 가장 오래된 형태의 PPP로 제약기업들의 의약품 기부나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주로 가난한 

저개발 국가들에 필수 의약품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제품접근 PPP로 

GAVI(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를 들 수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과 백신 등의 개발과 판매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고, 기업들도 낮은 가격과 높은 개발 비용을 감당하지 않으려 했다. 

제품접근 PPP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57) 

57) Widdus(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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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비경쟁(Precompetitive) PPP

비경쟁 PPP는 단일 조직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제약기업들과 대학들의 지식과 자원을 외부 

지식과 연결하는 개방혁신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다. 최근에 생겨난 비경쟁적 

PPP는 주로 신약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기초 지식의 최적화를 목적으로 한다. 

기술플랫폼, 연구 도구, 데이터 공유 및 질병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예측 모델 

개발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특정 제품이나 치료제 등의 개발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신약개발에서 기초연구들이 중요시되면서 이러한 비경쟁적 PPP들은 더 

투명하고 혁신적인 협업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고, 그 종류와 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58)  혁신적 협업이란 투자의 위험성 분산과 신약개발의 실패율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상호보완적인 인력공급과 자원의 활용, 다양한 참가자의 아이디어

를 공유 및 연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는 신약개발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안들을 교환한다. 

비경쟁 PPP는 과학적 발전을 촉진하여 신약개발을 가속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수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협력 모델은 더욱 빠르고 낮은 가격의 

의약품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연구 방식은 기존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연구 혹은 과학적인 도전이 필요했던 분야의 혁신적인 접근을 가지고 온다.

추가적으로, PPP 참여와 경험의 결과로 얻어지는 대규모 DB의 구축과 공유, 

플랫폼의 구축도 신약개발 R&D의 혁신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들이 상호 경쟁적인 관계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59)

경쟁적 관계가 R&D를 가속하는지 혹은 협력 관계가 R&D를 가속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신약개발에 있어서 

비경쟁적 R&D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개별 기업들이 부담하기에는 

과도한 위험이 있는 영역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PPP 협력을 

통한 과학적 발전과 신약개발 추진은 의미가 있다.

58) Karawajczyk(2017)
59) Steven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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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PPP

1.2.1.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

PPP를 통한 치료제 개발은 개도국 중심의 질병과 전염병, 백신 등 글로벌 

보건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추진되었다. IPPPH60)에서는 1974년부터 

2003년까지의 보건분야 PPP 90개를 분석하였는데, 이 중에 HIV/AIDS 및 

성병이 21개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말라리아/뎅기열이 16개, 결핵 6개, 

백신이 5개 순이었다.61) 

Lim(2012)은 전 세계 보건분야의 R&D 컨소시엄 369개를 분석하고 정리

하였다.62) 컨소시엄들을 질병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종양(Oncology)이 46개로 

가장 많았고 희귀질환이 41개, 알츠하이머 22개, 당뇨병이 20개 순이었다. 

그리고 4가지 주요 질병들에 대해서 연구 목적, 대륙, 주요 추진기관별로 

구분하여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항암제는 유럽 27건과 북미 18건이었고, 

희귀질환은 유럽 17건과 북미 17건, 알츠하이머는 유럽 7건과 북미 12건, 

당뇨는 유럽 11건 북미는 6건이었다.

[그림 3-3] 질병 관련 R&D 컨소시엄 

출처: Lim(2012)

[그림 3-4] 4대 질병에 대한 주도 기관별 비중

출처: Lim(2012)

60) the worldwide Initiative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Health
61) Barr(2007)
62) Li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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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알츠하이머(Alzheimer’s disease, AD)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노인성 질환들이 많이 

늘어났다. 치매(Dementia)는 선진국 85세 이상 연령층의 약 30%가 앓고 있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63) 치매 환자의 약 60~70%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이며, 아직까지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운 미충족 수요가 높은 질환이다. 이러한 

이유로 알츠하이머 치료에 관한 연구들이 PPP 형태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알츠하이머 연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PPP 분야는 임상시험을 위한 바이오마커의 

개발과 연구를 위한 도구 개발이다. 바이오마커 개발의 대표적인 제약산업 

PPP에는 ADNI(Alzheimer’s Disease Neuroimaging Initiative)가 있다.64) 

연구 도구의 개발의 대표적인 예로는 CFAST(Coalition for Accelerating 

Standards and Therapies)가 있으며, NIH 및 FDA가 참여하여 제품개발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표준 데이터 수집, 규제 평가를 위한 보고 방법 등을 개발

하였다.

② 당뇨병(Diabets Mellitus)

당뇨병은 평생에 걸쳐 여러 장기에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관상동맥 심장질환, 

뇌졸중 및 말초혈관 질환을 비롯한 만성 합병증과 신장 및 망막의 손상을 초래

한다. 10년 이상 당뇨병을 앓은 환자들의 70% 이상이 어느 정도의 합병증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 치료를 위한 다수의 R&D가 PPP 형식으로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유럽 IMI SUMMIT 프로젝트의 목표 중 하나가 만성 당뇨병 합병증을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자 마커를 식별하여 잠재적 표적에 대한 치료제 

개발의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다.65) 이 목표를 위해 SUMMIT 컨소시엄은 

당뇨병성 신병증(Diabetic Nephropathy)이 있는 제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대규모 GWAS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DB를 수집하고 표현형을 

지정하여 당뇨병성 신병증의 발병 기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63) 김경현(2017)
64) Lim(2014)
65) Vaudano(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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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희귀질환(Rare Diseases)

희귀질환은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유병률(Prevalence)이 

1만 명당 5명 이하인 질병을 말한다.66) 낮은 유병률로 인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고 임상시험을 위한 환자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어 기업들의 관심이 높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희귀질환에 관한 연구가 PPP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선진국들이 희귀난치성 질환을 공공보건정책의 우선순위로 두는 

사례가 늘면서 제약기업들의 희귀의약품 개발에 관한 관심도 커졌다. 

희귀질환과 관련한 대표적인 제약산업 PPP로는 EURORDIS가 있다. 이 

PPP는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 74개국, 970개 희귀질환 비영리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도 하고 있다.

➃ 종양(Oncology)

암은 여전히 전 세계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질병이다. 암에 대한 이해와 여러 

형태의 암 치료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여전히 많은 항암제가 말기 

환자들의 치료에는 실패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암에 대한 

근본적인 생물학적 이해의 향상과 표적 검증을 위한 새로운 모델의 개발을 통해 

항암 신약 발견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늘어났다.67) 

항암 신약 R&D에서 표적(Target)은 제자리에 있는 종양의 복잡성을 나타내지 

않는 환원주의(reductionist) 모델의 사용으로 인해 부적절하게 선택되거나 

검증되었고 이로 인해 임상시험에서 실패하였다. 하지만, 암에 대한 세포면역

치료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PPP 형태의 R&D 접근들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Bubela(2017)는 치료 표적이 되는 새로운 암 항원(antigens)의 범위 확장, 

사이토카인 방출과 같은 부작용 최소화 전략, 동종 요법(allogeneic therapies)의 

개발, 비용 감축을 위한 생산/제조 프로세스 개발을 위한 세포면역 항암 R&D 

PPP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68) 

이에 따라 새로운 항원의 발견과 생산/제조 관련한 PPP 접근 전략들이 

66) 곽수진(2019)
67) Vaudano(2013)
68) Bubela(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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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 PREDICT IMI 프로젝트는 인간 질병의 결과를 

예측하고 나아가 암의 표적 식별 및 표적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도 했다.

⑤ 백신(Vaccines)

백신의 개발과 보급은 대표적인 제약산업 PPP 분야이다.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와 글로벌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가 단위의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지고 한정된 

기업들이 백신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의 개발은 대표적인 민관협력 백신 R&D의 

추진의 성과라 할 수 있다.69) 1980년대 공적 자금 지원을 받는 독일 암연구

센터(DKFZ)에서는 HPV 감염과 자궁경부암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였고, 

이어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와 대학들은 백신 후보물질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 후보물질은 GSK와 MSD에 지적재산권(IP)가 이전되어 효능과 

안전성 추가 연구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공동 독점라이선스로 바뀌었다. 

이후 MSD와 GSK는 서로의 IP를 교차하여 HPV 백신 기술의 무한 활용을 

보장하면서 시장을 확보했다.70) 이처럼 백신의 개발과정에서는 정부기관의 

기초연구, IP에 대한 중재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기업들 간에도 다양한 

연구 협력이 필요하다.

백신 개발을 위한 PPP는 Bradley의 삼중나선(Triple Helix) 모델을 참고해 

볼 필요도 있다.71)(표 2-2 참조) 이는 공공 연구소, 학계와 기업의 과학자 간의 

지식공유(exchange of knowledge)를 바탕으로 기술이전과 학문적 참여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민간·학계·정부의 3개 영역이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 

비공식적이고 지속적인 지식 공유를 하는 또 다른 형태의 협력 형태가 될 수도 

있다.

69) Jahn(2020)
70) 2006년과 2007년 EMA는 HPV 예방 백신인 Gardasil® (MSD)과 Cervarix® 

(GSK)를 승인했고 WHO는 이들을 필수의약품 목록으로 지정했다. 
71) Bradley(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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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외질환(Neglected Diseases)

의약품 개발 비용의 상승으로 제약기업의 R&D 파이프라인에서 소외질환 

관련 치료제들이 줄어들었다. PPP는 이러한 소외질환 신약과 관련 제품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공이 학계와 제약기업의 전문적인 지식을 결합하여 

기초연구와 임상연구 사이의 중개연구 격차를 메꾸어 주는 역할을 하는 모델이 

된다.72) 

1999년에 설립된 MMV(Medicines for Malaria Venture)는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또한, 2000년에 미국에서 설립된 Institute 

for One World Health는 비영리 제약기업으로 리슈만편모충증(Leishmaniasis), 

샤가스병(Chagas disease) 등의 의약품과 백신 개발을 해왔으며, TB Alliance는 

결핵 치료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으로 결핵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했다. 그리고 2003년 국경없는의사회의 주도로 설립된 DNDi(Drugs 

for Neglected Diseases)는 소외질환 연구에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PPP이다.

1.3. 협력연구를 위한 PPP

비경쟁적 제약산업 PPP에서 중요한 부분은 협력 연구의 확대이다. 여기서의 

협력은 지식이나 노하우의 교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공의 활용 등의 정보와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과 제약산업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연구 교류 증진과 의견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개방혁신의 확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연구 활동을 PPP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제약산업 PPP는 공공이 필요한 의약품 개발에 민간기업, 

대학들이 참여하여 성과와 위험을 분담한다는 다소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와 제약기업, 대학들이 재정적인 분담을 하여 운영하는 

개방혁신의 활동들도 비경쟁적 PPP의 하나로 보았다.

72) Croft(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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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연구기반 조성

기업 간의 협력을 위한 제약산업의 혁신 활동들은 합작법인의 설립, 공동 

연구, 공동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들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를 포함한 공공의 영역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파트너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PPP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를 위한 재정적인 

투자를 공동으로 하고,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면서 

진행이 된다. 연구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는데, 직접 연구를 하는 곳과 연구에 

대한 의견을 내고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 구분될 수도 있으며, 전문적인 자문 

제공의 형태도 가능하다. 다른 나라 정부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공동연구나 공동의 목적을 위한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연구 등도 넓은 의미에서 여기에 해당한다. 

1.3.2. 데이터 및 정보 공유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정보의 단절과 분절화는 주요한 장애 요소이다. 

제약산업에서 여러 PPP들이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73) 미국 C-Path의 CAMD(Coalition Against Major Diseases)는 

CDISC(Clinical Data Interchange Standard Consortium)과 협력을 하여 

21개 임상시험을 포함한 6,000명 이상의 알츠하이머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데이터 표준을 발표했다. 이 데이터들은 ADNI(Alzheimer’s Disease 

Neuroimaging Initiative) DB와 문헌 DB와 결합하여 알츠하이머의 정량적 

질병 진행 모델로 정교화된 바 있다.

의약품 개발에서 연구자 간의 지식과 정보의 공유도 PPP의 또 하나의 

형태이다.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비영리 의약품 개발 절차, 산업 참여를 위한 

교육, 강력한 법적·제도적 지원 등은 지식 교환의 중요한 부분이다.74) 이와 같은 

형태의 PPP에서는 연구에 대한 기술이전기관(TTO, Technology Transfer 

Office)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73) Glodman(2013)
74) Jah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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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의료 분야에서의 과학자 중심의 민관 지식교환 모델

출처: Jahn(2020)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초기에 예측하기 위한 정보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후보물질의 구조적 정보를 기반으로 생물학적 현상을 예측하는 것은 

일부 약동학 관련 특성 또는 독성학적 특성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생체 내 독성 결과의 초기 in silico 예측은 후보물질의 가치를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약물개발 단계에서의 확률을 높여 생체 내 독성 연구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75) 예를 들어 유럽 IMI의 eTOX 프로젝트는 

약물개발 파이프라인의 초기 단계에서 새로운 분자 개체의 독성 프로파일을 

잘 예측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과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13개 공공 및 개인 데이터의 독성 연구 데이터를 식별 및 통합한 

후 예측 모델을 구축한 바 있다.

이처럼 분산된 기업들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활용하려는 PPP도 많이 있다. 

특히 초기 약물 스크리닝 단계에서 약리학적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상시험 실패를 줄이기 위한 접근들이 많다. Open PHACT가 

이와 같은 DB 통합 및 활용의 좋은 예이다. 공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여러 

DB를 통합하여 안정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목적에 

사용을 위해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학계와 다양한 

과학자,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개 플랫폼 구축이 이러한 PPP의 

75) Vaudano(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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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활용은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에 따라 다양한 측면을 

가진다.76) 제약기업들은 기업이 단독으로 달성하기 힘든 광범위한 규모의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두게 되고, 이러한 광범위한 연구는 제약산업 

가치사슬의 주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소규모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데이터 전문가와 제한된 데이터의 접근을 파트너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다. 공동으로 개발된 데이터 서비스와 플랫폼에 그들의 핵심 역량을 

통합하여 활용하게 된다. 학계 관점에서는 혁신적인 데이터 서비스와 플랫폼의 

생산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개발된 디지털 자산은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는 광범위한 과학적 잠재력이 있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환자들과 

규제기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1.4.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PPP

비경쟁적 제약산업 PPP의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PPP이다. 제약산업 R&D에서는 제품의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협력 이외에 

제약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PPP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제약기업들의 기초적인 연구들이 필요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약산업 PPP 중에서 인력 

양성과 제조기술의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PPP에 대해 살펴보았다.

1.4.1. 제조기술 혁신

세계의 여러 정부는 자국 제약산업의 수준을 높이고 높은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시설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시간과 자본이 많이 필요한 신물질의 개발에는 집중하고 있지만,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들은 산업 전반으로의 확장성이 크고 비교적 단시간에 투자 효과를 

볼 수 있는 생산시설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자국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제조시설에 투자를 하고 민간기업들과 대학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PPP가 다수 진행 중이다. 

76) Aartsen(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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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현재 무역산업부 산하의 A*STAR에서 PIPS(Pharma 

Innovation Programme Singapore)라는 PPP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제조기술의 개발을 통한 자국 제약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2017년부터 제조기술 향상을 목표로 NIIMBL(National 

Institute for Innovation in Manufacturing Biopharmaceuticals)라는 

PPP가 시작되었다. 

한국 KIMCo의 경우에도 2021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의약품 개발단계에서의 제조·제형·장비 등에 투자임을 알 수 있다.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 방향이 우선으로는 제조기술의 개발에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고려한 전략적인 측면이라 보인다.

1.4.2. 인력 양성

유럽에서는 의약품 개발에서의 끊임없이 변화와 까다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자와 전문가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한 다양한 PPP가 추진되었다. 

유럽의 IMI에서는 제약산업 과학자를 양성하는 교육과 일반적인 산업 전문가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77) IMI1에서는 2009년부터 2014년

까지의 유럽 제약산업 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해 5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IMI 이외에도 MSCA, Erasmus+ 등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추진되어 왔다.

<표 3-1> 유럽의 제약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PPP

구분 PPP

IMI

EMTRAIN the European Medicines Research Training Network
Eu2P the European Programme in Pharmacovigilance and Pharmacoepidemiology

PharmaTrain the Pharmaceutical Medicine Training Programme

SafeSciMET
the European Modula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 
in Safety Sciences for Medicines

EUPATI the European Patient Academy for Therapeutic Innovation

그 외 

MSCA Marie Sklodowska-Curie Actions
EDCTP the European & Developing Countries Clinical Trials Partnership
KICs Knowledge Innovation Communities

 ESFRI BMS Research Infrastructures
 Erasmus+

출처: Hardman(2015)

77) Hardman(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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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결 - 연구 사례의 분류

제약산업 PPP의 형태는 다양하다. 또한, 하나의 PPP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제약산업 PPP를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여러 사례를 찾는 것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기존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제약산업 PPP를 제품개발과 비경쟁적으로 구분하였고, 비경쟁적 PPP도 

협력연구와 산업경쟁력 PPP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류 기준에 맞추어 해외의 제약산업 PPP 사례 20가지를 

조사하였다. 모든 사례가 하나의 구분에 속하지 않고 2가지 이상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PPP 시작 단계의 핵심 목적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3-2> 제약산업 PPP 분류에 따른 해외 제약산업 PPP 사례

PPP 구분 해외 사례

제품개발 ADNI, AMP, IAVI, Carb-X, DNDi, EURORDIS, T2EVOLVE

비
경
쟁
적

협력연구
연구기반 조성 TI Pharma, C-PATH, EU-ToxRisk, GHIT Fund 

데이터·정보 Open PHACTS, MIT-CBI, SGC

산업
경쟁력 

제조기술 PIPS, NIIMBL, iConsensus 

인력양성 EU EMTRAIN, REDI Initiative, NIPTE 

출처: 자체 분류

2. 제약산업 PPP의 구성

2.1. 제약산업 PPP의 구성

2.1.1. 주요 파트너와 목적

제약산업 PPP의 주요 파트너는 크게 3개로 구분하여 정부/재단, 제약기업, 

학계로 나눌 수 있다. 각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강점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혜택을 얻게 된다.78) 정부와 재단에서는 재정적 지원·프로젝트 관리·

전문적 견해 등을 제공하고, 제약기업들은 물질 정보·HT 스크리닝·비임상/

78) Davis(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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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정보·임상시험·제조생산 시설 등을 제공한다. 학계에서는 과학적 전문견해 

제공·Assay 개발·임상 연구·희귀 및 소외질환에 대한 전문 지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들 주요 파트너들이 PPP 참여로 얻을 수 있는 핵심적 혜택은 개발 중단된 

물질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획득, 중요한 미충족 또는 공공보건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자금 조달, 질병에 대한 지식 향상과 과학적 연구, 이질적 데이터의 통합과 

다른 연구자들과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데 있다.

[그림 3-6] 제약산업 PPP의 주요 파트너와 주요 기여점(강점) 

출처 : Davis(2021) 

2.1.2. 참여 파트너

제약산업 PPP에 참여하는 파트너는 정부와 기업 두 개로 구성될 수도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대학이나 비영리기관,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PPP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상호 협력하는 데 있다. 각 파트너의 종류와 역할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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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 기관

제약산업 PPP에서 정부 기관의 참여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제약산업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들을 수행하고 협력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업이나 대학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제약산업 PPP에 참여하는 정부 기관에는 보건부(규제역할 제외), 산업부, 

외교부, 교육부 등이 많다. 정부의 역할은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 있다. 특히, PPP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때, 정부는 참여 

파트너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며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주요 동력원이 될 수 있다.

② 규제 기관(Regulatory Agencies)

EMA, FDA와 같은 규제기관 또는 유럽의 여러 보건의료기술평가(HTA) 

기관도 PPP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다른 참여 파트너들과 데이터, 전문 

지식 및 자원을 공유하고 규제 기관의 관점이 아닌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플랫폼으로 활용한다.79) 특히 새로운 

기술들의 도입으로 새로운 평가 도구 및 표준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C-Path와 같은 다양한 PPP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약물 규제 교육을 

위해서 PharmaTrain과 같은 PPP에 참여하거나 Real World Data를 통합하고 

활용하기 위한 접근도 진행하고 있었다.

PPP를 통해 개발된 약물이나 도구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규제 당국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FDA는 이러한 논의의 확대를 

위해 바이오마커, 동물 모델 및 임상시험 결과 평가를 ‘약물 개발 도구(Drug 

Development Tools)’라고 명명하고 주어진 결과의 사용에 대한 유효성 검토를 

위해 ‘자격(Qualification)’이라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수립하기도 했다.80)

③ 대학

대학은 PPP에서 주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둔다. 모든 단계의 연구개발 과정에 

영향을 주며 미국과 유럽에서 기초적인 과학 개념의 주요 제공자 역할을 하고 

79) Goldman(2015)
80) Goldman(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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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학에서의 연구 활동의 상업화는 이제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산업계로부터 연구 결과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자신들의 연구를 위해 기업으로부터 연구 지식 및 

장비, 자재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 및 민간의 재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81)

④ 제약기업

민간 영역인 제약기업들은 PPP에서 시장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기업들은 시장 분석을 통해서 환자의 요구를 확인하고 새롭고 유망한 치료법을 

시장에 공급한다. 제약기업들은 더 복잡한 질병을 극복하고 R&D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방혁신의 모델로 PPP를 활용하고 있다.82) 기업들이 대학 등과 

협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 기본적인 학문적 지식을 습득 이외에도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도구 획득, 노동 시장과 잠재적 

파트너들 사이에서의 평판 향상, 학술 네트워크 강화와 공적 자금의 조달 기회 

활용 등이 가능하다. 즉, 민간기업들의 타 영역과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83)

⑤ 중소 바이오테크

PPP에서의 중소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자금 조달, 관리 능력 및 참여 부분 

등에서 일반적인 제약기업들과 다른 특성을 가진다. 그들은 대학과 연구소에서 

기업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아 일관적 전략의 부족, 창의성 제한의 두려움, 품질 

보증의 부족, 관리 역량 부족, 특허 관리 및 초기 자본 유치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84) 바이오테크들은 이러한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이전, 전략적 

제휴, 정부 사업 참여 등 다양한 파트너십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자신들의 

기술을 글로벌 규모의 제약기업에 기술수출 하는 것은 중요한 성공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PPP에 참여하면서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신규 중소기업들의 행정적 

부담, 계약 및 관리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가장 큰 약점인 제조시설에 

대한 부족 문제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81) Remco(2017)
82) Remco(2017)
83) Crowley(2003)
84) Jacque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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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보건 재단(Health Foundations)

보건 재단이나 자선 단체의 PPP 참여는 환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보건 재단은 글로벌 제약기업이나 정부와 비교하면 큰 재정적 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파트너십의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한다. 이들은 R&D 포트폴리오 

검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임상시험을 위한 네트워크와 환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주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임상시험 

설계와 평가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뿐만 아니라, 파트너십의 자금을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파트너 간의 신뢰를 높여 주는 중개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⑦ 환자 단체(Patient Organizations)

특정 질병과 관련한 환자와 간병인들이 중심이 되어 제약산업 PPP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들 단체는 해당 질병의 치료제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7년 유럽 IMI의 75개 프로젝트 중에서 16개에 EURORDIS와 같은 국제

환자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5) 환자 단체의 PPP 참여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IMI의 EPAD 또는 PharmaCog와 같이 프로젝트의 결과를 

환자와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목표인 경우가 있으며, GetReal, Protect

처럼 핵심 그룹을 통한 프로그램의 시작, 환자 입력 플랫폼, 타 프로젝트의 

참여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가장 높은 수준의 PPP 참여로는 EUPATI와 

같이 환자들이 주도로, 의약품을 개발을 위해 환자 및 간병인들의 교육 도구들의 

개발하는 것을 목표하는 경우도 있다.

⑧ IT 기업

Google과 Amazon(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과 같은 대형 IT 기업들도 

제약바이오 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PPP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비경쟁적 분야에서의 과학적 탐구와 협력부터 자신들의 IT 자산 공유하는 

프로젝트 형태까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86) 예를 들어 MSSNG은 정밀의료의 

관점에서 자폐증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1만 명의 가족들로부터 DNA를 수집 

및 시퀀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민간파트너로 Google이 참여한 바 있다. 

또한, 2008년에 시작된 ICGC(International Cancer Genome Consortium)는 

85) Remco(2017)
86) Moreno(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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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생물학적 이해와 돌연변이의 일반적 패턴 확인을 위해 50개의 다른 암에서의 

종양 게놈(Genome)연구를 하고 있으며, 5만 개의 유전체를 목표로 데이터 

수집 및 시퀀싱하고 있다. Amazon Web Service(AWS)가 ICGC PPP에 

민간 파트너로 참여하였다.

⑨ 구성에 따른 제약산업 PPP 사례의 구분

제약산업 PPP의 참여 파트너와 구성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된 해외 PPP 

사례들은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표 3-3> 제약산업 PPP 해외 사례들의 주요 참여자 구분

PPP 구분

주요 참여자

정부 민간 단체 및 기관 

부처 규제 글로벌 중소 학교 환자단체 재단 IT/병원

ADNI ○ ○ ○ ○ ○

AMP ○ ○ ○ ○

IAVI ○ ○ ○ ○

Carb-X ○ ○ ○

DNDi ○ ○ ○ ○

EURORDIS ○ ○ ○ ○

T2EVOLVE ○ ○ ○ ○ ○ ○ ○

TI Pharma ○ ○ ○ ○

EU-ToxRisk ○ ○ ○ ○ ○

GHIT Fund ○ ○ ○ ○ ○

SGC ○ ○ ○ ○

Open PHACTS ○ ○ ○ ○ ○ ○

MIT-CBI ○ ○ ○ ○ ○

C-PATH ○ ○ ○ ○ ○ ○

PIPS ○ ○ ○

NIIMBL ○ ○ ○ ○ ○ ○ ○

iConsensus ○ ○ ○ ○

EU EMTRAIN ○ ○ ○ ○

REDI Initiative ○ ○ ○

NIPTE ○ ○ ○ ○

출처: 자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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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약산업 PPP의 조직

2.2.1. 조직과 구성

PPP는 목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의사결정 권한, 관리와 책임을 설명하는 

조직과 구성이 필요하다. 목표의 정의는 파트너 간의 시간과 자원에 대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호 합의되어야 활동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식화된 운영조직은 참가자와 자금 제공자들 사이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

PPP 구성의 핵심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이사회(Board)를 어떻게 구성

하는가에 있다.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고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PPP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Storeng(2018)는 보건분야 18개 글로벌 PPP들의 이사회 구성비를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23.7%가 민간파트너, 21.4%가 정부 

파트너, 14.9%가 학계와 연구기관이었다.87)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파트너들은 

기업 대표들이 이사회에 주로 참가하고 특히 제품개발에 중점을 둔 파트너십에서 

영향력을 가진다. 또한, 특정 단체나 기관의 영향력도 중요하다. 예들 들어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과 WHO는 전체 18개 중 각각 9개와 8개의 이사회 

의석을 보유하고 있었다.

PPP의 운영조직은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독립적인 제3자의 조직을 활용하여 

파트너 간의 투명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형태도 많이 있으며, 외부의 인력들이 

직접 컨소시엄에 고용되어 활동하기도 한다. 기업의 대표들이 PPP 컨소시엄의 

공개적인 대표 역할을 하면서 지원하는 형태도 있다. 일반적인 운영조직은 

아래와 같다.

87) Storeng(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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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PPP 컨소시엄의 일반적 운영조직(거버넌스)

조직 보고대상 책임 구성

이사회
이해

관계자
∙ 모든 활동이 조직의 목표에 초점을 맞춤
∙ 새로운 사업의 승인 

∙ 이해관계자 대표
∙ 최고 경영진

집행위원회 이사회
∙ 정책 및 절차, 사업 진행에 초점
∙ 프로젝트의 승인

∙ 모든 이해관계자
대표

운영위원회
집행

위원회/
이사회

∙ 과학적/기술적 측면에 초점
∙ 프로젝트의 제안
∙ 프로젝트 기술 진행 상황 확인
∙ 추가 자문단 소집

∙ 이해관계자 대표
∙ 고용된 프로젝트

디렉터 및 관리직원

출처: FasterCures(2015)

2.2.2. 재정 지원

제약산업 PPP의 사업주도 주체는 정부, 제약기업, 보건 재단의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PPP의 예산과 재정적 지원은 이들 중 주도하는 곳이 

어디인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는 PPP의 초기 자본의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PPP를 추진하면서, 대학이나 기관 등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PPP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 

이외에도 PPP의 목적과 의제들을 지정하고 확대하면서 파트너들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비영리 단체나 후원자들의 기부금 등이 

추가되면서 자금 출처가 다양하게 될 수 있다.

산업계가 주도하는 PPP는 참여하는 파트너들의 현물(in-kind) 제공을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다.88) 예를 들어 유럽의 IMI는 EFPIA의 프로젝트 관리 

및 연구 자원들을 포함하는 현물 제공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 현물의 

제공은 다양한데 연구에 필요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원이나 전문 지식의 제공도 포함이 된다. 특히, 연구 인력이나 실험실 

제공 등도 재정적인 지원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보건 재단의 경우는 기부금에 의한 자금 조달의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참여하는 

파트너들의 수가 많으며, 개인적인 후원의 형태도 많이 있다. 그리고 컨소시엄을 

88) FasterCures(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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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는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PPP로 있다. 예를 들어, MMRF(Multiple Myeloma 

Research Foundation, 다발성골수종 연구재단)은 기업들과 개인의 기부에 

주로 의지하는데 2017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예산(약 4,597만 달러)의 

52%가 개인 기부, 26% 기업, 그리고 21%가 자체 행사 진행으로 인한 수입으로 

이루어졌다.89) 

3. 제약산업 PPP의 운영

3.1. PPP 운영형태에 따른 유형 분류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3)은 미국 경쟁력위원회의 PPP 구분을 참조하여 

PPP를 주요 임무, 기술적 지향점, 지리적 범위, 운영체제, 자금 조달 방법, 

조직구조 등의 특징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90) 제약산업 PPP들이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용을 

정리하고 해외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3.1.1. 초기시장형(Early Market)

초기시장형 PPP는 시장이 확립되지 않은 기술 또는 개발 능력과 기업 특히, 

대기업의 참여가 부진한 기술에 초점을 맞춘다. 일반적으로 대학, 산업계,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관리를 맡게 되는 공동운영형 PPP라 볼 수 

있다. 주로 정부의 초기투자 자금으로 시작되고, 기업과 대학의 초기참여도는 

낮다. 정부가 매년 지원금을 제공하고, 일부의 경우 산업계가 조성한 매칭펀드로 

자금을 조달받거나 용역사업으로 필요비용을 조달하는 형태이다. 

89) MMRF Annual Report(2017)
90)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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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성숙시장형(Mature Market)

성숙시장형은 주로 기업이 주도적으로 비경쟁 단계의 연구, 첨단 제조기술에 

관한 공동연구, 표준개발 등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실체가 존재하고 

주로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관리한다. 회원기관들의 인원들로 구성되는 

과학자문위원회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정부가 초기 설립 자금과 

더불어 일정 기간 매년 연구지원금을 제공한다. 활동이 성숙단계에 이르면 

필요 자금의 대부분을 회원사 부담금으로 조달하는 경향이 있고 민간이 중심이 

되는 운영 방식이다. 

3.1.3. 실험·실증형(Test Bed / Demonstration)

실험·실증형은 새로 주목받는 개별 기술 또는 일련의 관련 기술들을 시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험 및 실증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한다.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정부와 계약을 맺는 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이 사업을 

관리한다. 지자체 혹은 유관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아 

정부 주도의 운영형태라 볼 수 있다. 초기에는 정부가 설립 자금을 지원하고, 

장비 구매를 위한 재원을 제공하고 이후에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매년 

자금을 지원한다.

3.1.4. 혁신네트워크형(Innovation Network)

혁신네트워크형은 특정 기술들을 연구하는 다수의 응용연구․실증기관이 

말단을 구성하는 전국적 또는 국제적 네트워크이다. 대부분의 혁신네트워크형은 

비영리기관으로, 산업계와 학계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상호 

연계되어 있으나 독자적․분권적 독립기관인 경우가 많다. 초기에는 정부가 설립 

자금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며, 때에 따라서 연구개발지 원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기업과 연구개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업 연구자들이 연구소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서비스 계약을 통해 필요 예산의 일부를 조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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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약산업 PPP의 운영과 문제 해결

제약산업 PPP가 추진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어떠한 파트너들을 참여할 것인지, 주요 과제들의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갈등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PPP는 어떻게 

종료될 것인가에 대해서 PPP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우선하여 생각해야 한다. 

3.2.1. PPP의 참여

정부 주도의 PPP에서 어떤 민간파트너들을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택 기준이 필요하다.91) 그렇지 않으면, PPP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원하는 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된다. 우선 기업의 마케팅과 광고 관행, 

연구개발 정책이 기준에 규합해야 하며 기업의 규정 준수와 과거 행동들이 

파트너 선택의 기준이 된다. 또한, 참여 민간기업들은 회사의 노동·건강·안전 

환경이 정부 측이 원하는 조건과 다르다는 것과 이들에 대한 기업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참여 파트너들 간의 역할 범위도 중요하다. 정부는 PPP 시작 전에 해당 

분야에 대한 규제의 수준을 우선으로 정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기업들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자리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보건 정책 내에서 이해 상충이 

발생하면 정부 측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불건전한 민간

기업들은 정책 결정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3.2.2. PPP의 연장과 종료

대부분의 PPP의 기간은 시작 단계에서 정해져 있지만, 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당 컨소시엄과 프로젝트가 계속 유지되고 지원되어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그 프로젝트의 특징에 달려 있지만, 어떤 경우에든지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책을 마련해두어야 한다.92) 

특히 장기간 유지가 예상되는 PPP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시작된 일부 프로젝트는 실행 기간이 

91) Hernandez-Aguado(2016)
92) Remco(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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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PPP 종료에 대한 계획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데이터뱅크(Data Bank)나 실험시설 구축과 같은 PPP들도 초기 자금 

조달 이후의 활동들에 대한 논의가 초기부터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PPP를 통해 얻은 오픈 소스 형식인 디지털 자산의 지속은 

참여하는 파트너들, 나아가 더 많은 이해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자산의 

활용에 대해서 학계, 산업계, 비영리 기구들의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호 

의사소통을 지속해야 하고 초기부터 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 개발된 디지털 

자산의 추가적인 유지, 관리 및 개발을 누가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며, 

프로젝트에 참여한 파트너나 기존의 상업적/비영리 조직, 혹은 새로운 외부 

상업적/비영리 조직에서 수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93) 

디지털 자신의 유지와 관련해서는 IMI의 Open PHACTS가 좋은 예이다. 

Open PHACTS는 초기 약물 연구에서 공개 DB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었는데, 

이 DB의 지속적인 유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비영리 자선 단체인 Open 

PHACTS 재단을 설립하였다. 이 재단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와 서비스 유지 

및 관리를 하도록 했으며, 이 데이터의 응용에 관심이 있는 모든 연구원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부터 GSK, Janssen, 

Lilly, Roche 및 Novartis 등의 산업계 파트너들과 University of Vienna, 

university of Maastricht의 학계 파트너들이 합류했다. 이 재단은 이후 

Horizon 2020 프로젝트 지원을 받게 되면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형태의 유지는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위험성이 있지만, 이를 후원

하고자 하는 다른 PPP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3.2.3. PPP 도입의 장애 요인

PPP의 도입에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다. Al-Hanawi(2020)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보건산업 분야에 PPP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 요인을 조사한 

바 있는데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94) 사전 조사를 통해 46개의 장애 요인을 

선정하고 이를 SLEEPT(Social, Legal, Economic, Environmental, Political, 

93) Aartsen(2018)
94) Al-Hanawi(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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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cal(사회적, 법적,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 기술적)) 접근법을 

사용해 설문조사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법적 장애 요인이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적 장애 요인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 결과를 

참고하고 제약산업 PPP의 시작 단계에서의 해외 사례조사와 도입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PPP 도입의 장애 

요인들을 카테고리별로 상위 5개씩 정리하였다.

<표 3-5> PPP 도입의 장애 요인과 순위

사회적(Social) 요인 법적(Legal) 요인

1 이해관계자들의 잠재적 이해 충돌 1 승인 및 허가의 지연

2 PPP의 확대 수용을 위한 부적절한 협의 2 법률 및 규정의 변경

3 결정에 대한 두려움 3 약하거나 열악한 규제의 틀과 집행

4 민간과 공공 사이의 신뢰 부족 4 행정 절차 및 지침의 문제들

5 PPP의 대중 인식을 포함한 문화적 장애 5 약한/나쁜 활성화 정책들

경제적(Economic) 요인 환경적(Environmental) 요인

1 자금 수령의 지연 문제 1 투명성과 책임감의 결여

2 장기 재정을 지원할 지방 기관의 무능력 2 협상의 긴 지연

3 금융 비용 3 PPP 시행을 촉진하지 않는 환경들

4 부적절한 위험 할당 및 공유 4 공사의 지연

5 관세 인상 예상 5 토지 취득의 문제

정치적(Political) 요인 기술적(Technological) 요인

1 PPP에 대한 부적절한 경험 1 PPP를 처리할 전문인력 부족

2 PPP에 대한 의사결정자들의 이해 부족 2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프로세스

3 정부의 보증/인센티브의 왜곡 3 PPP 투자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민간

4 정치적 논쟁으로 인한 오랜 지연 4 일관성 없는 위험성 평가 및 관리

5 PPP를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 5 부적절한 책임의 분배

출처: Al-Hanawi(2020)

3.2.4. PPP 진행 과정의 문제들

PPP의 진행에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 Nishtar는 PPP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7가지로 

정리하였다.95) 제약산업 PPP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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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와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법적 프레임워크 부재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PPP를 성급하게 

추진할 때 발생한다. 법적 근거를 가지지 않고 추진한 사업들이 이전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추진되고 있는 다른 사업들과 충돌할 경우 더는 진행되기 어렵다. 

의사결정 참여에서의 불평등은 특정 파트너의 의견이 지나치게 중요시되어 

참여한 파트너들이 소외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PPP는 참가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잘 구조화된 거버넌스와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성과에 대해서는 이해가 상충하면 실패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그리고 PPP가 장기간 진행될 때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서 명확한 

기간 명시가 없으면 파트너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표 3-6> PPP 운영과 진행 중에 발생 가능한 문제들

문제 내용

1
법적

프레임워크
많은 개도국에서 근거가 없고 급하게 추진된 PPP가 법적인 근거 부재, 
정책적 충돌, 전략 오류가 발생하며 실패함

2
의사결정의

참여
참여 파트너들이 평등하게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고, 강대국의 영향이 
크거나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음

3
거버넌스

구조
잘 구조화된 거버넌스가 없으면 책임과 분업이 어려워짐

4 권력 관계
정부는 핵심적 역할을 약한 파트너들을 책임지려 하는 경향이 있고,
NGO에서는 참여 절차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계약관계를 맺음

5 선택 기준
많은 경우에 공공부문 파트너들은 기업파트너와 비영리 기구의 선정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보임

6
지속

가능성
PPP에서 장기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참여 파트너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

7 책임
많은 PPP가 모든 파트너에게 효율적이고 평등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확실한 책임을 지지 않음 

출처: Nishtar(2004), 정리 : 보건산업진흥원

95) Nishtar(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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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제약산업 PPP의 성공 요인

Buse(2007)는 보건분야 글로벌 PPP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7가지를 제시하였다.96)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제약산업 PPP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선하여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7가지 요인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외부 요인에 의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재정적 지원이 되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곳의 필요와 우선순위 원칙에 

영향을 주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

둘째, 의사결정에 있어서 특정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의 구성에서 

PPP 내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이나 정부의 의견만 받아들여지고 중소기업, 

단체 및 기관 등 파트너들의 발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적절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가 있어야 한다. 파트너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지정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파트너들 간의 이해 충돌을 

해결하며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관리되어야 한다. 

넷째, 공공과 민간의 효율성에 대해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PPP에서의 공공 

부분은 공적 책임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다섯째, 파트너십 활동과 협력에 대한 비용 지불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 

재정이 부족할 경우 PPP의 프로젝트는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좌초될 수 있다.

여섯째, 부적절한 시스템과 빈약한 조화로 인해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절차와 관행의 조화가 되지 않으면 중복과 낭비가 초래된다.

일곱째,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때때로 간과될 수도 있으나, PPP를 실제로 운영 및 관리하는 사무국 

직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96) Buse(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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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약산업 PPP의 성과

4.1. 제약산업 PPP의 평가

4.1.1. PPP 평가 프레임

초기의 PPP는 주로 제약기업과 대학의 연구소간의 양자 협력의 구조였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PPP가 계속 등장하면서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현재는 제약기업도 다국적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환자 기구, 규제기관, HTA 기관, 보험 회사 또는 IT 기업도 제약산업 

PPP에 참여하고 있다.97) 따라서 PPP의 성공 여부의 평가를 위해서는 PPP의 

가치를 측정해야 하지만, 복잡한 형태의 PPP로 인해 이의 판단은 더욱 어려워졌다.

Denee(2012)는 제약산업 PPP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프레임을 제시하였다.98) 

가치의 창조 영역을 Input, Process, Output, Outcome으로 구분하고 

제약산업 PPP의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에 따라 네트워크, 노하우, 인적 자원, 

재무 및 운영(Financial and operation)으로 나누었다. 

측정 요소의 4가지 단계를 살펴보면, Input 단계에서는 사람들과 펀드,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한 지식들이 측정된다. Process에서는 다른 

참여자들이 어떻게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일하느냐를, Output은 단기간의 

성과를, Outcome은 장기적 성과를 PPP의 복잡성과 R&D의 소요 시간을 

반영하여 측정한다.99)

97) Remco(2019)
98) Denee(2012)
99) Denee(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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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제약산업 PPP 평가 측정 프레임의 예

Input Process Output Outcome

네트
워크

파트너들의 수와
다양함

파트너들 간의 정보의 
교환

PPP 펀딩 이후 진행
되는 프로젝트의 수

PPP에 영향을 받은 
새로운 파트너십의 
수와 규모

노하우
공식적인 지식의 
공유

지식의 공유를 위한 인적 
교류의 비율과 미팅의 수

공동 논문의 수와
인용 점수

PPP에서 생성된
지식을 기반으로
임상시험 중인 제품 수

인적 
자원

참여 전문가의 수,
인용점수가 높은
연구원들의 수

PPP 특별 과정을 통해 
훈련된 연구원들의 비율

박사 학위와 박사후 
과정을 완료한 인원수

해당 분야의 R&D
영역에서 종사하는 
연구원들 비중

재무 및 
운영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되는 총 연구자금

정기적으로 인트라넷을 
사용하는 연구원과
직원들의 비율

컨소시엄에서 달성한 
마일스톤의 비율

산업계 파트너와
스타트업의 5년 뒤의
투자 수익

출처: Denee(2012), 정리 : 보건산업진흥원

Remco(2017)는 이러한 PPP의 평가 시스템에서 고려되어야 할 성과지표를 

Denee의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하여 노하우 영역을 연구 활동 및 지식(Research 

activity and knowledge)과 지식공유와 보급(Knowledge sharing and 

dissemination)으로 나누고, Outcome도 단기적 측면과 장기적 측면의 Impact로 

구분하였다.100)

<표 3-8> 제약산업 R&D PPP의 성과지표 중 노하우의 Output과 Outcome

카테고리 Output Outcome

연구활동
과 지식

∙ 바이오마커, 타겟 발굴 및 데이터
베이스, 기술표준, 동물 모델, 인간
조직 및 세포기반 모델, 영상기술, 
바이오뱅크, 환자 DB, 표적 식별 및 
스크리닝 등 

∙ 과학적 논문의 양과 질
∙ 새로운 기술(특허/IP)의 수

∙ PPP에서 생성된 지식에 기반한 임상
개발에 있는 신규 제품의 수

∙ EXPASY 서버 방문자 수
∙ 새로운 프로젝트, 솔루션 및 혁신의 

수와 규모
∙ 새로운 프로세스

지식공유
와 보급

∙ 주요 컨퍼런스에서의 발표 횟수
∙ 지침 및 모범 사례의 제시
∙ 뉴스 및 미디어에서의 연구 보고

∙ 의학 교육 도서의 인용
∙ 임상 가이드라인 연구 인용
∙ 정책 입안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에 대한 기여
∙ 정책 지침의 연구 인용
∙ 보건 문제에 대한 대중의 지식 

출처: Remco(2017)

100) Remco(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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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PPP 평가 프로토콜

2004년 미국의 학자들 9명이 모여 보건분야 PPP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8가지 주요 측면들을 제시하였다.101)

가. 민간과 공공 파트너들의 관계 : 모든 파트너가 명확하게 민간과 공공 

분야로 구분되지 않는다. 

나. 민간과 공공 파트너 사이의 파트너십의 특성 : 파트너 사이의 파트너십 

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된 방법론적인 합의가 중요하다. 

다. PPP 프로젝트의 재정적 협의 : PP 효율성의 이해는 서비스 제공의 형태와 

자금 조달에 대한 정확한 설명에 달려 있다. 

라. 서비스 구조·범위·기능 : 실제 결과의 제공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필요

마. 파트너십 추진하기 위한 법제화된 정부 정책 : 새로운 다자간 협정의 

필요성, 새로운 국가 간 규정, 정부의 새로운 법령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바. PPP의 효과성 측정 : PPP의 추진의 노력이 결과와 일치해야 한다. 

사. 형평성 이슈의 평가 : 결과의 형평성에 대한 평가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아. 효율성 분석에 잠재적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4.1.3. 제약산업 PPP의 성과 측정

일반적으로 제약산업 PPP는 제약기업과 대학의 연구소간의 양자 협력의 

구조이다. 하지만, 제약산업 PPP의 특징은 장기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PPP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4~6년이 걸리는데, 신약개발과 같은 장기적 성과는 프로젝트가 끝난 후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측정될 수 있다.102) 게다가 제약산업 PPP의 성과를 

단순히 개발된 의약품의 수로 살펴보는 것은 지식 이전, 지속적인 협업, 특허, 

스핀오프 기업, 교육과 훈련 등 PPP가 가지고 오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Remco가 제시한 PPP의 최종적인 결과인 영향(Impact)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될 수 있으며, 다각적인 성과 측정의 틀이 필요하다.

101) Barr(2007)
102) Remco(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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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PPP의 영향(Impact)

∙ 의약품 개발과정 : 비용 절감, 시간 절약, 위험 감소, 문제 발생 감소, 동물 실험 필요의 감소
∙ 신제품 개발 : 시장에 출시되는 신약,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기구나 도구)
∙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새로운 사업 및 기존 사업의 성장
∙ 의료 시스템의 혜택 :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 향상, 업무 생산성 향상,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 및 절감
∙ 의학적 가치 및 환자의 치료 결과에서의 건강상의 이점
∙ 정책 : 새로운 정책, 임상 지침의 시행, 규정 및 법률의 변경
∙ 산업 파트너 및 스타트업에서의 5년 후 투자 수익

∙ 고용률
∙ 신제품 효과
∙ 경제적 가치

∙ 라이선스 수익
∙ 재무적 성과
∙ 경쟁력

출처: Remco(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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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방법

본 연구보고서는 PPP의 범위를 ‘공공(혹은 정부)이 필요한 의약품의 개발을 

위해서 민간기업의 영역인 기업, 대학 및 비영리 기구 등이 참여하여 업무, 성과 

및 위험을 분담하는 형태의 협력’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 범위 내에서 민관의 

협력을 공동의 목표를 위해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는 개방혁신의 관점으로 

보았으며, 관련된 제약산업 PPP의 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제약산업 PPP를 질환별 의약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개발 

PPP와 기초 연구, 데이터 공유 및 인적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비경쟁력 

PPP로 구분했다. 그리고 비경쟁적 PPP를 인력 양성과 제조기술 혁신 등을 

산업경쟁력 강화 PPP와 정보 공유와 개방혁신 지원을 위한 협력 연구 촉진 

PPP로 다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기준으로 주요 해외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여기서 비경쟁 PPP의 대표적인 예를 인력양성, 제조 기술, 정보 공유, 개방

혁신의 4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한 것은, Denee(2012)의 제약산업 PPP의 평가 

프레임에서의 구분을 참조하였다. 즉, 인적 자원은 인력 양성에 해당하며, 

노하우는 정보 공유, 네트워크는 개방혁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추가적으로 

제조 기술은 국내 대표적인 제약산업 PPP인 KIMCo의 사업의 상당수가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관련한 사례를 추가로 구분하여 추가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제약산업에 어떠한 PPP의 모델의 도입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것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분류한 기준에 맞추어 가능한 다양한 

목적과 배경, 다양한 지역 및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사례를 찾아보았다. 그러므로 

유사한 구조의 PPP 사례가 포함되지 않도록 했고, 유럽의 IMI와 같은 PPP 

추진의 플랫폼보다는 컨소시엄, 프로젝트 단위로 사례를 조사하였다.

<표 4-1> 제약산업 해외 PPP 사례 

PPP 구분 해외 사례

제품개발 ADNI, AMP, IAVI, Carb-X, DNDi, EURORDIS, T2EVOLVE

비
경
쟁
적

협력
연구

연구기반 조성 TI Pharma, C-PATH, EU-ToxRisk, GHIT Fund 

데이터·정보 Open PHACTS, MIT-CBI, SGC

산업
경쟁력

제조기술 PIPS, NIIMBL, iConsensus 

인력양성 EU EMTRAIN, REDI Initiative, NIPTE 

출처: 자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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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제 개발 목적 PPP

일반적으로 제품개발 PPP는 정부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위험

부담으로 인해 단독으로 의약품 연구개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정부 주도로 

다수의 기업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PPP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약품 R&D는 저개발 국가들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병, 소외질환, 항생제나 

백신 등이 포함된다. 그뿐만 아니라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나 임상시험 

등에서 다양한 협력이 필요한 알츠하이머, 희귀의약품 등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제3장에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위한 PPP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특정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해외 PPP 

사례를 찾았으며, 7개의 다른 분야, 다른 형태의 PPP를 분석하였다. 질병의 

종류는 당뇨나 류마티스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 알츠하이머 등의 노인성질환, 

필수 백신,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새로운 항생제 개발, 저개발 국가들을 

위한 결핵 등의 소외질환 등이고, 희귀의약품 개발과 항암제 개발을 위한 PPP도 

포함되었다. 

<표 4-2> 제품개발을 위한 제약산업 PPP의 해외 사례

구분 PPP 사례

제
품
개
발

알츠하이머, 치매 등 노인성 질환
ADNI

(Alzheimer’s Disease Neuroimaging Initiative)

당뇨, 류마티스관절염 등 만성질환 AMP(Accelerating Medicines Partnership)

백신 개발 IAVI(International AIDS Vaccine Initiative)

새로운 항생제 개발 
Carb-X(Combating Antibiotic Resistant 
Bacteria Biopharmaceutical Accelerator)

결핵, 말리이아 등 소외 질환
DNDi

(Drugs for Neglected Diseases Initiative)

희귀의약품 개발 
EURORDIS(The Voice of Rare Disease 

Patients in Europe)

항암제 개발 T2EVOLVE

출처: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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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DNI(Alzheimer’s Disease Neuroimaging Initiative)

2.1.1. 배경 및 목적

ADNI는 2004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알츠하이머 뇌영상 선도연구(Alzheimer’s 

Disease Neuroimaging Initiative)로 알츠하이머와 관련한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산업 PPP이다. 알츠하이머와 인지적 손상의 징후가 없는 대조군을 연구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자금이 투입된 공동 R&D 형태의 프로그램이다.103)

알츠하이머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으나 그 질병에 대한 

이해도는 여전히 낮다. 가장 큰 이유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결과 측정이 어렵다는 

점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국립노화연구소(NIA, National Institute on 

Aging)는 13개 제약기업들과 2개 비영리 기관들의 전문성과 자원들을 결합하여 

임상시험을 위한 새로운 영상 개발, 밸리데이션 및 바이오마커 연구를 위한 

ADNI를 설립하였다.104) 

주요 목적은 ①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알츠하이머를 찾을 수 있도록 바이오

마커를 이용하여 질병의 진도를 측정할 방법 연구, ②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새로운 진단법을 적용하여 알츠하이머의 치료 및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③ ADNI의 

혁신적 데이터 접근 정책을 추진하여 세계 모든 과학자에게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2.1.2. 예산 및 구성

초기 단계에서 현재 ADNI-3까지의 전체 예산은 총 2억 1,800만 달러이다. 

이 중 정부 비중이 약 66%이다. 첫 단계인 ADNI-1에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가 

4,000만 달러를 투자되었으며 13개의 제약기업과 2개의 기관이 2,7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103) ADNI Homepage
104) Weiner(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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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미국 ADNI 단계별 예산 규모 및 기간

단계 ADNI-1 ADNI-GO ADNI-2 ADNI-3

기간/
시작일

5년/2004년 10월 2년/2009년 9월 5년/2011년 9월 5년/2016년 9월

예산
4,000만 달러(NIA)
2,700만 달러(민간)

2,400만 달러
(American Recovery

Act Funds)

4,000만 달러(NIA)
2,700만 달러(민간)

4,000만 달러(NIA)
2,000만 달러(민간)

출처 : ADNI 홈페이지

첫 프로젝트인 ADNI-1은 5년 기간으로 시작이 되었다. NIH의 산하기관인 

NIA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후 ADNI-GO, ADNI-2, ADNI-3로 확장이 

되면서 30개 이상의 파트너가 참가하였다. 해외 기관으로는 캐나다 보건

연구소(CIHR)가 참여했다. 2022년까지 진행 예정인 ADNI-3에 참여한 

파트너는 아래와 같다. 

<표 4-4> ADNI 참여 파트너들

파트너

정부 기관 
및 유관기관

FNIH(Foundation for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Alzheimer’s Association, Alzheimer’s Drug Discovery Foundation

민간 기업
(Private 
Partner

 Scientific 
Board)

AbbVie Inc   ACT-AD   Alector
Araclon Biotech   BioClinica   Biogen Idec
Cogstate   Denali   Diamir
Eisai Inc.   Euroimmun   Eli Lilly and Company
GE Healthcare   Lundbeck   MagQu
PeopleBio   Pfizer, Inc.   Piramal Imaging
Roche   Servier   Takeda
Saladax Biomedical   FUJIFILM   Toyama Chemical
Janssen R&D, LLC   Genentech(Roche)   Merck
Sharpe & Dohme Corp.

협력 기관
Northern California Institute for Research and Education(NCIRE), 
Alzheimer’s Therapeutic Research Institute(ATRI)
Laboratory of Neuro Imaging of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출처 : ADN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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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추진 체계 및 성과 지표

ADNI의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프로젝트별 PI들과 모든 Core105)의 

리더들, ADNI의 개별 연구센터들의 PI, NIH와 FDA 대표, NIH 재단이 포함

된다. 재정을 지원하는 기업의 대표들은 참관인(Observers)에 속한다.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와 산업과학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Board)

는 ADNI 프로젝트들이 연구 설계와 방법론을 잘 따르고 있는지 확인한다.

ADNI 프로젝트의 성과 지표는 알츠하이머 임상시험 대상의 선택과 결과 

측정에 사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바이오마커의 개발에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의 개발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4-1] ADNI 추진 체계 

출처 : Weiner(2010)

2.1.4. 주요 추진 과제

ADNI는 4단계로 추진됐다. ADNI-1에서는 1,000명의 코호트로 임상시험 

결과 측정을 위한 바이오마커 개발이 목표였으며, ADNI-GO에서 200명의 초기 

인지장애 코호트가 추가되었다.106)

105) ADNI 연구는 8개의 Core(Genetics, Informatics, MRI, Neuropathology, PET, 
Biomarker, Biostatistics, Clinical)로 구성되어 있다.

106) Weiner(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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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미국 ADNI 단계별 목표와 코호트

단계 ADNI-1 ADNI-GO ADNI-2 ADNI-3

우선 
목표

임상시험 결과 측정을 
위한 바이오마커 개발

질병 초기 단계에서 
바이오마커 측정

인지저하 예측 및 결
과 측정을 위한 바이
오마커 개발

임상시험에서 tau 
PET와 이미징 기술
의 사용

코호트
200 노인 대조군
400 인지장애
400 알츠하이머

ADNI-1 +
200 초기 인지장애

ADNI-1 & ADNI-GO + 
150 노인 대조군
100 초기 인지장애
150 후기 인지장애
150 알츠하이머

ADNI-1, ADNI-GO,
ADNI-2  +
133 노인 대조군
151 인지장애
87 알츠하이머

출처 : ADNI 홈페이지

ADNI-2는 인지저하 예측 및 결과 측정을 위한 바이오마커 개발을 목표로 

600명의 코호트가 추가되었다. 2016년에 시작된 ADNI-3은, 미국과 캐나다의 

59개 연구센터가 참여하고 있다.107) 55~90세 주민들은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임상 평가, 신경심리 검사, 유전자 검사, MRI 및 PET 스캔 검사 

등을 받게 된다.

ADNI의 모든 데이터는 제한 없이 LONI IDA(Image and Data Archive)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조사, 교육 또는 임상연구 등을 목적으로 

ADNI 영상, 임상, 바이오마커 등의 데이터를 자유로이 얻을 수 있다.

2.1.5. 성과 및 의의

ADNI 프로젝트가 이행되는 동안의 모든 데이터(PET, MRI, 임상, 생물표본, 

유전학)들은 뇌영상연구소에서 DB화되며, 모든 과학자들이 조사, 교육 또는 

임상연구를 목적으로 LONI IDA(Image and Data Archive)를 통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ADNI data의 1,400만 건 이상이 다운로드 되었고, Nature와 

PNAS 등 유명 학술지에 750개 이상의 논문 인용되었다. 

ADNI의 성과는 7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108) 

① 임상시험 대상의 선택과 결과 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바이오마커의 개발

② 여러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로토콜들 개발

107) Weiner(2017)
108) Weiner(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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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 세계적 ADNI의 시작

④ ADNI 이후 외상성 뇌 손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 PPP가 

시작됨

⑤ 데이터 공유 모델 제시

⑥ 수백 개의 연구 논문을 통해 새로운 알츠하이머 위험 유전자를 식별하고 

바이오마커와 알츠하이머 진행 사이의 관계 이해  

⑦ 파킨슨병 및 다발성경화증 등의 바이오마커 개발을 위한 다른 PPP에 

영감을 줌

ADNI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일본·호주 등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후에는 전 세계적 협력기구인 Worldwide-ADNI가 구성되어 알츠하이머와 

관계있는 뇌 질환에 관한 연구,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바이오마커 개발과 같은 

PPP를 촉진시켰다. 데이터와 샘플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복합한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뿐만 아니라 자체 

연구를 위한 프로토콜과 연구 방법들, MRI와 PET 분석법, 바이오마커 및 

단백체(Proteomics) 분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2. AMP(Accelerating Medicines Partnership)

2.2.1. 배경 및 목적

AMP는 미국 NIH가 주도하여 신약개발의 효율화,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중개임상연구 지원, 인허가 및 사업화 촉․진 등을 목표로 하는 신약개발 PPP 

프로젝트이다.109) 정부 지원을 통해 4대 만성질환(알츠하이머형 치매, 제2형 

당뇨병, 류마티스관절염과 루푸스, 파킨슨병)을 중심으로 생물학적 발병기전 

및 치료법 연구 등을 통한 신속한 신약개발 및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09) 김용민(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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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예산 및 구성

초기에는 신약개발 공동연구를 위해 5년에 걸쳐 총 3억 6천만 달러가 투자될 

계획이었다.110) 이후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일반대사질환과 정신분열이 추가되고, 

기업들의 투자가 늘면서 총 예산이 5억 9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111)

<표 4-6> AMP의 예산 구조(2021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NIH 펀드 기업 자급 비영리 기구 합계

알츠
하이머

1.0 162.0 22.2 (현물 40) 1.0 225.2

2.0 61.4 8.07 5.38 74.85

제2형 당뇨병 31.0 21.5 (현물 6.5) 0.3 59.3

류머티즘과 루푸스 24.9 27.1 1.2 53.2

파킨슨병 12.0 8 (현물 2) 2.0 24

정신 분열 82.5 7.5 9.5(현물 0.62) 100.12

일반 대사질환 40 17 0 57

합 계 413.8
159.87

(+ 현물 48.5)
19.38

(+ 현물 0.62)
593.67

출처 : NIH 홈페이지

정부 기관으로는 미국국립보건원(NIH), 미국 FDA, 유럽 EMA가 참여하고 

있고, 18개 민간기업, 16개 비영리 연구기관들이 참가 했다. 전체 운영은 NIH 

재단(FNIH)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NIH 재단은 NIH와 FDA, 제약기업들과 

비영리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110) Dolgin(2019)
111) NIH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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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AMP에 참여한 파트너들

정부기관 제약기업 비영리 기관

NIH AbbVie Alzheimer’s Association

FDA Amgen Aligning Science Across Parkinson’s(ASAP) Initiative

European Biogen Idec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Medicines BMS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Foundation

Agency Boehringer Ingelheim Arthritis Foundation

Celgene Foundation for the NIH

Eisai Inc. JDRF International

Eli Lilly The Lupus Foundation of America

Gates Ventures Lupus Research Alliance

GSK pls Michael J. Fox Foundation for Parkinson’s Research

Janssen R&D, LLC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

Merck Sharp & Dohme One Mind

Novo Nordisk PhRMA

Otsuka Pharmaceutical Rheumatology Research Foundation

Pfizer Schizophrenia & Psychosis Action Alliance

Sanofi US Services Wellcom

Takeda

Verly Life Sciences

출처 : NIH 홈페이지

2.2.3. 주요 추진 과제

가) 알츠하이머 연구(Alzheimer’s Disease Phase 2)

첫 번째 알츠하이머 AMP 프로그램(AMD AD1.0)은 2014년에 시작되었고, 

두 번째 알츠하이머 프로그램(AMP AD2.0)은 2021년 3월에 시작되었다. 

AD2.0에서는 알츠하이머 질병에 대한 정밀의료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범위에서 분자 단위 분석을 통해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112) 주요 목표는 

① 새로운 표적을 식별하고 바이오마커 검증, ② 질병 경로에 대한 이해를 확장 

및 개선, ③ 인종 및 민족적으로 다양한 코호트의 비식별 데이터에 대한 접근 

112) FNIH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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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④ 기존의 중앙 집중식 데이터 저장소 및 지식 기반의 데이터 공유 기능 

향상에 있다.

나) 제2형 당뇨병 연구(Type 2 Diabetes)

T2D 환자 또는 발병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상당량의 인간 

유전데이터를 사용하여, 새로운 경로의 치료제 개발을 위한 표적을 식별하고 

검증한다. 특히 당뇨병 발병과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DNA 영역을 찾아

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 류머티즘 관절염과 루푸스 연구(Rheumatoid Arthritis and Lupus)

환자들의 조직과 혈액 샘플 분석을 통해 세포 단위의 생물학적 병변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들에 대해 유효한 

환자와 무효한 환자의 차이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라) 파킨슨병 연구(Parkinson’s Disease, PD)

산업계 파트너인 Verly는 생명과학 연구를 위한 Alphabet Inc.의 연구 

조직이다. 여기에서 이전에 수집한 생체 표본으로부터 파생된 데이터를 저장

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AMP PD 파트너들과 이 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광범위한 연구 조직을 구성하였다. 파킨슨병(PD)의 진행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임상시험에 사용할 유망한 바이오마커를 찾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 

마) 정신 분열 연구(Schizophrenia, SCZ)

정신 분열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바이오마커의 

밸리데이션을 연구하고 있다. 핵심 목표 임상적으로 고위험군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 그룹의 질병 궤적과 결과를 예측하는 생물학적 

지표, 임상 종점 및 기타 측정지표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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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일반 대사질환(Common Metabolic Disease, CMD)

유전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별 대사 질환의 분자 수준에 대한 이해, 질병 

전반에 관련된 분자 경로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MP T2D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존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반적인 대사질환의 기초가 

되는 유전자와 경로를 이해하기 위한 대규모의 분자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필요한 데이터들을 식별하고 통합하여 잠재적인 생물학적 

표적과 치료 표적을 찾는다. 

2.2.4. 추진 체계 및 운영

각 프로젝트의 운영은 NIH, FNIH, FDA, 참가 기업들 그리고 비영리 기관으로 

구성된 AD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 의해 이루어진다. 운영위원회는 

NIH와 FNIH, FDA, 참여 기업들로 이루어진 전체 AMP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의 지침을 따른다.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AMP PD(Parkinson’s Disease) 프로그램은 AMP 집행위원회 

아래에 AMD PD 운영위원회가 있고 데이터 실무그룹(Data Working Group)이 여

러 세부 프로그램들을 관리 감독한다. 전체적인 운영은 FNIH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림 4-2] AMP-PD의 추진 체계

출처 : NINDS 홈페이지

AMP 내에서 선행 IP는 파트너십 내에서 무료로 사용되며, AMP를 통한 연구 

결과들은 모두 공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FNIH가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와 검토하여 공공의료를 위한 공정한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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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전략을 결정하게 된다. 이 규정은 일 년에 50만 달러 이상의 직접 비용이 

들어가는 연구에 한하고, 지원서에 정보 공유 계획 혹은 불가능한 이유를 제출

해야 한다.

2.2.5. 성과 평가

각 프로젝트에 따라 단계별 기한과 목표들이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AMP PD의 경우는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1단계는 CDISC 표준에 따라 

여러 코호트의 임상 데이터의 조화를 추진한다. 2단계에서는 대규모 바이오마커의 

발견을 추진하고, 3단계에서 새로운 표적 및 질병의 하부 유형을 분석한다.

[그림 4-3] AMP-PD의 단계별 기한과 목표

출처 : NIH 홈페이지

<표 4-8> AMP-PD의 단계별 구성

1단계 2단계 3단계

기간 0-18 개월(’18년 1월시작) 12-48 개월 36-60 개월

내용

Working Group 설립 적응형(Adaptive) 디자인 NINDS 임상시험 데이터

운영 및 데이터 처리 SOP 
개발

플랫폼 분석
RFA(s)/Contracts/
Prize hallenge

Dataset의 조화 브레인(Brain) 플랫폼

AMP PD Knowledge 포털 
출범

출처 : AMP-PD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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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의의

NIH를 중심으로 하여 규제기관·제약기업·비영리 재단·연구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특정 질환의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R&D 투자를 

하고 있다. 질환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을 다르게 하면서도, 각 과제 간의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정밀의료의 관점에서 개인 유전데이터와 질병 간의 

연관성을 찾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고, 이런 과정에서 데이터의 공유와 

바이오마커 연구 등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NIH에서 공공과 민간의 연구 지원을 위해 FNIH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FNIH에서 AMP 운영위원회를 관리하고, NIH·FDA·

제약기업·비영리단체 대표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의 지시를 받는 구조이다. 

정부기관에서 신규로 재단을 설립하고 관리기관과 운영 주체를 분리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2.3. IAVI(International AIDS Vaccine Initiative)

2.3.1. 배경 및 목적

HIV가 AIDS의 원인으로 확인된 후 약 10년이 지난 1994년, 록펠러 재단

(the Rockefeller Foundation)은 HIV/AIDS 백신 개발을 막고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 질병과 관련된 24개 기관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 

참여한 여러 기관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해결책은 저개발 국가들을 위해 개발 

중인 백신 후보물질의 부재와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기업들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의 필요성이었다.113)

1996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비영리, PDP(Public-private, product 

development partnership) 형태의 IAVI가 시작됐다. 이를 통해 백신 제조업체와 

영리 단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기업들은 상업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제품들의 R&D를 추진하게 되었다. 2018년부터는 결핵, 신종 

감염병, 뱀 독소, 소외질환 등으로 범위를 넓혀 글로벌 보건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13) IAV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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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예산 및 구성

2020년 예산(수익)은 약 1억 330만 달러이다. 이 중 65%가 정부 예산이고, 

28%가 재단이나 개인들로부터의 예산, 나머지 7%는 투자 등으로 인한 수익이

다. 주요 예산처는 네덜란드와 덴마크 외교부, World Bank, CEPI(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등이다. 

<표 4-9> IAVI 5년간 연도별 예산(2016-2020)

단위 : 백만 달러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익(Revenue) 71.1 82.9 80.0 88.8 103.3

지출(Expenses) 74.5 85.5 83.7 88.8 97.1

총자산(Net Assets) 32.2 29.4 26.6 26.6 32.8

출처 : IAVI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2016~2020

주요 파트너로는 여러 국가의 정부와 비영리 재단 등의 기부자(Donor)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과 연구소로 구분이 된다. 주요 기부자들은 CEPI, 

WorldBank, EU 등이 있으며, GSK와 Merck 등의 제약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백신 R&D 투자는 개별 연구소뿐만 아니라, Global HIV Vaccine Enterprise, 

Global Health Technologies Coalition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다.114) 

114) IAVI(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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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IAVI 주요 기부 파트너들

기부 파트너

• Foundation for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amfAR, The Foundation for AIDS Research
• The Buimerc Group
• Broadway Cares/Equity Fights AIDS
• Cancer Research UK
• The Hearst Foundations
• Keith Haring Foundation
• Wellcome
•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 CEPI
• Merck & Co., Inc.
• GSK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
• Serum Institute of India
• The Research Council of Norway
• Department of Defense of USA
•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of 

USA
• European Union
• the World Bank
• USAID
• UK AID
• From the People of Japan
• EDCTP

•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Government of India
• The City of New York,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 Congressionally Directed Medical Research Program (DoD)

출처 : IAVI(2020)

2.3.3. 추진 체계 

이사회(Board of Directors)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12월 기준 

Mark Feinberg가 대표로 있다.115) 5명의 부대표(Vice President)가 있으며 

각각 감염병과 과학적전략부, 제품개발센터, 글로벌 접근성(Access), 임상개발, 

인적개발부를 맡고 있다. 

7개 국가에 분산되어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인도, 케냐,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우간다, 영국, 미국에 지사가 있다. 자체 연구소는 미국 캘리포니아 

La Jolla(중화항체센터), 뉴욕(백신 디자인과 개발), 런던(인간 면역연구소), 

인도 Faridabad(HIV 백신 중개 연구소)에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본사(Headquarter)와 지역 및 국가 사무소(Regional and 

Country Offices), 임상연구센터(Clinical Research Centers)로 나누어져 

있으며 상호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116)

115) IAV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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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IAVI 조직과 업무

참조 : Vian(2013), 수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3.4. 주요 추진 과제

주요 업무는 백신 개발(Discovery), 중개 및 제품개발(Translation & Product 

Development), 임상 및 역학 연구(Clinical & Epidemiology Research),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Global Community Engagement), IAVI DataSpace의 

5가지이다. 백신 개발은 4개의 자체 연구소(미국 2개, 영국 1개, 인도 1개)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중개 및 제품개발은 2013년 빌&멀린다 게이츠재단의 

지원으로 백신제품개발센터(VxPDC)를 설립하였으며, 미국　NIH 등이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프로그램에서는 CEPI/GHIT, Africa Program, CASPR, End-User 

Research를 지원하고 있다. IAVI DataSpace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수집한 

광범위한 데이터(임상, 면역, 생물학적 샘플 등)를 통합하는 생물정보학 

프로젝트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HIV 백신, HIV 예방을 위한 중화항체(Broadly neutralizing 

116) Vian(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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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odies, bnAbs), 결핵 백신,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뱀독 치료제로 

5가지로 구분된다. HIV 백신은 20개 이상이 임상시험 중이며, 중화항체도 

2개가 임상시험에 있다. 결핵 백신은 3개의 후보물질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감염병 분야에는 COVID-19을 비롯해 Lassa 열병, Marburg 

바이러스, 에볼라 수단 바이러스의 4개 백신이 개발 중이다. 뱀독 치료제는 

관련된 다른 국제보건 PPP인 SRPNTS(the Scientific Research Partnership 

for Neglected Tropical Snakebite)의 R&D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4-5] IAVI의 HIV 백신 후보물질(2021-2023)

출처 : IAVI(2020)

2.3.5. 성과 및 의의

HIV 백신과 결핵 등 미충족 질병들의 치료를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다. 

14개국의 72개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22개의 후보물질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1분기 기준, IAVI 제품개발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4개 분야에 14개이다. 이 중 비임상 단계가 7개, 임상 1상이 6개, 

임상 2상이 1개이다.9

IAVI는 HIV 백신 연구를 지속해서 지원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전 세계 관련 

기업, 기관, 정부 등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특히 후보 백신이나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과 더불어 저개발 국가들의 임상시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이러한 백신에 관한 연구 경험과 업무 노하우는 HIV 백신에서 

결핵 백신, 소외 전염성 질환, 뱀 독소 등으로 넓혀지고 있다. COVID-19의 

발발과 함께 백신과 치료제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연구 경험들은 큰 자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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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전 세계의 COVID-19 대응에 도움을 주었다. 

IAVI의 중요한 특징은 다양한 국가, 다양한 파트너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기업과 재단 등의 기부 형태의 예산 지원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25년간 

여러 참여 파트너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하면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들을 

추진해 왔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 있다.

2.4. CARB-X

2.4.1. 배경 및 목적

항생제 내성이 강한 박테리아들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항생제 개발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30년 동안 시장에 출시된 거의 모든 

항생제가 기존 약물의 변형에 불과했고, 1984년 이후 새로운 유형의 항생제는 

발견되지 않았다.117) 이러한 이유로 2016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항생제 R&D 촉진을 위한 새로운 PPP가 시작되었다. CARB-X(Combating 

Antibiotic Resistant Bacteria Biopharmaceutical Accelerator)라고 불리는 

이 PPP는, 관련된 R&D 파이프라인을 재확보하고 새로운 항생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투자하고 있다.118)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에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재정 문제이다.119) 신약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개발 이후에도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새로운 항생제는 내성 발생을 막기 위해 드물게 사용될 것이고, 이는 제약기업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새로운 항생제 개발에는 여러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이러 지원들 없이는 기업들은 개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PPP 형태의 신규 항생제 개발의 중요성은 이 부분에 있다. CARB-X의 

목적은 재정 및 전문가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적인 항생제의 임상개발 및 

규제 승인을 가속화하고, WHO와 CDC의 우선순위에 있는 박테리아에 대한 

항생제 개발에 있다.120)

117) CIDRAP News(2016.7.28)
118) Outterson(2016)
119) PEW Charitable Trusts(2016)
120) CARB-X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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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예산 및 구성

2016년부터 2022년까지 4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Wellcome 

Trust가 1억 5,550만 달러, BARDA가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NIAID가 비임상 서비스에 5천만 달러를 지원한다. 그 외에 영국 정부가 2천만 

유로, 게이츠재단에서 2천5백만 달러를 4년간 투자하기로 했다. 2020년 7월

까지 누적 2억 4,190만 달러가 67개 프로젝트에 투자되었다. 6,220만 달러가 

프로젝트의 마일스톤에 따라 추가로 투자되었고, 프로젝트 운영비로 2,950만 

달러가 집행되었다.121)

<표 4-11> CARB-X 연도별 예산 및 투자 금액(누적)

~ 2017.7 ~ 2018.7 ~ 2019.7 ~ 2020.7

예산액 8,765만 달러 1억 60만 달러 1억 4,490만 달러 3억 3,360만 달러

투자
(예정)액

8,436만 달러 9,130만 달러 1억 3,550만 달러 3억 410만 달러

출처 : CARB-X Annual Reports

CARB-X는 보스턴대학교 법학대학(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의 

주도로 시작되었고 현재 운영·관리되고 있다. 미국 보건부 BARDA(Biomedical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영국의 글로벌 자선단

체인 Wellcome Trust,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영국 정부의 글로벌향균내성기금(UK GAMRIF, 

UK Global Antimicrobial Resistance Innovation Fund),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 미국 NIH 산하의 국립 알레르기 및 감염병연구소(NIAID,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가 참여하고 있다. 

121) CARB-X(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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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CARB-X의 파트너 구성

구 분 파트너

Funders
BARDA, the Wellcome Trust, BMBF, GAMRIF(UK DHSC), 
NIAID(NIH) 

Alliance Partners Bill&Melinda Gates Foundation

Accelerators and 
other partners

CARB-X Global Accelator Network, Boston University

출처 : CARB-X 홈페이지

2.4.3. 추진 체계 및 성과 평가

공동감독위원회(Joint Oversight Committee)기 전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투자를 결정한다. 세계의 저명한 과학자들로 구성된 과학자문위원회(Science 

Advisory Board)는 지원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보스턴 대학은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CARB-X는 파트너와 협력을 하면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핵심적인 연구에 펀드를 투자한다. 외부 전문가들은 연구에 과학적인 

조언과 비즈니스 자문을 제공한다. 

[그림 4-6] CARB-X의 추진 체계

참조 : CARB-X 홈페이지

CARB-X는 항생제·백신 및 기타 치료제(Antibiotics, other therapeutics 

and vaccines) 프로젝트와 진단(Diagnostics) 프로젝트로 나뉜다.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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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는 제품의 초기 개발을 지원하며 선도물질 발굴(Lead Generation), 

선도물질 최적화(Lead Optimization), 비임상, 임상 1상으로 나누어서 평가·

관리하고 있다. 진단 프로젝트 단계는 타당성(Feasibility), 최적화(Optimization), 

개발(Development), 확인(Verification & Validation)으로 구분된다.

임상 1상까지가 최종 단계이며, 각각 프로젝트들은 최종 단계를 거치면 

졸업(Graduate) 과제가 된다. 그리고 졸업 과제의 추가적인 개발을 위한 민간 

또는 공공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1년 말 진행 중인 

과제는 60개이고 그 중 치료제가 48개이다.

[그림 4-7] CARB-X 프로젝트 단계와 과제 수

출처 : CARB-X 홈페이지

2.4.4. 주요 추진 과제 및 지원

2021년 7월까지 총 92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 중 현재 진행 중인 

것은 60개, 졸업 과제는 9개가 있다. 프로젝트는 개발 제품의 형태에 따라 

항생제(기존), 항생제(신규), 비전통적 물질, 백신, 진단, 신규 타겟, 기타의 

7개로 구분 된다.

2016~2019년 중 3번의 펀딩 라운드(Funding Round)가 있었다. 전체 

1,163건의 지원이 있었는데, 전체의 43.9%가 Micro122), 25%가 Small 기업

이었다.123) 

122) Micro(종업원 10명 이하), Small(11~50명), Medium(51~250명), Large(251명 이상)
123) Gallnant(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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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CARB-X 펀딩에 지원한 기업 분포

출처 : Gallant(2020)

참고로, CARB-X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병원체(Pathogens)와 감염질환은 

아래와 같다.124) 

<표 4-13> CARB-X의 관심 분야

World Deadiest Antibiotic-Resistant Pathogens Serious infections and diseases

1. K. pneumoniae
3. P. aeruginosa
5. A. baumannii
7. E. faecium
9. N. gonorrhoeae
11. Salmonella sp
13. H. influenzae
15. Campylobacter sp
17. H. pylori

2. E. coli 
4. E. cloacae
6. S. aureus 
8. S. pneumoniae 
10. S. pyogenes (group A)
12. S. agalactiae (group B)
14. C. difficile
16. Shigella sp

1. LRTI: low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2. BSI: bloodstream infections (sepsis)
3. cUTI: urinary tract infections 
4. cIAI: intra-abdominal infections 
5. STI: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6. GI: intestinal microbiome modifying 
7. CF: cystic fibrosis 
8. ABSSSI: serious skin infections 
9. Wounds: wound infections - surgery
10. PJI: prosthetic joint infections
11. URTI: 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출처 : CARB-X(2021)

124) CARB-X(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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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성과 및 의의

CARB-X는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 감염을 막기 위한 혁신적인 의약품의 

초기 개발을 촉진하였다. 12개국 92개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60개의 

혁신 파이프라인이 진행 중이다. 9개의 프로젝트가 졸업 과제가 되었는데, 그

중에 2개가 시판 허가125)를 받았으며 NDA 단계가 1개, 임상 2상이 1개가 있고 

1개는 BARDA와 R&D 계약을 맺었다.126) 2021년 7월까지 8번의 펀딩 라운드가 

있었으며, 총 39개국에서 지원을 하였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박테리아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협력을 통한 세계 최고의 과학적 혁신을 추구하였다. 항생제 개발을 위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였고, 내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R&D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항생제 개발의 어려움이 초기 물질 개발과 임상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후보물질 발굴에서 비임상, 임상 1상까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라는 점이다. 새로운 항생제 개발의 정확한 문제 인식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초기 단계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후의 개발 과정은 

기술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민간 제약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의 병목 구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은 전략적 효율성을 높여주었다. 

또 다른 주요 특징은 전체적인 사업의 운영이 보스턴대학교 법과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법과대학에서 PPP를 관리하면서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조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학은 

상대적으로 사업을 통한 이윤 추구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행을 

담당하여 참여 파트너들의 네트워크의 축이 된다. 또한 의약품 개발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 등에서 대학이 전문가 자문 등을 제공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125) T2 Biosystems의 T2 Magnetic Resonance, Specific Diagnostics의 AST & 
ID within hours of positive blood culture

126) CARB-X(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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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DNDi(Drugs for Neglected Diseases Initiative)

2.5.1. 배경 및 목적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소외질병에 걸리고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질병들은 저개발 국가들과 같은 가난하고 

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만연하기 때문에 관련된 의약품 연구개발은 극히 

적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10억 명 이상이 WHO 소외열대질환 중 하나에 

감염되어 있지만, 1975년부터 1999년까지 승인된 신약 중 1.1%만이 이 질병의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127) 

2003년 인도주의 의료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이하 MSF)는 세계보건기구(WHO) 및 5개의 국제연구 기관과 함께 전 세계 

소외받는 환자들을 위한 새롭고 저렴한 치료법을 개발 및 제공하기 위해 

DNDi를 설립하였다.128) DNDi는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대안적 모델을 

사용하고 평등한 치료를 통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며 건강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참여자들이 협력을 통해 시장 주도의 R&D가 아닌 

소외된 질병에 대한 R&D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공의 책임과 

리더십을 구축하고 있다.

2.5.2. 예산 및 구성

1999년 MSF가 노벨평화상을 받은 자금으로 시작되었고, 2003년부터 

2020년까지 6억 7,600만 유로의 펀드가 조성되었다. 공공 부분이 60%, 민간 

투자가 40%이며, 재정적 독립을 위해 단일 기부자가 전체 예산의 25% 이상을 

기부할 수 없다고 했다. 공공과 민간에서 모두 자급하여 모금하였으며, 프로젝트별 

자금 조달이나 지정 자급 조달이 아닌 무제한적 자금 조달(unrestricted 

funding) 방식으로 R&D 포트폴리오 관리에 유연성을 제공했다.129) 

2020년 비용 지출은 5,930만 유로이며, 이 중 78%가 연구개발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투자되었다. 그 외 비용은 일반적인 관리비용 약 8%, 역량 강화를 

위해 약 7% 등이 사용되었다.

127) Trouiller(2002)
128) DNDi 홈페이지
129) DND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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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DNDi 5년간(2016-2020) 연도별 예산(단위 백만 유로)

2016 2017 2018 2019 2020

new funding 13.6 86.40 66.40 57.5 56.0

total funding* 407.9 491.3 558.1 615.5 676.0

출처 : DNDi Annual Reports

*Total funding은 환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WHO와 말레이시아 보건부,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 브라질 Oswaldo Cruz 

재단, 케냐 의료연구소(Medical Research Institute), 인도 의료연구위원회

(Council of Medical Research)가 참여하고 있다. 2020년까지 공공 부문에

서 투자액이 큰 기관은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가 27%,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23%, 

EDCTP(European and Development Countries Clinical Trials Partnership) 

16% 순이다. 자금 기부자와 R&D 파트너가 구분된 형태이며, 2003년 이후 

전 세계 200개 이상의 연구자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민간기업 중 가장 

투자액이 많은 곳은 Sanofi이다.130)

<표 4-15> 2020년 DNDi 주요 기부 파트너들

구 분 파트너

Public 
Institutional

Support

Brazil - Ministry of Health
EU - EDCTP2 Programme
Germany - BMBF through KfW  
Malaysia - Ministry of Health
Netherlands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witzerland – Innosuisse, SDC
Foundation for Innovative New Diagnostics

France - AFD   
Canada – IDRC
Congo - Ministry of Health
UK - UK aid
Japan - GHIT Fund
Unitaid
Portugal -FCT

Private 
Support

Anna-Maria and Stephen Kellen Foundation
Associação Bem-Te-Vi Diversidade
Bristol-Myers Squibb Company
Charina Endowment Fund
The ELMA Foundation
Else Kröner-Fresenius-Stiftung 
Fondation ARPE 
Fundación la Caixa
Leo Model Foundation 
Médecins Sans Frontières
Medicor Foundation, Liechtenstein 
Pharmaniaga 
Sanofi Global Health
Starr International Foundation 
Takeda
Wellcome 

Harlan and Sally Weisman 
Zegar Family Fund 
Brian Mercer Trust
Bennett Shapiro & Fredericka Foster
Ronald L. Thatcher
Kristin Ecklund
Meena and Liaquat Ahamed 
Margaret Golden, MD, MPH 
Jeff Nelson & Betsabe Aristud-Carrillo
Peter Mensch
George H. Stout 
Clifford N. Burnstein & Sabra C. Turnbull
The Stainman Family Foundation 
PB and K Family Foundation 
The Broder Family Foundation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출처 : DNDi(2020)

130) DNDi(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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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추진 체계 및 성과 평가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창립 파트너 6명과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환자 대표, 추가로 필요한 기술과 지식 또는 경험을 갖춘 8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에서 프로젝트 선택을 승인하고 지적 재산권, 재정 관리 및 윤리 정책들을 

관리한다. 지역 사무소들도 이사회가 관리한다. 

WHO의 대표와 DNDi 과학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Committee)는 

영구적인 참관인(Observer)이다. 과학자문위원회는 R&D 및 프로젝트 선택에 

대한 독립적이고 독립적인 증거 및 근거를 이사회에 제공한다. 신약개발 및 

전문지식을 갖춘 저명한 과학자들과 소외질병 관련 전문가, 의료 및 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DNDi의 프로젝트는 4단계로 구분되며, 단계별로 Discovery(Screen, 

Hit-to-lead, Lead optimization), Translation(Pre-clinical, Phase I, Phase 

IIa/Poc), Development(Phase IIb/III, Registraion), Implementation 

(Treatment access)으로 관리되고 있다.

2.5.4. 주요 추진 과제 및 지원

주요 질병은 샤가스병(Chagas Disease), 리슈만편모충(Leishmaniasis), 

수면병(human african trypanosomiasis), 말라리아, 사상충병(filarial diseases), 

진균종(mycetoma), 소아 HIV, C형 간염 등이다. 여기에 2020년 COVID-19가 

추가됐고, 말라리아는 2015년 MMV(Medicines for Malaria Venture)로 

이전되었다.131) 

2021년 7월 진행 중인 R&D 포트폴리오는 41개이며, COVID-19 관련 

연구가 4개 있다. 단계별로 후보물질 발굴(Drug Discovery, D.D.)이 10개, 

중개 연구(Translational Research, T.R.)가 11개, 임상시험(Clinical Trials, 

C.T.)이 10개, 등록 및 접근(Registration&Access, R&A)이 10개이다.

2016년 DNDi는 WHO와 함께 GARDP(Global Antibiotic Research 

and Development Partnership)를 출범시켰다. 이 PPP는 약물의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32) 

131) WIKIPEDIA
132) GARDP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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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DNDi 질병별 R&D 포트폴리오 

샤가스병 수면병 말라리아 사상충병 진균종 소아HIV C형간염 다중

D.D. 5 1 2

T.R. 5 4 1

C.T, 5 2 1 1

R&A 2 2 2 2 2

계 17 4 2 4 2 3 2 3

출처 : DNDi 홈페이지

2.5.5. 성과 및 의의

5,600만 유로를 지원하여 6개 질병에 대해 9개의 치료제를 개발하였다. 28개 

국가에서 22개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46개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

<표 4-17> DNDi가 개발한 의약품

순번 연도 적응증 성분명 파트너십

1 2007 말라리아 Artesunate + Amodiaquine Sanofi, Zenufa, MMV

2 2008 말라리아 Artesunate + Mefloquine Cipla 등

3 2009 수면병 Nifurtimox + Eflornithine MSF, WHO 등

4 2010 리슈만편모충
Sodium stibogluconate + 

Paromomycin
LEAP, MSF, WHO 등

5 2011 샤가스병 Benznidazole LAFEPE, Exeltis 등

6 2011 리슈만편모충
Amphotericin B, Miltefosine, 

Paromomycin
MSF, TDR 등

7 2016 소아HIV, TB Ritonavir South Africa MoH 등

8 2018 수면병 Fexinidazole Sanofi, WHO 등

9 2021 C형 간염 Ravidasvir Thailand MoH 등

출처 : DNDi 홈페이지

DNDi의 PPP 모델, 경험과 교훈들은 WHO, G7/G20, the United 

Nations 등의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보건 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연구 결과 및 데이터의 공유, 특허권과 라이선싱의 

관리, R&D 비용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원칙은 GHIT 등 다른 여러 펀드 

프로그램들이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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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Di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은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협력의 중요

성을 알려주었다. 2016년에 항생제 내성 문제해결을 위한 GARDP의 시작과 

COVID-19 임상시험 연구 등은 이러한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된 결과이다.

2.6. EURORDIS

2.6.1. 배경 및 목적

유럽에서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약 3천만 명에 이른다. EURORIDS는 

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74개국, 970개 희귀질환 비영리 단체이다. 환자와 

가족, 환자 그룹들을 연결하여 그들의 의견을 모으고, 희귀질환 연구, 정책 및 

환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설립되었다.133) 

EURORIDS의 목적은 국경과 질병을 초월하여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더 나은 삶과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희귀질환 환자 

그룹의 역량 강화, 대중의 인식 제고, 환자들의 정보 및 치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과학적인 희귀질환 임상연구 추진, 희귀질환 치료제 및 희귀의약품 개발, 환자 

지원 및 교육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134) 

2.6.2. 예산 및 구성

2020년 기준으로 수입은 651만 유로, 지출은 616만 유로였다. 수입 구조는 

공공(European Commission)이 30%, 환자단체가 15%, 개인 기부 15%, 

민간기업이 31%, 비영리 기구가 4%를 차지했다. 민간기업 수입 31%중에서 

28.6%는 제약기업, 그 외 기업이 2.8%였다. 전체 지출의 56%가 직원 인건비였다.

2020년에는 70개의 다양한 기부를 통해 운영되었으며, 2021년 예산은 

633만 유로이다.135)

133) EURORDIS(2018)
134) EURORDIS 홈페이지
135) EURORDIS(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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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EURORDIS의 5년간 연도별 수입과 지출(2016-2020)

단위 : 천유로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입 6,312 5,594 6,394 6,308 6,509

- EC 비중 28% 25% 26% 29% 30%

- 환자단체 비중 33% 36% 36% 34% 30%

- 기업비중 28% 32% 27% 30% 30%

지출 6,276 5,384 6,284 6,175 6,162

출처 : Activity Report(2017~2021)

2021년 초를 기준으로, 74개국의 970개 희귀질환 환자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기업파트너들은 EURORDIS 원탁회의, ECRD Online(컨퍼런스), EURORDIS 

Black Pearl Award, 희귀질환의 날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제약기업 중 가장 많이 지원한 파트너는 Takeda, Pfizer, Roche, BMS, 

Sanofi 순이다. 2020년의 주요한 비영리 기구 및 재단 파트너로 AIPM(Association 

of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Bertarelli Foundation, 

Chan Zuxkerberg Initiative가 참여했다. 

<표 4-19> 2020년 EURORDIS 지원 제약바이오 기업파트너

EURORDIS 참여 파트너 

Abeona Therapeutics
Aeglea Biotherapeutics
Agios
Akcea Therapeutics
Alexiion 
Allievex
Alnylam
Amgen Europe
Amicus Therapeutics
Amryt
Argenx
Astellas
Avrobio
Bayer
Biogen
Biomarin
Bluebird Bio
Blueprint medicines
Boehringer Ingelheim
Bridgebio
Bristol-Myers Squibb

Chiesi
CSL Behring
Cytokinetics
Dicerna
Enzyvant
Gilead
Global Blood Therapeutics
Grifols
Lundbeck
Hansa Biopharma
Horizon Therapeutics
Insmed
Ipsen
Janssen
Jazz Pharmaceuticals
Kyowa Kirin
Leo Pharma
Lysogene
MSD
Neurogene
Novartis

Novartis Gene Therapies
Orchard Therapeutics
Ovid Therapeutics
Passage Bio
Pfizer
Proqr
PTC Therapeutics
Recordati Rare Disease
Regenxbio
Roche
Sangamo
Sanofi Genzyme
Sarepta Therapeutics
Sobi
Spark Therapeutics
Takeda
Travere Therapeutics
UCB
Ultragenyx
Vertex
Vifor Pharma
Zambon

출처 : EURORDI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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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추진 체계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유럽 전역에서 온 12명의 희귀질환 환자단

체의 대표로, 선출에 의해서 구성된다. 외부 기관들도 대표로 들어와 있으며, 

대표적으로 European Commission, EMA, European Reference Networks가 

있다. 

[그림 4-9] EURORDIS의 추진 체계

출처: EURORDIS(2018)

2.6.4. 주요 추진 과제 

EURORIDS는 유럽의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된 사업은 환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활동이다. 특히 보건의료 및 사회 정책 

분야에서 희귀질환 환자들이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회원들 간에 정보를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환자들의 역량 강화와 

직업 훈련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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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희귀질환과 관련된 치료제, 의약품 개발을 

위한 활동이다. EU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참여하고 이들 

제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희귀질환의 경우 임상시험 

대상자 확보와 약물 감시(pharmacovigilance)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EMA 및 유럽의 제약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희귀질환 연구를 

위해서 다수의 국제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으며 IRDiRC(International 

Consortium for Rare Disease Research), EJP on RD(European Joint 

Program cofund on Rare Disease), C4C(Collaborative Network for 

European Clinical Trials for Children)와 협력하고 있다. 

가) 의료 분야의 환자 참여

- ERN(European Reference Network) : 2005년부터 EURORIDS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4개의 구체적인 환자 중심의 치료 목표에 대

해서 희귀질환 환자들의 필요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자와 임상의가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 PARADIGM : 2018년 3월부터 30개월간 운영된 PPP로 EFPIA와 협력

하여 의약품 개발을 위해 환자들이 조직화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구와 절차들을 개발하는 로드맵을 설계하였다.

나) 홀리스틱 케어(Holistic Care)136) 분야의 환자 참여 

2019년 출범한 SPAG(Social Policy Action Group)는 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한 홀리스틱 케어를 위한 EURORDIS의 자원봉사 그룹이다. 또한, 고품질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자원센터 네트워크인 RareResourceNet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36) 홀리스틱 케어(Holistic Care)는 ‘Holism’이라는 그리스 철학사상에서 온 용어로 
완전한 인간은 육체적(Physical), 정서적&지적(Psychological & Cognitive), 
사회적(Social), 영적(Spiritual)으로 균형을 이룬 사람을 의미하는 것에서 유래했다. 
홀리스틱 케어는 이 4가지 영역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환자를 보살피는 현대적 
의미의 간병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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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단 분야의 환자 참여

NBSWG(Newborn Screening Working Group)을 설립하여 희귀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들의 검사를 위한 정책 개발을 하고 있다. 신생아 선별검사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유럽 내에서 상당히 불일치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단체, 국제 협회 등과 협력하고 있다. 

라) 환자들의 연구 참여

- IRDiRC : 국제협력을 통해 희귀질환이나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

기구이다. EURORDIS는 이 기구에 여러 위원회, 대표 등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임상시험 

네트워크 구축,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 EJP on RD :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력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환자 중심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임상 데이터, 

노하우 및 지식들을 통합하고 공유하며 효율적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 

- C4C : 학계와 기업들, 그리고 유럽의 정부들과의 협력을 통해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마) 라이프사이클 개발에서의 환자 참여

EMA(European Medicines Agency)의 관련 위원회와 특별위원회(Working 

party) 참여하고 있다. EMA에서 COMP(the Committee for Orphan Medical 

Products), PDCO(the Paediatric Committee), CAT(the Committee for 

Advanced Therapies), PCWP(the Patients’ and Consumers’ Working 

Party) 등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판 후 약물 감시를 

위해서도 EMA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2.6.5. 성과 및 의의

EU, EMA 등과 협력을 하면서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규정, 지침 및 

정책 개발에 기여를 해왔다. 1999년 EU의 희귀의약품 규정(EU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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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Orphan Medicinal products) 채택에 기여했으며, 2009년 EU 이사회의 

희귀질환 대응 권고안(European Action for Rare Diseases) 채택과 EU 

회원국들의 국가별 희귀질환에 대한 계획 및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었다. 

희귀질환의 날 제정 등의 캠페인 활동을 통해 환자들에 대한 인식 향상에도 

이바지하였다.

의약품 개발의 관점에서, 희귀의약품은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있는 영역이다. 

하지만, 환자들과 규제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EURORIDS는 직접 연구개발을 하거나 펀드를 투자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PPP에서 

중요한 한 축인 환자들이 중심이 되는 컨소시엄이다. 환자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를 

기업들이 후원하며, 정부의 규제기관과 협력하여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제약기업들은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의 개발이 용이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이다. 

2.7. T2EVOLVE

2.7.1. 배경 및 목적

암 치료에 있어서 많은 의학적 발전이 있지만, 여전히 암에 대한 미충족 

의료적 수요는 크다. 통계에 따르면 유럽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의 20%로 

심혈관 질환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그리고 매년 3백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 170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137) 

최근 과학자들은 면역 체계의 중요한 부분인 T-세포 연구를 통하여, 특정 

암 세포를 찾아서 파괴하도록 설계된(Engineered) T-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

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에도 T-세포 기반의 암 치료제 개발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대규모 제조도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다. 

T2EVOLVE는 IMI 프로그램 중 하나로, T-세포 치료제 개발의 가속화하기 

위해 시작된 면역치료 분야의 산업계와 학계의 협력 모델이다. T2EVOLVE는 

유전적으로 조작된 T-세포 수용체(T-cell receptor) 혹은 합성 키메라 항원 

137) IMI2 18th Call for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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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체(Chimeric Antigen Receptor)가 있는 면역 세포를 사용한 면역치료에 

대한 암 환자의 인식 및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138) 이와 

함께, 이러한 면역치료에 대한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인 지침들을 EU 내 의료 

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2.7.2. 예산 및 구성

2021년 1월 1일에 시작되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진행될 

예정에 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907만 유로이다. IMI 펀딩이 873만 유로, 

EFPIA 현물 투자로 777만 유로, 기타 협력파트너들이 257만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다.139) 

<표 4-20> IMI T2EVOLVE의 예산 구조

단위 : 천 유로

IMI 펀딩 EFPIA 현물 협력 파트너 합계

예산 8,728 7,772 2,575 19,075

출처 : IMI 홈페이지

T2EVOLVE 컨소시엄은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병원과 프랑스 Servier에 

의해서 조정이 되며, 9개국 27개 유럽 내 파트너들이 있다. 파트너로는 대학과 

연구소, 제약 및 바이오테크 기업, 규제 기관 및 전문가 협회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138) T2EVOLVE 홈페이지
139) IM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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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T2EVOLVE의 파트너들

EFPIA 제약기업 대학, 연구소 및 정부기관

∙ Astellas Pharma Europe BV (네덜란드)
∙ Bayer Aktiengesellschaft (독일)
∙ Celgene Management SARL (스위스)
∙ Servier Iris (프랑스)
∙ Janssen Pharmaceutica Nv, (벨기에)
∙ Takeda Pharmaceuticals International AG 

(스위스)

∙ Academisch Medisch Centrum Bij De 
Universiteit Van Amsterdam (네덜란드)

∙ Bundesinstitut Fur Impfstoffe Und 
Biomedizinische Arzneimittel (독일)

∙ Consorci Institut D'Investigacions
Biomediques August Pi (스페인)

∙ Erasmus Universiteit Rotterdam
(네덜란드)

∙ Frauhofer Gesellschaft Zur Foerderung 
Der Angewandten Forschung E.V. (독일)

∙ Institut De Recera De L'Hospital De 
La Santa Creu (스페인)

∙ Institut National De La Sante Et De La 
Rechersche Medicale (프랑스)

∙ Medizinische Universitaet Wien
(오스트리아)

∙ Ospedale Pediatrico Bambino Gesu
(이탈리아)

∙ Technische Universitaet Muenchen 
(독일)

∙ Universidad De Navarra (스페인)
∙ Universita Vita-Salute San Faffaele 

(이탈리아)
∙ Universitaetsklinikum Wuerzburg (독일)
∙ University College London (영국)

중소 기업

∙ Biosci Consulting Bvba (벨기에)
∙ Information Technology for TME

(룩셈부르크)
∙ Miltenyi Biotec BV & Co Kg, Bergisch 

Gladbach (독일)
∙ T-Curx GMBH (독일)

환자 단체

∙ European Cancer Patient Coalition

협력 파트너

∙ European Hematology Association 
∙ Hospital Clinic De Barcelona (스페인)
∙ Stichting Vumc (네덜란드)

출처 : IMI 홈페이지

2.7.3. 추진 체계 

T2EVOLVE는 이해관계자 커뮤니티(Stakeholder Community)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전형적인 혁신네트워크형 PPP이다.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기관 혹은 개인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회원이 T2EVOLVE의 파트너는 아니며, 파트너만이 T2EVOLVE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가지게 된다. 파트너들 개별 이해관계자 커뮤니티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들과 관계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에는 파트너들, 개인 및 기관, 기업 회원들이 모두 포함된다.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가 이해관계자 커뮤니티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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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컨설팅 기업인 Partner BioSci Consulting이 회원전용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회원들의 모든 요청이나 제안들은 이 곳으로 보내진다. 이러한 요청 또는 

제안들은 집행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수용된다.

회원이 되면 회원 전용 플랫폼과 도구의 이용, 네트워킹 기회, 프로젝트에 

대한 인지, 컨설팅,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 회원 전용 행사, 하위 

프로젝트 개발 참여 등의 혜택이 있다. 회원들은 언제든지 서면 통지를 통해 

탈퇴할 수 있다.

2.7.4. 주요 추진 과제 

T2EVOLVE는 8가지 작업패키지(Workpackage)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 WP1 – 프로젝트 관리, 혁신, 소통, 장기 지속가능성

기초연구가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현장의 아이디어가 

기초연구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순환형 중개연구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혁신과 소통을 통해 비임상과 임상시험의 표준을 설정한다.

나) WP2 – 환자와 헬스케어 제공자들의 참여와 교육

설계된 T-세포 치료에 참여하는 환자들과 간병인, 의료전문가들이 치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치료에 필요한 교육과 협력 방안들을 제안한다. 이러한 교육은 5단계로 

추진이 되며 각 단계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1단계 : 모든 R&D 과정에서의 환자 참여와 환자 중심의 연구 진행 촉진

∙ 2단계 : 환자 및 간병인들에게 T-Cell 치료에 대한 적절한 의사소통 보장

∙ 3단계 : 의료전문가들(HCPs)의 환자 요구사항에 대한 민감성 확보

∙ 4단계 : T-세포에 대한 평등한 환자 접근을 위한 해결방안 제안

∙ 5단계 : T-세포에 대한 광범위한 환자 접근을 보장하는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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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WP2 – 환자와 헬스케어 제공자들의 참여와 교육

출처 : T2EVOLVE 홈페이지

다) WP3 – 설계된 T-세포의 안전성(safety)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과 도구 

∙ 1단계 : 기존 비임상 모델을 사용하여 설계된 T-세포의 안전성 평가, 격차 확인

∙ 2단계 : 신규 비임상 모델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도구들에 대한 규제 자문

∙ 3단계 : 설계된 T-세포 독성 예측을 위한 신규 모델 개발 혹은 기존 모델 

최적화

∙ 4단계 : 안정성과 효능 시험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모델 구축 방안 모색

[그림 4-11] WP3 – T-세포의 안전성 평가 모델과 도구 연구

출처 : T2EVOLV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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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WP4 – 설계된 T-세포의 효능(efficacy)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과 도구 

∙ 1단계 : 기존 비임상 모델로 설계된 T-세포의 효능을 평가하고 격차를 확인

∙ 2단계 : 신규 비임상 모델과 효능 평가를 위한 도구들의 규제 자문

∙ 3단계 : 신규 모델이나 바이오마커들을 개발, 기존 in vitro/in vivo 모델 

최적화

∙ 4단계 : 다양한 모델들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한 PK/PD 모델링

∙ 5단계 : 안정성과 효능 시험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모델 구축 방안을 

찾는다.

[그림 4-12] WP4 – T-세포의 효능 평가 모델과 도구 연구

출처 : T2EVOLVE 홈페이지

마) WP5 – 제조와 모니터링에서의 최적의 표준화된 분석방법

∙ 1단계 : 설계된 T-세포의 최신 분석법 현황과 QC 자료들을 확인

∙ 2단계 : 새로운 표준과 테스트 시스템의 조합을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구성

∙ 3단계 : 표준화된 분석방법의 조합을 도출

바) WP6 – 최적의 림프구제거(Lymphodepletion)/조절(Conditioning) 요법 

개발

∙ 1단계 : 림프구제거 요법을 받은 환자로부터 정보들을 DB화

∙ 2단계 : 다른 림프구 제거 요법의 효과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컴퓨터 모델 개발

∙ 3단계 : 특정 T-세포 하위집합들이 최소화된 림프구 제거보다 효과적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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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새로운 조절 요법들의 최적화를 위한 체외/체내 비임상 모델들을 개발 

(Clinical Trials + Pre-clinical models ‣ computational modeling 

‣ Optimized & Personalized lymphodepletion regimen)

[그림 4-13] WP6 – 최적의 림프구제거/조절 요법 개발

출처 : T2EVOLVE 홈페이지

사) WP7 – 데이터 관리 및 통합

컨소시엄의 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IT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IT 플랫폼은 컨소시엄의 모든 

회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을 적용하며, 최종 단계에서는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이 IT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아) WP8 – 설계된 T-세포의 ATMP140)를 위한 최적화된 EU 약전과 GMP 구축

통합된 분석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MID, 모델링 

도구 및 공정제어 등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 제어를 가능하게 하며, 소규모 실험실 공정에 

직접 적용하거나 GMP 임상이나 상업적 제조에 적용을 구현한다.

∙ 1단계 : 의약품들에 대한 생물학적, 약학적 평가의 규제적 관점들을 검토

∙ 2단계 : 품질의 중요한 기준과 특성, QC에 대한 수용의 양적 기준을 정의

∙ 3단계 : ATMP의 GMP 도입을 위한 보고서에 기초로 한 권장사항들을 제안

140)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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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WP8 – T-세포 ATMP를 위한 최적화된 EU약전과 GMP 구축

출처 : T2EVOLVE 홈페이지

2.7.5. 의의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의약품의 개발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민관 협력을 통한 연구 방식으로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비임상․임상시험에 대한 기준 마련과 생산과정에서의 GMP 기준 

등은 규제기관에서 추진해야 하는 부분일 수 있으나, 산업계에서의 연구 지원이 

없으면 추진이 매우 느리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 PPP 형태의 협력을 통해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필요한 규제 관련 기초 연구들을 함께 진행하면서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만들고 

정하는 것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빠른 치료제 

개발은 해당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개발 단계별 

품질에 대한 기준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4장 제약산업 PPP 해외 사례 ❙ 109

3. 산업경쟁력 강화 목적 PPP

비경쟁 제약산업 PPP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분야로 인력 

양성과 제조 기술 향상을 선정하였다. 인력 양성의 경우는 유럽과 미국에서 

추진된 PPP인 EU EMTRAIN과 NIPTE를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호주의 

대표적인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REDI Initiative를 사례로 추가하였다. 

EU EMTRAIN은 유럽의 대표적인 제약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IMI1에서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고 

재직자들을 지속적인 교육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NIPTE는 인력양성의 

주체가 미국의 대학들이라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대학들이 중심이 되어 

정부 규제기관과 협력하면서 교육 활동을 했다. 반면 REDI Initiative 호주 

정부가 자국의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PPP의 형태로, 국내 제약산업에도 

정책적으로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보았다. 

제조 기술관련 PPP는 화학합성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으로 구분하여 

대표적인 PPP로 NIIMBL과 iConsensus를 사례로 조사하였다. 미국의 NIIMBL은 

자국의 의약품 제조 기술의 혁신을 목적으로 하고, iConsensus는 EU IMI 

프로그램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성공정의 여러 표준을 개발하는 연구라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 자국 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PIPS의 예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간주하여 사례를 추가하였다.

<표 4-22>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약산업 PPP의 해외 사례

구분 PPP 사례

인
력
양
성

고급 인력,
전문가 교류

EU EMTRAIN
(European Medicines Research Training Network)

산학 협력 
펠로우십

REDI Initiative
(Researcher Exchange and Development within Industry)

약학 대학의
교육 확대

NIPTE
(National Institute for Pharmaceutical Technology & Education)

제
조
기
술

첨단 제조 PIPS(Pharma Innovation Programme Singapore)

포괄적인 역량 
NIIMBL

(National Institute for Innovation in Manufacturing Biopharmaceuticals)

바이오 공정 i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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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U EMTRAIN

3.1.1. 배경 및 목적

EU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IMI1을 추진하면서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5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141) 그 중 EMTRAIN(the 

European Medicines Research Training Network)는 기초 연구에서 임상 

개발, 약물 감시에 이르는 의약품 전주기를 포괄하는 교육 및 훈련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추진되었다. 

이 PPP 컨소시엄은 ESFRI(the European Strategy Forum on Research 

Infrastructures)의 6개 범유럽 바이오메디컬 연구 인프라 조직과 EFPIA의 

기업들의 협력을 통한 제약산업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142) 

2014년 7월부터는 IMI1 내 다른 지원 프로젝트인 Eu2P, PharmaTrain 

및 SafeSciMET와 함께 새로운 교육 및 훈련 프로젝트인 IMI-Train의 일부가 

되어 진행되었다.

3.1.2. 예산 및 구성

2009년 1월 10일에 시작하여 2016년 9월 30일에 종료된 이 프로젝트는 

IMI에서 연구 혁신 활동(Research and Innovation Action)으로 분류되어 

진행되었다. IMI 펀드가 433만 유로, EFPIA가 367만 유로를 투자하여 약 800만 

유로의 예산 규모였다. 

IMI 펀드는 여러 대학 연구소들에 주로 투자되었으며, 그 외에도 PharmaTrain 

Federation, Biobanks and Biomolecular Resources Research Infrastructure 

Consortium 등의 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다.143) 

전체적으로 대학과 연구기관, 공공 기관 등의 비영리 그룹과 EFPIA의 제약

기업들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EFPIA에 속한 대부분의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참여하였고 영국의 University of Oxford를 비롯한 대학들, 독일의 European 

Molecular Biology Laboratory와 같은 연구소 등이 참여하였다. 

141) EMTRAIN, EUPATI, Eu2P, PharmaTrain, SafeSciMET
142) EMTRAIN 홈페이지
143) IMI 홈페이지 EM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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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EMTRAIN의 참여 파트너

EFPIA 파트너 Public 파트너

∙ Almirall SA, Spain
∙ Astrazeneca AB, Sweden
∙ Bayer Pharma AG, Germany
∙ Boehringer Ingelheim International, 

Germany
∙ Esteve Pharmaceuticals SA, Spain
∙ F.Hoffmann-La Roche AG, Switzerland
∙ Genzyme Europe B.V., Netherlands
∙ GSK Research and Development LTD, UK
∙ H. Lundbeck As, Denmark
∙ Janssen Pharmceutica Nv, Belgium
∙ Novartis Pharma AG, Switzerland
∙ Novo Nordisk A/S, Denmark
∙ Orion Oyj, Finland
∙ Sanofi-Aventis Deutschland GMBH, 

Germany
∙ UCB Biopharma, Belgium

∙ University of Oxford, UK
∙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UK
∙ Medizinische Universitat Graz, Austria
∙ Medizinische Universitaet Wien, Austria
∙ Karolinska Institute, Sweden
∙ Biobanks And Biomolecular Resources 

Research Infrastructure Consortium 
(Bbmri-Eric), Austria

∙ Centre Europeen De Recherche En 
Biologie Et Medecine, France

∙ European Molecular Biology 
Laboratory, Germany

∙ Helmholtz-Zentrum Fur Infektionsforschung 
GMBH, Germany

∙ Helmholtz Zentrum Muenchen Deutsches 
Forschungszentrum Fure Gesundheit Und 
Umwelt GMBH, Germany

∙ Institut National De La Sante Et De 
La Recherche Medicale, France

∙ Ministry of Human Resources, 
Medical Research Council, National 
Healthcare Service Center, Hungary

∙ PharmaTrain Federation, Switzerland

출처 : IMI 홈페이지

3.1.3. 추진 체계 및 성과 평가

EMTRAIN 참가자는 IMI E&T(Education & Training) 분야의 코디네이터와 

함께 전략조정위원회(Strategic Coordination Board)에 참여하고,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는 프로젝트의 운영을 감독하게 된다. 

운영위원회는 IMI E&T의 다른 교육 주제와 상호작용을 하고, 관리조정위원회

(Managing Coordination Board)는 프로젝트 사무실을 통해 운영위원회와 

연락을 하게 된다. 운영위원회의 관리는 Medizinische Universitaet Wien에 

있는 프로젝트 사무실(Project Office)에서 이루어진다. 프로젝트 사무실은 과제

(Working Pakage, WP) 리더들과 직접적이고 상호 협력을 통해 과제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진행 상황을 감독하고, 추진 결과를 취합한다. 외부자문위원회

(External Advisory Board)는 운영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한다.144) 

144) EMTRAI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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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EMTRAIN 추진 체계

출처 : EMTRAIN 홈페이지

3.1.4. 주요 추진 과제 

가) Public-Private PhD Initiative(WP 6)

EMTRAIN은 제약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지고, 새로운 의약품의 발견과 

개발에 필요한 여러 이슈와 과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박사급 인력을 

양성하고자 했다. 이는 민관협력파트너 산업계 박사들의 광범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품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과학자들과 관련된 양도 가능한 

기술들을 추가하여 달성될 수 있었다. 또한, 박사 교육을 위한 일련의 표준을 

개발한 ORPHEUS(the Organisation for PhD Education in Biomedicine 

and Health Sciences in the European System)와도 긴밀한 협력을 하였다.

나)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 The Life Train(WP 7)

IMI E&T 프로젝트는 유럽의 전문가 및 과학자 그룹과  공동으로 유럽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이하 CP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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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워크인 LifeTrain을 추진하였다. CPD는 개별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유지, 향상, 확대하고 그들의 전문가로서의 삶에 필요한 역할에 

필요한 개인적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145) 이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력 개발을 위한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하고자 했다. 전문지식의 

업데이트와 개인 전문 역량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을 통해 전문성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지속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전문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의약품의 개발, 제조, 유지 등 모든 측면의 과학자들을 

지원하였다.

다) The on-coursesⓇ www.on-course.eu

The on-coursesⓇ는 바이오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을 위한, 유럽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학원 온라인 포털이다. 학생과 전문가 및 과학자들이 

의약품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적절하고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약 1,000개의 대학 및 기타 기관에서 약 3,000개 이상의 과정이 검토되었으며 

39개국에서 21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무료로 제공되며 

전문가 및 과학자 단체에서는 과정이 자신의 필요에 적합하다는 것을 표시할 

수도 있다.

라) IMI-TRAIN 

2014년 IMI/ENSO 펀드로 바이오메디컬 과학자와 전문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IMI-TRAIN이 시작되었다. IMI-TRAIN은 기존의 

EMTRAIN, Eu2P, PharmaTrain과 SafeSciMET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다른 프로젝트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146)

145) LifeTrain 홈페이지
146) EMTRAI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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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성과 및 의의

다국적 제약기업의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한 민관협력 프로그램

이었다. EMTRAIN은 The on-coursesⓇ을 개발하여 BMS(Bio-Medical 

Science) 관련 약 7,000개의 대학원 과정(단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제공

하였다. CPD를 위한 LifeTrain은 지식 습득을 넘어서는 BMS 분야의 전문성 

유지를 가능하도록 했다. 

3.2. MTPConnect의 REDI Initiative

3.2.1. 배경 및 목적

MTPConnect는 호주에서의 의료기술, 바이오테크놀로지, 제약산업 분야

(MTP, Medical Technology & Biotechnology & Pharmaceutical)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에 만들어진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이다. 

호주 내 제약산업 민관협력은 대부분 MTPConnect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기관과 산업계의 연결을 촉진하고 과학 및 기술의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조직으로, 우선으로 성장이 필요한 영역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적절히 지원한다.

MTPConnect의 목표는 크게 4가지로, 헬스케어 전반에 걸친 협업과 상용화의 

증대, 관리와 인적 기술의 향상,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으로의 접근 향상, 규제 

환경의 최적화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5가지 주요 프로그램147)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가 REDI(Researcher 

Exchange and Development with Industry) Initiative이다. REDI Initiative는 

MTP 분야 인력에 대한 기술 및 경영관리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2.2. 예산 및 구성

MTPConnect의 사업 중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호주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147) DISER(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Energy and Resource, 호주산업
과학에너지자원부), BMTH(BioMed Tech Horizons), BTB(Biomedical Tralslation 
Bridge), REDI, TTRA(Targeted Translation Research Accel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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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R)의 프로그램은 GC펀드(Growth Centre Project Fund)를 활용하고 

있고, REDI를 포함한 나머지 프로그램은 MRF펀드(Medical Research Future 

Fund)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148) MTPConnect 전체 예산은 약 1억 6,190만 

달러인데, GC펀드는 1,560만 달러로 DISER가 지원하고, 약 2,600만 달러의 

매칭 펀드가 투입되었다. MRF펀드는 호주 보건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데 

BMTH, BTB, REDI, TTRA가 각각 4,500만 달러, 2,230만 달러, 3,200만 

달러, 4,700만 달러 규모이다.149) 

MRF펀드는 호주 정부가 2015년에 조성했으며, 2020년 7월 기준으로 약 

200억 달러 규모이다. 정부는 MRF펀드의 전략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계획을 

세우고, 2년마다 독립적인 위원회의 공식적인 논의를 통해 우선 분야의 자문을 

얻는다.150) MPTConnect의 구성은 5개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GC펀드에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MRF펀드에 보건부가 

참여하고 있다.

<표 4-24> 호주 MTPConnect 프로그램별 예산

구분 GC Project BMTH BTB REDI TTRA

예산처
산업과학에너지부 

GC펀드
보건부

MRF펀드

예산액 $15.6M $45M $22.3M $32M $47M

내용
36개

프로젝트
39개 

프로젝트

21개 
프로젝트

3개 
프로그램 
파트너

8개 
프로그램
파트너

3개 
프로그램
파트너

출처 : MTPConnect(2021)

148) MTPConnect(2020)
149) MTPConnect(2021)
150) Australian Government(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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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REDI Initiative

가) 배경 및 예산

호주의 제약바이오 산업과 디지털헬스산업은 7만 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다. 

2019년에만 호주 전체 경제에 50억 달러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었다. 호주 

정부에서는 민간기업들과 협력하여 이들 산업에 필요한 고급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육성,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REDI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151) 

3,200만 달러의 이 프로젝트는 2020년부터 4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 

MTP 가치사슬에 대한 기술청사진을 제시하고, 2단계에서는 산업에 필요한 

연구 인력과 MTP 전문가 및 임상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단계가 2021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나) 성과 목표

MTPConnect는 4가지 목표(GC Objectives)를 가지고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헬스케어 전반에 걸친 협업과 상용화의 증대, 관리와 인적 

기술의 향상, 규제 환경의 최적화,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으로의 접근 향상이다. 

이에 대하여 7개 부분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REDI 

Initiative는 7개 우선순위 중 연구에서 개념증명과 초기 임상시험까지의 높은 

생산성을 가지는 상업화 환경, 마련 디지털헬스케어 솔루션 개발 지원, 호주 

혁신 생태계의 부분으로 선진 제조생산 지원의 3가지를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표 4-25> REDI Initiative의 우선 목표

구분 REDI의 우선순위 목표

1순위
- 연구에서 개념증명/초기임상시험까지의 높은 생산성을 가지는 상업화 환경 마련
- 디지털헬스케어 솔루션 개발 지원
- 호주 혁신 생태계의 부분으로 선진 제조생산 지원

2순위
- 현재와 미래 시장 트렌드에 맞게 선정된 KP에 대한 투자 조정
- 중소기업이 더 크고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중소기업 지원

3순위
- 임상시험에 적합하고 매력 있는 지역으로서의 호주 역량 강화
- 글로벌 시장에서 선호되는 파트너로서의 호주의 위상 정립

출처 : MTPConnect(2021)

151) MTPConnec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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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 파트너

REDI 프로그램은 Contestable과 Fellowship으로 2개로 구분된다. 각 

프로그램은 라운드별로 프로그램의 목표에 따라 참여 기업이 다르다.

<표 4-26> REDI Initiative 참여 파트너

프로그램 단계 참여 파트너

R
E
D
I

Conte
stable

Round 1 ARCS Australia, SeerPharma

Round 2 Cicada & Biointelect Consortium 

Fellow 
ship

Round 1

Pillar 1
ANDHealth, GSK, MedTech Actuator, IMNIS, 
MDPP

Pillar 2 George Institute for Global Health, VCCC

Pillar 3 APR Intern, Bridge & BridgeTech programs

출처 : MTPConnect 홈페이지

3.2.4. REDI 프로그램 

REDI의 2가지 주요 사업은 Contestable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 격차분석

(Gap Analysis)과 REDI 인력 교류 중심의 펠로우십 프로그램이다. 

가) REDI Contestable 프로그램

Contestable 프로그램은 경쟁 프로세스를 통해 MTP 분야의 현재와 미래 

기술격차에 대하여 심층적인분석을 하고 단기·중기·장기로 구분된 기술의 격차를 

상세히 검토한다. 2020년 11월에 1차로 ARCS Australia와 SeerPharma에 

의뢰하여 20가지 우선 기술격차를 포함하는 보고서152)를 발표했다.153) 2021년 

5월 2차로 Cicada Innovations와 Biointelect Consortium을 선정하여 

미충족 시장의 요구 및 임상 분야의 이해를 통한 제품 개발, 투자 및 산업협력을 

위한 자금 조달 전략 제공을 통한 상업화를 목표로 경쟁력을 검토했다. 1차 분석 

결과에서 7개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경험, 용량, 역량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52) Driving skills development and workforce training for the future 
MTP workforce

153) MTPConnect REDI Initiative(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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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REDI Initiative의 우선 기술격차(Priority skills gaps)

구분 경험(Experience) 용량(Capacity) 역량(Capability)

선진 제조와
공급망

- 하이테크 제품
제조전문가

- 고부가치료제 상업화 
제조

- 품질관리시스템 이해

임상시험 경험있는 CRA의 부족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부족
- 전략적인 임상시험

디자인

보건경제와 
규제

경험있는 보건경제학자 
부족

-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의 
규제요구에 대한 이해

전문가와 
기술

약리학, 독성학 전문가 
부족

바이오정보 기술의 부족

비즈니스 
운영

- 스타트업 지원 가능한 
MTP 프로젝트 관리자

건강데이터와
보안

- 사이버보안의 경영
가치를 인지하고 있는
리더십

- 사이버보안, IT 인프라 
전문가

- AI 디자인과 사용 전문가

- 빅데이터 이해와
전문가

- 보건정보학 기술 부족

제품 개발과
 정보

중개, 상업화 전주기
경험이 있는 산업 전문가 
부족

- 미충족 시장 수요
확인과 임상시험의 
이해

- 투자, 펀딩, 산업협력 
능력

- Payer 식별 및 상환
절차 이해

출처 : MTPConnect(2021)  ※ 볼드체는 최근 발생한 Gap

나) REDI 펠로우십 프로그램

REDI 펠로우십은 2020년 12월에 시작되었으며 산업계에서 25만 달러를 

지원받고 학계에서 펠로우십을 보장하게 된다. 산업계는 연구소, 학교, 의사들과 

협력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며, 신약개발 및 상업화 등 우선순위 연구 프로젝트에 

따라 정해지며 펠로우십 기간만큼 복귀 후 근무를 해야 한다. 4년 계획으로 진행 

중이며 최대 12개월까지 호주 학자, 임상의 및 MTP 전문가를 기업 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용(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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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을 지원한다.

REDI 펠로우십은 1년 종일제, 6~12개월 종일제, 6~12개월 50% 참여제 

3가지 종류가 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 진행 절차는 ① 지원서 제출 ② 평가 

③ 선정 ④ 펠로우십 ⑤ 회사 복귀 순으로 이루어진다.

펠로우십의 선정을 위한 평가의 기준은 4가지로, ① 스폰서 – 프로젝트의 주제

와 관심, 지원 및 멘토링 등(20%), ② 프로젝트 – 명확한 목적, 마일스톤, 기술 

적합성 등, ③ 펠로우 – CV/논문기록과 경력 등(20%), ④ 가치 – 성취 가능성, 

미래 협력, 산업 연관 기술 제공, 호주 BTP의 기여(30%)이다.

3.2.5. 주요 성과 및 의의

MTPConnect의 2019년 12월말까지 성과는 아래와 같다.154) 일자리 지원의 

측면에서 2019년까지 연구개발과 산업 종사자를 포함하여 6만 8천 명을 지원

하였다.

<표 4-28> MTPConnect의 주요 성과(2016 → 2019)

경제적 
도약

총가치(Gross Value) 증가 일자리 지원 제품 수출

49억불(’16) →
52억불(’19) 

(연 2% 증가)

6만명(’16) →
6만 8천명(’19)
(연 4% 증가)

52억불(’16) →
82억불(’19) 

(연 16% 증가)

사업 
활동

기업수(MTP내) 시가총액 자본 조달(만불)

1,230(’16.6) → 
1,278(’19.6)
(연 1% 증가)

850억불(’16) → 
1790억불(’19) 
(연 28% 증가)

13.8(’16) → 8.4(’17)
→ 7.5(’18) → 10.6(’19)

(연 29% 증가(누적))

R&D
활동

및 협력

R&D 투자 논문 수 특허 기업 임상시험 건수

14억불(’16) → 
16억불(’19)

(연 5% 증가)

2.7만(’16) → 
3.2만(’19)

(연 7% 증가)

242개(’16) → 
293개(’19) 

(연 7% 증가)

1,576(’16) → 
1,820(’19) 

(연 5% 증가)

출처 : MTPConnect(2021) 

154) MTPConnect 2020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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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 Initiative의 특징은 제약바이오 분야의 인력에 대한 필요와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계와 

기업 간의 상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점에 

있다. 국내 제약산업도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고,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면밀한 상황 분석과 적절한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3.3. NIPTE

3.3.1. 배경 및 목적

미국제약기술교육원(the National Institute for Pharmaceutical Technology 

& Education, 이하, NIPTE)은 2005년에 설립된 비영리 과학·연구개발 조직

으로,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학계와 산업계, 그 외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FDA의 주도하였으며 11개의 미국 대학이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제약산업이 의약품 제조비용의 상승과 R&D효율성 저하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미국의 제약기업들은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자체 생산에서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아웃소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기업의 비용 측면에서는 아웃소싱이 제조 기술 

혁신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자국에서 의약품이 어디에서 생산되든지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으로 제조될 수 있도록 품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조 품질을 확보하고 의약품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초 

과학에 투자하기로 했다.

NIPTE는 환자들의 필요를 맞추기 위한 의약품 디자인, 개발 및 제조의 

방식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대학들이 중심이 되어 제약기업들이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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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예산 및 구성

2018년 NIPTE의 예산은 약 320만 달러이고 자산은 약 683만 달러이다. 

대부분 예산은 정부(FDA) 보조금과 기부금으로 구성된다.155) 

<표 4-29> 미국 NIPTE 연도별 예산(2014~2018)

단위 : USD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
(Revenues)

1,265,069 1,613,467 2,104,404 4,410,022 3,201,579

순자산
(Net Assets)

185,930 546,241 777,404 1,378,049 1,353,828

출처 : Cause IQ

미국의 17개 주요 대학교의 약학과, 화학제약공학과, 의과대학원 등이 참여

하여 FDA와 협력하고 있다.156) 

<표 4-30> NIPTE 참여 파트너(대학교)

Duquesne University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Long Island University
Purdue University
Rutgers University

Texas A&M University
University of Connecticut

University of Texas
University of Wisconsin

University of Iowa
University of Kansas

University of Kentucky
University of Maryland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uerto Rico

University of Rochester Medical Center

출처 : Businesswire

3.3.3. 추진 체계

전체 파트너들은 리더십 그룹과 멤버십 그룹으로 나뉜다. 리더십 그룹에는 

Texas A&M University, Duquesne University, University of Kansas, 

University of Minnesota의 4개 대학이 있으며, 나머지 대학은 멤버십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155) Cause IQ 홈페이지 
156) Businesswire(201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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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주요 추진 과제

가) 교육

제약산업에서 제약 기술 관련 학술 프로그램은 산업계의 지속적이고 증가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교사와 멘토가 너무 적고 자격을 갖춘 졸업생이 거의 

없어 점차 사라지고 있다. NTPTE는 제약산업 과학과 기술의 선도적인 교육 

기관들로 구성되어 학부 수준부터 대학원, 박사후과정, 평생 교육에 이르는 

다양한 인재를 학계, 산업계, 정부 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NTPTE의 연구 프로그램을 포함한 통합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구현하고자 했다.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고, FDA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와 적용을 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고 제공한다. 

나) 연구

제약산업의 과학 및 공학적 이해를 높여 새로운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과학 

기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신약의 개발이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NIPTE의 연구 범위는 

아래와 같다.157) 

① 제약 재료들과 제조 과정에서의 성능에 대한 과학적 기반 이해 향상 

② API의 제조를 위해 새롭고 효과적인 공정을 개발하고 이를 설계 및 확장

하는데 필요한 혁신적인 공학적 기술의 개발

③ 의약품의 제형과 제조 공정 설계를 위한 모델 예측적 접근 방식의 개발

④ 현재의 대규모 배치(Batch) 방식으로 운영되는 생산 라인을 유연하고 비용 

효과적인 제조가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같은 라인에서 여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제조기술의 개발

⑤ 현재의 최종 생산 단계에서 품질 검사를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제품과 제조 단계에서의 연속적인 모니터링과 자동화된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센서 및 조절 기술의 개발과 적용

⑥ 체계적인 제품의 설계, 프로세스의 이해, 최적화 및 제어 기술을 보유한 

157) WIKIPEDIA(NIP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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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을 훈련하기 위해 화학, 재료학 등의 결합을 통한 교육 모델을 

개발

⑦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규제할 수 있는 FDA의 기술 전문가를 교육 및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

3.3.5. 주요 성과와 의의

규제기관과 약학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PPP로 의약품 제조에 중심을 두고 

추진 중에 있다.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 규제기관과 대학 연구진들이 협력하여 

우선적인 연구 및 교육을 추진하고, 이들의 교육을 통해 전문 지식들이 제약

기업들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다. 산업계와 학계의 협력에 규제

기관이 함께 하여 시너지 효과를 낳고 있다. 

국내에서의 복지부의 특성화대학원, 식약처의 규제과학 인재양성대학 등이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포괄적으로 다수의 대학이 참여하고 연구와 교육이 

융합된 형태의 민관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겠다.

3.4. PIPS

3.4.1. 배경 및 목적

싱가포르는 무역산업부 산하의 과학기술 연구기관인 A*STAR158)에서 정부의 

과학 연구 지원 및 국가 R&D를 주관하고 있다. ‘RIE2020’이라는 5년 단위의 

연구과제 펀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분야는 HBMS(Health and 

Biomedical Sciences)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이 기관의 소속 연구소들은 

바이오폴리스(Biopolis)라는 공공클러스터 속해 있다. 

싱가포르 제약산업 민관협력파트너십은 대부분의 정부 측 파트너는 A*STAR이다. 

A*STAR는 R&D 개방혁신의 플랫폼 역할을 하기 때문에 PPP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추진 중이다. 제약분야에서도 ETC(Experimental 

Therapetics Centre), D3(Drug Discovery & Development), TTC(Target 

Translation Consortium) 등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에 

158)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과학기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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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생산(Biomanufacturing) 분야에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PIPS(Pharma 

Innovation Programme Singapore)이다.

PIPS는 다수의 공공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하며 싱가포르 제약산업의 생산 

역량과 기술을 전환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새로운 제조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제약산업의 생산성과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약물 분석, 프로세스 제어, 디지털화, 자동화, 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공유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3.4.2. 예산 및 구성

2018년 GSK, MSD, Pfizer 3개 회사가 3,4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면서 

주요 민간파트너로 참여하였다.159) 이 PPP 프로그램은 RIE2020 AME(Advanced 

Manufacturing and Engineering)펀드로 A*STAR가 운영한다. 일반적으로 

AME펀드는 3∼5년 과제로 진행이 되며 프로그램당 약 2,000만 달러가 투입

되고 있다.

PIPS 컨소시엄의 구성은 공공파트너로 A*STAR가 참여하며, 대학 파트너로는 

NUS(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TU Singapore(Nanyang 

Technlogoical University), SIT(Singapore Institute of Technology), 

민간파트너는 다국적 제약기업인 GSK, MSD(Singapore), Pfizer(Asia 

Pacific)가 참여했다. 2019년 세계적인 농업화학 기업인 Syngenta가 4번째 

핵심 멤버로 들어왔다. 이는 소분자 API의 제조의 경우는 화학물질과 의약품의 

제조 과정이 유사하여 PIPS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CARES(Cambridge Centre for Advanced Research and Education in 

Singapore)와 SMART(Singapore-MIT Alliance for Research and Technology)가 

파트너로 참여했다.

핵심(Core) 구성원들은 특정 프로젝트에 중소기업, 로컬 중견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확장된(Extended) 팀을 구성한다. 여기에는 의약품 공급망, 

기술, 컨설팅, 교육 및 엔지니어링 회사 등 다양한 구성원이 포함된다. 이런 

기업에는 SIEMENS, PSE, Accenture, AMF(Advanced Micro Foundry), 

159) The Straits Times(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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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Materials, De Dietrich, Asco Aster, Perceptive Engineering, 

TÜV SÜD가 있다.

[그림 4-21] PIPS의 파트너들

출처 : A*STAR 홈페이지

3.4.3. 추진 체계 및 성과 평가

PIPS는 A*STAR에 의해서 추진 및 관리되고 있다. A*STAR의 구조는 크게 

BMRC(BioMedical Research Council)과 SERC(Science & Engineering 

Research Council)로 구분되는데 각 위원회 하부에는 자체 연구기관이 있으며 

PIPS는 SERC에 속한다. SERC 소속의 자체 연구기관에는 A*STAR 연구소와 

PPSS(Programmes, Platforms and Scientific Services)으로 구분이 되고 

PIPS는 PPSS에 소속되어 있다. 

[그림 4-16] A*STAR 구조와 P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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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S는 운영위원회(Steering Board)와 리더십 팀, TGT(Technical Governance 

Team), TWLs(Techical Workstream Leads)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젝트별로 

PI를 두고 추진된다.

[그림 4-17] PIPS 프로그램의 운영 체계

출처 : A*STAR 홈페이지

나) 성과 평가

PIPS는 3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 제2차 3개년 

계획이 기획 중에 있다. 2차의 경우는 API와 완제품의 통합적인 생산 기술에 

초점을 맞출 계획에 있으며 2022년에 시작될 예정이다. PIPS 2에 대한 Grant 

Call은 21년 하반기에 시작되며 2022년 8월 PIPS가 끝나면 2022년 9월 1일 

PIPS 2가 시작될 예정이다.

PIPS의 목표는 비용 탄력성(Cost Resilience), 강한 성장(Strong Growth), 

유연성(Flexibility), 정밀의료의 빠른 대응(Rapid Response Precision 

Medicine)으로 볼 수 있으며 PIPS 1과 PIPS 2의 경우 핵심 과제에 차이가 

있다.

3.4.4. 주요 추진 과제 

PIPS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과제(Workstreams)는 5개이다. 생촉매, 연속 

제조, 디지털 공장, 입자공학, 제조시설 운영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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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촉매(Biocatalysis)

의약품 제조에 있어서 생촉매의 개발은 수많은 이점을 준다. 높은 입체 선택성

(Stereo-selectivity)과 위치 선택성(Regio-selectivity)을 가지는 합성법의 

개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법, 저위험성 반응공정 등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생촉매는 제약산업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사용 가능한 

효소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장이간의 투자가 필요한 효소 공정, 관리 운영에 대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PIPS에서는 제약산업에 바로 사용가능한 효소의 개발, 효소의 개선/공정 개발 

및 초기 개발 단계에서의 평가, 주요 중간체와 API 생산을 위한 계단식(Cascade) 

반응 연구, 연속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효소 개발, 효소의 제조와 분리 등에서 

개선 연구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나) 연속 제조(Continuous Manufacturing, CM)

경제적, 규제적 측면에서 의약품 제조의 패러다임은 배치(Batch) 제조에서 

연속(CM) 제조로 변화되고 있다. 고도로 제어되는 자동화된 모듈식 연속 제조 

프로세스는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롭고 확장이 

가능한 단일 또는 다단계 연속제조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개발된 최신 기술들을 

제약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촉매의 이해 및 설계, 새로운 

금속 촉매 개발, 광촉매의 도입 등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이 우선적으로 요구

된다. 또한 제조과정에서의 예측적 조절을 위한 수학적 모델들의 공식화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는 원자적으로 분산된 단일 촉매(20년 완료), 다단계 

공정 개발, 기체·액체·고체 이종 촉매, 배치 및 연속 흐름에서의 교차-커플링 

반응 촉매, 제조 반응기 시스템 이해를 위한 확장가능한 광화학 연구, 효과적인 

전기화학적 Trifuluoroalkylation의 개발, 전기화학적 반응기의 모델의 디자인과 

최적화, 전기화학 공정의 전극 3D 프린팅 등이 있다. 

 

다) 디지털 공장(Digital Factory)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AI, 머신러닝, IoT, 빅데이터, 자동화 등의 기술들이 

제약산업에서도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제약산업에도 품질 관리,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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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향상된 운용, 디지털화 등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기술들은 인적 

오류를 줄이고 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디지털화의 핵심적인 

분야이지만, 기업들은 숙련도의 부족과 큰 투자 필요 등의 이유로 기술 도입을 

지체하고 있다. 디지털 공장 프로젝트는 이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 공정에 

적용가능하고 순차적으로도 도입될 수 있는 기술들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에는 제약산업에서의 디지털 제조(Data2Knowledge), 새로운 PAT 센서, 

디지털 미래의 전망 연구 등이 진행 중이다.

라) 입자 공학(Partical Engineering)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면서 기업들은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 새로운 

전달 경로를 찾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격 인하를 추구하면서도 제품들의 

조합 연구가 필요하며, 간소화된 생산 플랫폼을 통해서 이러한 제품들을 공급

할 수 있다. 입자 공학은 합리적인 의약품 제조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고 시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결정 공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API와 부형제에 대해 새로운 입자의 의약품을 개발하고, 조정 가능한 

약물 방출의 새로운 미립자 의약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궁극적으로 기존의 압축/정제법을 넘어서 장기 작용성 주사제 개발, 거대 분자 

전달과 같은 전달 체계 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마) 제조시설 운영(Plant Operation)

싱가포르에서 의약품 제조산업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런 제조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과제들의 단기적으로 구현 방법들과 장기적인 아이디어들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해가스에 대한 대체 가능 수준의 해결방안 개발, 

다목적 제조공장의 세척 및 전환방법, 결정화의 향상,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의 점검, 액체 폐기물 처리를 위한 막(membrane) 기술, 장비 디자인, 용매 

회수 및 재활용 기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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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프로젝트의 선정

PIPS는 RIE2020 AME펀드을 받고 있으며, 프로젝트 지원 시 최대 24개월이다. 

자금의 한도는 없으나 보조금에 대한 간접 연구비용 20%를 예산으로 책정해야 

한다. AME의 각 프로그램 관리는 A*STAR, NUS, NTU, SUTD의 대표로 구성된 

전략적검토위원회(SRP, Strategic Review Panel)에서 정해진다. A*STAR는 

프로젝트의 수행 기관을 지정하게 되며, 수행기관은 연구 수행자와 제안서의 

범위와 평가를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예산의 관리와 진행 성과들을 확인하게 

된다.

과제 지원(application)은 A*STAR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R&D 커뮤니티와 핵심 분야에 대해 제안서를 논의한다. 신청서는 제출 전에 

반드시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가 기준은 전략, 혁신성, 가치, 시너지의 

4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전략은 과제가 얼마나 AME의 목적에 부합하는가를, 

혁신성은 기존과 다른 독창적인 연구인가를, 가치는 장기적으로 싱가포르에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가를, 시너지는 싱가포르 공공 연구와 기관들과 협력을 

하는가를 본다. 

3.4.6. 주요 성과와 의의

PIPS는 싱가포르가 아시아 제약 허브로 부상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PIPS2에서는 첨단 제조기술 분야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이를 견고히 할 것

으로 보인다. 

A*STAR라는 R&D 개방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PIPS라는 성공적인 PPP를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제약산업 생산 허브를 꿈꾸는 여러 국가에 

좋은 모델이 된다.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생산 기지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도 

제조기술에 대한 R&D 모델과 추진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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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싱가포르의 제약산업 혁신 허브 구상도

참고 : A*STAR 홈페이지, 수정 : 보건산업진흥원

3.5. NIIMBL(National Institute for Innovation in Manufacturing 

Biopharmaceuticals)

3.5.1. 배경 및 목적

2014년 미국에서는 제조혁신재활성법(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Innovation Act, RAMI Act)에 따라 14개의 미국제조연구소(USA Manufacturing 

Institutes)로 구성된 ‘Manufacturing USAⓇ’가 설립되었다. 여기에는 미국 

상무부의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NIIMBL은 이들 미국제조연구소 중의 하나로 2017년 3월에 

설립되었다.160) NIIMBL의 목적은 미국 제약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약품의 제조 표준 개발을 지원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약바이오 제조 인력을 교육 및 훈련하는 것이다.

3.5.2. 예산 및 구성

2017년 설립 이후 2021년까지 6,520만 달러를 지원했다. 전체 74개 프로젝트 

중에서 기술(Technology) 프로젝트 45개 과제에 4,730만 달러를 투자했고, 

교육훈련(Workforce) 프로젝트 26개에 1,49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161) 

160) NIIMBL 홈페이지
161) NIIMBL(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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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미국 NIIMBL 연도별 예산

단위 : 백만 달러

2017-2019 2019-2020 2020-2021 합계

Technology
예산 34.1 6.7 6.5 47.3

과제수 28 8 9 45

Workforce
예산 10 3 1.9 14.9

과제수 15 6 5 26

Global 
Health Fund

예산 - - 3 3

과제수 - - 3 3

Total 
예산 44.1 9.7 11.4 65.2

과제수 43 14 14 74

출처 : NIIMBL Annual Reports

2020말 기준으로 총 186개의 파트너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 기관으로 

NIST, FDA, NIH 3곳과 주정부 2개가 있으며, 민간기업은 89개가 참여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14개, 중소기업이 70개이다.162) 그 외 일반 대학이 24개, 대학 

연구소 40개, 비영리 연구기관 31개, 타 파트너십이 5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학계와 산업계, 규제기관의 협력을 주요 기반으로 하고 있다.163)

<표 4-32> NIIMBL 참여 파트너(정부와 대기업)

파트너

정부 파트너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대기업
Genentech, Merck, Amgen, Eli Lilly, Sartorius Stedim, Takeda, 

Janssen R&D, Sanofi, AstraZeneca, BMS, GSK, Pfizer, 
MilliporeSigma/EMD Serono

출처 : NIIMBL 홈페이지

162) NIIMBL(2021)
163) Xie(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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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NIIMBL의 협력 플랫폼

출처 : Wei Xie(2019)

3.5.3. 주요 추진 과제와 공모

NIIMBL의 프로젝트는 기술과 교육훈련으로 나누어서 추진되었다. 여기에 

2018년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150만 달러를 투자하여 글로벌헬스펀드 

사업이 추가로 시작하였다. 또한 COVID-19로 인해 프로그램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미국 정부와 NIIMBL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가) 기술(Technology) 프로그램

기술 프로그램은 3가지 핵심 제조 프로세스를 중점으로 한다.164) 

① 원료의약품(Drug substance) : 활성 바이오의약품 원료의 생산과 정제

② 완제의약품(Drug product) : 최종 제형으로의 제형(Formulation)과 포장

③ 공정제어(Process control) : 제품의 안전·효능·품질평가를 위한 분석과 

규제

그 외에 백신, 단백질/항체, 세포/유전자치료제, 데이터, 분석(Assay) 등의 

분야가 있다. 이들의 핵심 목표는 통합된 연속공정, 제조 모니터링과 조절의 

164) NIIMB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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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제조 과정의 통합과 강화(intensification), 새로운 실시간 분석기술들, 

자동화에 있다. 

대표적인 과제는 아래와 같다.

① Adaptive Process Control and Advanced Sensing for Robust 

mAb Glycan Quality : 항체치료제의 기능, 안정성, 면역원성, 혈장 

반감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Glycans의 실시간 제어를 위한 프로세스 

플랫폼 개발

② Continuous Cell Culture for Viral Vaccines : 세포 배양 기반의 백신 

제조에 연속 제조 공정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신 생산 upstream 

세포 배양 과정에서 연속적인 조작이 가능한 기계적인 모델 개발

나) 교육훈련(Workforce) 프로그램

커리큘럼 개발, 현장 실습교육, 디지털 학습 프로그램 및 기술 표준 개발 등을 

통하여 미국이 바이오의약품 제조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인력 자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1년까지 26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2020년 2월에는 NIIMBL 일자리위원회(Job Board)를 출범하기도 했다. 그 

외에 온라인 교육과 가상 현실 환경 제공, 숙련자들을 위한 신기술 교육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① NIIMBL eXperience : 2018년부터 NSBE(National Society of 

Black Engineers)와의 협력을 통해 HBCU의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제조산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주일간 

의약품 제조시설과 기관들을 방문하고 현직 인력들과의 교류 및 인턴십을 

제공하기도 한다. 

② Focusing on Industry’s Workforce Needs : 산업계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인력 공급의 필요와 미충족(gap)을 평가한다. 2018년 11월에는 

NIIMBL 프로젝트 Call 2.2를 시작하기 전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바 있다.

다) 글로벌헬스펀드(Global Health Fund)

백신과 바이오의약품의 공급을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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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프로젝트 Call 3.1로 시작되었다. 2020년 12월 게이츠재단에서 

18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였으며, 3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백신 개발

에 있어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시험법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

① 전세포 백일해 백신을 위한 새로운 시험법 개발 : 이 시험법을 연구하고 있는 

DCVMN(Developing Countries Vaccine Manufacturers Network)을 

지원하고 있으며, DCVMN은 전 세계 11개의 연구실과 협력하고 있다.

② 파상풍 독소의 검출을 위한 동물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험법 개발 : 

University of Massachusetts와 Wadsworth Center가 협력하고 있다.

라) NIIMBL-LED 프로그램

NIIMBL에 속한 파트너들의 리더들이 모여 미래의 바이오의약품 제조 분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165) 여기에는 2021년 2월 

기준으로 21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890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① End-to-end collaboration : 2029년까지 10년 동안 6개 작업장에서 제조의 

유연성(flexibility), 공급망 보호와 조절 향상,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해 협력하고 이러한 기술들을 NIIMBL에서 시범적으로 

증명한다.

② Big Data Analysis for Biomanufacturing : 바이오의약품 제조 과정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이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생산과정에서 실시간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③ NIIMBL-BioPhorum Buffer Stock Blending System : 오픈소스 

시스템으로 바이오의약품 제조 커뮤니티들이 생산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전체 기간 동안 과제 제안을 위한 7번의 정기적인 공모(Call)가 있었고, 

COVID-19와 같이 특정한 상황에 따른 비정기적인 공모도 있었다. 기본적으로 

기업 투자가 펀드와의 비율이 1:1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 비율이 높을수록 과

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대부분 과제가 컨소시엄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 대표 파트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165) NIIMBL(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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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NIIMBL의 프로젝트 공모

Call 프로그램 개수 대표 파트너

3.1

Technology 8 Missour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등

Workforce
development

4 Shoreline Community College 등

Global Health Fund 2 DCVMN, FDA

4.1

Technology 5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등

Workforce 
development

3 Keck Graduate Institute 등

Global Health Fund 2 Purdue University, IMA Life North America Inc.

5.1 Analysis of glycans from a recombinant monoclonal antibody

COVID-19 13 Wadsworth Center, University of Delaware 등

출처 : NIIMBL 홈페이지

3.5.4. 주요 성과와 의의

2017년 이후 74개 과제를 통해 미국 바이오의약품 제조기술을 향상시켜 왔다. 

기술 개발 이외에도 생산 인력 공급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발굴하여 

추진 중이다.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180개 이상의 파트너들이 참여하여, 

미국 정부의 재정적 보조와 학계의 기술 개발, 제약기업들의 투자와 협력 등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의약품 생산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NIIMBL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COVID-19 

팬더믹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민관협력 프로그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21년 7월에는 NIST가 ARP(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COVID-19 극복을 위해 NIIMBL에 추가적으로 8,3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166)

166) BioPharm(202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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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NIIMBL의 추진과 성과

출처 : NIIMBL Annual Report(2018)

3.6. iConsensus

3.6.1. 배경 및 목적

iConsensus는 바이오의약품 제조 분야의 다양한 기술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의 공동연구 프로젝트이다. 폭넓은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된 

PPP로, 특히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있어서의 포유류 세포 배양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 제어 및 감지(sensing)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167) 

동물 세포 기술은 바이오의약품, 백신 및 첨단치료제 개발 및 제조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의 품질은 세포 배양의 품질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위해서 세포 배양의 모니터링, 제어 및 

개선을 위한 분석방법 등을 갖춘 통합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다. 

공동 연구를 통해 혁신적인 분석방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빠르고 안전하며 비용효과

적인 생산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Consensus는 2018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일까지 4년간 추진된다. 

167) Microni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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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예산 및 구성

가) 예산

iConsensus는 EU의 Horizon 2020 연구 혁신 프로그램과 EFPIA(유럽

제약산업협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168) IMI2의 협력 연구 프로젝트로 

산업계와 학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470만 달러를 지원 받고 있고, EFPIA

에서도 470만 달러를 받아 전체 예산은 940만 달러이다. 

<표 4-34> iConsensus 파트너별 총 예산액

단위 : 천 유로

구분 대학/연구소 중소기업(SMEs) EFPIA 제약기업 합계

IMI2 2,416.5 2283.5 - 47,000

EFPIA - 47,000 47,000

출처 : IMI 홈페이지

EFPIA 기업 7개사와 중소기업(SMEs) 8개사, 대학 4곳 참여하고 있다.

<표 4-35> iConsensus 참여 파트너

파트너

EFPIA

Bayer Aktiengesellschaft(독일)
Byondis BV(네덜란드)
Glaxosmithkline R&D(영국)
Pfizer Limited(영국)

Rentschler Biopharma Se(독일)
Sanofi-Aventis Deutschland GMBH(독일)
UCB Biopharma(벨기에)

대학/
연구소

Kungliga Tekniska Hoegskolan(스웨덴)
Rheinish-Westfaelische Technische
Hochschule Aachen(독일)

Universitaet Hohenheim(독일)
Universite De Mons(벨기에)

SMEs

Iprasense(프랑스)
Ipratech(벨기에)
Kantisto BV(네덜란드)
M2p-Labs GMBH(독일)

Micronit Holding BV(네덜란드)
Paia Biotech GMBH(독일)
Presens Precision Sensing GMBH(독일)
Svanholm.Com Aps(덴마크)

출처 : IMI 홈페이지

168) Grant agreement number 77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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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주요 추진 과제

iConsensus의 최종 목표는 대규모의 통합된 패널 분석법(the analytical 

technologies for the integrated panel, PAOLA)을 만드는 것이다. 이 

패널은 강력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고, 모델링 도구들을 이용하여 

관련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고 대규모 분석 데이터들로 모아진다. 이 

정보들은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위한 포유류 세포 배양 공정의 모니터링과 

제어를 위한 정보로 전환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속화된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 PAOLA 기술들을 적용한 고성능 마이크로-바이오반응기 

시스템(micro-bioreactor system, MBS)도 개발하고 있다. 

iConsensus의 프로젝트는 9가지 과제(Workpackage)들로 나뉜다.169) 

가) 과제2 – High-Throughput Micro-Bioreactors(MBR)

배양(Culture)에 대한 전체적인 기술 및 지식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 요소 

및 구성 요소들의 온·오프라인 탐지법을 개발하고, 관류(perfusion) 작업 혹은 

유가(fed-batch) 배양을 위한 고성능 병렬 MBR을 사용하여 새로운 고성능

(High-ThroughPut, HTP)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도구를 개발한다. 

MBR 또는 실시간 공정분석기술(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PAT)을 

위한 교반 바이오반응기의 피드백 제어 및 온·오프라인 감지(sensing) 도구들을 

통합한다.

나) 과제3 – CE-chip platform

통합 패널 분석의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는 모세관 전기영동(Capillary 

Electrophoresis, CE)이다. CE 칩을 개발하여 즉각적인 분석을 하기 위한 

도구를 만드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프로토타입(prototype) CE 칩 및 키트를 

개발한 후 실험실에서 테스트하게 된다.

169) 과제 1(연구 윤리와 신기술 고려), 과제 9(연구 결과의 활용)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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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제4 – Optical Sensors

광학 단회사용센서(Single Use Sensors, SUS)는 연속된 측정이 가능하고 

통합이 쉬운 장점이 있어서, pH와 용존산소(Dissolved Oxygen, DO)에 대한 

세포 배양 시장에서 널리 사용된다. 이 과제는 pH, CO2, O2, 포도당, 젖산 

및 암모니아용 센서의 개발과 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새로운 화학 

센서와 광전자 부품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고, 이후에 다양한 바이오반응기와 

통합된다.

라) 과제5 – Spectrometry and chemometry

분광학적 및 화학적 측정법을 연구한다. 아미노산, 세포 농도 등 다양한 파

라미터들을 측정하기 위한 Raman, NIR, MIR, 2D fluorescence spectroscopy 

등을 조사하며 실시간으로 공정들을 모니터링 및 조정할 수 있는 검증된 도구들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GMP 프로세스의 구현뿐만 아니라 개발 목적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마) 과제6 – At-line measurements

바이오반응기 작동 중에 생성된 바이오의약품과 중요 세포 배지를 정량화하기 

위한 전략적 분석법을 개발한다. 제품 생산을 위해 Downstream 공정에 필요한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반응기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 과제7 – Integration

과제 3~6에서 개발된 다양한 분석 모듈을 통합하여 ALIAS를 구성하고,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을 개발한다. 데이터를 관리하고 바이오반응기에서 

샘플을 채취한 후 배분한다. 산업 파트너들의 작업장에서 GMP의 구현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 과제8 – Models and feedback

통합된 분석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통합, 

모델링 도구 및 공정제어 등을 개발한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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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 제어를 가능하게 하며, 소규모 실험실 공정에 

직접 적용하거나 임상 GMP나 상업적 제조에 적용을 구현한다.

3.6.4. 주요 성과와 의의

포유류 세포 배양 기술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미생물 반응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제품별로 필요한 조건에 따라 반응기 형상의 설계 및 특성화가 완료되었다.170) 

CE칩 플랫폼, 광학센서 등 6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가지고 왔다.

<표 4-36> iConsensus의 주요 성과

분야 주요 성과

CE 칩 플랫폼 세 가지 유형의 대사산물에 대해 가능한 방법들을 CE 칩 설정으로 이전

광학센서 몇 가지 광학적 특성 기반의 새로운 센서 개발, 개념증명이 시연됨

Spectrometry & 
Chemometry

Raman 분광계를 사용하여 5% 보나 낮은 오류발생률을 가진 포도당, 글
루탐산염, 젖산의 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PLS 회귀예측모델 개발

홀로그램 방식 홀로그램 영상 기반, 세포 농도를 정량화하는 새로운 개념 개발

TID, MID 토압 분석 시스템인 ‘ALIAS’ 개발, 모니터링 정보 DB(MID)와 조정 연계

친화성 
microfluidics 

단일 샘플에서 3개의 다른 분석물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하는 4개의 면역
분석을 수행하는 다중 bead-based microfluidic 장치 개발

출처 : IMI 홈페이지

배양 공정의 개발은 결과값이 통계적으로 쉽게 정량화되어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자본과 시간이 필요하다. iConsensus는 혁신적인 도구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선구자적인 연구를 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고 빠른 분석 도구를 갖춘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을 개발할 수 있는 상업화 방안을 찾고 있다. 

iConsensus는 궁극적으로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생산효율을 높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협력이다. 최근 국내 

제약산업은 바이오의약품의 CDMO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70) iConsensus(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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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력연구 촉진 목적 PPP

비경쟁 제약산업 PPP에서 협력연구 촉진을 위한 분야로는 데이터와 정보의 

공유를 위한 PPP와 개방혁신을 통한 공동 R&D 플랫폼 마련을 위한 PPP를 

선정하였다.

정보 공유는 분산 연구를 통한 데이터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SGC와 Open 

PHACTS의 예를 조사하였다. SGC는 공공 목표를 위해 여러 참여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참여 및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고, Open PHACTS는 공동의 데이터 

표준을 만들기 위한 협력이라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 신기술의 규제 정보에 대한 

규제기관과 기업들 간의 민관협력의 대표적인 PPP의 예로 C-Path와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제약산업 전문가들의 정보 공유를 위한 PPP로 MIT-CBI의 

사례를 추가하였다. C-Path는 규제기관이 중심이고 MIT-CBI는 대학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개방혁신을 위한 공동 R&D의 예로는 네덜란드의 TI Pharma, EU-Toxrisk, 

일본 GHIT를 조사하였다. 국내 제약산업의 육성과 공동 R&D 활성화라는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추가하려고 했다. TI Pharma는 초기 제약산업 

PPP 모델로 자국 제약산업의 개방혁신의 선구자적인 모델이다. EU-Toxrisk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초기 비임상 단계에서 제약산업 이외의 타 산업과의 

협력이 추진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의 GHIT는 소외제품 개발의 성격도 

있지만, 자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반을 위한 해외 공동임상시험의 추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카테고리에 추가했다.

<표 4-37> 협력연구 촉진을 위한 비경쟁 PPP의 해외 사례

구분 PPP 사례

정보 
공유

기초 연구 분산 연구 SGC(The Structural Genomics Consortium)

임상 데이터 표준 모델 Open PHACTS(Open Pharmacological Concepts Triple Store)

산업 정보 및 노하우 공유 MIT-CBI(Center for Biomedical Innovation)

규제 정보 및 임상 C-Path(Critical Path Initiative)

개방
혁신 
지원

공동 R&D 지원 TI Pharma(The Dutch top Institute Pharma)

타 산업 협력 연구 EU-Toxrisk

글로벌 펀드 조성 GHIT(Global Health Innovative Technology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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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SGC(The Structural Genomics Consortium)

4.1.1. 배경 및 목적

SGC는 2004년에 인간 단백질 3차원 구조를 결정하기 위해 설립된 PPP 

프로그램이다. 단백질의 모든 구조적 정보들을 어떠한 제약 없이 공개하여 

전 세계의 구조적 유전체학 프로그램들을 보완하고자 시작되었다. 인간 게놈과 

신약개발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모든 연구 결과를 과학 커뮤니티에 제공하여 

전 세계 수백 개 대학과 글로벌 제약기업들의 개방형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171)

4.1.2. 예산 및 구성

SGC는 2004년 1단계부터 201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약 4억 2,500만 달러가 

투입되었다.172) 이후 4단계의 경우는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 for 

England and Wales)가 1,924만 달러, IMI 프로젝트173) ULTRA-DD와 

RESOLUTE에 각 2,496만 달러, 1,413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표 4-38> SGC의 1~3단계별 예산액

Phase 1 Phase 2 Phase 3

Public $59.8m $100m -

Private $15m $16m -

Public and Private $67.5m $55.6m* $127.3m

Total $142.3m $171.6m $127.3m

출처 : RAND(2014)

*Phase 2는 스웨덴 private foundation 포함 

171) SGC homepage
172) RAND(2014)
173) ULTRA-DD Grant no. 115766, RESOLUTE Grant no. 77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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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대학과 9개의 글로벌 제약기업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되었으며, 전 세계 

수많은 대학의 과학자들과 개방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대학들의 

연구 참여가 활발하며, 캐나다·스웨덴·미국·독일·브라질 등 다양한 지역에서 

협력하고 있다. 영국의 자선단체인 Wellcome Trust에서도 참여하고 있다. 

<표 4-39> SGC의 참여 파트너 

참여 파트너

Academic Institutions

The University of Toronto(캐나다) 
Karolinska Institute (스웨덴)
The State University of Campinas (브라질)
University of Oxford (영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미국)
The Goethe University Frankfurt (독일)

Pharmaceutical Company
Abbvie, Bayer, Boehringer Ingelheim
Genentech, Genome Canada, Janssen
Merck KGaA, Pfizer, Takeda

Organisation Wellcom Trust

출처 : SGC 홈페이지

4.1.3. 추진 체계 및 성과 평가

SGC는 펀드 투자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와 연구 활동을 계획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과학위원회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SGC의 각 실험실은 수석

과학자가 감독하게 된다. Chemical Probes 프로젝트의 경우는 별도의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다. 

SGC의 주된 성과 지표로는 단백질 구조 분석, 단백질 시퀀스 분석, 후성

유전학에 대한 화학 탐침의 개발, 재조합 항체 개발(바이오 탐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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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C Board

Board of Directors Board Observers SGC Management Team

ICB Nuvisan, Merck 
KGaA, Genome Canada, 
BI, Takeda, JNJ, Pfizer, 

Bayer, Genentech, 
Abbvie, Wellcome

Montreal Neurological 
Institute, FAPESP, Merck 
KGaA, Ontario Genomics, 

Eshelman Institute for 
Innovation

SGC Toronto, Frankfurt, 
Karolinska, UNC 

Chemical Probes

Scientific Committee Joint Management Committe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University of Massachusetts

University of Michigan

Bayer, Abbvie, Genentech
Janssen, Pfizer, Takeda

Merck KGaA, Boehringer Ingelheim

[그림 4-21] SGC의 추진 체계

출처 : SGC 홈페이지

4.1.4. 주요 추진 과제 및 파트너 

가) 1단계(2004년 ~ 2007년)

토론토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350개 이상의 단백질 

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사전에 정의된 목록에서 단백질을 추출하여 

구조를 확인하였고 구조의 질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평가되었다. 3개의 SGC 실험실에서 392개의 인간단백질 구조를 공개했다.

나) 2단계(2007년 ~ 2011년)

650개의 단백질 구조를 목표로 했고 665개의 구조를 결정했다. Wellcome과 

GSK의 지원을 받아 후성유전학적 신호 전달을 위한 단백질 탐침(probe)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Merck, Sharpe, Dohme 및 Novartis가 파트너로 

들어왔다. 

다) 3단계(2011년 ~ 2015년)

5개의 통합된 막단백질(membrane proteins)과 화학 탐침을 포함하여 

200개의 인간 단백질을 포함하도록 다양화되었다. 많은 화학 탐침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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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의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AbbVie, Bayer AG, Boehringer 

Ingelheim, Eli lilly 및 Janssen이 파트너로 들어왔고 Merck, Sharp, 

Dohme과 Canadian Institutes for Health Research가 탈퇴하였다.

라) 4단계(2015년 ~ 2020년)

이전 성과들을 기반으로 인간 단백질에 대한 특성화된 항체 개발이 목표에 

추가되었다. 환자의 세포 또는 조직을 사용해 질병과 관련된 세포기반 분석법 

개발을 시작하였다. Goethe University, McGill University, University of 

Campina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IMI 

프로그램 중 ULTRADD, RESOLUTE에 참여했다. Merck KGaA, the 

Eshelman Institute for Innovation, Merck, Sharp, Dohme가 들어왔고 

GSK, Eli Lilly가 나갔다. 

마) Target 2035

개방과학운동(Open Science Movement)은 2035년까지 전체 단백체

(Proteome)에 대한 화학적/생물학적 도구들을 개발하고자 2020년 11월에 

시작되었으며 SGC에 의해 조직되었다. SGC의 화학 탐침 프로그램과 GPCR 및 

이온 채널에 대한 NIH의 Druggable Genome 이니셔티브, IMI의 RESOLUTE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글로벌 협업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4.1.5. 주요 성과와 의의

① 후성유전학에 대한 화학 탐침 개발

화학 탐침은 강력하고 세포 투과성이 있는 선택적 기능억제제(inhibitor)로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 둘 다에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SGC는 2008년부터 화학 탐침을 개발 연구를 주도하여 2021년 6월 

기준으로 32개의 화학탐침을 개발했다.174) 

174) SG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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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적 특성화(Target Characterization)

GSK와 협력을 통해 Brd4의 신약 개발의 표적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175) 

Frye 실험실에서는 methyl-lysine 결합 단백질들이 재생의학과 관련된 

소분자들로 표적화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176) GSK가 염증에서의 신약개발 

타켓으로서 histone demethylase JMJD3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177)

③ 구조 분석

의학적으로 인간과 기생충과 관련된 1,500개 이상의 단백질의 고해상도 

구조를 공공 DB화 했다. 최초로 인간 ABC 수송체의 구조를 밝혔으며, 의학적으로 

중요한 75개 이상의 새로운 인간 단백질 키나아제의 3D 구조를 밝혔다. 

④ 재조합 항체

SH2 도메인 단백질을 표적으로 가지는 수백 개의 항체를 생산하는 Renewable 

Protein Binding Working Group(전 세계 11개 이상 참여)을 지원하였다.178) 

이는 인간 후성단백질 기술, 라이브러리, 재조합 항체 등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이다.

특정 연구에 대한 대학 중심의 연구 네트워크, 이를 지원하는 제약기업, 5년 

정도의 연구 기간, 성과의 공유 등 지식의 공유 플랫폼 역할을 하였다. 단백질 

구조 분석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Protein Data Bank에 있는 구조의 약 25% 

이상을 제공하였다. 일본의 RIKEN, 미국의 PSI, 유럽의 SPINE과 유사한 

역할을 했으나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이 아닌 PPP 형태로 진행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179)

175) Filippakopoulos(2010)
176) Herold(2011)
177) Kruidenier(2012)
178) Colwill(2011)
179) Chataway(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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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Open PHACTS(Pharmacological Concepts Triple Store)

4.2.1. 배경 및 목적

많은 제약기업과 연구기관들은 그들의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과학적으로 상호 연결된 데이터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 및 과학적 발견 등 여러 측면에서의 이해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Open PHACTS는 의약품 개발에 사용되는 자원들을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하고 공개 도메인에서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2011년에 시작되었다.180)

Open PHACTS는 IMI Call2의 과제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 2월에 종료

되었다. 이후 Open PHACTS Foundation으로 변경되어 EU Horizon 2020에 

참여하였다. 포괄적인 약리학적 DB를 구축하여 초기 약물 스크리닝 단계를 도와 

임상시험의 성공률을 높이고자 했으며, 임상시험의 주요 실패 요인인 독성학, 

약동학 및 효능에 대한 데이터 공유를 목적으로 했다.181) 

여러 출처들의 데이터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정렬, 중첩 제외, 비교 

등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등이 낭비될 수 있다. 

Open PHACTS는 약물 연구를 가속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어휘(vocabularies) 

및 인프라로 구성되는 OPS(Open Pharmacological Space)라는 개방형 

혁신플랫폼을 개발하였다.182) 

4.2.2. 예산 및 구성

EU와 EFPIA의 PPP인 IMI의 지원을 받았으며, 대형 제약기업들은 현물 기부 

형태로 참여하였다.183) IMI에서 1,147만 유로, EFPIA에서 641만 유로를 

받았으며 기타 290만 유로를 포함하여 전체 예산은 2,078만 유로였다. IMI 

펀드는 대학과 연구기관 21곳과 기타 기관 3곳을 지원하였다. 

180) Consortia-pedia
181) Kola(2004)
182) IMI 홈페이지
183) Grant Agreement Number 11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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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I 프로그램으로 EFPIA 기업 10곳을 비롯해 대학 및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 34곳이 참여하였다. Foundation으로 변경 이후에는 파트너들 구성이 

바뀌었다.

<표 4-40> Open PHACTS의 참여 파트너 

참여 파트너

EFPIA
제약기업

Almirall SA(스페인)
Astrazeneca AB(스웨덴, AZ)
Eli Lilly and Company(UK)
Esteve Pharmaceuticals(스페인)
GSK R&D(UK)

H. Lundbeck As(덴마크)
Janssen Pharmaceutical Nv(벨기에)
Merck Kommanditgesellschart(독일)
Novartis Pharma AG(스위스)
Pfizer Limited(UK)

중소
제약기업

BioSolveIT GmbH(독일)
Connected Discovery Ltd(UK)

Openlink Group Limited(UK)
SciBite Limited(UK)

Non 
EFPIA

Stichting Dtl Projects(네덜란드)

대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비영리
기관

Academisch Ziekenhuis(네덜란드)
Consorcio Mar Parc De Salut(스페인)
Danmarks Teknisk Universitet
(덴마크)
Universiteit Maastricht(네덜란드)
Universitat Wien(오스트리아)
Universitaet Hamburg(독일)

Universidad De Santiago(스페인)
The University of Manchester(UK)
The Royal Society of Chemistry(UK)
European Molecular Biology Lab
(독일)
Stichting Vu(네덜란드)
Open Phacts Foundatoin(UK)

SIB Institut Suisse De Bioinformatique(스위스)
Reh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at Bonn(독일)
Fundacion Sector Publico Estatal Centro Nacional Investigaciones 
Oncologicas(스페인)

Third 
Parties

Universidad Pompeu Fabra(스페인) RSC Worldwide(미국, UK)

Fundacio Institut Mar D Investigacions Mediques Imim(스페인)

출처 : IM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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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추진 체계 및 데이터

Open PHACTS의 이사회는 파트너들과 회원들의 대표들로 구성이 된다.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모여 통합 대상으로 할 데이터 세트들을 검토하며,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과학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Board)는 

계산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기관이다. 유럽 이외의 지역에 기반을 

둔 글로벌 사용자들을 대표하며, 해당 과학 분야와 관련된 Open PHACTS 

Discovery Platform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해 조언을 한다.

또한, 데이터의 공유를 위해 통합적이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약리학적 

데이터 세트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을 한다.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는 

오픈 소스(Open-Source), 오픈 엑세스(Open-Access) 모델로 다운로드와 

설치가 가능하다. 데이터를 쿼리(Query)화하고 시각화(Visualization)할 수 

있는 도구와 서비스가 제공된다.184)

[그림 4-22] Open PHACTS의 추진 체계

출처 : Open PHACTS(2013)

184) GitHub에서 Download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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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과정에서 이 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하여 화학물질 식별, 질병과 

관련 있는 활성물질 확인, 타겟물질의 대사경로 평가 등이 가능하다. 이 

데이터들은 ChEBI, DrugBank, ChemSpider, ChEMBL, SwissProt 등에서 

개별적으로 모아진다. 

[그림 4-23] Open PHACTS 플랫폼의 구조

출처 : Open PHACTS(2013)

4.2.4. 주요 추진 과제

총 9개의 과제(Workpackage)가 추진되었다. 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

었으며, 기업, 연구소 및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하는 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 후 활용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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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1> Open PHACTS의 과제 목록

WP. 제목 대표 파트너*

1 Identity Resolution and Vocabulary Services UNIMAN, Janssen

2 General Open PHACTS User Interface UNIMAN, GSK

3
Architecture and Technical Governance of Open 
PHACTS 

VUA, Pfizer/ConnDisc

4 Linked Data, Content Mapping, Population RSC, SIB

5 Core specific services for drug discovery questions PSMAR, AZ

6 Exploitation pilots UNIVIE, Janssen

7 Central Engineering and Long term sustainability LUMc, Pfizer/ConnDisc

8 Community Engagement and Partnering GSK, RSC

9 Governance, Project Management and Dissemination GSK, UNIVIE

출처 : Open PHACTS(2015)

4.2.5. 주요 성과와 의의

이 프로젝트는 약물의 발견을 위한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호 운용이 가능한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고 이러한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플랫폼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므로 이 

프로젝트의 결과가 더욱 확산될 것이다.185) 

Open PHACTS는 생명과학 정보와 데이터의 통합을 지원하고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다. 기술적 표준과 솔루션, 프로세스가 문서화되어 

완전히 공개되어 있다. 분산된 DB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검색할 수 있는 

Open PHACTS Explorer가 공개되었으며, Open PHACTS IMI Project 

Discovery Platform은 강력한 API를 제공하여 다른 프로그램의 개발과 통합에 

도움을 주었다. 

프로젝트 완료 이후에는 비영리 기구인 Open PHACTS Foundation이 

설립되었으며, 이 기구는 전 세계의 질병 연구와 의료 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 

과학적으로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으로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185) Open PHACTS(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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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Biomanufacturing@MIT-CBI

4.3.1. 배경 및 목적

2005년부터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는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혁신의 구현과 글로벌 보건 증진하기 위해 바이오메디컬 혁신센터

(Center for Biomedical Innovation, 이하 CBI)를 운영하고 있다.186) CBI는 

MIT 공과대학 내의 관련 전문가들과 Sloan 경영대학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산업, 학계, 정부와의 다양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CBI의 프로그램은 크게 Biomanufacturing@MIT-CBI와 MITNEWDIGS로 

나누어지고, Biomanufacturing@MIT-CBI는 CAACB(Consortium on Adventitious 

Agent Contamination in Biomanufacturing), BioMAN(Biomanufacturing 

Consortium), BioACCESS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CAACB는 바이오의약품의 생산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에 인한 

세포 배양의 오염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지식을 공유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ioMAN은 고품질 바이오의약품 제조와 글로벌 

공급에 대한 지식·과학·기술 정보를 찾는 것이 목표이며, BioACCESS는 

비전염성 질병의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분석, 기술 

개발 및 교육을 하고 있다.

4.3.2. 예산 및 구성

MIT-CBI는 정부와 산업체 및 비영리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고, 

MIT 내의 공과대학, 과학대학, 경영대학에서도 내부 창업 지원 등을 받고 있다. 

MIT-CBI는 기부 파트너와 회원사 파트너, 정부 및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협력·연구·교육으로 구분된다. 협력 분야는 제약기업들의 회원 

가입을 통해 정기적 포럼 개최 등을 진행하고 있다. 6개의 창립 멤버들의 기부와 

Merck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시작되었다.187) 연구 지원은 NIIMBL, 

Massachusetts Life Science Center, FDA, Singapor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에서 예산을 받고 있고, 교육은 MIT xPro, 빌&멀린다 게이츠재단 

등에서 지원 받았다.

186) MIT-CBI 홈페이지
187) MIT(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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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2> MIT-CBI의 참여 파트너

공공/재단/학교 파트너 기업 파트너

∙ lfred P. Sloan
   Foundation
∙ Arthritis Foundation
∙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 Canadian Organization  for

Rare Disorders
∙ EURORDIS
∙ Georgetown University
∙ Kauffman Foundation 
∙ MIT
∙ Milken Institute
∙ National

Pharmaceutical Council
∙ Northeastern University
∙ US FDA
∙ University of Prince

Edward Island

∙ Allogene Therapeutics
∙ Amgen
∙ Artemis Biosystems
∙ Asahi Kasei Bioprocess
∙ AstraZeneca
∙ AveXis
∙ Biomarin
∙ Bluebirdbio
∙ Boehringer Ingelheim
∙ Brammerbio
∙ Bristol-Myers Squibb
∙ CareMetx
∙ Cerevel
∙ Charles river
∙ CRISPR therapeutics
∙ CSL Behring
∙ Cytel
∙ EM.D. Millipore
∙ Emerging Therapy Solutions
∙ Evidera/PPD
∙ FastCures
∙ Genentech
∙ Genzyme
∙ gritstone

∙ Healthcore
∙ IQVIA
∙ Janssen 
∙ Johnson&Johnson
∙ Kite, Gilead 
∙ Lilly
∙ Merck
∙ Orchard therapeutics
∙ PALL
∙ PathoQuest
∙ Pfizer
∙ Regenxbio
∙ Sanofi
∙ Sanofi Pasteur
∙ SAREPTA
∙ Sartorius
∙ Scipher medicine
∙ Takeda
∙ ThermoFisher Scientific
∙ Ultragenyx
∙ UniQure
∙ W2O
∙ YPOSKESI

출처 : Consortia-pedia, CBI 홈페이지

4.3.3. 추진 체계 

MIT-CBI는 Biomanufactruing@MIT-CBI와 NEWDIGS으로 구성되어 있다. 

Biomanufacturing@MIT-CBI은 BioMAN, BioACCESS, CAACB로 구성되어 

있다. 바이오의약품 제조기업, 제조 장비기업, 컨설팅 기업 등 다양한 회원들이 

참여하여 정보를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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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MIT-CBI의 추진 체계

참고 : MIT-CBI 홈페이지

 

4.3.4. 주요 추진 협력과제

가) CAACB

바이오의약품 제조에 있어서 외부 오염 원인을 예방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더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① 바이오의약품 제조에서의 바이러스 오염 : 회원 기업들로부터 제조 

과정에서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모으고, 이에 대한 

산업 측면에서의 위험도를 분석한다. 향후 관련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결과를 파트너들과 공유를 한다. 

② 바이러스 오염 위험성 평가와 조절 : 바이러스 오염의 위험성 평가 및 위험 

조절에 대한 핸드북을 편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의 위험 평가 및 

관리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 및 품질 

담당자가 바이러스 오염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③ 신종 바이러스/전염병 대비를 위한 협력 : 글로벌 팬더믹에 대응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개발한다. 팬더믹 동안 생산 프로세스, 제품 

및 비즈니스 연속성 등은 제약기업들의 주요 과제였다. 이를 위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정보들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데이터를 공동으로 

분석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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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ioMAN

바이오의약품 제조 과정에 대한 과학, 기술, 비즈니스 및 정책 문제들을 

탐구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연구 프로젝트이다.188) 

① 바이오의약품 제조분야 데이터 과학자들의 역량 모델

바이오의약품 제조에서 활동하는 데이터 과학자들을 위한 역량과 필요

사항들을 정의하고, 교육 기관에서 필요한 커리큘럼을 개발 및 안내한다. 

추가적으로 경영진들에게 바이오의약품 제조에서 데이터 분석을 구현하기 

위한 핸드북을 개발하며, 경험이 부족한 회원사에게 데이터 분석 기능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② 바이오의약품 제조에서 예측적 분석을 위한 데이터(Raw Material Data) 

수집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련 데이터들을 모아서, 다른 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사례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물질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최신 검색이 가능한 DB를 구축 및 활용하여 

변동성에 적절하게 대응한다.

다) BioACCESS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조 전략 수립, 글로벌 

공급망 분석, 글로벌 접근성 향상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① 바이오치료제의 글로벌 공급을 위한 제조 방법의 경제적 평가 : 글로벌 

제조 네트워크에서의 제조시설의 수와 위치, 장기적인 재정 및 공급의 

위험성 평가, 제조 결정의 영향 등을 분석하고 공유한다. 지역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시나리오들을 시뮬레이션하여 글로벌 수요와 공급의 위험성을 

분석하는 정량적 모델을 구축한다. 

② SARS-CoV-2 백신에 대한 제조 및 공급 물류 모델링 : COVID-19 

팬더믹 중, 백신의 긴급한 개발, 제조, 공급 및 전달은 중요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백신 후보물질이 많아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188) MIT-CB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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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중요한 과제였다. 제조 및 공급에 대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데이터화한다.

4.3.5. 주요 성과와 의의

Biomanufacturing@MIT-CBI는 정기적인 포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연구를 통해 결과를 발표하며, 또한 기업별로 적용하고 있다. 총 6개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COVID-19 이후 바이오의약품과 관련된 연구를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다.

<표 4-43> MIT-CBI가 발표한 논문 및 보고서 목록

사례 연구 주제

∙ Modeling Framework to Evaluate Vaccine Strategies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 The Impact of  SARS-CoV-2 on Biomanufacturing Operation
∙ Viral contamination in biologic manufacture and implications for emerging therapies
∙ Cyberbiosecurity in Advanced Manufacturing Models
∙ Leveraging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s in Adaptive Biomedical Innovation
∙ UNESCO Science Report 2015: Towards 2030

출처 : MIT-CBI 홈페이지

바이오의약품의 제조와 관련된 프로그램이지만, 교육 기관인 MIT를 중심으로 

구성된 학술적 정보 및 데이터 교류의 측면이 강하다. 특히 공동의 목표를 가진 

기업들을 묶어 BioACCESS, BioMAN, CAACB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연구와 

기술교류, 정보 교환을 하고 있다. 특히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기업들이 서로 

노하우를 교환하거나, 바이오의약품 제조와 관련한 데이터를 모으고 사례 연구를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부와 단체들은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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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C-PATH(Critical Path Initiative) 

4.4.1. 배경 및 목적

C-Path는 미국 FDA가 2004년 4월 발표한 보고서인 ‘Innovation/Stagnation: 

Challenge and Opportunity on the Critical Path to New Medical 

Products’와 함께 시작되었다.189) 이 보고서에서는 당뇨병, 암과 같이 현대에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여러 가지 과학적 발견들이 실제로 의학적 치료법으로 전환되지 못한 격차에 

대하여 그 이유들을 진단하였다. 

이에 FDA는 보건의료 제품의 안정성, 유효성 및 제조 가능성을 평가하고 

예측하기 위한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그 결과 2005년 

FDA의 후원 하에 PPP 형태의 C-Path가 설립되었으며, 정부 규제기관·

연구기관·학계·환자단체·제약기업 등의 1,600명 이상이 참여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효능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새로운 데이터 표준, 

측정법의 표준을 만들고, 제품 개발의 속도를 가속하여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비경쟁 표준과 접근을 FDA에서는 ‘약물개발 도구(Drug 

Development Tools, DDT)’라고 하는데, 이들의 사용 환경에 대한 유효성 

검토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있다.190) 그리고 구성원 간의 협력을 통해 관련 

데이터·경험·전문성 등을 공유한다.

4.4.2. 예산 및 구성

2020년 C-Path의 예산은 1,864만 달러이다. 이중 FDA의 예산이 691만 

달러로 약 37%를 차지하며 회원들의 투자가 540만 달러로 약 29%를 차지했다. 

지출은 1,773만 달러였다.191)

189) US FDA 홈페이지
190) C-Path(2020)
191) C-Path(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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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4> C-Path의 연도별 예산 및 지출(2016-2020)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 15.35 13.91 13.86 15.19 18.64

지출 14.68 13.34 13.57 14.81 17.73

출처 : C-Path Annual Reports

단위 : USD

[그림 4-25] C-Path의 예산 출처(2020년)

출처 : C-Path(2020)

C-Path는 대학 및 연구소 78개, 제약바이오기업이 92개, 환자단체 및 비영리 

기구 29개, 기타 회원 48개로 이루어져 있다. 

<표 4-45> C-Path의 제약바이오 기업파트너

Abbott Molecular
AbbVie
Amgen, Inc
Astellas
AstraZeneca
Baxter Healthcare
Bayer Pharma
Biogen
Boehringer Ingelheim
BMS

Celgene
CTI BioPharma
Daiichi Sankyo
Eisai, Inc
Eli Lilly and Company
Ferring Research 
Gilead Sciences
GSK
Hoffmann-La Roche
Johnson & Johnson

Lundbeck
Merck Sharp&Dohme
Novartis 
Otsuka
Pfizer
PTC Therapeutics
Sanofi
Shire
Takeda
TEVA

출처 : C-Path(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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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추진 체계 

C-Path는 운영위원회(Board of Directors)를 중심으로, 리더쉽팀(Leadership 

Team)과 어드바이저(Advisors)로 구성되어 있다.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 혹은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며, 2021년 7월 기준으로, 24개가 진행 중이고 2개의 

컨소시엄(CFAST, PTC)이 완료되었다. 

4.4.4. 주요 프로그램 및 핵심 역량

C-Path가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표 4-46> C-Path의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Biomarker Data Repository(BmDR) International Neonatal Consortium(INC)

Critical Path to Therapeutics for the Ataxias(CPTA) Predictive Safety Testing Consortium(PSTC)

Friedreich’s Ataxia Integreated Clinical Database
(FA-ICD)

Trial Outcome Markers Initiative in T1D Consortium
(TOMI-T1D)

Polycystic Kidney Disease Outcomes Consortium
(PKDOc)

Critical Path for Sickle Cell Disease(CP-SCD)

TB-Platform for Aggregation of Clincal TB Studies
(TB-PACTS)

Duchenne Regulatory Science Consortium
(D-RSC)

Critical Path for Alzheimer’s Disease(CPAD)
Multiple Sclerosis Outcome Assessments Consortium
(MSOAC)

CURE Drug Repurposing Collaboratory(CDRC) Quantitative Medicine Program(QuantMed)

Hungtington’ Disease Regulatory Science Consortium
(HD-RSC)

Type 1 Diabets Consortium(T1D)

PredicTox Knowledge Environment(PredicTox KE) Critical Path to TB Drug Regimes(CPTR)

Transplant Therapeutics Consortium(TTC)
Electronic Patient-Reported Outcome Consortium
(ePRO Consortium)

Critical Path for Parkinson’s(CPP)
Patient-Reported Outcome Consortium
(PRO Consortium)

Data Collaboration Center(DCC)
Rare Disease Cures Acceleratror-Data and Analytics 
Plaform(RDCA-DAP)

출처 : C-Path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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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야는 알츠하이머(CPAD, PRO Consortium, CFAST), 데이터 협력

(DCC, CFAST), 천식(PRO Consortium), 우울증(PRO Consortium), 의약품 

안전(PSTC, CFAST), 당뇨병(T1D), 뒤셴형 근위축증(D-RSC), 프리드리히운

동실조192)(DCC), 기능성소화불량(PRO Consortium), 헌팅턴병(HD-RSC), 

과민성대장증후군(PRO Consortium), 신장이식(TTC), 파킨슨병(CPP, CFAST, 

CPAD), 결핵(CPTR, CFAST), 다발성경화증(MSOAC, PRO Consortium, 

CFAST) 등이 있다. 

나) 주요 프로그램193) 

① Critical Path for Parkinson’s Consortium 

파킨슨병 연구의 세계 최대 자선 재단인 Parkinson’s UK와 협력하여 

2015년에 시작되었다. 파킨슨병의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뇌 신경세포의 

도파민 결핍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파킨슨병의 초기 

임상시험을 기획하고 설계하기 위한 모범 사례와 효율적인 프로토콜을 

수립하기 위해 기업들과 학계의 파트너들을 모았으며, 임상시험 과정을 

개선하여 더 나은 치료제를 빠르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② Critical Path to TB Drug Regimes

2010년 Gates 재단, TB Alliance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학계·산업계·

정부 파트너들과의 폭넓은 협력을 통해 새로운 결핵 치료 치료법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들을 개발하고 있다. 데이터 표준 개발 및 통합, 바이오마커 

활용, 질병반응 매트릭스 생성, 약물 상호작용 측정법 등을 개발하고 있다.

③ Data Collaboration Center(DCC)

과학적 연구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다. 

CDISC(Clinical Data Interchange Standards Consortium)과 같은 

적절한 데이터 표준을 활용하여 중립적이고 비경쟁적인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DCC는 최고 수준의 기술자, 과학자, 프로젝트 관리자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문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290개 이상의 제약바이오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82개국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163건의 비임상 시험과 165건의 임상시험에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192) Friedreich’s ataxia
193) C-Path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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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주요 성과와 의의

C-Path와 하부 컨소시엄들은 FDA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바이오마커 개발에서 성과가 많이 있었으며, 알츠하이머 이미징 바이오마커, 

신장 안정성 바이오마커, 다낭성 신장 질환 이미징 바이오마커, 파킨슨병 이미징 

바이오마커, 파킨슨병 이미징 바이오마커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질병의 전개 과정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임상시험 데이터들을 축적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의약품 개발에 사용되는 바이오마커들을 검증하고 

결과를 공유하였다. 효과적인 임상시험의 디자인을 활용하기 위한 정량적인 

모델들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C-Path는 의약품 규제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모으고,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극복해야 하는 과제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대표적 PPP 모델이다.

4.5. TI Pharma(The Dutch Top Institute Pharma)

4.5.1. 배경 및 목적

2004년 네덜란드는 EU 의장국이 되면서 유럽 제약산업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도전 과제들을 인식하였다. 낮아지는 생산성과 의약품 연구개발의 

퇴보, 공공보건에 대한 이슈를 다루기에는 하나의 조직으로는 부족하다고 

파악하고 EU 의장국으로서 제기된 관련 연구들을 진행하였다. 그 연구의 

결과로 나온 WHO 보고서194)에서는 의약품 연구에 대한 명확한 전략적 정의를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네덜란드는 TI Pharma를 설립하였다.195) 2006년

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었으며 ‘건강과 부(Health and Wealth)’를 위해 

자국의 제약산업과 학계의 민관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구심점을 만들고 공동 

연구 및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94) Priority Medicine for Europe and the World
195) TI Pharma(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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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예산 및 구성

TI Pharma를 위해서 FES펀드(네덜란드 천연가스 예비 펀드)가 투입되었다. 

네덜란드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약기업과 학계 파트너십을 지원하였다. TI 

Phrama 프로그램은 FES펀드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운영되었다.

전체 예산은 초기에 2억 7400만 유로로 책정되었다. 처음에는 네덜란드 

정부에서 이 PPP를 위해 1억 3,500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고, 나머지 50%의 

25%는 제약기업, 25%는 학계 파트너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의약품 개발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늘면서 

점진적으로 예산이 늘어났으며, 2011년에는 제약기업 40%, 학계 파트너 20%, 

정부 지원이 40%가 되었다.

<표 4-47> FES 프로젝트의 포트폴리오 예산

단위 : 백만 유로

예산처 금액 % 사용처 금액 %

산업계 71.5 26% 직접 비용 254.1 92.7%

학계 65.5 24% 교육 훈련비 1.8 0.7%

정부보조 137.0 50% 간접 비용 6.1 2.2%

운영 비용 12.0 4.4%

합계 274.0 100% 합계 100%

출처 : TIPharma(2014)

[그림 4-26] 연도별 FES 프로그램 예산(2007~2013)

출처 : TI Pharma(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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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주요 대학들과 로컬 제약기업, 글로벌 제약기업, 네덜란드 정부가 

참여했다. FES 포트폴리오 형태로 PPP 프로젝트들이 공동 운영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대학교, 기업들과 파트너 형태로 진행되었다. 2005년 초기에는 8개의 

제약기업 파트너(중소기업 4개)들과 8개의 학계 파트너로 구성이 되었다. 

최종적으로는 64개의 기업 파트너(43개 중소기업)와 26개 학교 파트너가 

참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네덜란드 의약품 규제기관 및 협회(Nefarma) 등을 

포함한 6개의 관련 이해당사자들도 참여하였다. 이들의 파트너링을 통해 

총 74개의 공동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4.5.3. 추진 체계 및 성과 지표

TI Pharma는 하나의 경영부서와 두 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었다. 가장 중요한 

관리 기구인 감사회(Supervisory Board)는 TI Pharma FES 포트폴리오에서 

활동하는 모든 파트너로 구성된다. 그중에 학계 리더와 대기업, 중소기업 

임원들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이사회(Executive Board)가 임명된다. 

국제과학검토위원회(International Scientific Review Committee)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과학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감독과 조언하며 프로젝트들의 

과학적 측면의 검토에 참여했다.

[그림 4-27] TI Pharma 추진 체계

출처 : TI Pharma(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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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Phrama는 2006년 11가지 성과 목표를 제시했다. 성과 평가를 위해 

2009년 말에 중간점검위윈회가 조직되어 진행 상황 점검과 향후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2013년 말에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모든 활동에 대해 독립적으로 평가하였고 최종적으로 성과 목표들은 대부분 

달성되었다.

(1) 2년 안에, TI Phrama의 결과로 첫 번째 논문과 특허가 발표된다. 
(2) 2년 안에, 우선순위의약품 아젠다가 TI Pharma에 의해 공개되고 산업 내 주요 

논의내용이 된다.
(3) 현재의 산업, 스타트업, 학계의 컨소시엄이 3~4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협업한다. 
(4) 2~3년 안에, EU 내에서 위상을 얻고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과 국제적으로 협력한다.
(5) 3∼4년 안에, TI Pharma 연구자들이 산업계, 유관기관 및 규제기관에 채용된다. 
(6) 4년 안에, 프로젝트의 3분의 1 이상이 처음 계획에 기술된 목표치를 달성한다. 
(7) 4년 내에, TI Pharma 프로젝트의 결과로 몇몇 spin-outs들이 만들어진다. 
(8) 4년 안에, 적어도 특정 질병의 치료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이 발견된다. 
(9) 4∼8년 안에, TI Phrama 프로젝트에 기반하여 적어도 하나의 질병에 대한 대증요법

(symptomatic treatment)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로 대체한다. 
(10) 4∼8년 안에, 다수의 새로운 바이오마커들이 확인되고 밸리데이션 된다. 
(11) 3∼10년 안에, TI Pharma에 의한 고유한 의약품 연구 인프라가 해외 제약기업들의 

더 많은 R&D 활동을 촉진시킨다. 

4.5.4. 주요 추진 과제

가) 건강과 부 분야 (Health and Wealth)

WHO 보고서를 기반으로 5가지 질병 분야196)에 대한 제약 R&D를 위해 

운영되었다. 이 분야에 대한 관련 기술로 치료적 표적 발견, 밸리데이션 및 동물 

모델, 후보물질 선정과 가상 모델링, 예상 약물 처리과 독성, 바이오마커와 

바이오센싱, 의약품 제제 및 타겟팅 등이 제안되었다.

자가면역질환 분야에서는 건선(psoriasis)에 대한 신규 바이오마커들이 

개발되었고 면역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특정한 영양성분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심혈관질환 분야는 신약 개발을 위한 과제들이 진행되었으며, 

종양 분야에서는 다수의 물질 및 바이오마커가 개발되었고 임상시험 모델도 

도출되었다. 감염병 분야는 MRSA 항생제 개발, 치쿤구니야와 말라리아 백신 

후보물질 도출 등이 있었고, 뇌질환 분야는 통증 측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 도출 

등의 2개의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

196) (자가)면역질환, 심혈관질환, 종양, 감염병 질환 그리고 뇌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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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8> TI Pharma의 주요 프로젝트 결과

구분 내  용 결과수

Compound Lead Compounds, Lead Series, Libraries 41

Formulations Formulation for delivery, Composition, Expansion 등 18

Biomarkers - 11

Preclinical Models Assay, Animal Models 등 33

Clinical Models Anything in Clinical Use 28

Databases 11

ETC Assays, Discovery Models 등 87

합계 229

출처 : TI Pharma(2014)

나) 우선순위 의약품 분야 (Priority medicines)

2004년 WHO 보고서는 미충족 치료적 필요에 대한 새로운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관점에서 작성되었으며, 21개의 우선순위 의약품 

리스트를 제시하였다. TI Pharma는 이들 중 15개197)에 집중하여 진행되었으며 

전체 74개 프로젝트 중 56개가 이와 관련된 연구였다. 사업 초기에 우선순위 

의약품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33% 정도로 예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56개 

프로젝트 중에서 39개(약 70%)가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뿐만 아니라 

우선순위 의약품에 대한 인식도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파트너들과 

노력했다. 이런 결과들은 2013년 7월에 발표된 EC Horizon 2020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다) 인적 자원 

사업이 추진되는 6년 동안, 공공과 민간의 다학문적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과학자들을 양성하고자 했다. 470명(박사과정 223명 

박사후과정 247명)의 연구자 집단이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광범위하게 

일하는 직접적인 경험을 쌓았다. 더 넓은 제약산업 분야 및 산업에 대한 이해를 

197) 항생제내성으로 인한 감염, 심혈관질환, 당뇨, 종양, HIV와 AIDS, 결핵, 말라리아, 
소외질환, 알츠하이머, 골관절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후출혈(P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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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과학적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총 8개의 다른 교육과정198)과 39회의 

산업체험들이 이루어졌다.

라) 네트워크와 협력 분야

개방혁신은 네트워크 품질과 범위, 내부적 신뢰도에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 

네덜란드 제약산업에서 학계와 산업 간의 상호작용은 크지 않았으나 이 PPP 

프로젝트를 통해 매우 생산적인 협업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협업을 어렵게 

생각하는 다양한 당사자들이 공동의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민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토론 환경을 

조성하였다. 

4.5.5. 과제 공모

전체 기간 동안 과제 제안을 위한 5번의 공모(Call)가 있었다.

<표 4-49> TI Pharma의 과제 공모

순차 명칭 내용 시기 예산

1
산업과 학계 이니셔티브
(Industry and Academy)

5개 치료분야,6개 기술에 대해 정의하고
연구자 모집

2006년 
1억 6천만 유로
(민간 참가 25%)

2 포트폴리오 균형 감염병 질환을 중심으로 진행 2007년
8천만 유로

(민간 참가 25%)

3
조인트 공모
(Joint call for proposals)

CTMM과 BMM 프로그램의 협력199) 2009년
2,800만 유로

(민간 참가 25%)

4
가치창조
(Value Creation Call)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추가 지원 2011년
1,500만 유로

(민간 최소 40%)

5
중소기업 파트너십
(SME Partnership Call)

중소기업 파트너링 지원 2012년
750만 유로

(민간 최소 40%)

출처 : TI Pharma(2014)

198) PhD – Business & Entrepreneurial Skills(BES), Drug Discovery & 
Development Cycle (DDC), Post-Doc – Drug Discovery Simulation (DDIS), 
Drug Development Simulation (DDES), Extra courses – IP, Project Management, 
Biological simulation, Industry/Careerday

199) CTMM(Center for Translational Molecular Medicine)과 BMM(Bio Medical 
Materials)



제4장 제약산업 PPP 해외 사례 ❙ 167

4.5.6. 주요 성과와 의의

2013년 말을 기준으로 41개의 후보물질 발굴, 18개 신규 제제, 11개의 

바이오마커, 33개의 비임상 모델링, 28개의 임상시험 모델, 11개의 연구 데이터

베이스, 87개의 연구 도구(Assays, discovery models)들의 성과가 있었다.

연구 활동과 지식 분야에서는 신생아를 위한 안전한 모르핀 투여 요법, 

COPD에 대한 새로운 임상 프로토콜, 급성 골수성백혈병을 위한 백신 후보물질 

도출, 희귀대사질환 등 특정 질병의 등록을 통한 치료와 진단의 유용성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다. 네트워크와 협력 분야에서는 TI Pharma 프로젝트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총 74개의 후속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인적자원 분야에서 

470명의 박사와 Post-doctoral 펠로우가 교육을 받았으며 약 750건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257명의 TI Pharma Fellow가 2013년 말까지 끝냈으며 98%가 

산업계나 학계에서 계속 종사하였다. 

2007년 첫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로 과학적, 재정적 및 교육적 결과가 

모두 기대치를 초과했으며 특히 여기에는 환자 건강과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포함된다. 특히 2004년에 WHO 보고서200)에 정의된 주제에 대해서 

다수의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이후 다른 PPP 프로그램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2007년 이후 순차적으로 설립된 IMI는 TI Pharma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을 

공유하였으며 이는 이 새로운 PPP 프로그램의 시작에 큰 도움을 주었다. 

2013년 IMI의 일환으로 시작된 개방형 혁신 리소스인 EU Lead Factory는 

32개국의 국제 파트너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 프로젝트 중 소아질환이나 희귀질환 등에 관한 연구는 빌 앤 

멀린다 재단과 일본의 GHIT 펀드의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주었다.

200) Priority Medicines for Europe a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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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U-ToxRisk

4.6.1. 배경 및 목적

독성 시험과 위험 평가는 의약품 개발의 중요한 부분이다. EU-ToxRisk는 

2016년부터 시작된 EU의 Horizon 2020 연구혁신 프로그램의 하나로 약물의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신뢰도 높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것을 목표로 했다.201) 

인체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고성능 분석·이미징·체외 테스트·컴퓨터 독성학 등을 통해 반복적인 독성에 

대한 인체 실험 방법들의 개발과 발달&생식독성학(DART, Development & 

Reproductive Toxicology)에 대한 테스트 방법을 찾고자 했다.

EU-ToxRisk은 동물 실험에서 인간 세포 반응 및 화학적 부작용의 인과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하고, 독성 시험을 세포생물학, Omics 테크놀로지, 

시스템 생물학 및 컴퓨터 모델링을 사용하여 메커니즘 기반의 화학적 안정성 

테스트 전략에 대한 개념증명(Proof of Concept)을 제공하는 사업들을 추진

하였다.

4.6.2. 예산 및 구성

EU Horizon 2020 프로그램202)으로, 2016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6년간 지속되었으며 투자된 예산은 3,012만 유로이다. 이중 EU의 예산은 2,780만 

유로가 들어갔으며, 가장 예산을 많이 투자한 곳은 University of Leiden, 

Universitat Konstanz, Maastricht University이다. 

제약기업뿐만 아니라 농화학기업, 화장품 기업 등을 동물 임상시험과 관련된 

기업들이 참여하였으며, 유럽의 대학, 연구소, 협회, 정부기관도 함께하고 있다.

EU-Toxrisk는 컨소시엄 파트너 이외에 과학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Board), 규제자문위원회(Regulatory Advisory Board), 협력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협력기관에는 Syngenta, the JRC, Cosmetics Europe, Tox21이 있다.

201) EU-ToxRisk 홈페이지
202) Grant No. 681002 ‘An Integrated European ’Flagship’ Program Driving 

Mechanism-based Toxicity Testing and Risk Assessment for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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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0> EU-Toxrisk의 참여 파트너

대학 대기업 연구소 및 단체

• University Leiden(네덜란드)
• Universitat Konstanz(독일)
• Maastricht University

(네덜란드)
• Karolinska Institutet(스웨덴)
• KU Leuven(벨기에)
• Leiden University Medical 

Center(네덜란드)
• Universodad Pompeu(스페인)
• Universitat Wien(오스트리아)
• Kobenhavns University(덴마크)
• Johns Hopkins University(미국)
• University Heidelberg(독일)
• Stiching VU(네덜란드)
• Stockholms University(스웨덴)

• BASF SE(독일)
• Unilever(UK)
• Cosmetics Europe(벨기에)
• SimCyp Limited(UK)
• EdelweissConnect(스위스)
• CERTARA UK LIMITED

(UK)
• F. Hoffmann-La Roche

(스위스)
• Steinbeis Transfer Center

(독일)
• L'OREAL SA(프랑스)

• INERIS(프랑스)
• TNO innovation for life

(벨기에)
• Fraunhofer(독일)
• IfADo(독일)
• EMBL-EBI(UK)
• MARIO NEGRI(이탈리아)
• NC3Rs(UK)
• UK Research and

Innovation(UK)
• National Contre for the Replace 

ment, Refinement & Reduction 
of Animals in Research(UK)종소기업

• Biotalentum (헝가리)
• BioDetection Systems

(네덜란드)
• ARTTIC SAS(프랑스)
• Cyprotex Discovery(UK)
• TISSUSE GMBH(독일)
• InSphero AG(스위스)
• Open PHACTS (UK)
• LHASA LIMITED(UK)

규제 기관

•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od of Denmark(덴마크)

• The BAUA(독일)
• Instituto Superiore di

Sanita(이탈리아)

출처 : EU Horizon. EU-Toxrisk 홈페이지

<표 4-51> EU-Toxrisk 자문위원회 구성원의 소속 및 협력기관

과학자문위원회 규제자문위원회

Bayer(독일)
European Chemicals Agency(ECHA)
Swedish Chemicals Agency
the Medicines Evaluation Board
OECD
University of Tuebingen
NIH/NIEHS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Finnish Center for Alternative methods(FICAM)
FDA

German Fede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EFSA)
German Federal Institute for Drugs and 
Medical Devices
European Chemicals Agency(ECHA)
Dutch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RIVM)
the Medicines Evaluation Board
OECD
US EPA
FDA
German Fede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

출처 : EU-Toxris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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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주요 추진 과제

가) 테스트 시스템 평가(Test System Evaluation)

사람과 관련한 in-vitro 테스트 시스템 연구를 통해 독성발현경로(Adverse 

Outcome Pathway, 이하 AOP)와 독성학적 중요 현상에 대해서 정량적이고 

기계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2D 세포주에서 미세조직(microtissues), 

조직 조각(tissue slices)과 Organ-on-a-chip 기술, Omics 기술을 포함한 

고성능 Assay, RNA interference, 고함량 이미징(high-content imaging) 

기술 등이 포함된다.

나) 시스템 독성학/생물학, AOPs

사람에게 부작용과 테스트 물질들의 영향을 연결하는 AOP를 식별하고 

정량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통해 AOP 기반의 독성 테스트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통합한다. 새롭게 확립된 분석법은 모든 프로젝트의 화학물질에 대한 농도 및 

시간 경과에 따른 반응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작용의 출발점을 찾는다.0

다) 전산 독성학(Computational Toxicology)

생체역학, 대사 및 다중규모 위험 모델링을 통합하여 독성을 예측할 수 있는 

전산 독성학 모델링 접근법을 개발하고 in-vitro Assay와 in-silico 도구를 

결합한다.

4.6.4. 주요 성과와 의의

의약품 개발 등의 과정에서 동물을 이용한 비임상 시험, 특히 독성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약산업과 화장품 산업과 농화학 분야 

등 다른 분야와의 협력을 이끌어 냈으며, 대학과 연구소의 참여로 안전성 평가 

연구, 특히 간, 폐, 신장, 신경계의 in-vitro 테스트 방법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EU-ToxRisk에서 과학적으로 검토가 된 통합 테스트 접근 방식은 규제의 

개선과 수용에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례 연구가 새로운 규제 및 

과학적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연구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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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EU-Toxrisk 사례 연구의 일반적 접근법

출처 : Graepel(2019)

위험 평가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한 학제 간 연구 프로젝트로, 

6개의 보고서, 115개의 논문, 2회의 컨퍼런스 개최가 있었다.204) 일련의 맞춤 

설계된 사례 연구(Case Study)를 통해 새로운 독성 평가 방법이 안정성 평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배우고 평가하였다.

총 12개의 사례 연구가 있었으며, 각 연구의 제목은 아래와 같다.

<표 4-52> EU-Toxrisk의 사례 연구 주제

사례 연구 주제

- Multi-organ metabolism(MOM)
- High-concern toxicity profile screening
- Multi-target organ toxicity
- Parabens
- Liver toxicity
- Popcorn lung-a read-across case study on diketones class group
- Next-generation risk assessment of developmental neurotoxicity liabilities of 

neonicotinoid insecticides
- Repeated dose toxicity(RDT) / Developmental and reproductive toxicity(DART) 

- Mitochondrial toxicity. The case of motochondrial complex I inhibitors: deguelin 
and rotnone

- Repeated dose toxicity(RDT) / Developmental and reproductive toxicity(DART) 
- Mitochondrial toxicity. The case of the strobilurin fungicides.

- Peroxisome proliferation / Organic anion transporter interference
- Prediction of developmental and reproductive toxicity(DART): a read-across 

case study with short branched carboxylic acids
- Prediction of microveisular liver steatosis – a read-across case study with short 

branched carboxylic aicds

출처 : EU-Toxrisk 홈페이지

203) Graepel(2019)
204) EU Horizon 2020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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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GHIT 펀드(Global Health Innovative Technology Fund)

4.7.1. 배경 및 목적

GHIT 펀드는 2013년 개발도상국의 질병 퇴치를 통해 글로벌 보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 정부와 민간기업들의 합작으로 설립되었다. 글로벌 R&D 

파트너십을 통해 이윤이 낮고 투자 위험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을 위한 4가지 핵심 가치를 

오픈이노베이션·접근성·공평성·투명성으로 하고 있다.205)-

4.7.2. 예산 및 구성

2019년 기준으로 펀드의 총 규모는 약 5,850만 달러206)이며, 2019년에만 

19개 프로젝트에 약 3,92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207) 

[그림 4-29] GHIT 펀드 투자액(2013~2019)

출처 : GHIT Annual Report(2019)

205) GHIT 홈페이지
206) 63.7억 엔, 100엔 = 1USD로 계산
207) GHIT Fund(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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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과 후생노동성이 50%를 부담하고 민간제약업체 25%, 게이츠 

재단이 25%를 부담하고 있다. 2013년~2019년 동안의 투자액은 약 2억 8,520만 

달러이고, 이 중 GHIT 펀드는 2억 920만 달러이고 공동투자는 7,600만 달러

였다.

공공 부문에서는 일본 외무성, 후생노동성, UNDP(유엔개발계획)과 빌&멀린다 

게이츠재단, Wellcome trust 등의 보건재단들이 참가했다. 민간 부분은 

Takeda 등의 17개 기업파트너와 ANA 등 6개 스폰서가 가입되어 있다. 전체 

참여 파트너는 총 128개이며, 일본 파트너가 47개이고 타 국가 파트너가 8개

이다.208) 

<표 4-53> GHIT 참여 민간 파트너

구분 파트너

Full Partners
Astellas, CHUHAI, Daiichi Sankyo, Eisai, Shionogik, Takeda, 
Roche

Associate Partners FujiFilm, Otsuka, Sysmex

Affiliate Partners
GSK, J&J, Kyowa Kirin, Merck, Mitsubishi Tanabe Pharma, 
ONO Pharmaceutical, Sumitomo Dainippon Pharma

Sponsors ANA, BCW, MORI, Morrison Foerster, Yahoo japan, Salesforce

출처 : GHIT Fund(2019)

4.7.3. 추진 체계 및 성과 평가

위원회, 심의회, 선정위원회 및 GHIT 관리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심의회를 관리․감독하며 펀드의 추진 방향을 확인한다. 민간위원회는 조직 및 

투자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심의회는 선정위원회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하며 

정책 설정, 수행 평가 및 선정위원회의 자금 추천을 승인한다. 선정위원회는 

파트너의 투자 제안서와 보고서를 평가, 투자에 대한 검토 및 추천한다. 자문 

패널은 이사회장과 CEO, 펀드 관리자에게 전략적인 자문을 해 준다. GHIT 

관리팀은 인적자원 제공, 중간 전략과 연간 계획 등을 이사회에 제안한다.

208) GHIT Fund(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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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GHIT 펀드 추진 체계

출처 : GHIT 홈페이지

과제의 성과는 타겟 연구부터 제품 등록까지 제품의 전주기적 단계를 9개로 

나누고 이에 따라 평가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GHIT 1.0 동안에 

총 74개의 파트너십에 투자하였다.209) 

[그림 4-31] GHIT 펀드 1.0 단계별 과제수

출처 : GHIT Fund(2018)

209) GHIT Fund(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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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주요 추진 과제

2018~2022년까지의 GHIT 펀드2.0의 4가지 주요 사업은 혁신적인 글로벌

헬스 R&D 파이낸싱, 글로벌 개방혁신, 견고한 포트폴리오 운영, 제품 접근성 

향상이다.

[그림 4-32] GHIT 펀드 사업 모델

출처 : GHIT Fund(2018)

R&D 파이낸싱은 HIV/AIDS, 말라리아, 결핵, 소외열대질환에 일본 정부와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 Wellcome Trust,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2억 달러를 

투자한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일본과 비일본 파트너간의 협력을 통해 기술을 

통합하여 개발한 혁신적 제품을 투자한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진행 중인 

과제에는 프로젝트를 모니터링 및 평가하여 결과가 좋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 단계 후보물질의 접근성 향상은 규제·재정·제조 전략, 정책 및 공급망에 

대한 전략적 가이드를 제공한다.210) 

가) 포트폴리오

GHIT 2.0은 2019년 기준으로 전체 48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211) 

그 중 24개가 후보물질 발굴 단계에 있으며, 17개가 비임상 단계, 6개가 임상 

단계에 있다. 프로젝트는 크게 3개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고 말라리아, 결핵, 

210) GHIT Fund(2018)
211) GHIT Fund(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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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열대질환(Neglected Tropical Diseases)으로 구분된다. 2013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추진된 프로젝트는 105개이며 이 중에 투자액 비율로 말라리아 

42.4%, 결핵 10.8%, 소외열대질환 46.7%였다.212)

<표 4-54> 2013~2021년 6월 기준 GHIT 투자 포트폴리오

100엔 = 1USD로 계산

구분 투자액 투자비율 건수

말라리아 110,526,615 42.4% 46

결핵 28,194,016 10.8% 19

소외열대질환 121,676,780 46.7% 40

참조 : GHIT 홈페이지

나) 말라리아

프로젝트는 총 46개였으며, 그 중 현재 진행 중인 것은 25개이다. 이 중 의

약품 개발이 14개, 백신이 9개, 진단기기가 2개이다. 의약품의 경우는 스크리닝 

단계가 4개, Hit-to-Lead 단계가 3개, 비임상이 5개, 임상 2상이 1개가 있다.

[GHIT Fund 말라리아 프로젝트 CASE STUDY – SJ733]

∙ Project Name : A novel PfATP4 Inhibitor for Malaria (RFP 연도 : 2016)
∙ 투자액 : 4,500,001 USD
∙ 개발 단계 : 임상 2상 
∙ 파트너 : Eisai., Medicines for Malaria Venture(MMV), University of Kentucky(UK)
∙ 목표 : SJ733의 GMP lot 생산, 페루에서의 임상 2a 진행 등 
∙ 파트너 역할 
  - Eisai : 의약품 API와 완제의 제조, 임상시험 시료 생산 및 제제 연구 
  - MMV : 임상 1a/1b와 2a 진행, FDA 허가 진행, in vivo 연구 
  - UK : 전체 프로젝트 관리, 보고서 및 논문 작성, in vitro 테스트 

다) 결핵 

프로젝트는 총 19개였으며, 그 중 현재 진행 중인 것은 8개이다. 이 중 의약품 

개발이 6개, 진단기기가 2개이다. 그 중 의약품은 스크리닝 단계가 1개, 

Hit-to-Lead 단계가 4개, 비임상이 1개가 있다.

212) 100엔 = 1USD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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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IT Fund 결핵 프로젝트 CASE STUDY]

∙ Project Name : Lead optimization of novel azetidine-based tryptophan synthase 
inhibitors as new mechanism of action treatment of tuberculosis
(RFP 연도 : 2017)

∙ 투자액 : 2,003,324 USD
∙ 개발 단계 : 비임상
∙ 파트너 : Eisai., Colorado State Univerisy(CSU), The Global Alliance for TB Drug 

Development(TBDA), The University of Chicago, Broad Institute
∙ 목표 : 결핵치료제의 비임상 개발에 적합한 우수한 물리화학적 및 약동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Mtb 트립토판에 대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소분자 억제제를 합성
∙ 파트너 역할 
  - Eisai : Medicinal Chemistry, DMPK,  Safety Study
  - CSU : in vitro MIC testing, in vivo efficacy Study
  - The University of Chicago : X-ray crystallography, Lead 최적화
  - TBDA : 과학적 자문 
  - TB Alliance : 전체적인 프로젝트 자문 

라) 소외열대질환

프로젝트는 총 40개였으며, 그 중 현재 진행 중인 것은 23개이다. 이 중 

의약품 개발이 13개, 백신이 4개, 진단기기가 6개이다. 의약품의 경우는 타겟 

발굴이 1개, 스크리닝 단계가 2개, Hit-to-Lead 단계가 1개, 비임상이 6개, 

임상 1상이 1개, 2상 1개, 3상이 1개가 있다. 연구 중인 질환은 부룰리 궤양, 

샤가스병, 뎅기열, 리슈만편모충증, 림프사상충증/사상충증, 주혈흡충증, 토양매개 

구충병, 진균종이다. 

4.7.5. 과제 선정

가) 연구 플랫폼

① 타겟 연구 플랫폼 : 치료 타겟팅 활동의 신규 메커니즘, 감염질환 타겟팅, 

신규 백신의 개념 및 대상, 구조 연구, 진단분석에 대한 새로운 개선 방법 

연구

② 스크리닝 플랫폼 : 말라리아, 결핵, 샤가스 질병과 리슈만 편모충병에 대한 

신규 화합물 식별을 위한 화합물 라이브러리 스크리닝을 촉진

③ Hit-to-lead 플랫폼 : 화합물 라이브러리 스크리닝을 통해 확인되어 약물 

후보로 최적화될 수 있는 선도화합물 발견 및 개발 프로세스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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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품개발 플랫폼 : 선도물질 최적화, 비임상개발(생체 연구, 제제 개발, 

화학 및 공정 검증), 임상 개발, 허가 및 WHO 사전 인증 지원

나) 투자 절차

4개의 R&D 플랫폼별로 GHIT 펀드가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다. 

<표 4-55> GHIT펀드의 단계별 R&D 투자 프로세스

단계 대상 타겟연구 스크리닝 Hit-to-Lead 제품개발

1 지원자 ITA 제출 계약서 제출 ITA 제출 ITA 제출

2 관리팀 자격검토

3 선정위원회 예비검토 - - -

4 지원자
전체제안서 

제출
PDPs 토론

(프로젝트 범위)
전체제안서 

제출
전체제안서

제출

5 외부평가단 검토 -

HTLP 
전문가패널

검토
검토/펀드 

건의

6 선정위원회
상호인터뷰 및 
제안서 선정

-

HTLP 
실무위원회 상호인터뷰 및 

펀드 승인 요청검토/펀드 
승인

7 이사회 선정과제 검토 검토 검토 검토/펀드 승인

8
관리팀/

제품개발파트너
승인, 계약 및 

자금 투자
일본기구-PD
P-GHIT 협정

승인, 계약 
및 자금 투자

승인, 계약 및 
자금 투자

9 관리팀 모니터링 및 평가 시작

10
관리팀/

제품개발파트너
모니터링 및 평가

출처 : GHIT 홈페이지

4.7.6. 주요 성과와 의의

일본의 제약기업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발판이 되었으며, 

PPP 형태의 글로벌 펀드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낮은 이윤의 의약품 개발이 

많아서 공공의 펀드 투자가 없으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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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글로벌 개방혁신을 통한 협력과 이를 통한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 

그리고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보건의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이라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흥국에서의 해외 임상시험 수행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GHIT의 사례처럼 신흥국에서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개발에 대한 해외 임상시험이 지원은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역량 제고와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민관협력파트너십의 모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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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연구 목적과 범위

1.1.1. 배경 및 목적

제4장에서 제약산업 PPP의 해외 사례들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들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 중임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도 제약산업의 도약과 COVID-19 팬더믹의 대응 등을 

위해서 다양한 PPP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KIMCo가 출범했고, 2021년에는 COVID-19을 

대응하기 위한 K-mRNA 컨소시엄과 mRNA 벤처 컨소시엄 등이 시작되었다.

본 장에서는 국내 제약산업에서 어떠한 PPP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러한 PPP에 대한 수요 

파악과 추진 형태들에 대한 의견 조사들이 향후 국내에서 다양한 PPP가 

이루어질 때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해외의 

사례에서 참고할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검토 및 참고하여 국내 제약산업에 

적합한 PPP를 제안하고자 했다. 이러한 제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 사례의 형태와 

같이 PPP의 목적, 주요 파트너, 거버넌스, 예산 구조 및 성과 지표 등을 포함

하였다.

1.1.2. 범위

본 연구보고서의 제약산업 PPP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으며, 개방혁신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정부의 R&D 자금 지원과 민간의 

추가적인 투자의 형태보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다양한 파트너들이 참여하고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협력 플랫폼을 PPP의 범위로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제2장에서 검토한 바처럼, 제약산업 PPP를 제품개발과 비경쟁적 PPP로 

나누었고 비경쟁적 PPP를 산업경쟁력 PPP와 협력 연구 PPP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제안하고자 하는 PPP는 3가지 영역에서 각 1가지로 제한하였다. 

제품 개발의 경우는 문헌 검토와 PPP 사례조사를 통하여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제품 영역으로 노인성 정신질환, 만성질환, 백신, 항생제, 소외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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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의, 항암제 7개로 한정하였다. 항암제 개발의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여전히 높고 면역항암제와 

같이 기존 항암제와는 다른 치료제 개발은 기초 임상이나 규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포함시켰다. 다른 단순한 정부 R&D 비용 지원보다는 특정 

치료제의 개발을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협력하는 형태로 

하였다. 한국 제약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외 기업들을 제외한 국내 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비경쟁적 PPP의 경우는 협력연구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로 나누었다. 협력 

연구를 위한 방식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및 정보를 공유하는 형식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지원으로 범위를 좁혔다. 데이터 공유는 표준모델 

개발이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형태이고, 정보 공유는 

전문가들의 노하우나 지식들을 나누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PPP를 제안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과 다수의 

제약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 두 이해관계자가 빠지는 형태는 

제외했다. 여기에는 목적에 따라 제조기술 개발과 인력양성으로 나누었다. 특히, 

인력양성은 교육을 받는 대상과 프로그램의 운영주체에 따라 구분되었다.

제품개발 
PPP

: 치료제, 백신 등

제약산업 
PPP

협력연구 
PPP

: 연구 기반구조 조성.
  데이터 및 정보 공유 등

비경쟁적 
PPP

산업경쟁력 
PPP

: 제조 기술, 인력 양성 등

[그림 5-1] 제약산업 PPP의 구분

1.2. 연구 방법

1.2.1. 연구의 진행

제5장의 연구는 4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는 4장에서 이루어진 해외 

사례에서 국내 제약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도출한다. 2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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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발, 산업경쟁력, 협력 연구 3개의 분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설문 조사를 통해 찾는다. 3단계는 3가지 PPP의 모델에 대하여 구성, 

예산, 형태, 기간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정리한다. 마지막 

4단계는 3가지 PPP 모델을 구조화하여 제시하고 기대효과를 예측한다.

1.2.2. 1단계 : 기초 조사

기초 문헌 조사와 제2장에서의 사례를 기반으로 제품 개발의 경우 7개의 

분야를 정하고 각각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정리한다. 

제품개발 PPP는 해당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찾는다. 비경쟁적 PPP는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여 국내에 적용의 

대략적인 방안과 기대 효과를 정리한다. 특히, 해외 사례를 동일하게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트너 조합, 운영 방식, 투자 영역 등 참고사항 

발굴을 중점으로 한다.

1.2.3. 2단계 : 설문 조사

기초 조사에서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 KIMCo에 의뢰하여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를 한다. 모든 질의는 객관식으로 최종적으로 3개의 제약

산업 PPP 모델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응답자 기업의 규모나 

특징에 따라 응답의 결과를 분석한다. 

1.2.4. 3단계 : 전문가 회의

3개의 제약산업 PPP 모델에 대하여 국내 제약산업 전문가 9인에게 서면 

자문을 통해 PPP의 구성, 예산 형태 등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다. 이 단계의 

핵심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PPP 모델에 대한 공통된 생각과 차이점들을 

찾고 확인하는 것이며,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경우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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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4단계 : PPP 모델 제안

설문과 자문 등을 반영하여 3개의 제약산업 PPP 모델을 제시해 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한다.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언한다.

2. 기초 조사

2.1. 제품개발 PPP 분야 선정

제4장에서의 해외 사례 중에서 제품개발에 해당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PPP가 정부의 역할을 민간이 참여하여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이윤보다는 

공공의 필요성이 강한 제품개발을 범위로 했다. 따라서 7개의 사례를 조사의 

대상으로 한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각 분야들의 해외 사례와 해당 질병들의 

예를 제시하였다. 

(1) 노인성 정신질환 치료제 개발(ANDI) : 알츠하이머병, 치매, 파킨슨병, 

노인 우울증 등 

(2)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AMP) :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

(3) 소외질환 치료제 개발(DNDi) : 결핵, 전염병, 말라리아, C형 간염, HIV 등

(4) 희귀의약품 개발(EURORDIS) : 고셔병, 신경섬유종증, 왜소증 등

(5)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항생제 개발(Carb-X)

(6) 필수 백신 개발(IAVI) : 일본뇌염, 폐렴구균, 자궁경부암, 수족구, 소아

장염 등

(7) 암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면역 항암제 등 개발(T2EVOLVE) : 면역관문

억제제, 이중항체, CAR-T 치료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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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경쟁적 PPP 핵심 도출

제4장에서의 해외 사례 중 비경쟁적 PPP에 대해서는 각 사례별로 국내 

제약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목표와 주요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협력연구 지원에서 연구협력 부분은 TI Pharma, C-Path, EU-ToxRisk, 

GHIT 펀드를 참고하였고, 데이터 및 정보공유 부분은 Open PHACTS, 

MIT-CBI를 참고로 했다. SGC의 경우는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현재 글로벌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내 산업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산업경쟁력 지원에서 제조기술 부분은 PIPS, NIIMBL, iConsensus를 

참고하였으며, 인력양성 부분에서는 EU EMTRAIN, REDI Initiative, NIPTE를 

참고하였다.

각 해외 사례들의 핵심적인 특징과 국내 제약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출하여 정리하였다.

<표 5-1> 비경쟁적 PPP 해외 사례의 특징과 사업 모델

분야 명칭 특징 사업 모델

공동
연구
기반

TI Pharma
개방혁신 기반 구축을 통한 
질환별 타켓 연구 등 기초
연구 협력 지원

민관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산업 내 다양한 
구성원간의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지원

C-Path
새로운 치료법의 효능과 안
정성 평가 연구 협력 지원

데이터 표준, 측정방법, 바이오마커 등을 개발하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지원

EU-
ToxRisk

타 산업 분야들과의 기술융
합 협력 과제 발굴 및 협력 
지원

IT 및 데이터산업, 농수산업, 화장품, 기계산업, 전기전자 
산업등 다른 산업과의 협력 지원, 공동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GHIT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펀드를 통해 해외 임상시험 등을 지원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CRO간 컨소시엄 구성 및 
정부의 G2G 지원 

데이터
·

정보

Open
PHACTS

정부주도 산학연병 연구 
데이터 공유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협력 지원

비임상·임상데이터 표준 모델 개발 지원, AI 기반 신약개발 
등을 위한 기업 및 IT 기관간의 데이터 공유 컨소시엄 구성 

MIT-CBI
제약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인프라 조성 및 
운영

국내 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필요 분야에 대한 
산업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심포지엄 개최 등 정부
주도의 네트워킹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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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명칭 특징 사업 모델

제조
기술

PIPS
첨단 제조기설 및 기술·
공정에 대한 연구개발 협업

QbD, 연속공정, 스마트 공장, 생촉매, 입자공학 등에 대한 
정부, 제약사, 대학, 규제기관 간의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NIIMBL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의약품 
제조기술 연구개발 협력

원료, 제제 및 제형, 공정, 품질관리 등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화학의약품 분야 제조기술을 공동연구하고 
경험들을 공유

iConsensus
바이오의약품 제조에 특화된 
연구개발 협업

세포배양, 순도개선, 단백질 안정성, 바이오 공정 등에 대한 
민관협력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바이오의약품 관련 공동 
연구 후 성과 공유

인력
양성

EMTRAIN

공동연구로 산업에 필요한 
박사급 고급인력 양성

민관협력 Ph.D 프로그램 운영. 산업계 박사급 연구원과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과의 공동연구 진행 및 정부의 연구비 
및 학비 지원

포괄적 제약산업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지원

제약 및 약학 분야의 포괄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구축.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 산업계가 커리큘럼 구성 

REDI
외부 전문가들의 산업계 
단기 참여 펠로우십 운영

다양한 학계 전문가, 임상전문의, 데이터전문가 등 외부 
인력이 단기간 산업계에 참여하고 정부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펠로우십 운영

NIPTE
대학을 중심으로 규제기관과 
협력하여 통합적인 교육 
제공

규제기관과 약학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기업들이 
출자하여 기업종사자들에 대한 규제, 평가, 기술, 임상 
정기적 교육 및 훈련 진행

자체 정리

3. 설문조사

3.1. 설문지 구성 및 진행

3.1.1. 설문 목적

국내 제약산업에 필요한 PPP를 제안하기 위해서, 국내 제약기업들이 가장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찾고자 하였다. 제약산업 PPP를 3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 대해서 대표적인 PPP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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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구성

설문의 항목은 크게 ① 회신기업 일반현황, ② 제품개발 PPP 필요 분야, ③ 

협력연구 PPP 필요 분야, ④ 산업경쟁력 PPP 필요 분야, ⑤ 사업 참여의향의 

5가지로 구성하였다.

기업의 일반현황에서는 회신자 정보 및 기업 유형, 매출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을 확인하였다. 기업의 유형은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견기업 정보마당, 기업집단포털 기준 등을 참고하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바이오벤처로 분류하였다.

<표 5-2> 기업분류 기준

분류기준 비고(확인방법)

①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기업집단포털

② 중견기업: 3년 평균매출액 800억 원 초과 또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 정보마당

③ 중소기업: 3년 평균매출액 800억 원 이하 또는 차산 총액 5천억 원 
미만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④ 바이오벤처: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의거한 기업

벤처확인종합관리
시스템

매출액은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의약품 생산규모별 구분기준과 기업유형 분류

기준을 반영하여 ① 10억 미만, ② 10-100억, ③ 100-1,000억, ④ 1,000-3,000억, 

⑤ 3,000-5,000억, ⑥ 5,000억-1조, ⑦1조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은 ① 10% 미만, ② 2-5%, ③ 5-10%, ④ 10-15%, 

⑤ 15-20%, ⑥ 20-30%, ⑦ 30%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제품 개발 PPP는 사전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례인 ① 면역항암제, ② 노인성 

정신질환, ③ 만성질환, ④ 필수 백신, ⑤ 희귀의약품, ⑥ 신규 항생제, ⑦ 소외

질환치료제 개발의 7개로 구성하였다. 협력 연구 PPP의 경우는 ① 개방혁신 

기반 구축, ② 효능 및 안정성 평가 연구 협력, ③ 산업간 기술 융합, ④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의 4개로 하였다. 데이터 및 정보 공유로는 ① 연구 데이터 공유 

인프라, ② 산업 경험과 노하우 공유의 2가지를 추가하였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7개의 분야 이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질환 및 기술 영역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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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PPP 분야 조사는 ① 첨단 제조기술 연구, ② 포괄적 제조기술 

연구, ③ 바이오의약품 특화 연구의 3가지로 하였고, 인력 양성 분야로 ① 고급 

연구인력 양성, ② 평생 교육 시스템 구축, ③ 외부 전문가 교류 확대, ④ 대학 

중심의 규제 및 임상 교육의 4가지로 질의지를 구성하였다. 

모든 질의는 필요성에 대한 것으로,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필요없음 1부터 매우 필요함을 5로 하였다.

추가적으로 국내에 필요한 PPP의 운영 구조에 대하여 공동운영, 민간운영, 

정부운영, 네트워크 운영으로 구분하여 질의하였다. 이는 부분은 제3장의 검토

하였던 PPP의 운영 형태의 분류인 초기시장형, 성숙시장형, 실험실증형, 혁신

네트워크형을 참고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국내 제약산업 PPP 사업에 추진에 대하여 사업 참여의향과 

관심 분야에 대해서 물었으며, 참여 의향이 없는 경우는 한국 제약산업에서 

PPP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요인에 대해 질의하였다.

해당 설문조사지는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3.1.3. 진행

모든 설문조사는 (재)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과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57개 출연사들에게 배포 및 회수되었다.

설문기간은 2021년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였으며, 32개 기업에서 

36개의 설문을 회수하였다.213) 설문조사에는 주로 연구(55.6%) 또는 개발 

본부(19.4%)의 임원(69.4%)들이 참여하였다.

3.2. 설문의 결과

3.2.1. 결과 처리

36개 설문의 개인이 기재한 값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각 항목별 공란은 

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 

213) 4개 기업에서 담당자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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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결과 분석

가) 회신 기업 일반현황

57개 출연사 중에서 32개 기업이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의 소속은 연구부서에서 

55.6%(20명), 개발부서에서 19.4%(7명)로 높았다. 전체 응답자 중 임원 비율이 

69.4%(25명), 직원이 30.6%(11명)이었다. 

나) 제품 개발 PPP

제품 개발 PPP 영역에서 항암제(평균 4.19점, 5점 만점) 및 노인성 정신질환

(평균 4.19점) 분야에서 수요가 가장 높았다. 특히 항암제 분야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필요성이 매우 높다’라고 응답했으며, 유전적 돌연변이를 가진 암, 

기존치료제들에 대한 재발/불응성암, CAR-T, CAR-NK 등 세포치료제 등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그림 5-2] 제품개발 PPP의 필요 분야

정리 : KIMCo 이혜린

그 외 의견으로, 제시된 질환 영역 이외에 mRNA 백신 전달체로서의 LNP를 

포함한 여러 가지 DDS(Drug Delivery System)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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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액 규모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결과를 분석하면, R&D 

투자액 1,000억원 이상의 기업에서 타 분야에 비해 제품개발 PPP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4.10점), 특히 희귀의약품 개발에 관심이 높은 것(4.57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협력 연구 PPP

협력 연구 PPP 영역에서 글로벌 임상 지원을 위한 펀드 운용(평균 4.28점), 

기초연구 협력 지원(평균 4.19점), 데이터 공유 인프라 조성 및 협력 지원(평균 

4.03점) 순으로 수요가 가장 높았다. 새로운 치료법의 평가 연구 협력 지원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 중 75%가 필요성 ‘높음’ 혹은 ‘매우 높음’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5-3] 협력연구 PPP의 필요 분야

정리 : KIMCo 이혜린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응답 기업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결과를 분석하면, 

매출액 1조원 이상의 기업에서는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매출액 2,0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는 기초연구, 평가연구, 

데이터 공유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매출액 2,000억원 미만의 기업에서는 

타산업과의 기술융합 협력지원, 제약산업 정보 및 노하우 공유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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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연구 PPP와 관련된 기타 의견들은 아래와 같다. 

- 실제 민간기업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인책이 필요

-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공공의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역할 

중요

- 학교 → 바이오텍 → 중견기업 → 글로벌기업의 선순환 가치사슬 연계를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

라) 산업경쟁력 PPP

산업경쟁력 PPP 영역에서 첨단 제조시설 및 기술·공정 연구개발 협업(평균 

4.11점)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인재 양성 분야의 상대적으로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았다.(평균 4점미만) 하지만, 박사급 고급인력 양성과 평생교육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2%가 필요성 ‘높음’ 혹은 ‘매우 높음’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인력 양성 PPP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4] 산업경쟁력 PPP의 필요 분야

정리 : KIMCo 이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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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응답 기업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결과를 분석하면,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인 기업에서 기술공정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4.21점). 

반면, 매출이 1조원 이상인 기업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에 특화된 연구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4.00점)

산업경쟁력 PPP와 관련된 기타 의견들은 아래와 같다. 

- 고급 인력 양성에 있어서,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박사급으로 규정할 필요 

없으며 학위보다 실무 능력이 중요함

- 그러나, 신약 및 제약 개발 현장 경험 없이, 고도의 과학적 지식/기술/

규제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 양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비임상 및 임상시험용 시험약 생산이 가능한 제조시설 구축 필요

PPP 사업 전반에 대한 기타 의견들은 아래와 같다. 

- 중소기업의 경우 자급지원 및 대기업과의 연계가 중요함

- 지적재산권 등의 정보 보안 이슈가 고려되어야 함

- 각 회사에서 실패 또는 보류 중인 과제에 대해서도 타 회사와의 연계를 

통해 적응증 변경 등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 공동 연구를 위한 업체 발굴과 기술 소개 자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협력방안과 필요에 대한 정확한 이해 등이 강화되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함

마) 운영 방식 및 참여 의향

한편, 제약사에서는 PPP 운영구조로 민관 공동운영(응답자의 80%, 29명)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응답 기업 중 89%(32명)는 제약산업 PPP 사업에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5-5] PPP 운영 방식 및 참여 의향

정리 : KIMCo 이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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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생각하는 국내 제약산업 PPP 추진의 

장애요인으로는 산업계의 실제적인 매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과 참여 

파트너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바) 소결 

설문 조사의 결과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에서 추진이 필요한 PPP 분야를 항

암제 연구, 해외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첨단 제조시설 및 기술공정 

개발의 3가지를 선정했다. 이후 다음 단계로 전문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4. 전문가 자문

4.1. 자문지 구성 및 진행

4.1.1. 목적 및 배경 

국내 제약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항암제 연구, 해외 임상시험 

펀드 운용, 첨단 제조기술 개발 및 지원을 목표로 하는 PPP를 선정하였다. 다음 

단계로는 3가지 주제에 대하여 해외 제약산업 PPP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PPP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하였다. 

항암제 개발의 경우는 KIMCo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면역항암제 개발로 

범위를 좁혔으며, 해외 임상시험은 글로벌 펀드 형태의 사업으로, 첨단 제조기술 

지원은 정부 주도의 공동 R&D 지원 형태로 기본적인 사업 모델을 정했다. 

전문가 서면 자문은 보다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에 대한 국내 제약산업 전문가

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되었다.

4.1.2. 구성

설문의 항목은 크게 ① 국내 제약산업 PPP에 대한 의견, ② 면역항암제 

개발 PPP 모델, ③ 첨단 제조시설 기술공정 R&D 협력 모델, ④ 글로벌 임상 

지원을 위한 펀드 기반 PPP의 4가지로 구성하였다. 각 모델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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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산업 PPP에 대한 자문은, ① 국내 제약산업의 민관협력의 활성화 

정도(1~9단계), ② 국내 제약산업의 민관협력 활성화 정도의 이유, ③ 민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④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PPP분야(기존 정부 R&D 제외) ⑤ 사전 조사된 3가지 PPP 분야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의 5가지였다.

PPP 모델에 대한 자문의 내용은 ① 가장 필요한 분야, ② 반드시 필요한 정부 

파트너, ③ 반드시 필요한 민간 파트너, ④ 단계별 기간, ⑤ 필요 정부 예산, 

⑥ 정부와 민간 투자 비율, ⑦ 정부의 역할의 7개로 구성하였으며 모델에 따라 

질의 내용을 다르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PPP 추진과 관련한 자유로운 의견을 

요청하였다. 

4.1.3. 진행

모든 서면자문은 (재)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과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자문단은 본 연구과제의 자문위원과 KIMCo의 추천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 

전문가 9명(학계4, 기업4, 민간1)로 구성하였다. 

자문기간은 2022년 1월 28부터 2월 18일까지였으며, 9명의 자문위원 중에서 

9개를 회수하였다.

4.2. 설문의 결과

4.2.1. 국내 제약산업 PPP에 대한 의견 

가) 국내 제약산업 활성화 정도

전체 활성화 정도를 9단계로 정하고, 글로벌 기준을 EU로 중간값 5로 하였을 

때의 상대적인 활성화 정도를 물었다.

항목

← 활성화 정도 낮음                  활성화 정도 높음 →

1 2 3 4
5

(기준)
6 7 8 9

설문값 평균 표준편차

민관협력 
활성화 
정도

전체 4.0 1.581

학계 5.0 1.633

기업/민간 3.2 1.095



제5장 국내 제약산업 PPP 프로그램 제안 ❙ 197

전체 7명의 응답자 중에서 긍정적인 의견은 1명이었으며, 3명은 평균(5점), 

5명은 부정적인 의견을 주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학계와 민간의 시각차가 

컸다. 학계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준에 비해 민관협력이 평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고 응답했으나, 기업과 민간에서는 평균 3.2의 낮은 응답을 하였다. 

나) 국내 제약산업 민관협력에 대한 평가

국내 제약산업의 민관협력에 대한 평가는 9명 중 8명이 부정적으로 의견을 

주었으며, 9명 모두 민관협력 부족 원인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전문가가 제시한 민관협력 부족의 원인을 정부 과제 개선 필요, 기업 인식 

전환 필요, 협업 인프라 개선 필요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표 5-3> 국내 제약산업 민관협력의 부족 원인에 대한 의견

구분 주요 내용

정부 과제
개선 필요

국가 정책이 민간주도형이 아닌 정부주도형으로, 민간의 수요와 기술 수준에 맞는 
정부 과제 기획이 부족함 (민간/기업)

핵심 기술(의약품 개발 지원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 및 지원 부족 (학계)

정부의 요구사항이 까다로워서, 민간 기업은 정부와의 협력이 소모적인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 (기업)

기업 인식
전환 필요

기업의 오너십 문제와 투자 프로젝트 부족 (학계)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부족 (학계)

국내 기업은 다국적 기업과 달리 당장의 기업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민관협력 생태계 조성 투자에 관심 부족함 (기업)

협업 인프라
개선 필요

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도적 추진체계 마련 필요 (학계, 기업)

민관협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이익에 대한 정의와 공감 부족 (기업)

측정 가능한 성공사례 부족으로 지속적인 선순환 및 확대 어려움 (기업)

정부과 민간 기업 간 서로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 및 활용 필요 (학계)

연구산출물의 지적재산권 소유 문제 (학계)

민간협력 부족의 원인에 대해서는 학계와 민간/기업의 의견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기업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기업 이익의 구체화와 

측정 가능한 성공사례 제시를 통한 지속적인 선순환 및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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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국내 제약산업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야 할 정부의 정책적 

과제에 대한 의견은 총 15개가 있었다. 제안된 의견을 정리하면 ① 효율적인 

추진체계(거버넌스)의 마련(5건), ②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 확대(4건), ③ 협력 

사업의 구체적 목표 설정(3건)으로 나타났다.

[그림 5-6] 제약산업 민관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과제

<표 5-4> 제약산업 민관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과제

구분 주요 내용

구체적인 사업목표 설정 협력사업 목표 구체화 (중복의견 다수)

효율적인 추진체계 마련
여러 부처로 분사되어 있는 정부의 컨트롤 타워 통합 정책 필요

추진기관 정립 및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조 확립 (중복의견 다수)

민간 참여 확대

정부/민간 공동 투자 혹은 공동 운영 협력 시스템 구축

민간의 수요를 반영하여 집중분야로 사업 추진 및 성공사례 도출

현장 중심의 실무 과학기술중심으로 체제 변화 필요

기타

공공기관을 기술 중심으로 특화 후, 민간으로 연계 필요

R&D 정부 투자 규모 확대 및 투자 방식 다양화

펀드 조성 및 투자 프로젝트 발굴 필요

라)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PPP 분야

정부의 R&D 지원과 별개로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관협력의 분야에 대해서 20개의 응답이 있었다. 이 중 임상시험 분야가 6건, 

생산품질 분야가 5건, 인력양성 분야가 3건 등이었다. 임상시험 분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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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디자인 및 수행, 글로벌 임상에서, 생산품질 분야에서는 첨단제조시설 

구축에서의 협력이 강조되었다.

<표 5-5>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PPP 분야

구분 주요 내용

임상
신약 임상연구 역량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임상시험 디자인 설계 및 임상 수행, 글로벌 임상 분야 등

생산품질 CMC, QbD, 첨단제조시설 구축, 시설 장비 확보 지원 등

기타
인력양성 (중복의견 다수), 원료의약품, 백신(감염병) 희귀난치성 질환, 
내성균 항생제 등 사회 문제 해결형 신약개발, 
Non-GLP 산출물(비임상 활성연구, 기전연구, 효력연구 등)의 글로벌화

마) 설문 조사의 3가지 협력 분야의 중요성과 시급성

기업 설문 조사의 결과로 선정된 항암제 개발, 글로벌 임상 지원, 첨단 제조

시설 및 공정연구에 대한 민관협력의 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질의하였다. 

<표 5-6> 국내 제약산업 주요 분야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

항목

중요성
(1에서 9로 갈수록 중요성↑)

시급성
(1에서 9로 갈수록 시급성↑)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평 균 평 균

항암제 개발 6.3 (학계 : 6.0, 기업/민간 : 6.6) 6.8 (학계 : 5.5, 기업/민간 : 7.4)

글로벌임상 펀드 8.1 (학계 : 7.8, 기업/민간 : 8.4) 8.3 (학계 : 8.0, 기업/민간 : 8.6)

제조기술 혁신 7.2 (학계 : 7.5, 기업/민간 : 7.0) 7.6 (학계 : 7.8, 기업/민간 : 7.4)

중요성과 시급성은 항암제 < 제조기술 혁신 < 글로벌임상 펀드 순으로 

우선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이전 설문에서 국내에 가장 필요한 PPP 

분야로 임상시험을 응답한 것과 같은 결과로,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펀드)에 

대한 국내 제약산업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학계와 기업/민간 간에 결과 값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였다. 학계는 

기업/민간에 비하여 제조기술 혁신 PPP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높게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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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업/민간은 학계에 비하여 항암제 개발 PPP와 글로벌임상 펀드 PPP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항암제 개발 PPP의 시급성에 있어서 

학계는 5.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평가한 반면, 기업/민간은 7.4점으로는 

시급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일부 과제에 대한 학계와 기업/민간 

간의 온도 차이를 보여준다. 향후 민관협력 사업을 기획함에 있어 정부는 학계와 

기업/민간의 의견을 고르게 수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4.2.2. 면역항암제 개발을 위한 PPP 모델

가) 중요 프로젝트 분야

국내 면역항암제 공동 개발을 민관협력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에 

대해 ① 안전성·효능 평가 모델 ② 최적화된 표준 분석법 ③ 임상시험 최적화

④ 맞춤형 GMP ⑤ 바이오마커 공동연구 ⑥ 공동 라이브러리 구축 ⑦ 성과 공유 

플랫폼 운영 ⑧ 그 외의 8개 항목으로 중복 응답 가능으로 물었다. 

총 11개의 응답이 있었으며, 바이오마커 공동연구(3건, 학계)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안전성·효능 평가 모델(2건, 기업)와 맞춤형 GMP(2건)가 높았다.

기타의견으로는 약제비 부담이 큰 면역항암제 유사약제의 신속한 국내개발, 

성과 공유 플랫폼 운영 등이 있었다.

나) 정부 파트너와 민간 파트너

국내 면역항암제 공동 개발을 민관협력에 참여가 필요한 정부 파트너로 

① 보건복지부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③ 그 외의 3개 항목으로 중복 응답 

가능으로 물었다. 자문위원들의 총 13개의 의견이 있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6건)와 보건복지부(5건)를 비슷하게 응답했다. 그 외 의견으로는 IMI와 같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협회와 정부간의 협력 형태, 다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있었다.

중요한 민간 파트너는 ① 대학 ② 병원 ③ CRO/CDMO ④ GMP 컨설팅 ⑤ 환자 

단체 ⑥ 그 외의 6개 항목으로 중복 응답 가능으로 물었다. 총 15개의 응답이 

있었으며, 병원(7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CRO/CDMO가 

4건(주로 기업), 대학이 3건(학계)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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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학계 모두 병원을 주요 파트너로 선정하였으며, 안전성·효능 평가 

모델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의 경우, CRO/CDMO를, 바이오마커 공동연구 

모델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계의 경우, 학교를 주요 파트너로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 기간, 예산, 투자 비율

공동 개발 프로그램의 단계별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① 2년 ② 3년 

③ 5년 ④ 7년 ⑤ 10년으로 나누어 물었다. 가장 높은 응답은 3년(4건) 혹은 

5년(4건)이었다. 민관협력의 단계별 기간은 대략 3~5년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었다.

정부와 민간의 투자 비율(정부:민간)에 대해 ① 20:80 ② 30:70 ③ 40:60 

④ 50:50 ⑤ 60:40 ⑥ 70:30 ⑦ 80:20으로 나누어 물었다. 가장 높은 응답은 

50:50(5건)이었으며, 그 외 응답들은 각각 1건 이하였다. 정부와 민간 투자의 

비율이 1:1의 매칭으로 추진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단, 기업의 

경우 70:30까지, 학계의 경우 20:80까지 응답).

10년 동안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적절한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최저 2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까지 다양하게 응답하였다. 9명의 평균값은 약 2,800억 원

이고 중간값은 1,000억 원이었다. 특징적인 것은 학계 전문가의 평균값은 약 

613억 원이었으나, 민간 전문가의 평균값은 약 4,500억 원으로 두 그룹의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하겠다. 

라) 정부의 역할

면역항암제 공동 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물었다. 9명의 

전문가들은 총 16개의 다양한 의견을 주었으며, 제안된 의견을 정리하면 ① 규제 

개선(3건), ② 기반 조성(3건) ③ 재정 지원(3건) ④ 관리자 역할(3건)이 있었으며, 

그 외에 문제해결자(2건), 소통과 네트워크(2건)가 있었다. 각 구분에 따라 의견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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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국내 항암제 민관협력 추진의 정부 역할에 대한 의견들

분야 의견

규제 개선
∙ 새로운 첨단 기술과 지식을 허가 규제에 반영
∙ 빠르게 변화하는 항암제 선진 규제 시스템 도입
∙ 임상시험, 허가 가이드라인 제공

기반 조성
∙ 혁신 면역항암제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 빠른 개발 속도가 가능하도록 지원 

재정 지원
∙ 일정한 R&D 재원의 지원
∙ 지원 펀드와 같은 재정 마련(기존 사업과 연계)

관리 운영
∙ 새로운 과제 설정 및 추진
∙ 구성원들의 조정과 프로그램의 감독 

문제해결자
∙ 제품 개발에 따른 문제의 해결자 역할 필요
∙ 성과 도출을 위한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지원

소통과 네트워크 ∙ 기업과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함

자체 정리

마) 기타 의견 

전문가들의 기타 의견은 아래와 같다.

<표 5-8> 국내 항암제 민관협력 추진에 대한 기타 의견들

기타 의견

공익 목적(신약 접근성 향상)과 국내 제약산업육성목적을 함께 고려

신약 개발 과정에서의 병목 현상 확인 후 해결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연구 수요를 반영한 신규 항암제 개발 등 범위 확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 세포기반 유전자 
치료제 포함)

해외 사례를 참고로 한 민관 합동 컨소시엄 구축

유망 기술을 보유 중인 기업(국내외)/연구자 참여 유인책 마련

허가용 임상시험 절차 간소화 및 심사평가자 중립성 확보

과제 성공 시 정부 투자금 회수 및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적 구조 필요

바) 분석 및 소결

자문 의견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4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새로운 첨단 

기술을 접목한 항암제 개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이오마커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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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와 안전성·효능평가 연구(기업)에 대한 협력이다. 둘째, 식약처를 

중심으로하는 규제 부분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기반 조성과 관리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민관 합동 컨소시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유망 

기술을 보유중인 연구자 및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넷째, 연구 수요를 반영한 신규 항암제 개발로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에서 PPP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4.2.3. 첨단 제조시설 및 기술공정 협업 PPP 모델

가) 중요 프로젝트 분야

첨단 제조시설 및 기술공정을 협업 민관협력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분

야에 대해 싱가포르 PIPS를 참조하여 ① 연속공정 ② 스마트 공장 ③ 생촉매 

④ 입자공학 ⑤ 생산장비 고도화 ⑥ 기타의 6개 항목으로 중복 응답 가능으로 

물었다. 총 12개의 응답이 있었으며, 연속공정(4건)과 스마트 공장(4건)이 가장 

높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원료의약품 제조기술, 표준제조공정 확립, 불순물 규정 등에 

대한 협력연구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나) 정부 파트너와 민간 파트너

국내 첨단 제조시설 및 기술공정 협업 민관협력에 참여가 필요한 정부 파트너로 

① 보건복지부와 ② 산업통상자원부 ③ 중소벤처기업부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⑥ 그 외의 6개 항목으로 중복 응답 가능으로 물었다. 

자문위원들의 총 22개의 의견이 있었으며, 중복응답이 많았다. 식품의약품

안전처(7건)와 산업통상자원부(5건)의 응답이 높았는데, ’18년까지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으며(’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로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 이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QbD를 포함한 생산 

공정에 규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복수의 정부 파트너를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는데, 스마트 공장이나 연속공정의 연구는 규제, IT, 데이터, 설비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일 부처가 담당하는 것보다는 다부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204 ❙ 제약산업 민관협력파트너십(PPP) 사례 연구

민간 파트너는 ① 대학 ② GMP컨설팅/교육업체 ③ 시설 설비 기업 ④ 장비 

부품 기업 ⑤ IT 기업 ⑥ 그 외의 6개 항목으로 중복 응답 가능으로 물었다. 

총 18개의 응답이 있었으며, GMP컨설팅/교육업체(6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IT기업(4건)이었다. 연속공정 연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4명 중 3명은 대학을 주요 파트너로 응답하였다. 그 외 시설 설비 업체 

및 장비 부품 기업에 대한 필요성도 확인이 되었으며, 정부 파트너처럼 민간

파트너도 하나의 분야의 파트너보다는 다양한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다) 기간, 예산, 투자 비율

제조분야 협력 프로그램의 단계별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① 2년 

② 3년 ③ 5년 ④ 7년 ⑤ 10년으로 나누어 물었다. 가장 높은 응답은 3년(6건)으로 

민관협력의 단계별 기간은 대략 3년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었다. 

정부와 민간의 투자 비율(정부:민간)에 대해 ① 20:80 ② 30:70 ③ 40:60 

④ 50:50 ⑤ 60:40 ⑥ 70:30 ⑦ 80:20으로 나누어 물었다. 그러나 투자 비율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들은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았다. 가장 높은 응답은 

70:30(3건)이었으며, 50:50(2건), 20:80(2건) 순이었다. 정부와 민간의 투자 

비율에 있어서 학계 응답자와 기업/민간 응답자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10년 동안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적절한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최저 1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까지 다양하게 응답하였다. 9명의 평균값은 약 2,010억 원, 

중간값은 1,000억 원이었다. 학계 전문가의 평균값은 약 530억 원이었으며, 

기업/민간 전문가의 평균값은 약 3,200억 원으로 두 그룹의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항암제 개발 PPP와 비슷한 수준).

라) 정부의 역할

첨단 제조시설 및 공정개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물었다. 9명의 

전문가들은 총 15개의 다양한 의견을 주었으며, 제안된 의견을 정리하면 ① 규제 

개선(4건), ② 재정 지원(4건) ③ 관리자(4건)가 있었다. 각 구분에 따라 의견을 

정리하였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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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국내 첨단 제조시설 및 공정개발 민관협력 추진의 정부 역할에 대한 의견들

분야 의견

규제 개선

∙ 첨단 제조기술을 허가 규정에 반영
∙ 선진 규제 시스템이 발맞춘 행정서비스의 제공
∙ 부처별 규제관리 서비스 개선
∙ 국제 GMP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도적 환경 조성
∙ 규제 가이드라인 지원

기반 조성 ∙ 정부 산하의 제조설비 구축 및 확충

재정 지원

∙ 일정한 연구재정 지원
∙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
∙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GMP를 엄격히 준수하는 스마트 제조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관리 운영
∙ 다양한 협력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운영
∙ 정부기관과의 지속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 프로젝트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문제해결자 ∙ 성과 도출을 위한 애로사항 해결을 중심으로 역할

소통과 네트워크 ∙ 네트워크를 돕는 역할

마) 기타 의견 

전문가들의 기타 의견은 아래와 같다.

<표 5-10> 국내 첨단제조 민관협력 추진에 대한 기타 의견들

기타 의견

단기적인 결과보다는 업계 전체의 생산성과 운영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

산업계 수요 기반, 글로벌 규제 환경에 맞추어 유연한 과제 운영 필요 (국내외 전문가 참여 필요)

제시된 5가지 분야(연속공정, 스마트 공장, 생촉매, 입자공학, 생산장비 고도화) 모두 필요하므로 
조화로운 발전 방안 검토 필요
* 연속공정과 스마트 공장은 분리하지 않고, 연속공정 기반의 스마트공장 사업을 추진 등

신흥국에 비해 경쟁력 높은 제조 혁신 필요, 대학의 혁신 기술과 민간의 혁신 DNA의 조화 필요

핵심 소재(펩타이드, 핵산 등) 제조 혁신 기술 지원

핵심 소재(펩타이드, 핵산 등) 및 신규 제형에 대한 제제화 기술 협력체계 구축

규제당국의 선제적인 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다양한 약제를 GMP 선진기준에 적합하게 국내 생산 필요

QbD 교육 및 인력 인프라 구축사업 지속

우수한 IT 및 설비기술의 의약품 제조현장 적용하여, IT, 설비, 컨설팅 업계 동반 성장 필요

GMP 시설 구축을 위한 해외 업체 참여 필요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개별 기업이 최대 수혜를 받는 구조이므로 매칭 비율이 높아야 하며, 또한, 
정부 투자에 대한 수수료 혹은 일반 기업의 생산 시설 이용 시 저렴한 위탁료 등이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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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분석 및 소결

자문 의견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3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제조 혁신기술 개발, GMP 시설 구축, 규제 연구까지 모든 영역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하며, 특히, 산업계 수요와 글로벌 규제 환경에 맞춘 

유연한 과제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대학과의 협력, 

장비 및 설비 구축과 관련하여 공급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셋째, 이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사업의 협력 거버런스가 중요하며, 특히 

규제와 관련된 식약처와 GMP 시설 구축과 관련된 중기부, 기술 개발과 관련

된 과기부 및 산자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과 

같은 국내 다부처 지원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2.4. 글로벌 임상을 위한 펀드 조성 PPP 모델

가) 중요 프로젝트 분야, 지역과 단계

글로벌 임상시험을 위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은 펀드를 활용한 모델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먼저, 펀드를 활용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질환 분야에 

대해서 물었다. 기초 연구의 제품개발 PPP를 참고하여 ① 필수백신 ② 감염병 

③ 만성질환 ④ 결핵 ⑤ 노인성 질환 ⑥ 희귀질환 ⑦ 항암제 ⑧ 그 외의 8개 

항목으로 중복 응답 가능으로 물었다. 총 12개의 응답이 있었으며, 항암제연구

(6건)가 절반을 차지했다.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 파이프라인에서 항암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항암제가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외에 학계 응답자의 경우, 필수백신과 

감염병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글로벌 임상시험 민관협력이 필요한 지역과 단계에 대해 ① 선진국 후기 임상 

② 선진국 초기 임상 ③ 개도국 후기 임상 ④ 개도국 초기 임상 ⑤ 그 외의 

항목으로 중복 응답 가능으로 물었다. 총 11개의 응답이 있었으며, 선진국 후기 

임상(5건)과 초기 임상(3건)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임상 연구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기업/민간 응답자 5인 중 3인이 선진국 후기 임상에서의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내 제약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대규모 재정적 투자가 필요한 글로벌 임상 3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펀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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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 외에 학계 응답자의 경우, 개도국 

후기 임상을 위한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다.

나) 정부 파트너와 민간 파트너

글로벌 임상시험을 위한 민관협력에 참여가 필요한 정부 파트너에 대해서 

① 보건복지부와 ② 산업통상자원부 ③ 중소벤처기업부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⑤ 외교부 ⑥ 그 외의 6개 항목으로 중복 응답 가능으로 물었다. 자문위원들의 

총 15개의 의견이 있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6건)와 보건복지부(6건)가 

동일하게 높은 응답을 보였다.

중요한 민간 파트너에 대해서는 ① 대학(약학·통계·임상) ② CRO ③ 인허가 

컨설팅기업 ④ 파트너링 지원기업 ⑤ 그 외의 5개 항목으로 중복 응답 가능으로 

물었다. 총 13개의 응답이 있었으며, CRO(4건), 파트너링 지원기업(4건), 대학(3건), 

인허가 컨설팅(2건) 등 모든 파트너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다) 기간, 예산, 투자 비율

임상 연구 협력 프로그램의 단계별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① 2년 

② 3년 ③ 5년 ④ 7년 ⑤ 10년으로 나누어 물었다. 가장 높은 응답은 3년(4건)과 

5년(4건)이었으며, 단계별 기간은 대략 3~5년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는 

일반적인 글로벌 임상시험의 기간이 3~5년이라는 점에서 임상시험의 진행 

기간에 맞춰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정부와 민간의 투자 비율(정부:민간)에 대해 ① 20:80 ② 30:70 ③ 40:60 

④ 50:50 ⑤ 60:40 ⑥ 70:30 ⑦ 80:20으로 나누어 물었다. 가장 높은 응답은 

50:50(4건)이었으며, 그 외 응답들은 각각 2건 이하였다. 정부와 민간 투자의 

비율이 1:1의 매칭으로 추진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학계 응답자 

중 일부(2인)는 민간의 투자 비중이 더 높아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업/민간 

응답자 중 과반 이상(3인)은 정부의 투자 비중이 더 높아야한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펀드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① 100억~300억 원 ② 300억~1,000억 원 

③ 1,000억~2,000억 원 ④ 2,000억~5,000억 원 ⑤ 5,000억 원 이상으로 

나누어 물었다. 학계 전문가와 산업계 전문가의 응답이 달랐으며, 학계는 

1,000억~5,000억 원의 규모를 응답했고 산업계는 대부분 5,00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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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의 규모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펀드 조성 이후, 1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연구비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① 10억 미만 ② 10억~50억 원 ③ 50억~100억 원 

④ 100억~200억 원 ⑤ 그 외로 나누어 물었다. 가장 높은 응답은 50~100억 원(3건) 

혹은 100억 원~200억 원(2건)이었으나, 기업/민간 응답자 중 3명이 기타를 

응답하면서 300억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라) 정부의 역할

글로벌 임상시험 펀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9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펀드의 운용과 지원 이외에도 사업 지원, 문제 해결, 

소통 등 다양한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각 구분에 따라 의견을 

정리하였다.

<표 5-11> 글로벌 임상 민관협력 추진의 정부 역할에 대한 의견들

분야 의견

사업 지원

∙ 신속 개발 및 허가를 위한 전략 수립 지원
∙ 임상시험 센터 구축 
∙ 인허가 컨설팅 파트너링 지원
∙ 글로벌 파트너사 발굴

재정 지원

∙ 펀드 출자자로 우선손실 충당을 담당
∙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및 지원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시 
∙ 글로벌 임상 지원을 위한 펀드 구상의 국제 통상법상의 문제점 해결 

관리 운영 ∙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효율적 펀드 운영

소통과 네트워크 ∙ 가치사슬별 파트너들을 소통의 기회를 제공 

마) 펀드의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전문가 자문 의견들은 크게 펀드의 조성, 운영, 투자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구분에 따라 의견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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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글로벌 임상시험 민관협력 추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들

분야 의견

펀드 조성
∙ 충분한 규모의 펀드 조성
∙ 기존 제약산업펀드와의 연계
∙ 펀드의 회수 방안에 대한 고려

펀드 운영

∙ 펀드 운영 전문가, 개발전문가(임상전략, 인허가, 사업화 등)의 참여
∙ 펀드 운영의 활성화(성공 가능성 높은 과제 발굴) 방안 마련
∙ 민간 투자 비율을 확대하여, 무분별한 펀드 자금의 소모 방지 및 단기간 

내 성공 사례 발굴 가능
∙ 정부의 과도한 개입(투자 분야 한정, 추가적인 규제 등)으로 인한 민간 

경쟁력 저하 문제 제고 필요

펀드 투자

∙ 좋은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
∙ 글로벌 시장 동향과 수요 예측을 반영한 투자
∙ 기존 정부 과제와의 중복을 고려하여, 펀드 목적에 적합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에 집중적 투자
∙ 희귀 난치성 분야 등 공공성이 높은 과제는 기존 펀드를 활용하고,

본 프로그램은 실제 글로벌 임상 후기 지원 필요
∙ 신속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투자 결정의 환경 조성 

펀드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정책, 펀드 운용, 해외 임상시험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자문위원들의 의견들을 크게 펀드의 형태와 조성방법, 펀드의 운영, 

투자 대상과 방법의 3가지로 요약하고, 각 구분에 따라 의견을 정리하였다.

<표 5-13> 글로벌 임상시험 민관협력 펀드의 운영에 대한 의견 

분야 의견

펀드 형태

∙ 민간 VC 방식과 공공기금 방식의 혼합 
∙ 펀드가 자율적으로 개발사,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
∙ 제약산업육성 펀드의 형태 
∙ 공익법인 형태

펀드 운영

∙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의 참여를 최소화 해야함
∙ 단, 사업의 주 참여대상인 기업들의 이해상충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단의 운영과 사업관리가 독립되어야 함 
∙ 과제 선정/평가와 운영을 구분해야 함(예: 국가신약개발사업단)
∙ 투자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하여, 공익 재단 등이 펀드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방안도 고려
∙ 운영기관을 설립하고 프로젝트별 기관 모집의 형태로 운영 

펀드 투자
∙ 과제 선정 기준과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야 함 
∙ 펀드 운영 기간 동안 개발이 완료되거나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과제에 투자해야 함 

자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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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의견 

전문가 자문의 기타 의견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임상 경험자 채용,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신약 후보물질 투자, 펀드를 통해 글로벌 임상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 국내외 특화된 전문가와 연결 필요, 3단계 모델

(기업의 사업계획 → 전문가 매칭 후 2차 사업계획 →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후 

평가)의 제안 등이 있었다. 

사) 분석 및 소결

자문 의견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3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펀드의 규모와 투자 과제의 규모가 충분히 커야 글로벌 임상시험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펀드를 통한 재정적 투자와 투자된 과제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펀드의 운영과 투자에 대한 의견 일치가 필요하다. 

펀드의 운용과 활용에 대한 인식이 전문가들 간 차이가 있었다. 기존의 방식인 

정부의 모태펀드 조성과 펀드운용사 선정과 운영과는 다른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성과를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5. 국내 제약산업 PPP 제안

5.1. 제안 1> 항암 임상시험 가속화 기구 

5.1.1. 배경 및 목적 

제약기업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민관협력 

모델로 항암제 분야의 임상시험 가속화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면역항암제를 포함한 새로운 기전의 항암 치료제 개발을 위해 필요한 비경쟁적 

협력을 목적으로, 하며 첨단 기술을 임상시험에 빠르게 접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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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참고 모델

전체적인 사업의 모델은 미국의 C-Path와 유럽의 T2EVOLVE를 참고했다. 

C-Path는 신약 개발을 위한 법적·과학적·규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PPP로 

미국의 FDA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C-Path는 개발의 범위를 폭넓게 

정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전체 범위를 항암제로 제한을 하면서 C-Path가 

추진하는 바이오마커, 시험 모델링 및 분석, 임상 결과 분석, 데이터 관리 및 

표준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T2EVOLVE의 추진 프로젝트를 참고

할 수 있으며, 각 프로젝트별로 연구 결과의 개방과 의견 교류 및 컨설팅 기능도 

참고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운영 및 관리, 지원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5.1.3. 운영 방식

가) 참여 파트너 및 과제 선정

정부 측 파트너는 식약처와 보건복지부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항암제 개발의 

임상시험 인프라 조성과 관련된 지원을 하며, 프로그램 운영 기구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각 과제별로 참여를 하며, 연구 결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한다.

과제의 범위는 새로운 기술이 포함되어 임상과 허가 과정에서 규제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한정되며, 비경쟁적 과제로 특정 기업을 위한 연구를 배제한다. 

각 프로젝트는 C-Path와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된다. 필요 과제는 

기업의 제안과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를 통해 정해지며, 전문가 위원회는 

산업계·학계·병원·정부의 보건의료 대표들로 구성된다. 최종 과제 결정은 

이사회에서 정해지며, 이후 해당 과제를 담당하는 컨소시엄은 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컨소시엄은 대학이나 병원 소속의 연구책임자가 되며, 제약기업과 

컨설팅, 대학, 환자단체들도 참여 가능하다. 

나) 프로젝트 진행

프로젝트의 진행은 병원과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에서 담당한다. 

각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대표들은 정기적으로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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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주게 된다. 연구 진행 상황과 결과는 식약처의 담당자에게 공유되며 

정기적 세미나를 개최하여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한다. 

프로젝트의 관리는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 출연금과 유관기관 또는 기업 

후원을 통해 설립된 별도의 재단이 하게 되며, 과제의 선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재단의 주요 역할은 예산의 관리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한다. 

컨소시엄의 연구 프로젝트의 진행은 철저히 연구책임자의 주도하에 이루어

지며 학계와 병원의 전문가가 담당한다. 연구는 목표 지향적으로 추진되며, 

최초에 정해진 목표와 관련되지 않은 과제들은 배제된다. 

민간의 참여는 초기 재단 설립, 프로젝트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가능하다.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해당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에 필요한 정보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허가 과정에서 규제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

다) 기간 및 예산 

개별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제약기업들은 연회비를 낸다. 연회비는 약 1천만 원 

~2천만 원으로 정하고214), 이 비용은 전체 연구비 예산과는 별도로 해당 컨소시엄의 

운영, 프로젝트 관리, 회의비 등으로 사용된다. 기업은 연회비 이외에 현물, 장비 

및 인력 등을 제공할 수도 있다. 

연구비는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대학과 병원의 연구책임자와 구성원을 

지원한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파트너들의 수와 회비와 비례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대략 1:1 매칭으로 연구비 지원을 받는다. 프로젝트의 기간은 

3년을 주기로 하며, T2EVOLVE와 같이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다. 

214) 미국 C-Path의 연회비는 10,000 ~ 25,000 USD(등급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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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거버넌스

- 이사회 : 연구 과제, 참여 파트너 등 주요 사안의 최종 결정기구

- 과학자문위원회 : 규제기관, 임상·법률 전문가들로 구성, 컨소시엄의 자문 

및 평가 

- 운영지원기관 : 연구비 담당 파트(정부지원)와 네트워크 담당 파트(민간)로 

구성

- 파트너팀 : 컨소시엄에 참여한 파트너 기업

5.1.4. 기대효과

면역항암제, 마이크로바이옴, 세포치료제 등 다양한 바이오 기술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초적인 과학적 결과가 빠르게 상업적 성과로 나타나고, 

치료제 개발 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개발 속도의 경쟁 우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에서 속도 저하의 병목 구간이 

임상시험 단계이며, 특히 기준 설정, 가이드라인 제정, 시험 생산 등의 다양한 

규제적 연구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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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기업들의 신약 파이프라인에서 항암제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임상시험 가속화를 위한 비경쟁적 연구는 국내 제약산업의 

역량을 한 단계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5.2. 제안 2> 의약품 첨단제조협력 파트너십

5.2.1. 배경 및 목적 

제약기업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민관협력 

모델로 의약품 첨단제조 협력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제조분야의 

협력의 핵심의 다부처, 다기관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고 제약기업, 컨설팅 

기업, IT기업, 설비 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가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파트너십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야 한다. 주요 목적은 전문가 

자문의 결과처럼 3가지이다. 첫째는 식약처를 중심이 되어 QbD, 연속공정 등의 

첨단 제조분야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는 산업부의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제조시설을 향상하는 것이다. 셋째는 보건복지부의 제약산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컨설팅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다. 

5.2.2. 참고 모델

전체적인 사업의 모델은 싱가포르의 PIPS와 미국의 MIT-CBI, 국내 범부처사업 

중의 하나인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을 참고하였다. PIPS는 자국의 규모가 큰 

다국적기업들의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대학들과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주요 과제들에 대해 국내 연구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적용한다. 미국의 

MIT-CBI는 의약품 제조과정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형 협력기구로 

지식과 노하우의 공유 활동을 하고 있다.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은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 있으며, 중요 기술 개발사업의 기획 및 평가를 담당

하면서 후속 연구가 타 부처와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제5장 국내 제약산업 PPP 프로그램 제안 ❙ 215

5.2.3. 운영 방식

가) 참여 파트너 및 과제 선정

포괄적인 파트너들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 R&D의 지원을 받는 

형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체적인 틀은 

정부의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제안

한다. 부처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및 사업 지원들을 연결하고 

여기에 추가적인 기능을 부가할 수 있는 민관협력파트너십이다. 

정부 측 파트너는 식약처,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산자원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파트별로 참여 정부 파트너와 민간 

파트너가 다르게 구성된다. 

규제 파트는 식약처가 주요 정부 파트너가 되고 첨단 제조기술을 허가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민간 파트너로 국내 선진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성이 된다. 연구 세부 과제에 따라 학계와 기업 등의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되며, 연구책임자는 학계에서 담당한다. 이는 싱가포르의 

PIPS와 유사한 구조이다. 

제조시설 개선 파트는 다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이 되며, 제약공장 설비 현대화, 

자동화 등의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컨소시엄이 구성된다. 현재 한국혁신

의약품컨소시엄에서는 산자부, 중기부, 복지부의 제조시설 투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부와 제약기업들과의 연구 협력 플랫폼이 

된다.

네트워크 및 지원 파트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이 되며, 현재 복지부의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들과의 연계, 추가적인 신규 지원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컨설팅, 정보제공, 기획연구 등 제약 기업들을 지원하고 MIT-CBI와 

같이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참여하여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프로젝트 진행

네트워크 중심의 민관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므로, 기업들과 정부기관이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첨단 제조시설과 관련한 기업의 수요를 정부 부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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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공동으로 검토를 한다. 규제 연구는 비경쟁적 

연구이므로 과제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하며, 기업들은 

연구에 협력한다. 

제조시설의 개선은 정부의 필요를 수용할 수 있는 기업들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추진되며, 기업들은 주로 현물 투자의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연구 주관은 대학에서 진행하며 기업은 지원 및 자문 역할을 한다. 

특정 기업을 선정하고 투자하거나 시설 확충 지원 등의 정부지원 사업은 배제된다.

가장 핵심적인 파트인 네트워크 및 지식 공유는 포럼, 세미나, 학술대회 

등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많은 파트너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 운영된다.

다) 기간 및 예산 

규제 연구는 연구에 기업들이 참여하므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제약기업들은 

연구비를 지원한다. 기업연구비는 시설 및 재료 지원, 컨소시엄 운영비로 쓰이고, 

학계 연구비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컨소시엄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조시설 

개선은 네트워크 참가하는 기업들에게 회비를 받아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 

사업에는 1:1 매칭으로 현물 지원하여 참여한다.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은 정부 

지원과 파트너들의 회비로 운영된다. 다양한 파트너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의 등급을 둔다.

라)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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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 연구 과제, 참여 파트너 등 주요 사안의 최종 결정기구

- 과학자문위원회 : 정부 부처, 규제기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 자문 및 평가

- 운영위원회 : 연구비, 사업 관리, 프로젝트 운영 등

- 네트워크 파트 : 필요한 파트너십 구축, 정보 공유, 지원 사업, 인프라 활용 등

5.2.4. 기대효과

의약품 제조 분야의 혁신은 국내 제약산업이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부분이며, 

의약품 품질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제조시설에 대한 직접적 투자는 시장에 

따른 민간 투자의 영역으로 볼 수 있으나,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개발에는 

다양한 파트너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파트너십이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5.3. 제안 3> 글로벌 임상시험 펀드 운영

5.3.1. 배경 및 목적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내 글로벌 임상시험 민관협력 모델을 

제안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히 큰 규모의 펀드가 조성이 되어야 하고 

상업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펀드 운영과 투자 방식,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이하여 상세한 

프로그램 제안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PPP의 목적을 정부가 단독으로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참여하여 위험성과 이익을 함께 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단순히 기업의 필요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식은 기존의 정부 R&D 및 지원 

사업들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다. 글로벌 임상시험 펀드는 국가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낮은 수익성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를 지원해 주는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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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참고 모델

전체적인 사업의 모델은 일본의 GHIT와 국내 제약산업육성펀드 등을 참고했다. 

GHIT는 일본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합작으로 설립한 펀드이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서 개도국에서 필요한 치료제와 백신 등을 개발하고 있다. 제약산업육성펀드는 

보건복지부가 2013년부터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6차례에 걸쳐 총 5,350억원 규모로 조성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복지부와 

수출입은행 등의 출자를 통한 모태펀드 조성과 투자운영사 선정을 통한 운용으로 

진행되었다. 

5.3.3. 운영 방식

가) 펀드 조성과 범위

글로벌 임상시험 펀드의 실제적인 규모는 5,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전체 

예산의 25~50%를 정부 부처와 수출입은행 등의 출자를 통해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25%는 국내 제약기업을 포함한 민간이 투자한다. 나머지는 글로벌 투자사를 

유치할 수 있으며, GHIT의 경우는 게이츠 재단을 통해 자금을 조성했다. 

ADB와 같은 국제개발은행의 투자를 받을 수도 있다. 투자 범위는 백신 포함한 

감염병, 결핵, 희귀질환 등 정부의 역할이 강한 영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나) 펀드 운용

펀드는 선정위원회와 관리운영부로 구분된다. 펀드의 운용은 제약바이오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선발한다. 투자 대상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의 임상시험을 진행 혹은 추진 중인 후보물질을 보유한 기업과 

CRO, 병원, 컨설팅 기업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된다. 펀드사와 컨소시엄 간의 

계약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선정된 임상 과제에 대해서는 관리운영부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 이후 계약에 따라 임상시험 완료와 허가, 판매에 따라 

자금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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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간 및 예산

기업들은 펀드 지원에 대해 1:1 비율 이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펀드의 지원 

기간은 약 5년이며, 투자의 규모는 컨소시엄 당 50~100억원이 된다. 

라) 거버넌스

5.3.4. 기대효과

국내 제약산업은 글로벌 임상과 허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는 

성공 모델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연계하여 글로벌 임상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민관의 협력은 신약 개발의 선순환적 생태계 마련에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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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제언

1.1. 제약산업 협력을 위한 통합적 추진 체계 필요

제약산업은 가치사슬이 긴 만큼 산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도 다양하고 

많다. 초기 물질개발에서 동물실험, 임상시험과 제조, 규제와 약가, 의료시스템과 

병원에서 최근의 IT 분야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성공적인 의약품 개발을 위해서 파트너간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하지만, 국내 

제약산업에서 원활한 협력 관계 구축은 복잡하고 이루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 

원인으로는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다수의 제약기업, 오너 중심의 기업문화, 

정부의 과도한 규제 등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핵심 요인은 파트너들 

간의 불신과 경험의 부족, 사업적 이해관계의 충돌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충돌 가능성이 낮은 비경쟁적 영역에서의 

민관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업과 기업, 정부와 기업, 환자단체와 정부 등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정보 교환 등의 낮은 단계의 협력을 통해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민간의 부분에서는 적절한 이익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협력의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정부가 중심이 되어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면 

성공적인 협력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주도 협력 확대의 또 다른 장애요인은 정부 부처 간의 

조율에 있다. 현재 국내 제약산업과 관련된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기정통부, 교육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약산업 

PPP의 경우 하나의 부처가 참여보다는 다부처가 참여해야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직속의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다. 그러나 생각해 볼 부분은 국내 제약기업들의 설문이나 전문가 자문의 

다수 의견이 규제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점이다. 의약품의 규제 이슈는 모든 

부처의 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며, 민관협력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따라서 

임상시험 가속화, 제소시설 혁신 등의 민관파트너십을 구축을 위해서는 식약처가 

타 부처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해결의 시작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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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학과 병원의 네트워크 중간자 역할 강화

국내에서 제약산업 민관협력파트너십은 제약기업들과 정부 부처 간의 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해외 제약산업 PPP에 대한 사례 조사에서는 

이 두 축 이외에도 대학과 병원, IT 기업 및 환자 단체 등 다양한 파트너들의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파트너들 간의 협력들이 일어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본 연구의 과정에서 많은 제약기업들이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을 과도한 규제로 인식하거나, 정부 R&D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반면 정부나 학계에서는 기업들의 제조 위반 등의 비윤리적 행위, 소

극적인 R&D 투자, 과도한 성과 포장 등 기업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여러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연결하고 협력을 끌어내는 것은 쉽지가 않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시각차와 입장차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중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 측에서는 기업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위원회나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고, 기업들도 협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필요를 정부의 건의하는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다양하고 상충된 이해관계를 적절히 연계하고 중개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주요 대학의 핵심 인사가 PPP의 대표를 맡으면서 대학이 

법률이나 경영 등을 담당하는 형태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미국의 Carb-X인데, 보스턴대 법학대학의 주도로 시작되어 운영·관리되고 

있다. 대학의 참여는 정부와 기업에게 상호 신뢰를 줄 수 있으며, 법률이나 회계 

부분에서 자문을 담당하면서 PPP에 기여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다.

또 다른 대안은 국내 병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의 병원들은 우수한 

인프라와 네트워크, 인력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기술과 

임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체적인 연구와 창업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중심의 PPP 추진은 의학, 과학, 임상 등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용이하고, 민관의 이해관계의 상충에서 독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보건산업 관련 학회, 환자단체, 연구소, 유관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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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민관협력 중심의 제약산업육성정책 수립

한국의 전자·화학·자동차 산업은 정부의 R&D 정책과 함께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산업을 포함한 

바이오헬스산업은 많은 관심의 투자에도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하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생산자와 수요자, 사용자와 구매자가 다르고, 장기간의 

R&D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타 산업과 같은 방식 접근은 한계가 있다. 국내 

제약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후발 주자이며, 선두 그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높고 또한 많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상황의 극복을 위해 

2012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육성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제1차 종합계획,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2차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선진 국가들의 차이(gap) 분석과 이들을 따라잡기 위한(catch up) 전략들로 

구성된 포괄적 지원방식의 정책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들과 환자들에게 어떠한 의료적 혜택을 줄 것인가와 

산업의 성장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의 균형점을 찾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균형점에서 민간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R&D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하는 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에 대한 

합의의 문제이며, 이것에 국민들과 환자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약산업 육성 정책의 최우선 방향은 개방성과 외부 파트너들의 

참여에 있어야 한다. 민관협력과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목표의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개방혁신이며, 산업 육성정책의 방향이 될 것이다.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과 산업을 융합하고, 미래를 함께 선도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존의 키워드 중심의 전략이 아닌 이른바 ‘임무 지향적 혁신 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민관협력파트너십이 구축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약산업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파트너십이 만들어지고 추진 목표와 방향을 

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제와 이를 추진해나갈 컨소시엄을 

구축한 다음, 5년간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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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제협력 PPP의 참여 확대

해외 제약산업 PPP의 사례를 조사하면서 국내 기업과 기관들의 국제협력 

PPP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물론 대부분의 보건분야의 국제

협력 PPP들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주도하는 국제 

보건기구들은 백신이나 전염병 치료제 등에 투자하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제약기업들은 다양한 PPP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과학적 

네트워크를 넓히고, 최신 정보를 공유하면서 인적 자원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은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다. 특히 시장에서 인지도 확보는 글로벌 제약기업이 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국내 제약기업들의 글로벌 인지도는 낮고 그 

결과 평가절하 되기 쉽다. 

국내 제약기업들의 국제협력 PP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경쟁력과 

인지도 확보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비경쟁적 R&D 

분야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과 협력을 하거나, 특정 질환의 치료제 개발 연구 

등에 참여하면서 임상이나 규제 부분에 협력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기업들이 국제협력 PPP의 참여는 쉽지가 않다. 장기적 

투자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글로벌 네트워크와 경험이 부족한 것도 

큰 이유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협력 PPP를 만드는 방안과 정부 기관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지원해 주는 방안들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협력 PPP는 한국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PPP를 만들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백신 개발 및 생산분야, 재생의료 분야, GMP 규제 분야, 결핵 치료제 연구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ADB 또는 게이츠 재단과 같은 국제 

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같은 정부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제협력 

PPP들과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들이 여러 방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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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약산업 분야의 민관협력파트너십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양한 

해외 모델들을 찾아 사례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제약산업에 

적용가능한 부분을 확인하고 민관협력 프로그램들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4가지였다. 첫째, PPP의 개념과 동향 분석, 제약산업의 

R&D 동향 조사한다. 둘째, 제약산업 PPP의 유형 분석과 기준에 따른 구분한다. 

셋째, 해외 제약산업 PPP의 사례 조사하고 특징 및 성공요인을 찾는다. 넷째, 

한국 제약산업 역량 강화에 필요한 PPP 모델을 찾고 추진 절차와 방법을 제안한다.

제약산업 PPP의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공이 필요한 의약품의 

개발을 위해서 민간기업의 영역인 기업, 대학 및 비영리 기구 등이 참여하여 

업무, 성과 및 위험을 분담하는 형태의 협력’으로 정의했다. 제약산업을 포함한 

보건분야의 PPP에 대한 연구는 자원의 전달, 보건제품의 협력 생산,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성공적인 파트너십의 개발 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PPP의 추진은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공존한다. 정부가 단독으로 

대응할 수 없는 보건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민간과 공공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협력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제약산업 R&D 효율성 저하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략적 제휴와 외부 서비스의 활용을 강조하는 개방혁신 

전략은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관협력의 

형태도 이러한 개방혁신의 관점에서 수평적이고 다자간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상업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초기단계의 연구를 의미하는 비경쟁 R&D는 제약산업 PPP의 대표적인 

분야이다. 

제약산업 PPP는 의약품의 개발단계와 목적에 따라 치료제나 백신 등을 

개발하는 제품개발을 위한 PPP와 비경쟁적 연구를 위한 PPP로 구분된다.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PPP의 대상이 되는 주요 질병들에는 알츠하이머, 

당뇨병, 희귀질환, 종양, 백신, 소외질환, 항생제 개발이 있었다. 비경쟁적 PPP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하여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PPP와 제조기술 혁신 

중심의 PPP로 구분했다. 여기에 공동연구 부분은 무형의 자원인 지식·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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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묶어 협력연구 PPP로 정하였고, 제조기술 혁신 부분에는 인력개발을 

포함시켜 산업경쟁력 강화 PPP로 다시 구분하였다. 

제품개발 PPP는 질병의 대상에 따라서 7개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알츠하이머나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 연구를 위한 ADNI, 당뇨 및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만성

질환 치료를 위한 AMP, 백신 개발을 위한 IAVI, 내성이 없는 새로운 항생제 

개발을 위한 Carb-X, 결핵이나 말라리아 등 소외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DNDi, 환자 중심의 희귀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EURORDIS, 면역항암제 

개발을 위한 T2EVOLVE에 대해서 목적, 예산, 주요 파트너, 구성, 추진체계, 

주요 사업, 성과와 의의 등을 조사하였다. 

비경쟁적 PPP의 공동연구기반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사례로는 질환별 기초연구 

협력을 지원하는 TI Pharma, 새로운 치료법의 효능과 안정성 평가 연구협력을 

지원하는 C-Path, 타 산업과의 기술융합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Eu-ToxiRisk, 

글로벌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GHIT 펀드를 조사하였으며, 데이터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례로는 산학연병 연구 데이터 공유 인프라 조성 및 

협력을 지원하는 Open PHACTS와 제약산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MIT-CBI를 사례로 조사하였다. 

제조기술 연구를 위한 PPP로는 정부 주도의 첨단 기술의 개발 연구모델인 

PIPS,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의약품 제조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NIIMBL, 

바이오의약품 연구에 특화된 제조 연구로 iConsensus를 사례로 조사하였으며, 

인력 양성 분야의 PPP로는 박사급 고급인력을 공동연구로 양성하는 EMTRAIN, 

외부 전문가를 산업계에 단기로 참여시키는 REDI Initiative,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 교육 지원체계인 NIPTE를 주요 사례로 포함시켰다. 

한국에 필요한 민관협력파트너십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국내 제약기업 설문

조사와 전문가 서면자문을 실시하였다. PPP에 대해 경험이 있는 제약기업들로 

설문을 진행하기 위해 KIMCo와의 협력을 하였으며, 57개 출연사 중에서 32개의 

기업의 응답을 받았다. 제품 개발 PPP에서는 항암제 개발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협력연구 PPP에서는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펀드 활용,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첨단 제조시설 및 기술공정 연구개발 협업의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가지 주제에 대하여 국내 제약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외 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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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적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면역

항암제 개발을 위한 PPP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분야의 협력이 중요하며, 기반 

조성과 과제 관리를 모두 포괄하는 형식이 필요하며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첨단 제조시설 및 기술공정 협업은 다양한 

파트너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 방식이 되어야 하며, 규제 연구와 제조시설 

개선 그리고 관리 및 지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사업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며 네트워크 중심의 PPP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글로벌 임상을 

위한 펀드 조성은 펀드의 규모와 지원 과제 규모가 충분히 커야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며, 재정적 지원과 지원된 과제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최종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에 필요한 PPP의 3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항암 임상시험 가속화 기구로 미국의 C-Path와 유럽의 T2EVOLVE를 

참고하여 국내 항암제 개발에 필요한 규제 관련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는 의약품 첨단제조협력 파트너십으로 싱가포르의 PIPS와 

미국의 MIT-CBI를 참고하였다. 다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식약처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파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파트, 그 외 부처가 

참여하는 시설 개선 파트로 나누어 거버넌스를 제안하였다. 세 번째는 글로벌 

임상시험 펀드의 운용으로 일본의 GHIT 펀드와 국내 제약산업육성펀드를 

참고하였다. 별개의 펀드 운영 관리 조직이 필요하며, 펀드 운용사를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 지원 형태를 제안하였다. 

국내 민관협력파트너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약산업의 협력 문화의 확산을 

위한 통합적 추진 체계가 필요하며,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정책 수립에서도 

민관협력이 가능한 목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추가적으로, 대학과 

정부기관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의 중간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제약기업들의 국제협력 PPP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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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기업 대상 설문조사표

한국형 제약산업 민관협력파트너십(PPP)

모델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이하 KIMCo)입니다.

KIMCo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책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제약산업 

민관협력파트너십 사례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제약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한국형 제약산업 민관협력파트너십(PPP) 

모델을 확립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는 통계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목적 외에는 일체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수집을 통하여, 조사 결과가 한국형 제약산업 PPP 모델 

확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기간 : ’21년 12월 1일 ~ ’21년 12월 14일 (2주간)

∎ 조사방법 : 구글 링크 답변 혹은 이메일 회신

∎ 문 의 처 : KIMCo 담당자

회신자 정보기입

기관/기업명 Tel.

성  명 C.P.

직  위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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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약산업 PPP의 사례 연구의 배경 및 체계

○ 민관협력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는 민간과 

정부가 계약을 통해 공공 역할의 일정 부분을 민간이 담당하고 위험성과 

성과를 공유하는 협력 관계를 말합니다. 제약산업 PPP는 정부, 제약·

바이오벤처사, 대학, 연구기관, 환자 단체 및 규제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협력을 통해 의약품 개발, 기초 연구, 데이터 

공유 등 제약산업에서의 여러 목적을 추구하는 파트너십입니다.

○ 신약 개발의 생산성 저하와 비용 절감의 필요성에 따라 기존 학계와 

산업계간의 R&D 협력 개념에서 확장된 민관협력파트너십(PPP)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20년 한국혁신의약품

컨소시엄(KIMCo)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PP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PPP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KIMCo 및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서는 제약산업 선진국의 제약산업 PPP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전 연구를 통해 설문조사표 구성은 제약산업 PPP를 목적에 따라 

제품개발 PPP과 비경쟁적 PPP로, 비경쟁적 PPP를 협력연구 PPP와 

산업경쟁력 PPP로 구분하였습니다.

 - 제품개발 PPP : 의약품, 백신 등을 생산 및 공급하는 모델

 - 비경쟁PPP : 질병 타겟과 연구 모델 등의 새로운 과학적 개념 정립과 

데이터베이스 확보 등의 연구 기반구조 조성 생성 등을 목표로 하는 

모델

<제약산업 PPP의 구분(사전 자체 연구)>

제품개발 
PPP

: 치료제, 백신 등

제약산업 
PPP

협력연구 
PPP

: 연구 기반구조 조성.
데이터 및 정보 공유 등

비경쟁적 
PPP

산업경쟁
력 PPP

: 제조 기술, 인력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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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신기업 일반 현황 ]

1-1 귀사의 기업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해당란에 ✓표시)

□ 대기업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회사

□ 중견기업 : 3년 평균매출액 800억 원 초과 또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 중소기업 : 3년 평균매출액 800억 원 이하 또는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 바이오벤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의거한 기업

1-２ 귀사의 매출액을 선택해 주세요. (해당란에 ✓표시)

□ 10억 미만    □ 10~100억 □ 100~1,000억

□ 1,000~3,000억    □ 3,000~5,000억 □ 5,000억~1조

□ 1조 이상

1-3 귀사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선택해 주세요. (해당란에 √표시)

□ 2% 미만 □ 2~5%     □ 5~10%

□ 10~15% □ 15~20%     □ 20~30%

□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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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품개발 PPP 필요 분야 조사 ]

○ 사전 연구를 통해 7가지 질환 영역에서의 제품개발 해외 PPP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각 

PPP에 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괄호 안에 해외 PPP 예시를 넣었으며, 간략한 소개를 [첨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암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면역항암제 등 개발(T2EVOLVE) : 면역관문억제제, 이중항체, 

CAR-T 치료제 등

(2) 노인성 정신질환 치료제 개발(ANDI) : 알츠하이머병, 치매, 파킨슨병, 노인 우울증 등 

(3)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AMP) :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골관절염·류마티스 관절염 등

(4) 소외질환 치료제 개발(DNDi) : 결핵, 전염성 질환, 말라리아, C형 간염, HIV 등

(5) 희귀의약품 개발(EURORDIS) : 고셔병, 신경섬유종증, 왜소증 등

(6)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항생제 개발(Carb-X)

(7) 필수 백신 개발(IAVI) : 일본뇌염, 폐렴구균, 자궁경부암, 수족구, 소아장염 등

2-1. 한국형 제약사업 PPP를 통해 의약품 개발 추진이 필요한 분야는 어디입니까?

제품개발 PPP 모델
필요없음 ↔ 보통 ↔ 매우 필요함

1 2 3 4 5

1. 신규 항암제(면역항암제 등) 개발(T2EVOLVE) □ □ □ □ □

2. 노인성 정신질환 치료제 개발(ANDI) □ □ □ □ □

3.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AMP) □ □ □ □ □

4. 소외질환 치료제 개발(DNDi) □ □ □ □ □

5. 희귀의약품 개발(EURORDIS) □ □ □ □ □

6. 신규 항생제 개발 (Carb-X) □ □ □ □ □

7. 필수 백신 개발 (IAVI) □ □ □ □ □

2-2. 제품개발 PPP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질환 영역 혹은 기술 영역

(Gene/Cell Therapy, Genome Editing, Drug Delivery System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                                                                                                            )



부록 ❙ 247

2-3. 국내에 필요한 PPP 운영구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 공동운영 : 정부, 제약·바이오벤처사, 대학 및 연구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민관협동으로 PPP 운영관리를 담당.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자금 조달

□ 민간운영 : 기업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와 과학자문위원회가 PPP 운영관리를 

담당.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초기 설립자금 외에 필요 자금의 대부분을 회원사 

부담금으로 자금 조달

□ 정부운영 : 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관이나 PPP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설립한 

비영리기관이 PPP 운영 관리를 담당.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초기 설립자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자금 조달

□ 네트워크 중심 : 산업계와 학계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

기관이 PPP 운영관리를 담당.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초기 설립자금과 지원금, 

기업이 지불하는 인프라 활용비 등으로 자금 조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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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협력연구 PPP 필요 분야 조사 ]

○ 사전 연구를 통해 5가지 분야의 연구 협력 지원을 위한 PPP 모델과 2가지 분야의 

데이터 및 정보 공유를 위한 PPP 모델을 도출하였습니다. 각 PPP에 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 협력 지원 PPP] 

(1) 산·학·연·병·정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구축을 통한 질환별 타겟 연구 등 기초연구, 

기초-임상연계 중개연구 등 협력 지원. 민관이 공동으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제

약바이오 산업 내 다양한 구성원 간의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지원

(2) 새로운 치료법의 효능과 안정성 등에 관한 평가 연구 협력 지원. 데이터 표준, 측정 

방법, 바이오 마커 등을 개발하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정부 규제기관 포함) 및 운영 지원

(3) 타 산업 분야의 기술 융합 협력 과제 발굴 협력 지원. IT 및 데이터 산업, 농수산업, 

화장품산업, 기계산업, 전기전자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협력 지원. 공동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지원

(4) 글로벌 임상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펀드를 통하여 해외에서의 임상시험 등을 

지원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한 국내 제약·바이오벤처사, 

연구기관 및 위탁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지원. 국가 간 협력에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제공

[데이터 및 정보 공유 PPP] 

(1) 정부주도의 산·학·연·병 연구 데이터 공유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협력 지원. 비임상 

및 임상 데이터(독성 및 약리 DB 등) 표준 모델 개발 지원. AI 기술 기반 신약 개발 

등을 위한 국내 제약·바이오벤처사, 연구기관, IT 및 데이터기업 간 데이터 공유 

컨소시엄 구성

(2) 제약산업에서의 경험과 정보, 노하우를 공유하는 인프라 조성 및 운영. 국내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비임상, 임상, CMC, 글로벌 진출 등 필요 분야에 대한 

산업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포럼 혹은 심포지엄 등 정부 주도의 네트워킹 

컨소시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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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한국 제약산업 협력연구 지원에 필요한 PPP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협력연구 지원 모델
필요없음 ↔ 보통 ↔ 매우 중요함

1 2 3 4 5

[연구 협력 지원 PPP] 

1.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구축을 통한 질환별 타겟 연구 
등 기초연구 협력 지원

□ □ □ □ □

2. 새로운 치료법의 효능과 안정성 등에 관한 평가 연구 
협력 지원

□ □ □ □ □

3. 타 산업 분야의 기술 융합 협력 과제 발굴 협력 지원 □ □ □ □ □

4. 글로벌 임상 지원을 위한 메가 펀드 조성 □ □ □ □ □

[데이터 및 정보 공유 PPP] 

1. 정부주도의 산·학·연·병 연구 데이터 공유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협력 지원

□ □ □ □ □

2. 제약산업에서의 경험과 정보, 노하우를 공유하는 
인프라 조성 및 운영

□ □ □ □ □

3-2. 협력연구 PPP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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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경쟁력 PPP 필요 분야 조사 ]

○ 사전 연구를 통해 3가지 분야의 제조 기술혁신을 위한 PPP 모델과 4가지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PPP 모델을 도출하였습니다. 각 PPP에 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조 기술 PPP] 

(1) 첨단 제조 시설 및 기술·공정에 대한 연구를 목표로, QbD, 연속공정, 스마트 공장, 

생 촉매, 입자 공학 등에 관한 정부, 제약·바이오벤처사, 대학, 연구기관 및 규제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2)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의약품 제조 기술 연구를 목표로, 원료, 제제 및 제형, 공정, 

품질관리 등에 관한 민관협력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화학의약품 관련 여러 구성원

(제약사, 연구기관 등)이 제조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경험들을 공유

(3) 바이오의약품 제조에 특화된 연구를 목표로, 세포 배양, 순도 개선, 단백질 안정성, 

바이오 공정 등에 관한 민관협력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바이오의약품 관련 여러 

구성원(바이오벤처사, 연구기관 등)이 공동 연구 후 성과를 공유

[인력 양성 PPP]

(1) 산업계에서 필요한 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을 목표로, 민관협력 PhD 프로그램 운영. 

산업계 박사급 연구원과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과의 공동 연구 진행하고 정부가 

연구비, 학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

(2) 제약바이오 산업 종사자들의 평생 교육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제약 및 약학 분야의 

포괄적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전문가 및 과학자들이 강사로 참여, 산업계가 커리큘럼 구성

(3) 제약산업계 외부의 전문가들과의 교류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학계 전문가, 임상 전

문의, 데이터 전문가 등 외부 인력이 단기간(1년) 산업계에 참여하고 정부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펠로우십 운영

(4) 국내 약학 대학을 중심으로 규제 및 임상 교육을 목표로,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규제기관과 약학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기업들이 출자하여 

대학에서 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규제, 평가, 기술, 임상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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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한국 제약산업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PPP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협력연구 지원 모델
필요없음 ↔ 보통 ↔ 매우 중요함

1 2 3 4 5

[제조 기술 PPP] 

1. 첨단 제조 시설 및 기술·공정에 대한 연구개발 협업 □ □ □ □ □

2.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의약품 제조 기술 연구개발 협업 □ □ □ □ □

3. 바이오의약품 제조에 특화된 연구개발 협업 □ □ □ □ □

4. 글로벌 임상 지원을 위한 메가 펀드 조성 □ □ □ □ □

[인력 양성 PPP] 

1. 공동연구로 산업에 필요한 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 □ □ □ □ □

2. 포괄적 제약산업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3. 외부 전문가들의 산업계 단기 참여 펠로우십 운영

4. 대학을 중심으로 규제기관과 협력하여 통합적인 교육 □ □ □ □ □

4-2. 산업경쟁력 PPP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                                                                                                              )



252 ❙ 제약산업 민관협력파트너십(PPP) 사례 연구

[ 5. 사업참여 의향 및 기타 ]

[사업참여 의향]

5-1 귀사에서는 제약산업 PPP 사업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해당란에 ✓표시)

     □ 있음 → “5-2” □ 없음 → “5-3”

5-２ (참여의향이 있는 경우) 귀사에서는 어떤 유형의 PPP 사업에 관심이 있습니까?

(해당란에 ✓표시, 중복 가능)

     □ 제품개발 PPP □ 협력연구 PPP     □ 산업경쟁력 PPP

     □ 기타(                 )

5-3 (참여의향이 없는 경우) 한국형 제약산업 PPP 사업을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                                                                                                               )

[기 타]

6-1 한국형 제약산업 PPP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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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전문가 대상 자문조사표

한국형 제약산업 민관협력파트너십(PPP)

활성화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이하 KIMCo)와 공동으로 

「제약산업 민관협력파트너십 사례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한국형 제약산업 민관협력파트너십(PPP) 

활성화 방안 및 신규 프로그램에 의견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는 통계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목적 외에는 일체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자문을 통하여 한국의 제약산업 PPP 활성화와 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기간 : ’22년 1월 28일 ~ ’22년 2월 18일 (3주간)

∎ 조사방법 : 이메일 회신

∎ 문 의 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순규

회신자 정보기입

기관/기업명 Tel.

성  명 C.P.

직  위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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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형 제약산업 PPP 프로그램 기획 자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책연구센터와 KIMCo는 공동으로 「제약산업 

민관협력파트너십 사례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국내 

제약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형 제약산업 민관협력파트너십(PPP) 

모델을 확립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우선순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제품 개발 PPP에서는 항암제 개발, 협력 연구 PPP에서는 

글로벌 임상, 산업경쟁력 PPP에서는 첨단 제조 및 공정연구 협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이에 3가지 주제에 대하여, 해외 선진국의 제약산업 PPP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한국 제약산업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PPP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품 개발 PPP 필요 분야 조사 결과>

<협력 연구 PPP 필요 분야 조사 결과>

<산업경쟁력 PPP 필요 분야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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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 제약산업 민관협력파트너십에 대한 의견 조사 ]

A. 국내 제약산업의 민관협력은 글로벌 기준(EU 등)으로 볼 때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 활성화 정도 낮음                  활성화 정도 높음 →

1 2 3 4
5

(기준)
6 7 8 9

민관협력 활성화 정도

B. 국내 제약산업에서 민관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혹은 잘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C. 국내 제약산업 민관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정책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D. 정부의 기존의 신약개발 R&D 지원과 별개로,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관협력

파트너십이 더 필요한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시 : 후보물질 발굴, 임상 분야, 첨단 제조, 인력 양성 등

(                             )

E. 이전 조사 결과인 항암제 개발, 글로벌 임상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첨단 제조 시설 및 

공정 연구개발에 대한 민관협력이 타 다른 분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성>

항목

←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음              상대적으로 중요함 →

1 2 3 4
5

(기준)
6 7 8 9

항암제 개발

글로벌임상 펀드 

제조기술 혁신

<시급성>

항목

←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음              상대적으로 시급함 →

1 2 3 4
5

(기준)
6 7 8 9

항암제 개발

글로벌임상 펀드 

제조기술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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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규 제약산업 민관협력파트너십 모델 발굴 ]

이전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제약산업 민관협력파트너십의 신규 프로그램 

3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 내용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1) 면역항암제 개발 PPP 모델

○ [추진 배경] PPP 모델을 활용한 국내 항암제 개발 프로그램은 암환자들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면역관문억제제, 이중항체, CAR-T 치료제 등의 면역항암제 개발을 

위한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PPP 기획] 이러한 PPP의 모델로 유럽 IMI의 T2EVOLVE, EubOPEN, ELF를 

참고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고 PPP모델

명칭 T2EVOLVE 지역 EU

목적
유럽 내 유전자 변형 T 세포(engineered T cell) 치료제 개발 가속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 구축

참여

1. EFPIA 제약기업 : Astellas, Bayer, Celgene, Servier, Janssen, Takeda 등 
6개사

2. 대학 및 연구소 : University of College London 등 15개
3. 중소 기업 : Biosci Consulting 등 4개사 
4. 환자 단체 : European Cancer Patient Coalition
5. 협력 파트너 : European Hermatology Association
6. 병원 : Hospital Clinic De Barcelona, Stichting Vumc 등 2개

프로
젝트

1. 유전자 변형 T 세포의 안전성 평가 모델 및 도구 개발
2. 유전자 변형 T 세포의 효능 평가 모델 및 도구 개발
3. 제조 및 모니터링에서 최적화된 표준 분석방법 개발
4. EU 약전 및 GMP 개정 등

기간 5년(2021년 ~ 2025년)

예산
총 1,907만 유로
(정부 : 873만 유로(46%), 기업 : 777만 유로(41%), 파트너기관 : 257만 유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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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EubOPEN 지역 EU

목적
질병의 원인이 되는 개별 단백질의 작용 연구를 위한 고품질의 화학 도구 화합물 
개발

참여

1. EFPIA 제약기업 : Bayer, Boehringer Ingelheim, Servier, Pfizer, Takeda 
등 5개사

2. 대학 및 연구소 : University Of Oxford 등 12개
3. 중소 기업 : X-Chem Inc, Zebiai Therapeutics Inc 등 2개사
4. 협력 파트너 : Diamond Light Source Limited 등 4개사

프로
젝트

1. 후보 분자 타겟(druggable genome)에 대한 화합물 라이브러리 구축
2. 목표 단백질 작용 연구를 위한 저분자화합물(probe) 개발
3. Human Tissue Assay in the areas of immunology, oncology and neuroscience
4. 인프라 및 플랫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 항암제 연구 비중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연구 주제가 면역학, 종양학,

신경학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항암제 연구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

기간 5년(2020년 ~ 2025년)

예산
총 6,577만 유로 - 정부 : 2,794만 유로(42%), 기업 : 2,378만 유로(36%),
파트너기관 : 645만 유로(10%), 기타 : 762만 유로(12%)

명칭 ELF 지역 EU

목적 민관 공동 화합물 라이브러리 구축 및 HTS를 활용한 후보물질 발굴

참여

1. EFPIA 제약기업 : Astrazeneca, Bayer, Lundbeck, Janssen, Merck, 
Sanofi 등 7개사
2. 대학 및 연구소 : University Of Oxford 등 14개
3. 중소 기업 : Arttic 등 9개사
4. 기타 : Mercachem Holding BV 등 3개사

프로
젝트

1. 민관 공동 화합물 라이브러리 구축
2. 학계 및 바이오벤처의 crowdsourcing action(아이디어 제안)
3. HTS를 이용한 후보물질 발굴
4. 신약 협력 연구를 위한 공유 플랫폼 구축 등
※ 항암제 연구 비중 : (industry) 35% (crowdsourcing) 40%

기간 5년 5개월(2013년 ~ 2018년)

예산
총 1억 9,658만 유로
(정부 : 8,000만 유로(41%), 기업 : 9,166만 유로(47%), 기타 : 2,492만 유로
(13%))

특이
사항

후속으로 ESCulab 프로젝트가 구성 및 운영(IMI2 – Call 12, 기간 : 5년(2018년 
~ 2023년), 예산 : 총 3,674만 유로) 중이며, 해당 프로젝트의 목표는 ELF에서 구
축한 플랫폼을 활용한 185개 신약 연구 프로젝트 운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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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면역항암제 공동 개발을 위한 PPP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2-1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분야는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 안전성        □ 효능 평가 모델    □ 최적화된 표준 분석법

□ 임상시험 최적화       □ 맞춤형 GMP    □ 바이오마커 공동 연구

□ 공동 라이브러리 구축     □ 성과 공유 플랫폼 운영     □ 그 외(             )

2-2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정부 측 주요 파트너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해당란에 ✓표시, 중복가능)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그 외(          )

2-3 제약회사를 제외하고,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민간 측 주요 파트너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해당란에 ✓표시, 중복가능)

    □ 대학 □ 병원 □ CRO/CDMO 등

    □ GMP 컨설팅 업체 □ 환자 단체 등 □ 그 외(         )

2-4 본 프로그램의 단계별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 2년    □ 3년    □ 5년    □ 7년    □ 10년

2-5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정부 예산은 전체 기간 동안(10년 기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억 원

2-6 본 프로그램에서 정부:민간의 투자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 20:80    □ 30:70  □ 40:60 □ 50:50

    □ 60:40    □ 70:30  □ 80:20

2-7 프로그램에서 정부의 주요 역할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2-8 면역항암제 개발 PPP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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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첨단 제조시설 및 기술공정 R&D 협업모델 ]

○ [추진 배경] PPP 모델을 활용한 국내 첨단 제조시설 및 기술공정에 대한 연구를 목

표로 QbD, 연속공정, 스마트 공장, 생촉매, 입자 공학 등에 대한 정부, 제약·바이오

벤처사, 대학, 연구기관 및 규제기간 간의 컨소시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PPP 기획] 이러한 PPP 프로그램의 모델로 싱가포르의 PIPS(Pharma Innovation 

Programme Singapore)를 참고하였으며, PIPS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PIPS 프로그램

명칭 Pharma Innovation Programme Singapore 지역 싱가포르

목적 싱가포르 제약산업에서 생산 역량과 기술을 전환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

참여

1. 공공 : A*STAR(싱가포르 과학기술청, 무역산업부 산하 과학기술연구기관)
2. 글로벌 기업 : GSK, MSD, Pfizer, Syngenta
3. 싱가포르 주요 대학 : NUS, NUT, SIT, CARES, SMART 
4. 참여 파트너 : 의약품 유통사, 기술, 컨설팅, 교육, 엔지니어링 기업 등 

구성

- 정부기관인 A*STAR의 하부 연구기관인 SERC(Science & Engineering 
Research Council)에 있는 PPSS(Programmes, Platforms and Sicentific 
SErvices)에 소속되어 있음

- 운영위원회와 리더십팀, 기술거버넌스팀(TGT), 기술업무리드((TWLs)로 구성
- 5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프로젝트별로 PI를 둠

프로
젝트

1. 생촉매 : 입체/위치선택성 효소 합성법 개발, 효소 개선 및 공정개발, 효소 제조 
및 분리

2, 연속제조 : 다단계 공정개발, 이종 촉매, 광화학, 전기화학적 반응기 개발 등
3. 디지털 공장 : 디지털 제조, PAT 센서 개발, 생산 데이터 관리 등
4. 입자공학 : 약물 방출, 새로운 미립자 의약품, 장기작용성 주사제 등 
5. 제조시설 운영 : 유해가스 대체, 공장의 세척, 폐기물 처리, 용매 회수 등 

예산 정부 약 2,000만 달러, 민간 약 3,400만 달러

기간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차수별로 운영됨. (2022년 2차 추진 예정)

운영
- 개별 프로젝트 기간은 최대 24개월, 보조금에 대한 간접 연구비용 20% 예산 책정
- 프로그램의 관리는 전략적검토위원회에서 정해지며, A^STAR와 대학의 대표로 구성
- A*STAR가 수행 기관을 지정하고 평가하며, 예산 및 성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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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첨단 제조 관련 PPP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3-1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분야는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 연속공정   □ 스마트공장 □ 생촉매 

    □ 입자공학   □ 생산장비 고도화 □ 그 외(           )

3-2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정부측 주요 파트너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해당란에 ✓표시, 중복가능)

    □ 보건복지부 □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벤처기업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그 외(         )

3-3 제약회사를 제외하고,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민간측 주요 파트너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해당란에 ✓표시, 중복가능)

    □ 대학 □ GMP 컨설팅/교육 업체 □ 시설 설비 업체

    □ 장비 부품 기업 □ IT 기업 □ 그 외(         )

3-4 본 프로그램의 단계별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 2년    □ 3년     □ 5년     □ 7년     □ 10년

3-5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정부 예산은 전체 기간 동안(10년 기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억 원

3-6 본 프로그램에서 정부:민간의 투자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 20:80 □ 30:70     □ 40:60 □ 50:50

    □ 60:40 □ 70:30     □ 80:20

3-7 프로그램에서 정부의 주요 역할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3-8 제조 혁신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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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글로벌 임상 지원을 위한 펀드 기반 PPP 모델 ]

○ [추진 배경] PPP 모델을 활용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글로벌 임상 지원을 위하여, 

펀드 조성과 이를 활용한 해외 임상시험 지원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

습니다. 이 PPP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제약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고 국내 

제약·바이오벤처사, 연구기관 및 위탁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지원, 국가 간 

협력에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등이 제공되는 모델입니다.

○ [PPP 기획] PPP의 모델로 일본의 GHIT(Global Health Innovative Technology 

Fund)의 추진 형태를 참고하였으며, GHIT에 대한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GHIT 프로그램

명칭 Global Health Innovative Technology Fund 지역 일본

목적 개발도상국의 질병퇴치를 통해 글로벌 보건에 기여

참여

1. 공공 : 일본 외무성, 후생노동성, 유엔개발계획(UNDP)
2. 제약기업
  - 주요 파트너 : Astellas, CHUHAI, Daiichi Sankyo, Eisai, Shionogik,

Takeda, Roche
  - 협력 파트너 : FujiFilm, Otsuka, Sysmex
  - 제휴 파트너 : J&J, Kyowa Kirin, Merck, Mitsubishi Tanabe Pharma, 

ONO Pharmaceutical, Sumitomo Dainippon Pharma, GSK 
  - 스폰서 : ANA, BCW, MORI, Morrison Foerster, Yahoo japan, Salesforce

구성

프로
젝트

- 2019년 기준 48개 프로젝트 진행 중
- 포트폴리오는 말라리아가 46건, 결핵이 19건, 소외열대질환이 40건

예산
2019년 총 투자 5,850만 달러, 2019년에만 19개 프로젝트에 3,920만 달러 투자
정부가 50%, 민간이 25%, 빌앤멀린다 게이츠재단이 25% 투자 

기간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3년에서 2017년까지 1차년도 완료. 2차년도 
진행 중

특징

일본 정부와 일본 제약기업들이 중심이 되었으며, 빌앤멀린드 게이츠재단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필요로 하는 질병인 말라리아, 결핵 등의 현지 
연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현지에서의 임상 네트워크 구축, 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하고 있으며, 일본 제약기업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의의 정부·국제기구·제약기업·재단·기부자 들의 파트너십의 선구적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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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위와 같은 형식의 글로벌 임상 펀드 PPP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3-1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적응증]

□ 필수백신 □ 감염병      □ 만성질환(당뇨 등)

□ 결핵 □ 노인성 정신질환      □ 희귀병

□ 항암제 □ 그외(                   )

[지역 및 단계 구분]

□ 선진국(미국, EU 등) 후기 임상 □ 선진국(미국, EU 등) 초기 임상

□ 개도국 후기 임상 □ 개도국 초기 임상 □ 그 외(         )

3-2 전체 펀드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 100억원 ~ 300억원 □ 300억원 ~ 1,000억원

□ 1,000억원 ~ 2,000억원 □ 2,000억원 ~ 5,000억원

□ 5,000억원 이상

3-3 1개 과제에 대한 연구비는 어느 정도가 필요다고 보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 10억 미만 □ 10억원 ~ 50억원      □ 50억원 ~ 100억원

□ 100억원 ~ 200억원 □ 기타(               )

3-4 반드시 참여해야할 정부 측 주요 파트너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해당란에 ✓표시, 중복 가능)

□ 보건복지부 □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벤처기업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외교부

□ 그외(                   )

3-5 제약기업을 제외하고 반드시 참여해야할 민간 측 주요 파트너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해당란에 ✓표시, 중복 가능)  

□ 대학(약학·통계·임상 등)      □ CRO □ 인허가 컨설팅

□ 파트너링 지원기업      □ 그외(             )

3-6 본 프로그램의 단계별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 2년       □ 3년       □ 5년       □ 7년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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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펀드 조성에 민관이 합작으로 투자할 경우 민간과 정부의 투자 비율(민간:정부)은 

얼마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20:80      □ 30:70     □ 40:60     □ 50:50

□ 60:40      □ 70:30     □ 80:20

3-8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정부의 주요 역할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3-9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3-10 글로벌 펀드 조성에 필요한 글로벌 자금이나 재단 등이 어떤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3-11 펀드 운용과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3-12 해외 임상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            )



위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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