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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초록

관리번호 연구기간
  2020년    12월    21일 ~ 

2021년    8월    20일

정책과제명

(한글)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헬스 R&D 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영문) Research on structural analysis of R&D in biohealth to 
promote basic research

연구책임자(주관연구기관)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참    여
연구원수

 총  7   명 연  구
용역비

         50,000천원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500자 이내에서 개조식으로 작성) 면수

❍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 바이오 분야 기초연구의 경우(특히 순수 기초일 경우) 분야 특성상 동일한 주제에 

대해 비록 소규모 지원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

❍ 또한, 기초연구라도 목적기초, 순수기초로 구분하여 목적에 따라 지원전략을 차별화하

는 것이 필요. 특정 목표를 위해 수행하는 기초연구의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관리가 체

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으나, 과학적 호기심 등으로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수

행하는 순수 기초연구는 연구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폭넓은 연구 주제들이 순수기

초 사업을 통해 수행될 수 있도록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바이오헬스분야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국가차원에서 조속히 수립되어야 이에 근거

하여 정확한 분석(국내외 동향, 연구비, 과제수, 성과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관련 

계획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음

❍ 국내 바이오헬스 투자 포트폴리오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하여 기초연구투자 비중을 높여

야 하며 단계별 투자 비중을 미국과 같이 개발단계 비중을 줄이고 기초와 응용 연구의 

비중을 높이는 포트폴리오로 전환하고 장기간 로드맵을 설정한 후 추진전략을 도출해 

내는 과정 필요

❍ 의약학 분야의 성격상 다양한 기초학문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인 만큼 특화된 기

초연구를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기초연구 분야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한 분야의 기초연구를 지원하는데 더해서 다양한 기초연구의 융복합을 장려하고 적극 

지원하는 전향적인 노력 필요

색인어
한글 바이오헬스, 기초연구, 의약학 

영어 Biohealth, Basic Science, Medicine and Phar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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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국문)

Ⅰ. 제    목 :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헬스 R&D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19, 기후변화문제, 노령화문제와 4차 산업혁명 등의 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해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관심 증대

❍ 현재 우리나라는 단순한 기술추격형 R&D를 지양하고 창조선도형 연구체제를 표방함

에 따라 기초원천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기초연구 분야에서 창의적

인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상용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현재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D 구조가 복잡하고 체계화되어있지 못함에 따라 전체 또는 

각 분야별 연구비 파악이 어려워 체계적 분석 및 효과적 투자가 어려운 상황 

❍ 또한 국내 기초·중개·임상 바이오헬스 R&D 구조가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여 R&D 연구비 현황 및 배분구조 등의 파악이 어려운 

상태로 국내외 바이오헬스 R&D 거버넌스 분석과 연구비 투자 우선순위를 통한 국가 

바이오헬스 R&D의 효과적인 투자를 위한 정책제언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바이오헬스 R&D 투자현황 및 거버넌스 분석 등 정밀하고 체계적

인 R&D 구조분석을 바탕으로 한 근거 기반 기초의과학 활성화 등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 특히,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헬스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

욱 강조되고 있는 5대 의약학(의학, 약학, 간호학, 치의학, 한의학 등)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과제의 구조 및 연구비 분석을 통해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주요국 기초⦁중개⦁임상 바이오헬스 R&D 구조 현황 조사 

❍ 주요국은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

도 정비 중이므로, 주요국 바이오헬스 R&D 연구비 현황, 배분구조, 투자 우선순위 기

준 현황, 거버넌스 현황조사 및 분석 필요

☐ 국내 기초⦁중개⦁임상 바이오헬스 R&D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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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바이오헬스 R&D 연구비 현황 조사 및 배분구조 분석

 * 의학, 치의학, 약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약학 분야는 반드시 포함

❍ 국내 바이오헬스 R&D 투자 우선순위 기준 분석

❍ 국내 바이오헬스 R&D 거버넌스 분석 

❍ 소관부처별로 추진 중인 주요정책과제를 바이오헬스 주요과제 주제별로 국가 바이오

헬스 R&D의 근간이 되는 기초과학 활성화구조를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 

☐ 기초과학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바이오헬스 R&D 효과적 투자를 위한 정책과제 제언

❍ 국내 바이오헬스 R&D 전문가 의견 수렴

❍ 국가 바이오헬스 R&D 투자 효과성 제고를 위한 R&D구조 정책과제 제언

❍ 지속가능한 국가 바이오헬스 R&D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과제 제언

❍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의 비전·전략과 연계 가능하도록 정책 제언

Ⅳ. 연구개발 결과 

❍ 우선 바이오헬스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연구 역량 강화가 필수적 임. 바이오벤

처 혹은 중견기업들조차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초연구 활성화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

다 필요. 바이오 분야 기초연구의 경우(특히 순수 기초일 경우) 분야 특성상 동일한 

주제에 대해 비록 소규모 지원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

❍ 또한, 기초연구라도 목적기초, 순수기초로 구분하여 목적에 따라 지원전략을 차별화하

는 것이 필요. 특정 목표를 위해 수행하는 기초연구의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으나, 과학적 호기심 등으로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순수 기초연구는 연구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폭넓은 연구 주제들이 순

수기초 사업을 통해 수행될 수 있도록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2019년기준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비를 다양한 형태로 분석한 결과 협의적 

개념으로 접근시 약 1조 6,000억 수준이며, 광의적 개념으로 접근시 약 2조 7000억 

수준으로 나타나, 범위에 따라 최대 1조 이상의 연구비 차이가 나고 있음

❍ 바이오헬스분야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국가차원에서 조속히 수립되어야 이에 근

거하여 정확한 분석(국내외 동향, 연구비, 과제수, 성과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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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계획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음

❍ 또한, 바이오헬스 분야 기초연구활성화를 위해서 기초연구 투자규모의 정확한 현황 파

악이 선행되어야 함. 국내 기초연구는 기초연구가 아닌 연구과제도 기초연구로 분류되

는 경우가 많아 기초연구 투자규모를 왜곡하고 있는 실정임

❍ 과학기술표준분류나 세부분야별로 기초연구 단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가이드

할 수 있는 분류기준과 매뉴얼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정확한 분류를 통한 정부 R&D 
투자 조사분석이 필요 

❍ 2019년 NTIS 기준으로 다양한 기준에 의거하여 바이오헬스 분야를 정의하여 분석한 

결과 R&D 투자가 가장 많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차 투자 비중이 평균 

48.4%로 바이오헬스 분야 전체 투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여 특정부처에서 R&D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긴 어려운 구조이며, 정부 부처별로 중점을 두는 연구개발 단계는 

상이하나 부처가 주도적으로 바이오헬스 R&D 정책을 수립하고 이끌어나가기도 어려

운 상황임

❍ 유사 연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부처 간에 R&D 역할 분담을 했지만, 이는 되려 연구

개발 단계를 분절시켜 R&D가 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논문, 특허만 양산하는 결과

를 초래하고 있고, 기초연구 성과가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전주기적(기초연구-응용연

구-개발연구) 연계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또한, 국내 바이오헬스 투자 포트폴리오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하여 기초연구투자 비중

을 높여야 하며 단계별 투자 비중을 미국과 같이 개발단계 비중을 줄이고 기초와 응용 

연구의 비중을 높이는 포트폴리오로 전환하고 장기간 로드맵을 설정한 후 추진전략을 

도출해 내는 과정이 필요

❍ 5대 의약학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NIH(미국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국 산

하기관 가운데 하나인 국립의학연구기관, 국립보건원) 비국방 R&D부처의 연구개발단

계별 예산은 약 26,144백만 달러(한화 30조)에서 기초연구 50.7%, 응용연구 48.8% 
수준으로 투자되었으나 국내 5대 의약학 분야의 경우 21조 391억 원에서 기초연구 

37%, 응용연구 25%, 개발연구 22% 수준으로 나타나, 미국 등과 비교시 기초연구의 

투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의약학 분야의 성격상 다양한 기초학문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인 만큼 특화된 

기초연구를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기초연구 분야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

히 한 분야의 기초연구를 지원하는데 더해서 다양한 기초연구의 융복합을 장려하고 적

극 지원하는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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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 향후 바이오헬스 분야 중대형 사업 기획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과제 기획을 

위한 상세한 근거 자료가 필요. 특히 의약학 기초연구 분야의 R&D 기획·정책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집된 근거 자료에 기반한 자문으로 정책과제를 제언하여 향후 

국가 바이오헬스 R&D 연구비가 실질적인 연구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

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기초의약학 활성화, 지속가능한 국가 바이오헬스 R&D 거버넌스 구축 등 R&D 
투자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반영에 활용하고 적절한 기초연구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촉진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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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추진 배경 및 목적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국가 R&D 지원 전략 수립을 효율화 하기 위해 기초연구, 혁신성장, 신성장사업 등 중점 

투자분야별 재원을 적정히 배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R&D 전략이 단순한 기술추격형이 아닌 창조선도형 연구체제를 표방함에 따라 기초원천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기초 연구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상용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D 구조가 복잡하고 체계화되어있지 못함에 따라 

전체 또는 각 분야별 연구비 파악이 어려워 체계적 분석 및 효과적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다. 국내 기초·중개·임상 바이오헬스 R&D 구조가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복지

부 등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여 R&D 연구비 현황 및 배분구조 등의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

다. 이에 국내외 바이오헬스 R&D 거버넌스 분석과 연구비 투자 우선순위를 통한 국가 바

이오헬스 R&D의 효과적인 투자를 위한 정책제언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1] 발견에서부터 매출까지의 단계와 비즈니스 모델 및 관련조직

출처 : 코리아 바이오헬스의 도전과 과제(2018)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민 보건·건강 증진의 효과를 가져오고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등으

로 인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국가적인 차원의 투자와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신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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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요 정부정책에 따른 근거기반 기초과학 활성화 등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 3대 신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 분야 R&D를 

2022년까지 4조원까지 확대할 계획(바이오헬스산업혁신전략, 2019. 05)이나, 투자현황

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체계적 분석 여건이 미흡한 상태이다. 
2019년 현재 과학기술분류체계에 따른 보건의료 R&D투자는 1조 7,781억원, 중점과학

기술분류에 따른 생명ㆍ보건의료 R&D는 2조 933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조차도 대

안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비 구조를 파악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 보고서를 통해 바이오헬스 R&D 투자현황 및 거버넌스 분석 등 정밀하고 체계적

인 R&D 구조분석을 바탕으로 한 근거기반 기초의과학 활성화 등 바이오헬스 R&D 투자

전략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바이오헬스 뿐만아니라 최근 코로

나 19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5대 의약학(의학, 약학, 간호학, 치의학, 
한의학 등)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과제의 구조 및 연구비 분석을 통해 현황을 진단하고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바이오헬스의 경우 ①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에서 “생명과학+보건의료=바이

오헬스”로 정의 ②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에서 보건의료만을 바이오헬스로 정의 ③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상의 보건의료와 경제사회목적 분류상의 건강의 합집합-교집

합 영역을 바이오헬스로 정의 ④중점과학기술 분야 생명ž보건의료+농림식품 일부 분야를 

바이오헬스로 정의 ⑤국가과학기술 분류체계 중분류 단위에서 바이오헬스기술 정의 등 5
가지 방법으로 바이오헬스를 구조분석하여 정리하였다. 5대 의약학분야에 대해서도 국가

과학기술 분류체계상 보건의료 분야 중분류 단위에서 해당 기술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의학분야는 별도로 명확하게 분류하고 있지 않아 아래와 같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

여 해당분야 중분류 단위에서 의학분야 기술을 도출하여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결과의 유용성
향후 바이오헬스 분야 중대형 사업 기획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과제 기획을 

위한 상세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의약학 기초연구 분야의 R&D 기획·정책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집된 근거 자료에 기반한 자문으로 정책과제를 제언하여 향후 국

가 바이오헬스 R&D 연구비가 실질적인 연구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초의과학 활성화, 지속가능한 국가 바이오헬스 R&D 거버넌스 구축 등 R&D 투

자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반영에 활용하고 적절한 기초연구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

력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촉진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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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바이오헬스 국내외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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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내 바이오헬스 R&D 구조분석1)
STEPI 이명화

제1절 국내 바이오헬스 R&D 정책동향

이번 문재인 정부 이후 수립된 바이오헬스 분야의 대표적인 정책에는 2017년 발표된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018년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19년 ｢바
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바이오헬스연구개발투자전략｣, 2020년에 발표된 ｢바이오헬스 

핵심 규제전략｣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국가적인 차원의 주요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발표된 

것은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중요성이 그만큼 증대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

다. 발표된 바이오헬스 정책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변화 중 하나는 과학기술적 관점에

서 산업적 관점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다. 그 배경에는 최근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쇠퇴와 더불어 2015년 한미약품의 대규모 기술수출을 시작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이 연이은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었고, 민간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시장에서도 바이

오헬스 분야의 발전가능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바이오 분야의 최상위 정책인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서는 실패율이 높고 창의

적․도전적 R&D, 신시장이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태동기 유망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하는 등 선도형 R&D 전략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더불어 바이오 R&D가 산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사업

화 지원, 민간투자 확대, 창업 활성화, 규제 제도 개선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이어 정부는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를 통해 건강한 삶, 지속가능한 의료를 실

현할 목적에서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했다(관계부처 합동, 2018). 해
당 계획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희귀질환이나 취약계층 보호 등 

공익적 차원의 가치에 중심에 둔 R&D 투자를 최우선 전략으로 제시했다. 또한 미래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신약,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규제개선 등을 추진과제로 들었다. 
또한 2019년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서는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출시 단계에 이르기까지 바이오헬스 제품의 가치사슬에 따른 혁신정책을 제시하였다. 
해당 계획은 혁신성장의 주축으로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바이오헬스 

1) 본 챕터는 이명화 외(2020), ｢정부 R&D 사업체계 진단 및 정책 대안: 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인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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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실질적인 산업육성 정책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9). 

[그림 2]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비전, 목표, 주요과제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9: 10); 이명화 외(2020: 65) 재인용

한편, 코로나19 확산 이후 바이오헬스 정책에 국한된 정책은 아니지만, 2020년 8월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

방향’은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최근의 관심 증대를 반영하고 있다. 이 발표에서 특히 코

로나 이후 거시적 변화를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의 관점에서 전망하고 있는데, 특히 기술 

파트에서 바이오헬스 기술의 급격한 성장 전망이라는 부분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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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변화 전망

정치(Political)
보호 무역주의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GVC)의 균열이 지속‧확대될 전망
글로벌 리더십 재편 및 위기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
 ☞ 코로나19 팬데믹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힘과 영향력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포린폴
리시)

경제(Economic)
수요와 공급 동시 충격으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 당면
비대면‧원격 비즈니스의 확대(오프라인→온라인)로 경제 전반의 생태계 변화
 ☞ 원격교육‧의료 등이 활성화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폴리티코)

사회(Social)
비대면 생활방식이 사회변화(라이프스타일‧소비 등)의 특이점으로 지속
공중보건에 대한 관심 증대
 ☞ 9/11 이후 세계가 대테러에 초점을 맞췄던 것처럼 코로나19 이후 공중보건으로 관심 이동

(Ed Yong)

기술(Technical)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바이오헬스 기술의 급격한 성장 전망
AI‧데이터, AR‧VR, 로봇 등 자동화‧지능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 개념으로만 느꼈던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현실에서 체감

[그림 3] 코로나 이후 거시적 환경 분석

출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2020: 2)

이 발표에서는 특히 코로나 이후 30개 유망기술을 제기하였는데, 헬스케어와 방역 관련 

기술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생체정보 측정기기, AP기반 

질병진단 관리, 생체정보 플랫폼 기술 등이 유망 기술로 제시되었으며, 방역 분야에서는 

실내방역시스템, 인수공통감염병 방역, RNA 바이러스 백신플랫폼이 유망기술로 포함되었다. 

제2절 국내 바이오헬스 R&D 주요이슈 

1. 코로나19 위기 대응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증가하였다. 이

에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투자방향 및 기준(안)’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이라는 현안대응

이 기본방향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아래 그림에서처럼, 위기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가 4대 분야로 포함되었으며, 첫 번째 중점투자 방향으로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한 과

학기술 역할 강화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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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의 기본방향

출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2021: 2)

뿐만 아니라, 경제회복 및 활력 제고 분야에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 집중 육성이 있는

데, 이 혁신성장 산업으로 바이오헬스 분야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와 함께 포함되어 있어 

코로나19 위기 대응은 비단 팬데믹 상황의 극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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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전환
최근 디지털 전환은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주목받는 이슈이다. 앞서 언급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투자방향 및 기준(안)’에도 ‘D.N.A 기반의 디지털 경제 전환 추진이 10대 중

점 투자방향에 포함되었다.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을 줄여 

D.N.A로 부르는 이 정책 방향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정부 초기부터 

강조되어 왔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비대면 일상이 전면적으로 확대된 것과 

맞물려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OECD에서 2021년 1월에 발표한 STI Outlook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연구환경에

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OECD Science Flash Survey 2020 조사에 참여한 과학자들 

중 75% 이상이 2020년에 재택근무로 근무 형태가 바뀌었다고 응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 2/3 이상은 코로나 사태로 디지털 도구 활용의 증가를 경험하였거나 증가를 예상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5] 코로나로 인한 연구행태의 변화

출처: OECD(2021: 22)

3. 중국의 대두
최근 미‧중 간 갈등으로 중국 이슈가 많이 대두었지만 R&D 분야에서도 중국의 대두는 

눈여겨보아야 할 이슈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지식 창출과 선도에 있어

서 상당한 위상을 점유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제한된 결과이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헬스 R&D 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 12 -

긴 하지만, OECD의 2021 STI Outlook에서는 중국의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력을 확인시켜 

주는 몇 가지 근거들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코로나19 관련 연구성과물 건수를 집계한 결과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 집계에서 20번째

로 연구성과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코로나19 관련 연구성과물 추이

출처: OECD(2021: 65)
주: PubMed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며, 2020년 1월1일~11월30일 기준으로 총 74,115편의 연구성과물로  서적 

및 문서, 임상시험 논문, 메타분석 논문, 무작위 통제 시험 논문, 리뷰 논문, 체계적 리뷰 논문 등 동료 검토를 

마친 다양한 형태의 논문들이 포함됨.

더욱 놀라운 부분은 코로나19 관련 연구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을 저자로 포함한 

국제공동연구가 상당수라는 점이다. 아래 네트워크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미국 다음으로 

영국과 중국이 거의 국제공동연구의 허브처럼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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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국제공동연구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 7] 코로나19 관련 국제공동연구추이(2020.1~11)
출처: OECD(2021: 20)

주: 다음 검색어를 기준으로 PubMed에서 검색한 자료들을 코로나 19 관련 출간물로 간주하였음: “COVID-19”[전
체 검색] 또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보조 개념 검색] 또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전체 검색] 또는 “2019-nCoV”[전체 검색] 또는 “SARS-CoV-2”[전체 

검색] 또는 “2019nCov”[전체 검색] 또는 (“Wuhan”[전체 검색] 그리고 “coronavirus”[MeSH 용어] 또는 

“coronavirus”[전체 검색]) 그리고 2019/12[PDAT]: 20120[PDAT]).

제3절 국내 바이오헬스 거버넌스 

1. 개요
바이오헬스 분야 거버넌스는 아래 그림과 같이 4개의 층위로 구분해볼 수 있다. 최상위

인 1층위에서는 바이오헬스 분야 전체의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조정 역할

을 한다면, 최하위 층위인 4층위에는 연구와 혁신을 실행하는 개별 주체들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1층위의 주요 행위자는 바이오헬스 분야 국가 정책·전략 결정 및 예산 배분에 

관여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이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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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하 위원회는 바이오헬스 주요 R&D 세부사업들을 심의하는 생명의료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 위원회의 기술적 검토를 통해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바이오 전체 분야에 

대한 R&D 예산 배분조정(안)이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전에 마련된다2). 
한편, 바이오특별위원회는 여러 부처로 분산·추진되고 있는 바이오 분야 정책들을 유기

적으로 연계하고, 전략적으로 R&D에 투자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지난 2016년 설치되

었다. 그 외에도 생명공학육성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으로 생명공학

종합정책심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으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거버넌스의 2층위 주요 행위자에는 바이오헬스 분야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정

부부처가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타부처 등 있다.  
3층위에는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부처 정책 지원과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한국과학기술기

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

흥원 등이 위치한다. 최하단인 4층위에는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와 혁신을 실행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소(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뇌연구

원 등), 국공립연구기관(국립보건연구원 등), 의료기관, 기업 등을 주요 행위자로 꼽을 수 

있다. 
이렇듯 바이오헬스 분야에는 예산과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제도에 관련된 주

요 행위자가 타 분야 대비 월등히 많고, 각 층위별로 수많은 정책이 생산될 뿐 아니라 정

책 간 경쟁도 과열되고 있어 거버넌스 구조가 복잡하다. 층위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의사결정 체계가 복잡한 이유는 여러 부처가 연구개발 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하

고 있어 지원 범위와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2) 2020년 기준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과기부,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등 1.15조, 100여개 사업 전체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검토

하여 사업별 예산 배분(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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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바이오헬스 R&D 정책 거버넌스 개념도

출처: Arnold et el.(2003: 28); 이명화 외(2020: 90) 재인용

2. 거버넌스의 특징
2018년 NTIS 기준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우 R&D 투자가 가장 많은 부처인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조차 투자 비중이 45.3%로 이 분야 전체 투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여 특정 

부처에서 R&D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리고 정부 부처별로 중점을 두

는 연구개발 단계가 상이하여 하나의 부처가 주도하여 바이오헬스 R&D 정책을 수립하고 

이끌어나가기도 어렵다. 기초분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주요 지원 부처

이기 때문에 대학이 주요 연구주체라고 볼 수 있다. 원천분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주요 지원 부처로 대학과 정부출연연 둘 다 핵심적인 연구주체이며, 응용․개발 분야는 

보건복지부가 주요 지원 부처이기 때문에 대학, 의료기관, 기업까지 주요 연구자집단을 형

성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사업화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요 부처

이기 때문에 기업이 주요 연구자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 다수의 부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면서 부처 간 갈등과 의사결정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은 

고질적인 이슈 중에 하나이다.  
기초연구 성과가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전주기적(기초연구-응용연구(중개)-개발연구) 

연계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이다. 유사중복을 피하기 위해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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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R&D 역할을 분담했는데, 이것이 되려 연구개발 단계를 분절시켜 R&D가 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논문, 특허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바이오헬스 분

야에서 창출된 우수성과가 최종적으로 임상에 활용되기까지 소요되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

으로 인해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기 우수한 후보 

물질(기술)을 발굴하여 안전성·유용성을 검증하고, 시제품 제작한 뒤 인허가와 대량생산, 
마케팅까지 분절 없이 연계되는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바이오헬스는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규제 부처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의사결정 체계의 복잡성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방

향을 설정하고 예산심의조정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는 한계로 지적된다. 따
라서 정부에서 바이오헬스 R&D를 위해 새로운 분류체계를 제시하는 등 예산 배분․편성에 

전략성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 전체 차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 부처별로 바이오헬스 R&D 중장기 전략들을 경쟁적으로 수립하고 있어 보건정책

이나 세부사업과의 연계성도 부족하다. 바이오헬스 R&D 분야의 주요 법정계획은 ｢생명공

학육성기본계획｣,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이 있으나 법정계획 수립 이후 시행계

획들은 정부부처별 해당 년도의 투자계획을 세부사업별로 다시 정리하는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환경변화에 따라 법정계획의 롤링플랜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계획의 실

효성에 대한 지적이 존재한다.
한편 최근 바이오헬스 산업이 주목받으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

자원부가 경쟁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우려되는 부

분도 있다. 또한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법정계획이나 중장기 전

략이 ｢국민건강증진계획｣, ｢보건의료기본계획｣, ｢암관리종합계획｣, ｢치매관리종합계획｣ 
등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 또한 고려되어야 하나 형식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

는 등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R&D 투자의 궁극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전략적 투자와 효율적 예산 배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바이오

헬스 분야 R&D 투자를 제공하는 여러 부처들이 각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 

투자와 사업을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바이오헬스 R&D의 정책과 투자

에 대한 범부처 수준의 국가 전체 종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조정 역할을 위해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상위기구들이 등장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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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기구들이 일부의 조정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명화 

외(2020)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복수의 상위기구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복수의 상위기구가 부정

적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1) 상위기구 역할 차별성 부재, 2) 옥상옥 의사결정 구조로 인한 

복잡성 증대 등이 있었다.

[Base: 전체 응답자, Unit: %]

[그림 9] 바이오헬스 분야 복수의 상위기구 존재에 대한 인식

 

출처: 이명화 외(2020: 155)
주 : 이 설문조사는 2020.9.9.~10.7 실시되었고, 85명의 전문가들이 응답함

[Base: 전체 응답자, Unit: %]

[그림 10] 바이오헬스 분야 복수의 상위기구가 부정적인 영향 이유

출처: 이명화 외(2020: 156)
주 : 이 설문조사는 2020.9.9.~10.7 실시되었고, 85명의 전문가들이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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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내 바이오헬스 연구비 현황, 투자 우선순위, 배분구조

1. 연구비 현황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정의도 각양각색이고 범위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바이오헬스 분야 R&D 투자현황을 정확히 추산해내기란 쉽지 않다. 국가연구개발사

업 분류체계 기준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를 명시적으로 지칭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 

분야 투자현황을 집계하는 데는 상당한 주관성이 개입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과학기술

표준분류 기준상으로는 보건의료 분야 외에 생명과학, 뇌 과학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고, 경제사회목적별 분류 기준으로 집계하더라도 건강 분야뿐 아니라 산업생산 및 기술, 
환경 등 다양한 분류에서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과학기술표준분류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투

자액과 경제사회목적별 분류에서는 건강 분야를 동시에 적용했을 때 투자액 중 중복되는 

세부사업을 보정하여 합산한 결과, 2018년 기준으로 2조 983억 원, 253개 세부사업이 바

이오헬스 분야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3). 이처럼 바이오헬스 R&D 현황을 파악하는데 

광의의 기준을 채택한 이유는 과학기술표준분류에서 보건의료와 경제사회목적별 분류에

서 건강 분야에 중복 분류되는 투자액은 1조 2,712억 원에 불과하므로 바이오헬스 투자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NTIS 분석을 통해 나타난 부처별 투자액을 비교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519억 

원(45.3%), 보건복지부 4,626억 원(21.9%), 산업통상자원부 2,074억 원(9.8%), 교육부 

1,737억 원(8.28%), 다부처 R&D 사업 781억 원(3.72%) 순이다. 

3) NTIS에 기반한 정부 R&D 투자 현황은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확정되는 정부 R&D 예산 현황과는 차이가 있음을 미리 밝힌

다. 개별 연구자들이 세부과제에 대한 정보를 직접 기입한 NTIS 결과에 따라 전체 투자 현황을 파악하게 되면, 바이오헬스

와 상관없어 보이는 세부사업이나 내역사업 등에 속해 있는 바이오헬스 관련 세부과제들까지도 집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2021년 정부안으로 확정된 바이오헬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1.7조 원이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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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1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바이오헬스 

분야 R&D 투자현황

출처: NTIS 홈페이지4); 이명화 외(2020: 67) 재인용

주: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표준분류에서 보건의료 분야, 경제사회목적별 분류의 건강 분야 투자액을 비교하여 

합산한 값으로 두 분류에서 중복되는 세부사업의 경우 높은 투자액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재분류

부처명 바이오헬스 분야 전체 
투자액 투자비중 세부사업 수 투자액 투자비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519 45.4 80 66,779 14.3
보건복지부 4,626 22 46 5,150 89.8

산업통상자원부 2,074 9.9 33 31,059 6.7
교육부 1,737 8.3 11 17,382 10
다부처 781 3.7 6 3,145 24.8

중소벤처기업부 777 3.7 11 10,426 7.5
식품의약품안전처 676 3.2 8 847 79.8

기    타 2,246 10.7 77 62,791 3.6
합    계 20,983 100 253 191,759 10.6   

[표 1] 2018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바이오헬스 분야 R&D 투자현황(단위: 억 원)

출처: NTIS 홈페이지5); 이명화 외(2020: 68) 재인용

주: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표준분류에서 보건의료 분야, 경제사회목적별 분류의 건강 분야 투자액을 비교하여 

합산한 값으로 두 분류에서 중복되는 세부사업의 경우 높은 투자액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재분류

4) https://www.ntis.go.kr/ThMain.do(검색일: 2020.4.16.)
5) https://www.ntis.go.kr/ThMain.do(검색일: 2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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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우선순위 
정부는 생명보건의료 분야의 정부 R&D 투자는 2017년 2.6조 원 수준에서 2025년까지 

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여, 정책 연계 강화 및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I과 II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예산 배분 전략

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기존 7개 기술 분야를 4대 정책 10대 분야로 개편하여 바이오헬

스 R&D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투자현황 및 ’21년도 투자방향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과
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9.12.18). 

4대 정책분야 가운데 ‘미래대비 기초·융합연구’에서는 기초 연구에서의 성과를 원천기술

로 발전시키고, 바이오헬스 분야 신개념·신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하며, 바이오기

술과 타 기술 분야와의 융·복합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혁신창출 기회를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수출 주력 산업으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

해 미래지향적 R&D 투자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다음 정책분야로서 ‘혁신적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조성’에서는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

을 위한 초기 파이프라인을 확충․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미래 의료 환경을 대비

하는 신개념 의료기기를 지원하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지원 강화 

계획이 포함된다.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기술과 혁신적 재생의료 분야에 대한 원천기술개

발 지원도 포함된다. 정책적으로는 부처 간 협력 및 이어달리기(기초·원천~사업화) 등 범

부처 차원에서의 산업 활성화 지원 강화에도 초점을 맞춘다. 
다음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정책 분야에서는 표준화, 보안기술 등과 같은 헬스케어 

빅데이터 관련 공통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이 플랫폼에 대한 활용 및 서비스를 활성화

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감염병과 같은 위기를 대비하여 국내 과학기술 대응체

계를 강화하고, 치매·정신건강 등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를 지원한

다. 이를 실현하고자 빅데이터, AI 등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화 기반을 확충하고, R&D 
PIE(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와 연계하여 제도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등 

국민건강 향상과 행복실현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혁신기반 조성’ 정책 분야에서는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술이나 소재에 대한 발굴을 지원하며, 규제과학 지원 강화,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등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 구축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바이오 분야 연구소재, 연구 데이터에 대한 활용뿐만 아니라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다룬다.  
‘바이오헬스 R&D 투자 전략’에 포함된 10대 분야 향후 투자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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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림 12] 바이오헬스 R&D 분류체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9.12.18.: 7)

10대 분야 향후 투자 추이
1. 원천‧기반 연구 (생명현상연구, 질환극복연구) 중장기적‧점진적 확대 추진

(바이오신기술) 신개념‧신기술 발굴 단기 집중 지원 후 점진적 확대 추진
2. 바이오융복합

(의약품) 현재 추세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의료기기) 단기집중 후 점진 확대
(헬스케어) 단기집중 후 점진 확대

3. 의약품 (후보물질도출) 초기 후보물질 발굴 단기 집중지원 후 점진적 확대 추진
(의약품개발, 공통기반) 중장기적 점진적 확대 추진

4. 의료기기 (의료기기 요소 및 기기개발) 소부장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을 통해 중점 지원
(공통핵심기반) 점진적 투자 확대

5. 첨단재생의료
(기반연구 및 중개연구) 원천기술 및 중개연구 지속 지원
(실용화 및 임상연구) 재생의료 실용화, 선도적 임상연구 중심으로 투자 강화
(재생의료 인프라) 점진적 투자 확대

6. 헬스케어 서비스 (헬스케어 빅데이터 구축) 빅데이터 표준화‧보안기술 단기 집중지원 후 점진적 확대 추진
(활용 및 서비스) 민간협력을 통한 중장기적 확대

7. 임상‧보건 (공익적 중개‧임상연구) 기초 연구성과의 임상 실용화 연계 중심으로 점진적 투자 확대
(질환대응연구) 감염병 현안 대응 이후에도 적정 투자 수준 유지

8. 산업혁신‧규제과학 (산업혁신)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술(분야) 조기 발굴 및 단기 집중 지원 후 점진적 확대 추진
(규제과학) 중장기적 점진적 확대

9. 전문인력양성
(연구) 단기 집중 후 점진적 확대
(산업화) 단기 집중(공정개발) 후 점진적 확대(공정, 규제)
(기반) 점진적 확대

10. 생명연구자원‧
    정보인프라

(확보‧관리) 생명연구자원 고도화를 중심으로 적정 투자 수준 유지
(활용성 제고) 생명연구자원 활용 고도화 기술의 역량강화 위한 점진적 투자 확대

[표 2] 바이오헬스 R&D 향후 투자 추이(안)

출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바이오특별위원회(2021: vi-vii) 참고로 연구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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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처별 R&D 배분구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2021년 예산 기준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에 17개 세부사업

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세부사업은 하나의 프로그램(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하나의 단

위사업(바이오‧의료기술개발)에 속해 있다. 단위사업인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에는 국

가신약개발사업에서부터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세부사업인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0개의 세부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타 부처와 협

력을 통해 운영되는데, 예를 들어 국가신약개발사업,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다부

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포스트게놈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 첨
단의료복합단지 미래의료산업 원스톱 지원사업,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치
매극복연구개발사업, 바이오빅데이터구축시범사업, 질병중심중개연구사업, 바이오위해평

가원팀리노베이션 사업이 해당된다.

[그림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헬스 R&D 사업구조(2021년 예산 기준)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 이명화 외(2020) 참고로 연구진 작성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 기준으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2,536억 원 수준의 바이

오의료기술개발사업이었으며, 다음은 787억 원 수준의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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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 기획한 대형사업으로 

2020년부터 6년 간 1.2조 원 규모로 2019년 4월 예타를 통과하였다.
한편, 국가신약개발사업(2021~2030)은 대형 사업이었던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이 

종료되면서 후속사업으로 기획되었으며 이 10년 간 2조 2천억 원 규모로 예타를 통과하

여 2021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참고자료, 
2020.7.3.). 
가장 규모가 작은 사업은 18억 원으로 표시된 질병중심중개연구사업이다. 질병중심중개

연구사업은 다부처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도 36억 원 규모로 소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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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21년 예산 (국회확정안) 담당부서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개발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바이오・의료기술개발

국가신약개발사업 15,048
기초원천연구정책관생명기술과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6,411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78,728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253,643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35,859 기초원천연구정책관바이오기반팀

포스트게놈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 11,611 기초원천연구정책관생명기술과
미래뇌융합기술개발사업 9,667 기초원천연구정책관바이오기반팀

오믹스기반정밀의료기술개발사업 6,000 기초원천연구정책관생명기술과
첨단의료복합단지 미래의료산업 원스톱 지원사업 5,887 기초원천연구정책관바이오기반팀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 2,200 기초원천연구정책관생명기술과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59,609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7,868 기초원천연구정책관바이오기반팀뇌질환극복연구사업 7,750
바이오빅데이터구축시범사업 7,250 기초원천연구정책관생명기술과

질병중심중개연구사업 1,830 기초원천연구정책관바이오기반팀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10,200 기초원천연구정책관생명기술과

바이오위해평가원팀리노베이션 4,095
미래인재정책국과학기술안전기반팀

합계 523,656

[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헬스 R&D 세부사업(단위: 백만 원)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 참고로 연구진 작성

주: 다부처로 추진되는 사업은 bold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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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

1개 단위사업 하에 여러 세부사업들이 구성되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달리 보건

복지부는 훨씬 복잡한 구조로 바이오헬스 관련 세부 사업들이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 

바이오헬스 R&D 세부사업이 2021년 예산 기준으로 49개나 될 정도로 많다. 비록 2020
년 예산 기준으로 집계하였을 때 52개의 세부사업이 있었던 만큼 다소 세부사업의 수가 

감소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관련 세부사업들

이 상당수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세부사업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 49개 세부사업들은 [그림 16]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개 분야, 4개 부문, 8개 

프로그램, 9개 단위사업에 속해 있다. 
2개 분야는 보건과 사회복지로 구분되는데, 사회복지에 포함된 세부사업은 3개에 불과

하므로 대부분은 보건 분야의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보건 분야의 사업은 모두 보건

의료 부문에 포함되어 있다. 보건의료 부문에는 총 5개 R&D 프로그램이 포함되는데, 보
건산업육성, 질병관리본부지원, 국민건강생활실천, 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그것이다. 보건산업육성은 하위에 가장 많은 세부사업(37개)을 포괄하는 프로그

램으로 하부에 보건의료연구개발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지원, 이렇게 2개의 단위사업

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단위사업에는 37개, 1개의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지원 프로그램은 질병관리청의 승격으로 단위사업이었던 질병관리

본부 지원사업이 모두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되었으며, 국가보건의료연구 인프라구축의 단

위사업의 경우 2020년 기준 3개의 세부사업이 있었지만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된 2개의 세

부사업을 제외하고 1개의 세부사업만이 남게 되었다. 이 밖의 보건의료 부문의 프로그램

인 국민건강생활실천에 4개 세부사업, 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에 2개 세부사업, 공공보건

의료확충 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헬스 R&D 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 26 -

[그림 14] 보건복지부의 바이오헬스 R&D 사업구조(2021년 예산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2021); 이명화 외(2020) 참고로 연구진 작성

보건복지부의 49개 바이오헬스 세부사업들을 살펴보면, 가장 예산규모가 큰 사업은 코

로나19 백신 임상지원 사업으로 687억 원 수준이며, 다음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사

업으로 627억 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대형사업들이 여럿 기획되었는데 이중에서 

이 두 세부사업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49개 세부사업들 중에서 예산이 100
억 원을 넘는 경우는 총 18개이며, 나머지 31개 사업들 중에서 15개 세부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50억 미만의 소형 사업들이다. 가장 규모가 작은 ‘사회서비스사업’은 1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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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21년 예산* (국회확정안) 담당부서

사회복지

노인 노인생활안정 고령친화산업육성
노인천만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 3,995 노인정책과

사회복지일반 사회복지기반조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서비스 150 사회서비스사업과

취약계층지원 국립재활원
국립재활연구소 운영 및 재활연구(손익)

국립재활원 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 5,401 국립재활원재활연구소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생활실천

건강생활실천지원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사업 630 건강정책과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 정신건강 문제해결 연구 6,244 정신건강정책과
건강생활실천지원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4,815 건강정책과
구강건강서비스 기반조성 치의학 의료기술 연구개발 3,157 구강정책과

보건산업육성 보건의료연구개발

임상연구인프라조성 4,550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3,707 보건산업진흥과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22,404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의료기술 상용화 지원센터 16,995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국가 항암신약개발사업 3,306 보건산업진흥과
연구중심병원육성 43,996 보건산업정책과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10,702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7,877 보건의료기술개발과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 8,518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인공지능바이오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 2,200 보건산업진흥과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780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6,973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 46,768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첨단의료기술개발 57,308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의료기기기술개발 15,087 보건산업진흥과

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 60,200 보건산업

[표 4]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R&D 세부사업(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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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21년 예산* (국회확정안) 담당부서
연구개발사업 진흥과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3,000 보건산업진흥과
의료데이터 보호ㆍ활용 기술개발 9,914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CDM 기반 정밀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 기술개발 5,366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 2,858 보건산업진흥과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 10,143 보건산업진흥과

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 13,505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 7,600 보건산업진흥과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사업 5,635 보건산업정책과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 10,320 보건산업진흥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62,700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68,700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감염병 방역기술개발 13,933 보건산업진흥과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10,000
보건의료정책실첨단의료지원관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6,411 재생의료정책과
국가신약개발사업 15,051 보건산업진흥과

질병중심중개연구사업 3,663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공익적 의료기술연구사업 4,173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디지털 병리 기반의 암전문 AI 분석 솔루션 개발사업 7,170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구축 및 AI기반 CDSS개발 7,064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감염병 의료기술 근거생성연구 1,500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비임상지원 7,400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미래의료산업 원스톱 5,887 보건산업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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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2021) 참고로 연구진 작성

주: 2021년 예산액에서 2020년 추경 금액은 불포함되어 있음

3)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예산을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주요 R&D로 분류되는 

14개 세부사업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 세부사업들은 모두 바이오헬스기술개발이라는 

단위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럼 1개 분야(산업‧중소기업 및 에너

지)-1개 부문(산업혁신지원)-1개 프로그램(신산업진흥)-1개 단위사업(바이오헬스기

술개발)로 통일되어 있는 구조이다. 
2020년 예산 기준에 따른 바이오헬스 R&D 사업구조를 고려해 본다면 최근 상당한 사

업구조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에는 세부사업이 주력산업진흥, 산
업경쟁력기반구축, 신산업 진흥 이렇게 3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추진되었으며, 단위사

업도 1개가 아니라 시스템산업기술개발사업, 다부처기술개발사업, 미래성장동력사업, 창
의산업기술개발 사업으로 4개의 단위사업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021년 예산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별도의 단

위사업으로 기획하고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관련 세부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헬스 예산이 1799억 원 수준

이었고, 2021년에는 2,360억 원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이러한 구조 개편이 가능하였던 이

유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미래성장동력으

로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14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1,106억 원의 바이오산업핵

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21년 예산* (국회확정안) 담당부서
지원

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한의약연구 및 기술개발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 6,630 한의약산업과
한의약혁신기술개발 10,177 한의약산업과

질병관리본부지원
국가 보건의료연구 인프라 구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7,250 의료정보정책과
공공보건의료확충 국립암센터운영

암연구소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운영 60,557
보건의료정책실공공보건정책관

합계 70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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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술개발사업이 가장 규모가 크다.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와 보건복지부 세부사업들과 비교해 보아도 규모가 큰 사업이며, 다음으로 641억 원 규모

의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이 규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소규모인 

사업은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사업으로 6억 원 상당이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바이

오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사업으로 22억 원 정도이다. 

[그림 15]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헬스 R&D 사업구조(2021년 예산 기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21); 이명화 외(2020: 82) 참고로 연구진 작성

[그림 16]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헬스 R&D 사업구조(2020년 예산 기준)
출처: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이명화 외(202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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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21년 예산 (국회확정안) 담당부서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신산업진흥
바이오헬스기술개발

바이오산업기술개발 110,675

산업정책실 제조산업정책관
바이오융합산업과

CDM기반정밀의료데이터통합플랫폼 기술개발사업 4,980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20
첨단의료복합단지미래의료산업원스톱지원사업 5,887

바이오위해평가 원팀 리노베이션 사업 2,240
국가신약개발사업 15,051

인공지능바이오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 2,200
현장수요반영의료기기고도화기술개발 4,590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유전체사업 3,430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사업 600

3D생체조직칩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6,780
바이오빅데이터구축시범사업 7,250
영상진단 의료기기 탑재용 AI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 5,240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64,100

합계 236,043

[표 5]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헬스 R&D 세부사업(단위: 백만 원)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21) 참고로 연구진 작성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헬스 R&D 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 32 -

4)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헬스 분야 세부사업이 2021년 예산 기준으로 

11개이다. 2020년 예산에서는 7개에 불과하였는데, 4개의 사업들(차세대 의료제품 평가

기반 구축,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제과학 인재양성, 스마트 식품안전관리)이 신규로 포함

되었다.  모두 보건 분야-식품의약안전 부문-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프로그램-식의약품 안전 연구개발 단위사업이라는 하나의 구조를 갖는다. 이 구조 

내에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농축수산 등과 같이 영역별 안전관리 관련 R&D 세부사업

과 민간 식의약 안전기술 촉진지원연구, 안전성 평가기술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11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

과학 R&D사업들이며, 가장 큰 규모인 ‘식품 등 안전관리’는 338억 원 수준이며, 다음으로 

큰 사업은 ‘의약품 등 안전관리’ 로서 257억 원 정도이다. 가장 규모가 작은 ‘안전기술선진

화’는 9억 원에 불과하다. 

[그림 17]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바이오헬스 R&D 세부사업(단위: 억 원)
출처: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이명화 외(2020: 84) 참고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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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21년 예산 (국회확정안) 담당부서

보건 식품의약안전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식의약품 안전 연구개발

식품 등 안전관리 33,870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 등 안전관리 25,749
민간 식의약 안전기술 촉진지원연구 2,000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11,485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19,028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기반 구축 5,132
안전기술 선진화 900

연구개발사업 관리 4,292
농축수산 안전관리 10,439
규제과학 인재양성 3,100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1,860
합계 117,855

[표 6]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헬스 R&D 세부사업(단위: 백만원)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2021) 참고로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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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국내 바이오헬스 R&D 구조분석 결과

최근 코로나19 대응,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 확인 등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

한 정책적 관심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바이오헬스 분야 R&D 예산도 정부안 기

준으로 2020년 1조 2,754억 원에서 2021년 1조 6,592억 원으로 거의 30%나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R&D 예산 증가는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자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사안이지

만, 납세자들을 위한 책무성을 고려할 때 증가한 예산이 효과적으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합한 배분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챕터에서는 정책 동향과 함께 부처별 

R&D 배분구조를 살펴 보았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R&D 사업구조를 수직적인 계층구조 차원에서 보면, 아래 그림에서 

붉은색으로 표기된 것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

품안전처에서 수행하는 바이오헬스 R&D 사업들은 전체 16대 분야 중에서 4개 분야(사회

복지, 보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과학기술)에 관련되어 있으며, 75부문 중에서 보면, 
7개 부문(취약계층지원, 노인, 사회복지일반,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산업혁신지원, 과
학기술연구개발)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8] 재정사업관리를 위한 16대 분야 75개 부문과 바이오헬스 R&D사업 관련성

출처: 김홍영 외(2019: 63); 이명화 외(2020: 86)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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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와 부문과 같은 상위 레벨을 제외하고, 프로그램 레벨에서는 총 11개가 바이오헬스 

분야와 관련되어 있었으며, 단위사업으로는 13개가, 세부사업으로는 91개가 바이오헬스 

R&D 사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사업의 예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보건복

지부의 바이오헬스 R&D 사업 예산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

오헬스 R&D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는 NTIS 통계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부처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1년 국회확정 예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1 1 1 17 523,656

보건복지부 2 4 8 10 49 702,370
산업통상자원부 1 1 1 1 14 236,043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1 1 11 117,855

[표 7] 부처별 바이오헬스 R&D 배분구조 개요 (단위: 건수/백만원)

출처: 연구진 작성

또한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는 달리 

2개 분야, 4개 부문, 8개 프로그램, 1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복잡성

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으며, 세부사업의 경우에도 타 부처 대비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근 사업구조 개편을 진행하여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이라는 신규 단위사업을 만들어 관련 세부사업들을 모두 포함시킨 것과 비교해 볼 때 보

건복지부의 사업구조도 좀더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R&D정책과 R&D사업과의 불일

치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및 평가가 어렵고 R&D전략 유연성 부족, 연구비 적정배분 등

에도 애로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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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의 바이오헬스 R&D 현황

STEPI 한웅규

제1절 주요국 바이오헬스 R&D 연구비 현황 및 배분구조

1. 미국

1) R&D투자 현황

미국에서 바이오헬스 분야는 국방 분야 다음으로 많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핵심

영역 중 하나이다(이남우, 2018). 2018년 미국 R&D 예산 1,496억 달러 중 국방 분야에

는 전체의 61.8%인 925억 달러가 투입되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는 17.4%에 해당하는 

261억 달러를 투입하였고 국방 분야를 제외한 분야(비국방 분야)에서 바이오헬스에 대한 

R&D 투자 비중은 54.5%로 가장 높은 투자 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림 19] 미국 주요 비국방 R&D부처별 투자 현황(2018)
출처: 이남우(2018)를 토대로 재작성

연구개발단계 중 개발연구에 대한 투자는 0.1%에 불과한 반면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에 

각 약 50% 수준의 유사한 비중으로 투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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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부처
비국방
R&D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시설 및 도구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보건복지부(HSS) 26,144 12,816 49.0% 13,158 50.3% 26 0.1% 144 0.6%
국립보건원(NIH) 25,093 12,728 50.7% 12,256 48.8% 0 0.0% 109 0.4%
보건복지부 산하 나머지 기관 1,051 88 8.4% 902 85.8% 26 2.5% 35 3.3%

항공우주국(NASA) 10,332 3,717 36.0% 2,563 24.8% 3,925 38.0% 128 1.2%
에너지부(DOE) 6,130 3,868 63.1% 1,424 23.2% 212 3.5% 626 10.2%
연구재단(NSF) 5,370 4,280 79.7% 671 12.5% 0 0.0% 420 7.8%

[표 8] 미국 주요 비국방 R&D부처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2018)(단위: 백만 달러) 

출처: 이남우(2018)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는 미국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R&D 투자의 핵심 

기관이다(이남우, 2018). 

[그림 20] 미국 NIH 홈페이지

출처: NIH 홈페이지6)

1887년에 뉴욕에 소재한 해양병원의 감염병 실험실에서 시작된 보건복지부(HHS) 산하

6) https://www.nih.gov/(검색일: 20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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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관이다. 건강증진과 질병극복을 위한 연구수행 및 지원활동을 통해 경제적 가치 창출

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하고 

외부 지원연구에 대한 관리 기능을 하고 있다. 

• 건강증진을 위해 근본적이고 창조적인 발견, 혁신적인 연구방법 및 실천 장려

• 질병 예방을 위한 국가의 역량 확보를 위해 과학인력 및 물질 자원을 발전, 유지, 갱신

• 국익 증대와 공적 투자의 지속적인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의학과 관련 학문의 지식기반 확대

• 최고 수준의 과학적 진실성, 공적인 역할, 과학 연구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

[표 9] 미국 NIH 기관목표

출처: NIH 홈페이지7); 이명화·현재환(2015) 재인용

NIH는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 차원에서도 바이오헬스 발전을 선도해 왔다(NIH 홈페이

지8)). 현존하는 주요 의약품의 70%는 NIH 지원과제를 통해 직접 성과로서 만들어져 왔

거나 과제에서 얻어낸 기초지식을 토대로 만들어져 왔다. 1964년 이래 노벨 생리의학상

(Physiology/Medicine)의 80% 가까이는 NIH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학자들에게 수여되어 

왔다. 심장혈관계 질병, 암, 뇌졸증, 당뇨병 분야에 대한 NIH 연구로 인해 매년 135만 명

이 수혜를 입고 있다.
2018년에는 미국 보건복지부 전체 R&D 예산 261억 달러 중 96%인 251억 달러가 NIH 

예산이었다. 그 외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은 4%인 10.5억 달러를 운용하였다. NIH 예산

은 1999년과 2003년 사이에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이 15% 전후 수준에 이를 정도로 공

격적인 투자 확대를 보였다. NIH 예산은 미국 정부의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투자 보합

세 또는 완만한 증가세로의 전환과 맞물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예산 규모가 정체되

어 있다가 2014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7) Mission, http://www.nih.gov/about/mission.htm(검색일: 2020.10.20.)
8) Center for Scientific Review, Power of NIH Peer Review, 

https://public.csr.nih.gov/AboutCSR/Mission/PowerofNIHPeerReview(검색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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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미국 NIH의 총 R&D 예산 추이 및 전년대비 증가율(1단위: 십억 달러)
출처: NIH 홈페이지9), NIH Budget Mechanism Detail FY 1995 - 201810)을 토대로 재작성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NIH 예산구조에 있어서 연구프로젝트 지원(RPGs : 
Research Project Grants)에 58.42%에서 59.17%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RPGs 이외의 다른 분야(연구 관리 및 지원, 연구 트레이닝 등)의 예산 비중이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2018년 2019년

[그림 22] 미국 NIH 예산구조 변화(2018-2019)
출처: NIH 홈페이지11)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미 의회는 코로나 지원, 완화, 경제안정법(the 
9) NIH Research Portfolio Online Reporting Tools, Report Catalog, https://report.nih.gov/catalog.aspx(검색일:2020.10.3.)
10) NIH Budget Mechanism Detail FY 1995 – 2018, https://report.nih.gov/nihdatabook/category/1 (검색일: 2020.10.21.).
11) NIH Budget History, https://report.nih.gov/nihdatabook/category/1(검색일: 20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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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Act)에 따라 10억 달러 이상

의 긴급연구비를 배정했다(OECD STIP Compass 홈페이지12)). 
이 예산을 통해 백신, 치료제 개발, 진단법 개발, 기초연구와 연구자원, 감염병 연구와 

연구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NIH 연구소 및 센터 코로나19 대응 긴급 연구비
국립암연구소(NCI) 306

국립알러지 감염병연구소(NIAID) 836
국립심장 폐 혈액연구소(NHLBI) 103

원장실(OD) 30
국립중개과학발전센터(NCATS) 36

국립의학도서관(NLM) 10
국립생체의학영상및생명공학연구소(NIBIB) 60

총계 1,381

[표 10] 코로나19 대응 미국 NIH 기관들의 긴급 연구비 현황(단위: 백만 달러)

출처: OECD STIP Compass 홈페이지13).

2) 사업구조

NIH의 사업구조는 NIH를 구성하는 연구소들의 중점연구분야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NIH는 크게 13개의 질환군 중심 연구소와 14개의 이슈 및 미션 중심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질환군 중심 연구소는 암, 알레르기‧감염병, 심장‧폐‧혈관, 당뇨‧소화‧신장, 신경질환‧
뇌졸증 등 질환군별로 특화된 사업을 지원‧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립암연구소(NCI), 
국립알러지 감염병연구소(NIAID) 등 질환군별 연구소들이 설립되었다. 이외에 국립인간

유전체연구소(NHGRI), 국립일반의학연구소(NIGMS), 정보기술센터(CIT) 등 특정 질환

에 종속되지 않는 기반연구, 인프라 차원의 지원, 인류적 메가트렌드 대응을 위한 기관들

이 존재한다. 

12) OECD STIP Compass  영국,  
https://stip.oecd.org/covid/policy-initiatives/covid%2Fdata%2FpolicyInitiatives%2F747(검색일:2020.12.15.) 

13) OECD STIP Compass, 미국, 
https://stip.oecd.org/covid/policy-initiatives/covid%2Fdata%2FpolicyInitiatives%2F1168(검색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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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미국 NIH의 조직도

출처: NIH 홈페이지, NIH Organizational Chart14); 이명화(2020) 재인용

주: 회색 음영은 질환군 중심 연구소를, 무(無) 음영은 이슈 및 미션 중심 연구소를 의미함

NIH 산하 21개 연구소(institute)와 6개 센터(center)의 조직도는 예산 배분 및 조정을 

위한 바이오헬스 R&D 사업 분류의 기준이 된다. 각 연구소와 센터는 차별적인 질환영역

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NIH의 R&D 예산이 편성된다. 2021년 예산안 

기준으로, 국립암연구소(NCI), 국립알러지 감염병연구소(NIAID), 국립심장 폐 혈액연구

소(NHLBI), 국립노화연구소(NIA) 순으로 예산이 설정되었다. 이를 통해 미국의 바이오

헬스 분야 R&D 우선순위는 암 극복, 알러지와 감염병 치료, 심장·폐·혈액 관련 질환에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https://oma.od.nih.gov/IC_Organization_Chart/NIH%20Organizational%20Chart.pdf(검색일: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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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H 연구소 및 센터 ’19 결산 ’20 예산 ’21 예산(안)  ’20-’21 증감율
국립암연구소(NCI) 5,994 6,606 5,881 -11.0%
국립알러지 감염병연구소(NIAID) 5,567 5,897 5,446 -7.6%
국립심장 폐 혈액연구소(NHLBI) 3,482 3,625 3,298 -9.0%
국립노화연구소(NIA) 3,080 3,546 3,226 -9.0%
국립당뇨병 소화기병 신장병 연구소(NIDDK) 2,025 2,115 1,924 -9.0%
국립신경질환 뇌졸증연구소(NINDS) 2,414 2,449 2,245 -8.3%
원장실(OD) 1,926 2,247 2,099 -6.6%
국립정신건강연구소(NIMH) 1,870 2,045 1,845 -9.8%
국립일반의학연구소(NIGMS) 1,675 1,706 1,931 13.1%
국립아동보건 인간발달연구소(NICHD) 1,509 1,557 1,416 -9.1%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 1,621 1,458 1,432 -1.8%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NIEHS) 851 884 804 -9.0%
국립안연구소(NEI) 794 823 749 -9.0%
국립중개과학발전센터(NCATS) 847 833 788 -5.4%
국립관절염 근골격계및피부질환연구소(NIAMS) 603 625 568 -9.1%
국립인간유전체연구소(NHGRI) 575 604 550 -8.9%
국립알코올남용및중독연구소(NIAAA) 525 547 497 -9.1%
국립난청과대화장애(NIDCD) 473 491 446 -9.2%
국립치과및두개안면연구소(NIDCR) 461 478 435 -9.0%
국립의학도서관(NLM) 442 457 416 -9.0%
국립생체의학영상및생명공학연구소(NIBIB) 388 405 368 -9.1%
국립소수민족건강및건강불균등연구소(NIMHD) 313 336 305 -9.2%
국립간호연구소(NINR) 163 172 157 -8.7%
국립보완통합의학센터(NCCIH) 146 152 138 -9.2%
국제보건센터(FIC) 78 81 74 -8.6%
국립안전 품질연구소(NIRSQ) 해당없음 해당없음 257 -
NIH 임상센터(CC) - - - -
정보기술센터(CIT) - - - -
연구심사센터(CSR) - - - -

총계 37,822 40,139 37,295 -7.1%

[표 11] 미국 NIH 산하 기관별 R&D 예산 현황(단위: 백만 달러)

출처: OMB(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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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군별 연구소들과 이슈 및 미션 중심 연구소들로 구성된 NIH의 사업구조는 일종의 

매트릭스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세로로 된 기둥처럼 되어 있는 질환군별 연구소

들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질환군별 연구소들로 공고화되어 온 NIH
에 2006년 큰 변화가 생겼는데, 원장실(OD) 산하 프로그램 조정기획평가국에서 관리하

는 공동기금(common fund)이 생긴 것이다. 이는 2006년 NIH Reform Act에 의해 조성되

었는데 NIH 본연의 전문영역별 구분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다수의 질환 분야에 적용 가능

하면서도 타 연구와 차별화된 과제에 지원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림 24] 미국 NIH의 공동기금 도입 개념도

출처: 이명화‧현재환(2015)

NIH의 R&D예산 중 약 90%는 외부연구(extramural)형태로 연구지원 방식에 따라 크

게 그랜트(grant)와 계약(contract)으로 나누어 집행되며, 그 중 대부분이 그랜트 방식으

로 지원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NIH는 세부 부문 중 연구과제 그랜트(research 
project grants)에 가장 많은 208억 달러(57%)를 투입한다. 반면, 연구센터 지원, 기타 

연구, 교육훈련 등 타 영역에 대한 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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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미국 NIH의 세부 부문별 투자 규모(2018)
출처: NIH 홈페이지15)를 토대로 재작성

NIH의 그랜트 프로그램 유형은 지원대상, 연구단계, 성과물 형태에 따라 244개로 세분

화되어 있다(NIH 홈페이지16)). 이는 과제별로 다양한 형태의 운영시스템이 운영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구의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원기관이 연구수행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지원제도와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자유공모과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계약방식의 경우, 연구자에게는 목표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명확

한 사양(specification)을 기입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주어진다.

2. 일본

1) R&D투자 현황

2019년 일본의 바이오 관련 총 정부예산 2,235억 엔 중 바이오헬스와 직접 관련 있는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의 예산 요구액은 1,856억 엔으로 바이오 관련 분야

의 83%에 달한다(일경바이오테크, 2018;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9b를 토대로 재작

성). 

15) Research Portfolio Online Reporting Tools(RePORT), NIH Data Book, 
https://report.nih.gov/nihdatabook/index.aspx(검색일: 2020.10.7.)

16) Activity Codes Search Results, https://grants.nih.gov/grants/funding/ac_search_results.htm(검색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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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2018년도 예산(백만 엔) 2019년도 요구(백만 엔) 증감액(백만 엔) 증감률(%) 중점 분야
문부과학성 84,754 100,897 16,143 19.0

• 유전자치료・유전자편집 등 

기반기술개발사업

• 뇌과학 연구

후생노동성 51,843 62,010 10,167 19.6
• AMED(Japan Agency for Medical 

Research Development) 지원이 대부분

• 의료벤처 육성 지원 등 일부 사업 추진

경제산업성 23,400 22,660 -740 -3.2 • 의료기기 사업을 개편하여 대형화 추진

농림수산성 18,953 23,042 4,089 21.6 • 스마트 농업 확대 지원

• 게놈편집기술 기반 작물품종 개량연구 지원

환경성 5,078 10,563 5,485 108.0 • 석유 유래 플라스틱을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사업

경찰청 3,456 4,347 891 25.8 -

총계 187,484 223,519 36,035 19.2

[표 12] 일본의 2019년 부처별 바이오분야 예산 요구액

출처: 일경바이오테크(2018);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19b)를 토대로 재작성

주: 2018년은 보정예산 포함

후생노동성의 경우, 예산 요구액 620억 엔의 대부분이 AMED(Japan Agency for 
Medical Research Development) 지원에 활용된다(일경바이오테크, 2018; 생명공학정책

연구센터, 2019b를 토대로 재작성). AMED는 기초연구와 비임상연구는 문부과학성이, 임
상시험은 후생노동성이, 산업활성화는 경제산업성이 담당하여 기초연구와 실용화가 연계

되지 못하는 분절적인 지원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5년 4월에 출범한 기구이다

(Baba, 2015; 정안나 외, 2014; 이명화 외, 2016). AMED의 주요 사업 영역으로는 의약

품, 의료기기, 의료기술 거점, 재생의료, 게놈, 암, 뇌‧정신질환, 신종‧재발 감염병, 난치질

환을 포함한 9가지가 있다(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6을 토대로 재작성). AMED는 의

료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상연구와 산업화를 지원하고, 국제공동연

구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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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일본 AMED의 주요기능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16)를 토대로 재작성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 대응 연구비를 투입하였다(황인영·도계훈·엄익천, 
2020). 15억 엔 상당을 예비비를 통해 보조하여 기존 약물의 치료효과를 확인하는데 사용

하였다. 의약품개발은 후생노동성에 있는 ‘후생노동과학연구비’로 활용하였으며 면역연구

의 경우에는 문부과학성의 ‘과학연구비조성사업’에서 충당하도록 하였다. 신종감염병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에 추가적으로 25억 엔을 편성하

였다. 코로나19 진단장비 개발에는 총 30억 엔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2) 사업구조 

AMED의 사업구조는 질환군별 과제와 다분야 간 통합형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질환군

별 과제는 암, 뇌‧정신건강, 감염증, 난치병 등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주요 질환에 해당하

는 분야들로 구분되어 진다.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연구‧임상실험, 재생의료, 게놈연구 등 

특정질환 영역과 관련 없는 통합형 과제들이 있다. 각 과제들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는 하나, AMED의 세부 질환분야 간 과제와 통합형 과제는 유연한 관리를 통해 과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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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 형태로 상호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진행된다.

[그림 27] 일본 AMED의 사업구조

출처: AMED 홈페이지17)

2019년을 기준으로 AMED의 과제 유형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질환군별 과제와 다분

야 간 통합형 과제는 39:61로 통합형 연구분야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질환군별로는 암, 뇌‧정신건강 순으로, 통합형 과제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재
생의료 순으로 높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분 연구분야 예산규모(억 엔) 구분 연구분야 예산규모(억 엔)

질환군별 과제

암 190

통합형 과제

의약품 316
의료기기 145뇌‧정신건강 116 재생의료 160신흥‧재생 감염병 81 게놈 148

난치병 141 의료기술 창출 거점 108
소계 528 소계 877

[표 13] 일본 AMED의 과제유형별‧연구분야별 사업예산(2019)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19b)를 토대로 재작성

17) Management and Evaluation Framework,  https://www.amed.go.jp/en/aboutus/hyouka_unei.html(검색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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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1) R&D투자 현황

영국의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구조는 복잡한 거버넌스의 구성에 따라 그 복

잡성 역시 강하게 나타난다. 의학연구회(MRC)가 핵심 기관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14개
의 정부부처나 BBSRC 같은 연구회들도 관여하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UKCRC, 2020). 

1.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2. Department for Education
3.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4.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5. Department for the Economy, Northern Ireland
6. Department for Transport
7.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8.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9. Food Standards Agency
10. Health and Safety Executive
11. Health Education England
12.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13.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 and Skills (Ofsted)
14. Welsh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표 14] 영국 바이오헬스 펀딩에 관여하는 14개 정부부처

출처: UKCRC(2020)

이렇게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로 인해 질환별로 다양한 재원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암 연구의 경우에는 자선기금에서 충당하는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편이며, 감염병의 

경우에는 MRC가 속해 있는 UKRI(UK Research Innovation)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외에도 UKRI는 신경분야와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 바

이오헬스 펀딩 구조의 복잡성과 대치하여 그나마 2018년 7개 연구회들이 하나의 신설조

직 UKRI으로 통합된 것은 분절화된 펀딩구조의 한계를 극복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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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영국 공공부문의 바이오헬스 R&D 투자 주요영역(2018)
출처: UKCRC(2020)

UKRI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기 보다는 여러 분야의 연구조직들이 포함되

어 있는 일종의 협의회 같은 조직이다(UKRI, 2019). UKRI는 기존에 개별 운영되었던 중

장기 기초연구 관련 7개의 연구회와 산업연구 지원을 위한 Innovate UK, 대학지원을 담

당하는 Research England를 2018년에 통합․신설하여 발족한 비정부 공공기관이다. UKRI
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긴 하지만, 정부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소속 기관이다.

[그림 29] 영국 UKRI 홈페이지

출처: UKRI 홈페이지18)

18) https://www.ukri.org/(검색일: 20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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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영국 UKRI 조직도

출처: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2018)

영국은 상기 그림에서 표기된 9개 사업비 관리기관의 역할과 연구영역을 유지하나, 일
원화를 통해 운영비의 효율화, 유사․중복 연구의 회피, 다분야 융합연구 활성화를 지향하

기 위해 UKRI를 설립되었다. UKRI는 분야 간 융합연구와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을 갖춘 

연구과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산업 니즈를 해결하고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UKRI는 연간 약 60억 파운

드의 예산을 집행했다(Science, 2018.3.22.). 7개의 중장기 기초연구회 중 바이오헬스와 

직접 관련 있는 연구회는 의학연구회(MRC)와 생명공학·생물과학연구회(BBSRC)이다.
2018년 중장기 기초연구회의 총 예산 27.1억 파운드 중 이 두 위원회가 35%에 해당하

는 9.6억 파운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이오헬스 R&D 관련 공학·자연과학연구

회(EPSRC)와 이노베이트 UK(Innovate UK)의 일부 자금을 포함하면, 영국 바이오헬스 

R&D 운영자금은 9.6억 파운드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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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역할 예산(’17~’18)

중장기 기초연구(연구회)

자연환경연구회(NERC) 환경과 자원의 변화에 관한 지식과 이해, 예측 증진 2.9억 파운드

생명공학·생물과학연구회(BBSRC) 생명과학 분야 연구에 자금 지원 3.6억 파운드

의학연구회(MRC) 생명의료과학 관련 분야의 기초연구 및 전략적 응용연구, 대학원생 훈련 지원 6억 파운드

공학·자연과학연구회(EPSRC) 공학과 물리과학 분야의 고급 기초연구, 전략적 응용연구, 관련 대학원생 훈련 지원 8억 파운드

과학기술장비연구회(STFC) 대규모 연구시설, 전문 인력, 여러 분야의 기술 제공 4억 파운드

경제·사회연구회(ESRC) 경제적 경쟁력과 삶의 질,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증진 연구 및 훈련 지원 1.6억 파운드

예술인문연구회(AHRC) 예술 인문 분야 연구에 자금 지원 1억 파운드

대학지원 리서치 잉글랜드(Research England) 연구와 교육 관련 다양한 대학 지원금 교부를 통해 고등교육 저변 확보 36억 파운드

산업연구 Innovate UK 주로 산업계의 연구를 지원 7.7억 파운드

[표 15] 영국 UKRI 산하조직별 역할 및 예산(2018)

출처: “Expectations are high for UKRI, the United Kingdom’s new 6 billion pound research behemoth” (Science, 2018.3.22.); 권지은(2019) 재인용

UKRI 산하 9개 조직들 중 바이오헬스 R&D 지원을 하는 핵심은 의학연구회(MRC), 생
명공학·생물과학연구회(BBSRC), 공학·자연과학연구회(EPSRC), 이노베이트 UK 
(Innovate UK)이다.

조직 설립년도 설립배경 역할
MRC 1913 1911년 국가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1911)에 의거하여 설립

의학연구 지원, 다분야의 연구자 그룹 간의 파트너쉽 지원, 연구자의 경력 단계별로 펠로우쉽 지원
BBSRC 1994 Royal Charter에 의해 설립 연구비 지원, 연구인력 지원, 산업화 지원

EPSRC 1994 영국연구재단의 검토 후 조직개편 기초연구 지원, 박사후 지원과 연구자 네트워킹 지원 등 연구인력 지원, 지식이전 지원, 협동연구 지원
Innovate UK 2014 Technology Strategy Board(2004)에서 변경 기업혁신 R&D 및 상용화 지원

[표 16] 영국 바이오헬스 관련 UKRI 산하조직의 개요

출처: BBSRC19), EPSRC20), MRC21) 홈페이지, 권지은(20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8)을 토대로 재작성

19) Mission and history, https://bbsrc.ukri.org/about/vision-mission-strategy/mission-history/(검색일: 2020.10.16.) 
20) The history of EPSRC, https://epsrc.ukri.org/about/history/(검색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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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C(Medical Research Council)는 1913년 설립된 Medical Research Committee and 
Advisory Council을 전신으로 한 조직으로 영국 최대의 의료연구 펀딩기관이다. 제1차 세

계대전 이후 1918년 영국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신설되는 상황에서 보건부로의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독립기관으로 남았으며, 1920년 현재의 이름(Medical Research 
Council)이 되었다. 이 조직은 의학 분야 지원뿐만 아니라 다분야의 연구자 그룹 간 파트

너쉽 구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경력 단계별로 펠로우쉽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31] 영국 MRC 홈페이지  

출처: MRC 홈페이지22)

BBSRC(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는 Royal Charter에 

의해 1994년에 설립된 비정부 공공조직으로 영국 내 대학과 연구센터의 생명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BBSRC는 연구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연구비를 교부하고 있으며 연

구인력 지원과 더불어 연구성과의 경제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산업화 연구도 지원하고 

있다.

21) History, https://mrc.ukri.org/about/what-we-do/history/(검색일: 2020.10.16.)
22) https://mrc.ukri.org/(검색일: 20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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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영국 BBSRC 홈페이지

출처: BBSRC 홈페이지23)

EPSRC(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는 즉시 지원 펀딩

(Responsive mode fundin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연구 지원, 박사후 지원과 연

구자 네트워킹 지원 등 연구인력 지원, 지식이전 지원, 협동연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림 33] 영국 EPSRC 홈페이지

출처: EPSRC 홈페이지24)

Innovate UK는 2004년 영국무역산업부 산하에 설립된 Technology Strategy Board을 
전신으로 하고 있다. 2007년 독립 기관으로 변경 후 2014년에 Innovate UK로 명칭을 변
경하였다. Innovate UK는 기업 주도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3) https://bbsrc.ukri.org/(검색일: 2021.3.13.)
24) https://epsrc.ukri.org/(검색일: 20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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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영국 Innovate UK 홈페이지

출처: Innovate UK 홈페이지25)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UKRI와 보건복지부(the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MRC, BBSRC, NIHR26)(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 
COVID-19 게놈 UK 콘소시엄(COVID-19 Genomics UK Consortium)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신규 연구비로 약 2천만 파운드를 배정했다(OECD STIP Compass 홈페

이지27))
2) 사업구조 

미국 NIH와 일본 AMED와는 달리, 영국 UKRI의 바이오헬스 R&D 사업구조는 산하조

직의 구성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사업 기획․관리의 효율성과 자금 

활용의 전략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일 기관 내로 흩어져 있던 재원배분 의사결정 구조를 

통폐합한 사례들로서 각 전담기관은 사업구조에 따라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영국의 

UKRI는 MRC, BBSRC 등 기존에 존재해 왔던 조직들을 그대로 두고 신설된 상위조직에 

해당한다. 즉, UKRI 산하조직들의 중점분야를 토대로 영국 바이오헬스 R&D 사업구조를 

탐색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국의 바이오헬스 관련 조직은 UKRI 산하에 있는 MRC, BBSRC, 

EPSRC, Innovate UK이다. MRC는 질병 예방 및 조기진단 등 의학분야 R&D 성과를 병원

과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둔다. BBSRC의 전반적인 담당분야는 생명공학 및 

바이오에너지, 농업·식량안보 등 바이오헬스 R&D의 기반이 되는 후방영역과 관련이 있

25)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innovate-uk(검색일: 2021.3.13.)
26) 영국 정부 바이오헬스 R&D 임상단계를 주로 지원하며, MRC(기초 및 응용단계 연구)와 NIHR은 바이오헬스 R&D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 주요기관 
27) OECD STIP Compass  영국,  

https://stip.oecd.org/covid/policy-initiatives/covid%2Fdata%2FpolicyInitiatives%2F747(검색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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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PSRC 역시 제조, 소재, 화학 등 바이오헬스 R&D를 지원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Innovate UK는 Medicines Discovery Catapult와 Cell and Gene Therapy Catapult를 중

심으로 의약품과 세포․유전체 영역에 특화되어 있다. 특히, Innovate UK의 경우, 주요 분

야는 디지털, 센서 등 잠재력이 높거나 또는 산업 전반에 활용 가능한 ‘신기술 및 기반기술

(emerging and enabling technologies) 분야’, 보건, 간호, 농업 식품, 생명공학 등 인류의 

건강안보를 책임지는 ‘헬스 및 라이프 사이언스(health and life sciences) 분야’, 교통, 에
너지, 도시생활을 포함한 ‘인프라 시스템(infrastructure systems) 분야’, 신소재, 디지털

화 등이 활용되는 ‘제조 및 소재(manufacturing and materials) 분야’이다. 

조직 중점분야 내용 비고
MRC 의학 질병의 예방 및 조기진단, 정밀의료, 복합질환, 정신건강, 길항미생물저항성, 글로벌 헬스 등 응용분야

BBSRC 생명공학·생물과학 농업 및 식량안보, 생명공학 및 바이오에너지, 건강을 위한 생명과학 등 기반분야
EPSRC 공학·자연과학 바이오헬스, 구조공학, 제조, 수학, 첨단소재, 화학 등을 포함한 공학 및 자연과학 등 응용분야, 기반분야
Innovate UK

헬스 및 라이프 사이언스, 제조 및 소재 의약품, 세포 및 유전체, 의료기기 등 응용분야, 기반분야

[표 17] 영국 UKRI 산하조직의 중점분야

출처: Cell and Gene Therapy Catapult 홈페이지28) EPSRC 홈페이지29); 권지은(20191); 김소연 외(20195);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38);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84)을 토대로 재작성

바이오헬스 R&D에 지원하는 정부부처 14개, 그 외 UKRI의 속한 연구기관들과 자선단

체 및 협회 등을 포함하여 146개에 달하는 분절적인 지원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연구

분류체계(Health Research Classification System, HRCS)를 구축하였다(UKCRC, 2020; 
Viney, 2013). HRCS는 146개의 펀딩기관들이 제공하는 22,500개 과제들을 유형화하는 

공통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HRCS는 미국 암연구소(US National Cancer Institute)가 

서로 다른 펀딩기관들의 연구 포트폴리오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통과학개요

(Common Scientific Outline, CSO)에 기반을 두고 있다. HRSC는 의료 연구에의 전략적 

조정을 위한 공통 언어로 이해될 수 있으며 영국의 의료연구가 지니는 한계와 기회를 도

출하기 위해 이용된다. HRCS는 노르웨이, 스웨덴, 싱가폴, 아일랜드 그리고 영국에서 통

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HRCS는 2개 차원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Viney, 2013). 첫 번째 차원은 연구되는 

28) Catapult model, https://ct.catapult.org.uk/about-us/catapult-model(검색일: 2020.10.13.)
29) About us, https://epsrc.ukri.org/about/(검색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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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에 따라 구분한 21개로 구성된 질환 유형(Health Categories)이다. 두 번째 차원은 

기초에서 응용까지 수행하는 연구의 유형을 세분화한 48개의 연구활동 코드(Research 
Activity Codes)이다.

분류 내용
Blood Heamatological diseases, anaemia, clotting and normal development and 

function of platelets and erythrocytes
Cancer and neoplasms All types of neoplasms, including benigh-malignant cancers(indludes leukaemia)

Cardiovascular
Coronay heart disease, diseases of the vasculature and circulation including the 
lymphastic system, and normal development and fuction of the cardiovascular 
system

Congenital disorders
Physical abnormalities and syndromes that are not associated with a single type 
of disease or condition including Down’s syndrome and cystic fibrosis

Ear Deafness and normal ear development and function
Eye Diseases of the eye and normal dye development and function

Infection Diseases caused by pathogen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sexually 
transmitted inflections and studies and infection and infectious agents

Inflammatory and immune system
Rheumatoid arthritis, connective tissue diseases, autoimmune diseases, 
allergies and normal development and function of the immune system

Injuries and accidents Fractures, poisoning and burns

Mental health
Depression, schizophrenia, psychosis and personality disorders, addiction, 
suicide, anxiety, eating disorders, learning disabilities, autistic spectrum 
disorders and studies and normal psychology, cognitive function and behaviour

Metabolic and endocrine
Metabolic disorders(inc Diabetes) and normal development function, includes all 
research on pineal, thyroid, parathyroid, pituitary and adrenal glands

Musculoskeletal
Osteoporosis, osteoarthritis, muscular and skeletal disorders and normal 
musculoskeletal and cartilage development and function

Neurological
Dementias,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ies, Parkinson’s disease, 
neurodegenerative diseases, Alzheimer’s disease, epilepsy, multiple sclerosis 
and studies and the normal brain and nervous system

Oral and gastrointestinal
Inflammatory bowel disease, Crohn’s disease, diseases of the mouth, teeth, 
oesophagus, digestive system including liver and colon, and normal oral and 
gastrointestinal development and function

Renal and urogenital
Kidney disease, peivic inflammatory disease, renal and genital disorders, and 
normal development and function of male and female renal and urogenital 
system

Reproductive Fertility, contraception, abortion, in vitro fertilisation, pregnancy, mammary 

[표 18] 영국 의료연구분류체계(HRCS)에서의 21개 질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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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KCRC(2018)를 토대로 재작성

분류 내용
health and childbirth

gland development, menstruation and menopause, breast feeding, antenatal 
care, childbirth and complications of newborns

Respiratory Asthma,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respiratory disease and 
normal development and function of the respiratory system

Skin Dermatological conditions and normal skin development and function
Stroke Includes both ischaemic(blood clots) and haemorrhagic(cerebral 

haemorrhage) stoke

Generic health relevance

Research applicable to all diseases and conditions or to general health and 
well-being of individuals. Public health research, epidemiology and health 
services research that is not focused on specific conditions. Underpinning 
biological, psychosocial, economic or methodological studies that are not 
specific to individual diseases or conditions

Disputed Aetiology and other

Conditions of unkown or disputed aetiology(such as chronic fatigue 
syndrome/myalgic encephalomyelitis), or research that is not of generic 
health relevance and not applicable to the top 19 specific health categories 
listed above

분류 연구활동 코드

Underpinning research

Normal biological development and functioning
Psychological and socioeconomic processes
Chemical and physical sciences
Methodologies and measurements
Resources and infrastructure(underpinning)

Aetiology

Biological and endogenous factors
Factors relating to physical environment
Psychological, social and economic factors
Surveillance and distribution
Research design and methodologies(aetiology)
Resources and infrastructure(aetiology)

Prevention of disease and conditions, and promotion of well-being

Primary prevention interventions to modify behaviours or promote 
well-being
Interventions to alter physical and biological environmental risks
Nutrition and chemoprevention
Vaccines
Resources and infrastructure(prevention)

Detection, screening and diagnosis

Discovery and preclinical testing of markers and technologies
Evaluation of markers and technologies
Influences and impact

[표 19] 영국 의료연구분류체계(HRCS)에서의 연구활동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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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KCRC(2018)를 토대로 재작성

분류 연구활동 코드
Population screening
Resources and infrastructure(detection)

Development of treatments and therapeutic interventions

Pharmaceuticals
Cellular and gene therapies
Medical devices
Surgery
Radiotherapy and other non-invasive therapies
Psychological and behavioural
Physical
Complementary
Resources and infrastructure(development of treatments)

Evaluation of treatments and therapeutic interventions

Pharmaceuticals
Cellular and gene therapies
Medical devices
Surgery
Radiotherapy and other non-invasive therapies
Psychological and behavioural
Physical
Complementary
Resources and infrastructure(evaluation of treatments)

Management of diseases and conditions

Individual care needs
End of life care
Management and decision making
Resources and infrastructure(disease management)

Health and social care services research

Organisatin and delivery of services
Health and welfare economics
Policy, ethics and research governance
Research design and methodologies
Resources and infrastructure(health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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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CS에서 제공하는 공통 기준에 따라 영국 임상연구협의체(UK Clinical Research 
Collaboration, UKCRC)가 2년마다 영국의 의료 연구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며, HRCS 유
형별 지원 추이를 발표한다(UKCRC, 2018). 2020년 발간된 UKCRC 보고서에 따르면 질

환 유형별 지원 추이는 감염병 연구에 대한 지원이 2004년 이후 약 4.5% 증가한 것 외에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어떤 질환에 특정되지 않고 모든 증상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건강

연구(generic health relevance)의 경우에는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암 연

구의 경우에는 거의 20%가 유지되었다. 

[그림 35] 영국의 HRCS 질환 유형별 지원 추이

출처: UKCRC(2020)

UKCRC는 질환으로 인한 부담(burden of disease)을 수치화하기 위해 DALY를 활용하

여, 연구펀딩 규모와의 연관성을 발표한다(UKCRC, 2020). 질환 유형은 DALY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좀더 유형들을 통합하였다(예, blood, Stroke, Cardiovascular는 각각 독립

된 유형이지만, 이 분석에서는 통합해서 활용). 특정 질환과 연계되지 않는 세 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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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Inflammatroy and Immune System, Generic Health Relevance and Disputed 
Aetiology and Other)은 분석에서 제외된다.
암과 종양의 경우에는 DALY 결과와 2018년 연구비 간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반면, 감

염병의 경우에는 연구비가 질병 부담에 비해 훨씬 더 많이 투자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6] 영국의 HRCS 질환 유형별 지원과 연구펀딩과의 연관성

출처: UKCRC(2020)

제2절. 주요국 바이오헬스 R&D 투자 의사결정 절차

1. 미국
미국 정부의 R&D 예산편성 기간은 약 2년으로 예산체계는 크게 입안(Formulation), 의

회(Congressional), 집행(Execution) 3가지로 나뉘며, 회계연도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당해년도 9월 30일의 기간을 따른다(DOE Office of Science, 2017; 김홍영 외, 2019 재
인용). 예산 체계의 첫 번째 단계인 입안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N-3년 겨울부터 N-2년 

봄까지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로부터 집행 부처에게 예산 요구를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지침을 전달한다(DOE Office of Science, 2017; 김홍영 외, 2019 재인

용). 이후 같은 해 여름까지 OMB에서는 부처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가을에 수행되는 

검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한 이슈에 대한 분석 계획을 마련한다. 
N-2년 6월까지 OMB는 부처에 예산자료 제출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며, 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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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집행부처는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OMB에 제출한다. 예산요구안을 받은 OMB는 

중앙정부의 투자우선순위와 사업 성과, 지출 한도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N-2년 11월
까지 대통령과 부처에 권장 예산안을 제안한다. N-2년 12월에 각 부처들은 OMB로 받은 

예산에 대한 이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며, N-1년 1월에는 부처와 OMB가 함께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자료에 대한 최종 준비 작업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N-1년 2월 대통

령이 의회에 예산안을 전달하는 것으로 입안과정은 마무리된다. 
이후 의회에서는 N-1년 3월부터 9월까지 OMB와 EOP(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가 제안한 예산안과 예산결의안을 검토하고 승인한다(DOE Office of Science, 
2017; 김홍영 외, 2019 재인용). 승인 후에 OMB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사업 활동들을 

위한 예산을 집행 부처에 배분하는 집행 과정을 N년 9월까지 마침으로써 미국 정부의 예

산체계 전 과정이 완료된다.

[그림 37]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체계 과정 및 시기(집행년도 기준: N년)
출처: DOE Office of Science(2017), 김홍영 외(2019) 재인용

[그림 38]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입안과정의 세부 절차(집행연도 기준: N년)
출처: DOE Office of Science(2017), 김홍영 외(2019) 재인용

https://www.whitehouse.gov/administration/executive-office-of-the-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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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일본은 예산편성 절차에 있어 4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김홍영 외, 2019). 첫째, 각 

부처의 예산요구를 정기적으로 초기 검토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하는 정례화이

다. 둘째, 과학기술 예산의 주요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투명

화이다. 셋째, 정부가 해결해야할 주요 과제들에 역량을 집중하는 중점화이다. 넷째, 부처 

간 연대를 통하여 중복 예산을 최소화 하는 효율화이다. 
부처별 시책은 중요성, 실시방법의 최적성, 자원투입 규모의 타당성에 따라 검토되며, 

최종 4등급으로 우선순위를 분류한다(김홍영 외, 2019). 이렇게 나뉜 4가지 등급에 따라 

개선사항 및 재검토 여부를 판단한다.

구분 내용

우선순위등급

S 중점화 대상과제에 해당하는 시책 가운데 목표설정이 명확하고 효과적인 실시체제가 

정비된 등 내용면에서 탁월하여 특별한 자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는 시책

A 중요하며 내용면에서도 뛰어나 자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여 충실하게 시행해야 하는 

시책

B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시행해야 하는 시책

C 필요한 시책이기는 하나 목표설정, 로드맵 , 실시방법의 일부가 부적절하거나 자원투입

의 우선순위가 낮은 시책

[표 20] 일본 시책의 우선순위 등급

출처: 김방룡(2016); 김홍영 외(2019) 재인용

일본의 예산배분 과정은 1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회계연도는 전년도 4월 1일부터 당해

연도 3월 31일까지이고, 통상적으로 3월 중에 예산 배분 및 조정을 위한 투자 방침을 설

정한다(김방룡, 2016; 김홍영 외, 2019; 정장훈 외, 2017). 
CSTI(Council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에서 매년 3월 ‘과학기술 이노

베이션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중점 투자 방향을 제시하면, 부처별 R&D예산 담당자들이 

모여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예산전략회의’에서 실제 정부 예산안에 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

록 한다. 이후 6월까지 CSTI에서 R&D예산 배분 및 조정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7월 중

에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한다. 배포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처

별 예산요구서를 8월까지 재무성에 제출하고, 9월에는 CSTI에서 이를 검토하여 시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예산전략회의에서는 10월 중 CSTI에 보고된 과학기술 



한국연구재단

- 63 -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CSTI에서는 11월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전년도 및 차년도 종합전략을 검토한다. CSTI에서 검토한 예산 및 우선순위 의견을 반영

하여 재무성에서는 12월까지 최종예산안을 확정한다. 이렇게 확정된 최종예산안은 1월 

중 CSTI 본회의에 보고되고, 3월까지 차년도 및 차후년 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

치게 되는 데, 이 검토 과정에서 향후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자원배분의 방향, 지표 체계 

등을 검토한다.

[그림 39] 일본 정부의 R&D예산 체계 과정 및 시기

출처: 김홍영 외(2019)를 토대로 재작성

[그림 40] 일본 과학기술 예산 편성 일정(2016년 기준) 
출처: 김홍영 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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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영국의 예산은 일정별로 주어진 절차에 따라 법률로 제정되며, 일정은 통상적인 시기를 

따르나 상황에 따라 발표 시기가 연기 또는 취소되기도 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20). 최
근 예산주기는 기존의 봄 예산안이 가을 예산안 발표로 대체되고, 차년도에 수정을 거쳐 

예산을 갱신한다. 이에 2019년에 영국 정부는 조기 총선으로 인해 예산안 발표를 연기하

여 2020년 3월에 예산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통상적으로 영국 재무부는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취합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이후 의회의 공공계정위원회는 감

사원의 감사 결과에 기초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부는 조치 결과를 재무각서(Treasury 
Minutes)로 의회에 제출한다. 

[그림 41] 영국의 예산결정 프로세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20)

영국의 예산편성 과정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20). 
세입예산 편성 시, 재무부는 사전예산을 통해 세입변경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예산

초안을 작성하여 내각에 승인을 요청한다. 세입예산은 일반적으로 3월에 의회에 제출되어 

재정법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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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무부는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 2~4년마다 지출검토(Spending Review)와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세출법으로 제정되어 승인절차를 

밟는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그 권한은 재무부에 귀속되나 상황에 따라 부처가 집행권한

을 갖기도 하며 부처는 일정 조건 하에서 지출권한 변경, 차년도 이월 등 자원요구명세의 

항목 간 조정이 일부 가능하다. 결산 및 회계감사 시, 2000년 정부자원 및 회계법에 의거

하여 재무상태와 성과를 포함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재무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를 받은 부처의 연간자원회계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후 하원의 공공계정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부에 사후조치를 요청한다. 한편, 감사원은 재무감

사와 더불어 성과감사를 통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제3절. 주요국 바이오헬스 R&D 거버넌스

1. 미국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여러 연방부처와 독립기관에 의해 분권화 및 다원화되어 추진된

다(김홍영 외, 2019). 정부 R&D 예산은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개념보다는 예산요구서의 

사업 내용과 더불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의 국가 R&D 정책 및 방향, 과학기술정책국(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및 관리예산국(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R&D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편성된다. 미국은 대통령 산하의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

는 NSTC와 위원회 산하의 OSTP를 두어 연방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예산 조

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이세준 외, 2011). OMB는 국가 R&D의 예산을 설정하고, 관리 

및 감사 등에 관한 원칙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연방정부의 R&D 예산은 의회의 심의와 

관리를 받고, 매년 OSTP와 합동으로 R&D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예산지

원의 우선순위 설정 가이드라인과 연구프로그램 평가표준안을 제시한다. 세출위원회

(House and Senate Committee on Appropriations)는 연방 프로그램 예산 규모를 결정하

고, 각 세출 소위원회(Appropriations subcommittees)에서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다양

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한다. NSTC는 R&D 투자 우선순위의 근거가 되는 국가 R&D 전략

의 수립 및 조정 과정과 함께 범부처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제시한다(김홍영 외, 
2019; 이세준 외, 2011). 다만 특정 사업의 예산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

며, NSTC의 의견이 강제성을 띄지는 않으나, 부처 및 기관의 의사결정 방향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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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P는 연방정부 수준의 국내외 과학기술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자문을 담당하여 

연방정부의 주요 정책, 계획,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과학기술적 분석 및 판단을 위한 자료

와 의견을 대통령에게 제공한다(김홍영 외, 2019; 이세준 외, 2011). OSTP의 과학기술정

책실장은 NSTC 사무국의 수장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관들과의 협의와 조정 역할을 

한다. 또한 OMB나 중앙부처에 직접적 지휘권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OMB와 협력하여 

중앙부처 및 기관들에게 R&D투자 우선순위를 제안한다. OMB는 R&D예산을 총괄 배분 

및 조정하며, 연방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이다(김영은, 2009; 이세준 외, 2011에서 재인용). 또한 각 행정부처의 R&D 사업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고, 대통령의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관련 기관들의 예산 검토, 관리·감사 등

의 역할을 한다. 각 부처에서는 예산편성에 있어 부처의 우선순위와 관심사항을 OMB에 

전달하고, OMB는 연방정부기관이 예산요구서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박노언 외, 2010; 이세준 외, 2011 재인용). OMB에서 전달한 지침에 따라 모든 

중앙부처와 기관들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게 된다(김홍영 외, 2019).

[그림 42] 미국 정부 R&D 예산편성 체계 및 프로세스

출처: AAAS 홈페이지30); Hourihan(2020); 김지연(2020)을 토대로 재작성

30) The Federal Budget Process 101, https://www.aaas.org/news/federal-budget-process-101(검색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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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미국의 정부 R&D 예산조정체계

출처: 김홍영 외(2019)

2. 일본
일본은 내각부에 총리를 보좌하는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을 두어 과학기술정책을 총괄

하고 있으며, 내각부를 중심으로 하는 하향식(top-down) 과학기술 관련 예산 조정 및 편

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김홍영 외, 2019; 이세준 외, 2011). 내각부와 종합과학기술·이노

베이션회의(CSTI, Council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에서 제시한 투자방

향 및 지침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R&D계획을 집행하며, 이와 관련된 정책의 기획·입안·추
진의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후 CSTI는 부처별 사업을 검토하여 예산배분의 중점 

분야 및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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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일본의 정부 R&D 예산조정체계

출처: 김홍영 외(2019)

일본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AMED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연구개발 예산을 일원화하여 

예산요구 배분조정을 실현하는데 일조하였다. AMED 설립 이전에는 문부과학성, 후생노

동성, 경제산업성 등 부처별로 연구개발 자금이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 및 과제의 

유사‧중복 문제가 상존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했었다. 이에 

AMED 설립은 일본 바이오헬스 R&D의 기초연구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산재했던 정

부투자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AMED는 바이오헬스 분야 예산의 

통합적‧효율적 배분과 더불어 첨단의료 실현, 질환극복 체계 구축, 임상연구 및 시험체계 

확충 등 일본 바이오헬스 R&D 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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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일본 AMED 홈페이지

출처: AMED 홈페이지31)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AMED 설립 이전에는 각 부처들이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예산집행 

방침 지시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하 연구기관에 예산을 배분하였다. 그러나 2015년 

AMED 발족 후 각 부처는 정부지침에 의거하여 AMED에 예산요구 사항을 제출하고 

AMED가 이를 일괄적으로 집약하고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한 다음에 개별 연구기관

에 예산을 배분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림 46] AMED 설립 후 일본 바이오헬스 분야의 예산집행 구조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16)

새로운 예산집행 구조를 살펴보면, 최상위 레벨에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건강‧의료

31) https://www.amed.go.jp/en/(검색일: 20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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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추진본부가 위치한다. 2014년에 설치된 AMED는 일본 바이오헬스 R&D의 컨트롤타

워 기능을 담당하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R&D 종합전략 수립, 자원배분 방침 결정, 건강‧의
료전략참여회의에서의 정책 자문, 전문조사회에서의 과학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생명공

학정책연구센터, 2016을 토대로 재작성).

[그림 47] 일본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의 위상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16)를 토대로 재작성

[그림 48] 일본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의 조직도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16)를 토대로 재작성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는 정부의 R&D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연

구자가 제출한 상향식(bottom-up) 과제 계획서를 검토‧선정한다. 이 정보는 연구자 및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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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관에 대한 연구 및 기반정비 지금 배분을 담당하는 AMED로 넘겨져 대학, 연구소 등 

R&D 수행조직에 개별 펀딩, 임상연구 병원 등에 R&D 관련 기반정비를 위한 펀딩, 인하

우스 연구를 위한 국가 연구기관에의 펀딩이 이루어진다.

[그림 49] AMED 설립 후 일본 바이오헬스 분야의 새로운 연구개발체제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16)를 토대로 재작성

3. 영국
영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거버넌스 상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2006년 

David Cooksey 경이 영국의회 요청으로 작성한 영국의 의료연구예산에 대한 보고서(A 
review of UK health research funding)를 기반으로 2007년 출범하게 된 의료연구전략조

정국(Office for Strategic Coordination of Health Research, OSCHR)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유명희, 2018). David Cooksey 경은 2006년 보고서에서 OSCHR의 주요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보건부와 과학혁신청, 그리고 관련 부처들과 함께 정부의 의료연구전략 수립

• 국립의료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Health Research, NIHR)과 MRC 간의 예산 배분을 포함하여 

보건부와 MRC의 전략과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 책정

• 합의된 전략에 대한 공동 예산을 재무부에 제출

• 목표에 대한 전략의 이행 모니터링 (부처와 의회에 결과 제출) 및 MRC와 NIHR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효과성 자문

• 산업계와 자선기금들과의 유대관계 강화

[표 21] OSCHR의 주요 기능

출처: Cooksey(2006)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헬스 R&D 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 72 -

일종의 협의체로 운영되는 OSCHR은 민간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보건부, BEIS와 같은 

주요 부처에서부터 Wellcome Trust, 협회,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타이틀 및 이름 직급/책 및 소속
Professor Chris Day Independent Chair; Vice Chancellor and President, Newcastle 

University
Professor Chris Whitty Chief Scientific Adviser,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England
Alexandra Jones Director, Industrial Strategy,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Dr Louise Wood

Director, Science, Research and Evidence,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in lieu of CEO,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 
England)

Professor Fiona Watt Executive Chair, MRC
Dr Ian Campbell Interim Exec, Innovate UK

Professor David Crossman Chief Scientist for Health, Scotland
Professor Ian Young Director, Health and Social Care Research & Development, Northern 

Ireland
Professor Kieran Walshe Health and Care Research Wales

Professor Sir Jeremy Farrar Director, Wellcome Trust
Ms Aisling Burnand MBE CEO, Association of Medical Research Charities

Dr Eliot Forster Independent Member; Industry
Professor Jennifer Rubin Executive Chair, ESRC

Mr David Sweeney Executive Chair, Research England 

[표 22] 영국 OSCHR Board membership

출처: NIHR 홈페이지32)

2009년에는 바이오청(the Office for Life Sciences, OLS)이 새롭게 출범하였다. 영국

의 바이오의료 부문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OLS는 기업혁신기술부의 과학부 차관

(Minister of Science in the 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33))인 

Lord Drayson이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기업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천명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련 정부 부처들과의 협력을 강조하였다(PMLIVE, 2009.4.6.).
2011년 발표된 ‘영국 생명과학 전략’은 기업혁신기술부(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바이오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전략이다(유
32) OSCHR , https://www.nihr.ac.uk/about-us/our-contribution-to-research/our-place-in-the-UK-r

esearch-landscape/oschr.htm (검색일:2020.11.7.)
33) 영국의 경우, secretary는 장관, minister는 차관으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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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2018). 이후 바이오청은 2016년 7월 BIS가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BEIS)로 개편되면서 BEIS로 소속이 변경되었

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와의 연계를 위해 두 개 부처 산하 공동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유명희, 2018). OLS는 창립초기에는 BIS의 과학부 차관 혹은 보

건부의 차관 중 한 명이 기관을 대표하였는데, 현재는 국장이 담당한다(유명희, 2018). 
OLS는 보건부와 BEIS의 공동조직(Joint Unit)으로 출범하였기 때문에, OLS의 영역별로 

책임권한이 두 부처의 차관들에게로 나뉘어 있다(UK Government 홈페이지34)). 보건부 

2명의 정무차관(Parliamentary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중 한 명이 보건부

의 생명과학산업전략, 신속심사(Accelerated Access Review), EU 탈퇴 관련 사항, 바이

오의약 및 의료기술 산업 부문을 담당한다. 보건부의 또 다른 정무차관은 유전체학과 데이

터, 디지털헬스, 이머징 의료기술들을 담당한다. BEIS에서는 정무차관인 Lord Prior of 
Brampton이 BEIS의 생명과학산업 전략을 담당한다. 그 외에 독특하게도 교통투자부 차

관(Minister of State for Trade and Investment)도 책임을 부여받게 되었는데, 교통투자

부 차관인 Greg Hands가 생명과학조직(Life Science Organisation, LSO)을 대신하여 고

부가가치 수출과 투자 분야를 담당한다.

제4절. 국외 바이오헬스 핵심요약 및 시사점

1. 핵심요약
미국, 일본, 영국의 바이오헬스 분야 R&D 사업체계의 특징을 사업구조와 거버넌스 측

면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NIH와 일본 AMED의 경우, 질환군별 전문성과 

범용성을 고려한 질환군별 사업과 통합형 사업 간 매트릭스 사업구조를 띄고 있으며, 바이

오헬스 분야의 R&D 예산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어 있다. NIH는 미국에서의 바이오헬

스 연구 수행 및 지원을 전담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의료연구 예산이 

AMED로 통합되어 있어 의사결정이 단일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영국의 경

우에는 MRC 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회들과 연구조직들이 관련되어 있어 분절화된 사업구

조를 갖고 있지만, 최근 UKRI를 설립하면서 여러 연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예산 조정을 

위해 OSCHR과 같은 전략조정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출범한 바이오청의 경우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와 보건부 공동 소속으로 되어 있어, 두 부

34) New ministers for Life Sciences,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ministers-for-life-sciences (검색일:20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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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간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영국 사례에서 독특한 부분은 146개나 되는 펀

딩기관들에서 지원하는 의료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공통의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분석보고서를 격년으로 발간하고 있다는 점이다. 
HRCS라고 불리는 분류체계는 미국과 일본의 매트릭스 사업구조와 유사하게, 질환 유형

과 연구활동 코드 두 축으로 되어 있다. HRCS에 따라 연구비가 어떤 질환 유형 혹은 연구

활동에 투입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관리가 가능해진다. 

구분 미국 국립보건원(NIH)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AMED) 영국 연구혁신기구(UKRI)

특징

사업구조 ‘질환-통합’ 매트릭스 사업구조 ‘질환-통합’ 매트릭스 사업구조
MRC 등 UKRI 산하위원회들과 여러 연구기관들로 분절화된 구조HRCS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연구비 관리

거버넌스 NIH 중심의 단일화된 의사결정
AMED 중심의 단일화된 의사결정 OSCHR을 통한 예산배분의 전략성 강화바이오청 운영으로 부처 간 연계 제고

[표 23] 해외사례 간 특징 비교

출처: 연구진 작성

2. 시사점
미국, 일본, 영국 사례들은 세부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는 있으나,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 R&D 사업체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세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시사점 1) 질환 수요에 기반한 사업구조

미국과 일본 사례는 질환 수요를 토대로 바이오헬스 R&D의 최종 수혜자 집단인 병원과 

환자의 니즈를 반영한 사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즉, 암과 같이 인류가 겪고 있는 주요 질병

을 치료하고 극복하기 위해 목표질병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사업을 기획․실행하는 구조이

다. 이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수요지향형 과학기술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HRCS라고 불리는 분류체계를 통해 질환 유형별 연구비 투자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DALY 데이터와 연계해서 질병 부담과 연구비와의 상관성을 바탕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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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규모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구조는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 있는 

단기적‧파편적 수요에 따라 각 부처가 유사 사업을 양산하여 재원배분과 평가‧관리상 발생

하는 행정적 낭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의 부재, 부처 간 무리한 사업유치 

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향의 단초를 제공한다.

○ (시사점 2) 매트릭스형 사업구조

미국과 일본 사례가 보여주는 질환군-통합형 매트릭스 사업구조는 재원 활용의 전략성

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매트릭스 사업구조로의 전환은 단순히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연구에서부터 현장 적용에 이르는 전주기적인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프레임을 제공한다. 질환 극복이라는 목표영역에 질환군 사업구

조를 큰 줄기로 배치하되, 합병증, 질병원의 전이 등 단일 영역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질환

이 점차 늘어가는 상황에서 영역 간 과학 기술적 융복합이 필요하다. 혁신생태계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잘 할 수 있는 개인 전문가나 기관이 해당 이슈에 대응하는 것이 R&D의 효과

성과 파급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매트릭스 사업구조는 자칫 분절적인 양상으

로 추진될 수 있는 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한 사업구조의 단점을 보완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R&D 사업에 대한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공공자금 

투자의 목표성을 제고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것이다.

○ (시사점 3) 예산배분조정의 통합적 관리

미국, 일본, 영국 사례의 공통된 특징은 예산 배분 조정의 통합적 관리이다. 무엇보다 

미국과 일본은 운영체계가 단일화되어 있어서 투자 의사결정을 단순화하고 부처 간 칸막

이 행정과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줄이는데 유리하다. 나아가 단일화된 체계를 통해 보다 

전략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가능해진다. 예산배분 의사결정 체계의 단일화는 바이오헬스뿐

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부 R&D 재원의 낭비를 줄이고 투자의 전략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영국 사례는 우리나라처럼 펀딩기관들이 복수로 존재할 때 어떤 방식의 조정이 가능할

지에 대한 예시로서 의미가 있다. 2006년 Cooksey 보고서에서 다뤄진 것처럼, 여러 부처

들과 연구기관들이 의료연구를 지원하는 분절화된 영국의 시스템에서는 이들을 하나의 기

관으로 통합하는 방안보다는 상위 조정기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여러 시도들이 이루어졌

다. 최근의 UKRI 설립이 그러했고, 조인트조직(joint-unit)으로 운영되는 바이오청과 

OSCHR이 그러하다. 한편 새로운 공동조직을 설립하는 것과 별개로 영국의 수많은 펀딩

기관들이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구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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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CS 분류체계는 그 자체로 큰 시사점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NTIS가 있긴 하지만, NTIS
는 기술중심의 분류체계로 바이오헬스 특성을 고려한 질환이나 연구행위별로 파악하기에

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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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범부처 의료기기 R&D 관점에서의 전주기 개발 및 

제품화 활성화 방안

(재)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송승준 

제1절 국내 의료기기 산업·정책·규제 동향 및 현황

1. 국내 의료기기 산업 주요 이슈 및 동향
의료기기산업은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고성장이 전망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조기진단 및 치료기술 발전을 선도하여 국민 보

건향상 및 의료비 지출감소에 기여할 수 있고,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 다품종 소량생산,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과 사후 서비스 요구 등의 특성에 따른 높은 고용 창출력35)을 기대

할 수 있는 산업 분야이다. 지난해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은 4,720억 달러36) 규모이며, 
2019년도 대비 5.1%의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대부분의 전문

가들은 전년 대비 성장률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의 급성장,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 등 관련 분야의 상승세를 주된 이유로 성장

세를 이어 나갔다. 향후, 유전 정보와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한 맞춤형 치료와 질병을 

예측·예방하는 서비스 공급이 저변화되면서 정밀의료 시장은 2025년까지 연 15% 성장하

고, 헬스케어 AI 시장은 2022년까지 연 53%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37).
최근 우리나라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시약의 비약적 발전과 빠른 개발로 방역에 중요

한 역할을 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진단시약의 우수성과 체

외진단기기 산업의 발전 가능성38)을 알린 계기가 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

활방식의 확산과 함께 의료용 소프트웨어, 디지털 치료, 유전자 분석 및 웨어러블 기술의 

등장 등 사회적 변화로 말미암아 환자 맞춤형 진단 및 치료 등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고 

의료기기산업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우리나

라는 의료기기 첫 무역수지 흑자 전환이라는 큰 쾌거를 달성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

르면,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품목의 급성장으로 통계집계 이후 최초로 2020년 의료기

35) 분야별 취업유발계수(일자리위원회, 2019년 기준) : 농림수산(26.1), 서비스(24.6), 교육(14.9), 보건복지(14.8)
36) The Global Market for Medical Devices, 11th Edition
37) 의료기기산업 크려면 규제 전문성 높아져야, 유철욱(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매일경제, ‘21.5.27.
38) 신종 감염병 발생 증가로 질병에 대한 신속한 진단이 필요해짐에 따라 체외진단기기 산업도 꾸준히 성장해 2015년 기준 5억
7400만 달러의 국내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약 7억 62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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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무역수지가 흑자(2조 6,041억원)로 전환됨을 발표했다39). 2020년도 ‘의료기기 통계’
에 따르면 국내 생산 실적은 10조 1,358억원으로 전년대비 39.2%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수출 실적은 7조 8,315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81.1%가 상승했다. 또한, 국내 의료기기

의 생산·수입 금액에 수출금액을 뺀 시장규모는 2020년 7조 5,000억원으로 지난 5년 동

안 연평균 6.4%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40).

[그림 50] ‘20년도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 및 시장규모
출처: 의료기기 첫 무역수지 흑자, 혁신 규제서비스 지속 강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2021.6.)

국내 의료기기 수출 또한, 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44%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국내 진단·제품 기술력 및 선제적 개발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진단용시약의 수출 확대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전체 19.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수출액

(8.2억 달러)을 기록하였으며, 중국(5.4억 달러) 및 일본(3.2억 달러) 등 순으로 상위 20
개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7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단용 제품 수출에 

힘입어 과거 수출액이 크지 않았던 이탈리아(3.1억 달러, 355.8% 증가), 스페인(1.4억 달

러, 289.7% 증가), 인도네시아(1.5억 달러, 157.9% 증가), 브라질(1.6억 달러, 157.5% 
증가)등은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방역물품인 진단용 제품이 전 

세계로 수출되며 단일 코드 기준 ‘진단용시약’이 각각 11.0억 달러(1,781.2% 증가)41), 
4.9억 달러(258.7% 증가)42)로 최초 수출 1·2위 품목에 오른 반면, ‘초음파영상진단기’는 

39) 최근 5년(억원): ('16)(-)2,702, ('17)(-)3,747, ('18)(-)3,067, ('19)(-)5,245, ('20) (+)26,041, 의료기기 생산실적, e-나라지표(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2021.6.29.

40)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첫 무역수지 흑자, 혁신 규제서비스 지속 강화 추진, 보도자료, 2021.6.24.
41) HSK(38220010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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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달러(24.1% 감소)로 수출 순위가 두 단계 하락하였으며, 그 뒤로 임플란트(3.7억 

달러, 6.4% 감소)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단키트 등이 포함된 진단용제품(전체 의료

기기 수출의 38% 차지) 수출은 21.7억 달러(755.8% 증가)로 이탈리아(2.4억 달러, 
2,035.6% 증가), 미국(2.0억 달러, 342.6% 증가), 인도(1.7억 달러, 1,726.1% 증가), 독
일(1.2억 달러, 640.3% 증가) 등 185개국으로 수출되었다43).
 코로나19를 계기로 진단시약의 빠른 개발과 사용은 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진단시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당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고

히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나,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아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산업 초기단계의 영세성 및 내수시장 활성화가 

가장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 기술력은 최고기술국(미국) 대비 79.5% 
수준으로, 약 3.5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44). 주로 규모가 작은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특성상, 중소‧영세기업(생산액 10억 미만)이 전체 기업의 79.9%를 차지

하고 있으며, 이들이 생산액 또한 3,856억원으로 국내 총 의료기기 생산액의 5.9% 수준으

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는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

로, 저가 또는 일부 시장에서는 전문 중소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고가의 첨단 제품은 소

수의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이 주도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45). 또한, 지난해 사상 최초

로 의료기기 산업 무역수지 흑자 전환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지만, 일부 품목군을 제외하

면 아직까지도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국산 의료기기 사용 비중 또한 낮은 상

황이다. 2018년도 기준으로 의료기기 수입점유율은 62.8%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

이며, 이미 외국계 기업 제품이 국내 시장을 선점한 상태이다46). 우수한 국산제품이 개발

되고 있으나, 사용경험 및 인지도 부족, 건강보험 미적용 등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사

용은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상급병원으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47).
국산의료기기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단계에서의 임상참여를 통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현장 기반의 정확한 임상데이터를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전주기적 의료기기 R&D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개발단계 이후 사업화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체계 등 사업화 및 사후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국산 의

42) HSK(382200101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4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년 보건산업 수출 217억달러로 전년比 38.3% 증가, 보도자료, 2021.3.10.
44) 미국(100%) > EU(95.1%) > 일본(87.1%) > 한국(79.5%) > 중국(76.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공
45) 2018년 기준, 생산액 10억 미만 업체는 2,738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9 의료기기산업분석보고서, 2019.12.
46) 의료기기 산업·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7.29.
47) 서울대병원 의료진 287명 중 44%는 국산 데모제품 사용경험 없으며, 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의료기기 중 수출 1
위 품목임에도 상급종합병원 내 국산사용비율 21.1%에 불과(자료출처: BIG3 산업(바이오헬스) 중점 추진과제, 혁
신성장 BIG3 추진회의, 202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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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기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 5월 정부는 

4개 부처(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 협업을 통한 범부처 전주

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전주기적 R&D 지원 체계를 갖추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2. 국내 의료기기 정책 동향
의료기기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정부는 “2020년, 세계 7대 의료강국 진입”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48)하고 국산 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진출 성공에 역점을 두고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

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둔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지원하였다49). 핵심사업으로 국내제품의 시장 진입 성공을 촉진

하기 위해 R&D 전과정에 기업과 병원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

거나 의료비 지출이 높은 분야 등 체감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중개

임상연구도 확대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와 규제효율화를 통

한 국내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기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병원/인증기관을 연계하는 국내

제품 신뢰성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허가/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등 제품화 단계의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하였다. 
현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모습과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

현하기 위한 경제성장 전략으로서, 민간주도로 기술·자본·인력을 연결해 경제 전반의 생산

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경제정책인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제성장 정책중의 하나인 혁신성장 확산을 위해 폭발적인 시장 성장이 기대되고 연관 산

업파급효과가 커서 혁신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혁신인프라(D.N.A) 분야와 핵심 

신산업(BIG3)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BIG3에 속한 바이오헬스 분야가 차

세대 주력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2019년 5월에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을 수립하고 R&D투자 확대 및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22년 수출액 

200억 달러, 바이오헬스 세계시장 점유율 3%를 목표로 R&D 집중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중에 있으며,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약 1.2조원, ~2025년),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등을 주

요 정책 전략으로 미래시장 경쟁력 확보 및 전략품목 국산화를 위한 지원을 진행 중이

다50). 또한, 신시장 창출을 위한 핵심규제 혁신 개혁의 일부 지연과 R&D의 사업화 연계

48) 보건복지부, 2020년, 세계 7대 의료강국 진입”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 보도자료, 2014.3.19.
49) 4대 전략으로 ① 시장진출 성공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② 신뢰성 확보, 규제효율화를 통한 국내시장 진출
지원, ③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지원, ④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개방혁신형 생태계(인프라) 구축을 제시



한국연구재단

- 81 -

가 미흡했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합동 회의체를 정례화하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는 지금까지 총 12차례 개최되었으

며 바이오헬스 관련하여 논의된 핵심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2차) 의료기기 활용·
지원체계 구축방안, 의료기기 민간인증제 도입 추진 ▲(제5차) 한국형 K-Cancer 통합 빅

데이터 구축방안(유전체, 영상, 건강검진 등 이종 데이터 결합) ▲(제7차) K-방역 맞춤

형 수출지원 방안(신속제품화-해외 인허가-양산체계 구축-해외수출수요 발굴) ▲(제
10차) 국내 의료기기 전략분야 육성과 산업생태계 조성, 미래 정밀의료 선도를 위한 바이

오 빅데이터 구축 ▲(제12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이와 더불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또하나의 정부의 노력으로 한국판 뉴딜 전략은 

이미 큰 성과를 창출하며 대규모 투자 확대를 통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통해 2023년까지 민간투자(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36개社 
등) 약 10조원을 계획하고 있고, 정부는 ’지원자‘로서의 역할로 민간투자 효과를 극대화시

킬 수 있는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부처 협력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내수시

장 확보, 통합형 시장진출, 新의료기기 경쟁력 확보이며, 사용경험 확대 및 보상체계 마련, 
글로벌 경쟁력 있는 전략 품목에 대한 지원 강화,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 3가지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연평균 약 20%의 생산 증가와 약 9,300여명 

규모의 신규 고용 창출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지난 1년간 국제사회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응 등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

으로 평가받은 한국판 뉴딜은, 최근 한국판 뉴딜 2.0 시행 계획 발표를 통해 2025년까지 

누적 총사업비 규모를 기존 160조에서 22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51).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의료 빅데이터·AI, 의료기기 관련 신산업 융합인재 2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의료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52) 등 국민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확대하고

자 한다.

3. 국내 의료기기 산업 규제 동향
우리나라는 의료기기 발전을 위해 혁신의료기기와 혁신형의료기기기업 지정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을 

2019년 4월에 제정하여 2020년 5월부터 시행53) 중에 있다. 의료기기산업법은 그간 국민

건강에 기여해 온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새로

50) 혁신성장 BIG3 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 혁신성장전략회의, 기획재정부, 2020.12.3
51)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2021.7.14.
52)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확산,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 보급 등
53)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 2020.5.1.] [법률 제16405호, 2019.4.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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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치료 기회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국내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글로벌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제품 개

발·사업화와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및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혁신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중 기술집약도가 높

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 기술의 적용이나 사용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하여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

는 의료기기이다. 2021년 7월까지 총 11개 제품이 지정되었으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 중 8개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융합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이다. 혁신의료기기

로 지정된 경우 허가·심사 특례를 받으며 ‘단계별 심사’ 및 ‘우선심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은 의료기기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의료기기 기업

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대

상은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원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기업으로, 연구개발 전담인력·조직 보유 여부,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실적, 연구개발 목

표 및 중장기 전략 등을 판단해 부여하게 된다. 제1차 혁신형의료기기기업 인증을 통해 혁

신선도형54) 7개社, 혁신도약형55) 23개社 총 30개社 인증을 받았으며 2021년에 제2차 혁

신형 의료기기 기업인증을 통해 20개社를 추가할 예정이다. 혁신형의료기기기업으로 지정

될 경우 정부 R&D 및 시장진출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며 혁신형의료기기기업 

전용 R&D사업56)에 참여 및 연구시설 건축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정부지원 사업 우

대
❍ 정부 R&D*/시장진출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복지부·관계부처)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가점 2점) 등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전용 R&D/시장진출 사업 운영

세제·규제완화 ❍ 조세 특례 제한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상 특례 적용(법 제17조)
❍ 연구시설 건축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법 제18조, 제19조)

정책적 지원
❍ (인력) 전문인력 고용, 재직자 전문 교육 지원
❍ (금융) 전용 펀드 조성 및 정책금융기관 등 융자 지원사업(혁신기업 1000 

프로그램 등) 연계
❍ (컨설팅) 종합지원센터, 중개임상시험센터,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인프라 연계 혁신형 기업 전담 컨설팅 규제극복 지원

[표 24]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전주기 맞춤형 지원정책(안)

출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30개 최초인증으로 의료기기산업 집중육성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11.30.)
54) 매출액 500억원 이상, 연구개발비 비중 6% 이상
55) 매출액 500억원 미만, 연구개발비 비중 8% 이상
56)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2022~2026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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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법 기반 혁신의료기기 및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이외에도, 2021년 의

료기기 관련 규제 및 제도는 의료기기 허가진입을 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료 

공백없이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우선,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제출방식을 개선한다. 추
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부작용 문제 시 의료기관 폐업 및 의료기관의 기록·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신속 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많아, 기존 10일이내에서, 최대 반기별

까지 제출이 가능하도록 사용기록 제출 방식을 개선하였다. 또한, 임상시험의 합리적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제외 대상 확대 및 임상시험 참여 의료기관 

확대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정부 입법을 추진중에 있다. 이는 의료기기의 개발 초기에 안

전성 및 유효성을 연구하거나 피험자에게 미치는 위해가 없는 임상시험의 경우, 식약처 

승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기 개발 및 임상시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 안)을 마련하고, 지정된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의료기관도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임상 활성화 및 제품개발 촉진을 위한 개정 안) 역시 마련하여 

입법  추진 중에 있다. 더불어 규제개선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절차 개선57),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확대58) 및 동일 품목의 병행 변경허가·심사 체계 개선59)을 통해 

신속 시장진입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제2절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기 R&D 현황 분석 

1. 국내 의료기기 R&D 현황 및 분석60)

의료기기 분야 정부 R&D에 대한 현황 보고는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및 연구보고서에서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 전체 R&D 대비 연구

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인 투입현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에 감사연구원에

서는 ‘보건의료 전체 대비 연구비 규모’를 파악하고 실태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으

며 이를 바탕으로 한 분석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분야 전체에서 차지하

57) (기존) 모든 의료기기 수입 시 표준통관예정보고 필요 → (개선) 온라인으로 다운받거나 매체에 탑재된 독립된 소프트웨어 의
료기기 의료용 모바일 앱 수입 시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 대상 제외

58) (기존) 환자맞춤형 의료기기는 3D 프린팅 제조에 한해 허용 → (개선) 3D 프린팅 제조 외 정형용품, 인체조직 및 기능 대치
품은 환자 맞춤형 허용 검토

59) (기존) 품목의 변경허가 진행 중에 추가 변경 발생 시 민원 신청 불가 → (개선) 제품 자체의 변경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 변
경허가 진행중에 변경허가 추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및 시스템 개선

60) 본 절은 감사연구원의 “정부R&D 공동연구 추진실태 및 관리위험 분석 – 의료기기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2020.12.)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인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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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중은 낮은 편이다. 최근 7년간(2013~2019) 정부의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투자 규모는 전체 보건의료 정부 R&D의 22% 수준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1조 7,800억원의 보건의료 정부 R&D 중 의료기기 분야의 연구비 규모는 4,110
억원으로 전체 연구비의 23% 수준이었다61).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보건의료 R&D 120 130 153 153 163 168 178 6.8
의료기기 R&D 26.6 28.0 35.6 35.8 36.0 36.7 41.1 7.5

비중(%) (22.2) (21.5) (23.3) (22.9) (22.1) (21.8) (23.0) 0.7

[표 25] 보건의료 정부 R&D 대비 의료기기 R&D 연구비 규모 및 비중

(단위: 백억원)

출처: 감사연구원, 정부R&D 공동연구 추진실태 및 관리위험 분석: 의료기기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2020.12.)

의료기기에 대한 정부R&D 연구비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비중은 2013년
39.5%에서 2019년 30.5%로 낮아졌으며,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기 연구비 지원 비중은

2013년 13.0%에서 2019년 16.8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체 보

건의료 분야 투자 비중은 작으나(’19년 보건의료 정부연구비의 4.5%)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은 보건복지부의 16.8%와 비슷한 12.2%에 달한다. 또한, 의료기기 기술분

야별로 보면 치료/진단기기 분야에 가장 많은 연구비가 투입되었고, 의료정보 및 시스템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7년간(2013∼2019) 의료기기 분야

에 지출된 정부연구비 중에서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관련 과제에 평균 19.6%, 의료

정보 및 시스템 분야에 평균 14.0%, 치료/진단기기 분야에 평균 66.2%의 연구개발 예산

이 투입되었다. 의료정보 및 시스템 기술 관련 과제의 비중이 가장 작지만(2019년 기준 

13.9%) 2017년부터 연구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10.3%)
이 가장 크다.
연구개발 단계별로 보면 의료기기 분야는 개발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2017

년부터 개발연구 연구비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응용연구비 비중이 증가(’13년 

18.7% → ’19년 23.7%)하고 있는 반면, 개발연구비 비중은 감소(’13년 57.9% → ’19년 

50.8%)하였다. 개발연구비 비중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기초연구비 비중은 보건의료 

분야의 비중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이며, 실사용자인 임상현장의 기초연구비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61) 2013~2019년도까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는 연평균 6.8% 증가하였으나,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은 연평
균 0.7% 증가하여 평균 22%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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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보건
의료

의료
기기

보건
의료

의료
기기

보건
의료

의료
기기

보건
의료

의료
기기

보건
의료

의료
기기

보건
의료

의료
기기

보건
의료

의료
기기

기초 30.7 15.9 32.7 14.9 35.0 15.2 35.7 16.3 36.5 15.9 36.6 16.1 37.4 16.5
응용 19.1 18.7 17.7 17.2 14.4 11.9 13.8 11.5 15.7 13.9 15.1 16.6 15.5 23.7
개발 32.3 57.9 30.2 60.7 30.6 61.8 32.0 62.6 30.9 61.4 29.5 56.4 27.0 50.8
기타 17.9 7.4 19.3 7.1 20.1 11.1 18.5 9.6 16.9 8.8 18.9 10.9 20.1 9.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26]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비 비중

(단위: %)

출처: 감사연구원, 정부R&D 공동연구 추진실태 및 관리위험 분석: 의료기기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2020.12.)

2. 의료기기 R&D 분야의 기초 연구 활성화 지원
의료기기 산업이 21세기 유망산업으로 각광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기기 분야를 포함

한 보건의료 산업은 첨단 연구 분야이며, 융·복합 기술의 중요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기술융합과 신의료기술의 등장으로 중개연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해외에서는 이미 바이오헬스 분야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

에서 R&D 전략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연결·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의사기초의학 연구자라고 제시했다. 즉, 임상분야 지식과 기초의학을 필

요로 하는 바이오헬스 등 신의료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초의과학자 양성 투자가 확대

되면 21세기 먹거리로 평가 받는 바이오산업의 국가경쟁력과 기초의학 인력풀 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62). 미국의 경우, 의대에서 의사과학자

가 기초연구를 임상연구로 연계하는 기초-임상 융합 연구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전체 의대생의 4% 가량이 기초연구자로 양성되고 있고, 최근 15년간 14명
의 노벨상 수상자가 이 프로그램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부처마다 의과학

자 육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및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이 대

표적인 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임상의들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접목한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역량을 향상시키며 성과 창출을 통해 국내 병원 내에 의사들이 연구를 장려하는 문화

로서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62) KAMC, “의사과학자 양성과 이들 활약 가능한 분야 육성하고 MD-PhD 교류 확대”, 데일리메드, 2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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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병원은 우수한 연구인력과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R&D 투자가 부족하고 

연구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의료서비스(진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병원은 

임상현장을 기반으로 수요자로서 경쟁력있는 임상연구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병원의 R&D 잠재력을 세계와 경쟁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역량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2013년부터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연구중심병원 사업은 병원에 축적된 임상지식을 기반으로 첨단

보건의료의 연구개발과 기술 사업화를 통해 보건의료산업발전을 선도하는 병원을 지정하

여 진료중심 병원시스템을 진료·연구 균형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법·제도적 지원을 제공

하고, 지정 병원을 대상으로 중점연구 분야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실

질적 정책효과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연구중심병원 내 산재되어 있는 

연구자원 및 인프라를 단일화된 거버넌스하에 통합 개방하여 산·학·연·병 간의 R&D 협력

을 촉진하고 이를 기존의 R&D 성과와 연계하여 지속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수요기반의 

R&D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는 것이다.
또하나의 기초의학의 활성화 방안으로 중개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기초의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초의학 연구가 임상과 연계되는 중개연구에 많은 기여를 해야 할 것

이다. 기초의학자 자신이 의학이라는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수과학 연구가 

아닌 임상을 위한 중개연구를 지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임상교수들에게 문호를 개방

하여 다학제간 연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기초의학 발전을 

위한 R&D 예산지원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기초의학은 그야말로 의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으로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능력을 증진시

키고, 생명과학의 최첨단에서 임상의학에 중개연구 역할을 수행하여 바이오산업의 주역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벨상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다. 기초의학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과학적 능력 향상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을 설정해야 하며, 의과대학 인증평가에

서 기초의학 영역을 확대하고, 의사국가시험에서 기초의학 분야를 신설해야 한다. 연구 측

면에서는 중개연구를 활성화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R&D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63). 
이를 위해 정부는 2005년부터 연구자중심 중개연구(2005~2008), 보건의료기술개발

(2008~2012),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2013~2018) 및 연구자주도 질병극복연구

(2018~2020)을 지원하였으며, 질병중심 중개연구사업(2021~2023)을 지원 중에 있다. 
중개연구사업은 「기초→응용→개발연구」단계로 진행되는 보건의료 R&D 과정 중 응용

단계 연구를 지원하는 R&D 사업으로 지난 10년간 보건의료 R&D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

63) 본 단락은 대한의학회 뉴스레터, “기초의학, 이대로 둘 것인가?”, 박병림, 대한생리학회 회장(2016.1.)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인
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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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응용연구 비중이 감소한 것에 대한 공백을 해소하고64), 응용단계 연구과정에서 병원과 

기업 현장에 발생하는 의료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여, 기초연구성과가 개발연구 및 상용화

로 이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이후 사업 시행을 목표로 장기적이

고 안정적인 중개연구 R&D 후속사업으로 「기초-임상연계 중개연구 사업」에 대한 체

계적인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

로 지원하고, 산·학·연·병 협력 기반 중개연구를 통해 실험실 및 임상현장에서의 발견을 

임상에 적용하거나, 실용화 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3개의 내역 사업65)으로 구성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1내역의 경우, 임상현장 중개연구로서 과기부 기초연구사업, 복지

부 선행사업 등을 통해 창출된 아이디어 및 성과를 임상적용 가능하도록 전환하는 과정 

지원한다. 2내역의 경우, 기업 중개연구로서 기업의 임상 실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연·병과 공동으로 연구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서 의료기기 분야

에 대한 지원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대비 20% 비율이며, 1내역의 경우 14%, 2내역의 경우 

27%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66).
마지막으로, 기초학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범부처 차원의 의료기기 R&D 집중 투자 

방안이다. 이를 위해 2020년 5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범부처(과기정

통, 산업부, 복지부 및 식약처) 차원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기반 조성 및 국내·외 시장 점유

에 기여하는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단계부터 임상, 인허가 및 제품화 단계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R&D를 지원 중에 있다. 본 사업에서 특정 과제들은 기

초의학 및 의공학 등 임상현장의 임상의가 개발 초기단계부터 제품화의 전과정에 포함되

는 과제를 공모하여 지원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직접적인 개발이 현장의 수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중에 있다.

3.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통한 기초의학 활성화67)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사과학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체계를 갖추고 육성하

는 단계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과학자 수요가 필요하다는 데 각계 전문가들이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
에 정부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프로

그램 운영, 임상의과학자 연구역량 강화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중심병원 사업,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보건복지부)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과학기술

64) 국가보건의료R&D 사업 응용연구 비중: 2010년 22.5% → 2019년 15.4%
65) 내역사업1: 기초연구 성과 연계 순방향 중개연구, 내역사업2: 현장 중심 문제해결 기반 역방향 중개연구 및 내역사업3: 중개
연구 방법론 연구

66) (신규)중개연구사업 기획 공청회 사전 배포자료,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2021.5.6.
67) 본 단락은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2020.9.21.)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인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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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공동) 등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2019년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바

이오 메디컬 산업을 견인하는 의사과학자(MD-Ph.D) 양성을 위해 기초의과학, 자연과학, 
공학 분야 등의 융복합 연구를 하는 임상 의사에게 연구 및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 본 사업은 의사과학자로 발전가능한 전공의 혹은 전일제 박사학위과정생들의 역량강

화를 목표로, 연구 및 학위과정 지원을 통해 의사과학자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역시, 2019년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임상의가 가진 풍

부한 임상경험을 접목한 연구를 지원하여 의료기술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적용 결과가 다시 연구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사업 초기(2019년)에는 8개 국내 병원을 거점으로 4년간 연구비를 지원하여 

신진 의사과학자 양성, 현장 수요 기반 의료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병원

장 주도로 연구전용 공간과 시설, 교육 프로그램 등 연구 인프라를 조성하고 전문의 취득 

후 7년 미만 임상의가 연구에 집중하도록 진료시간을 경감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체계이

다. 임상의와 개발자(Ph.D)간 공동연구도 지원하여 임상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의료

기기 및 서비스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의사과학자 양성지원은 현 정부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집중 양성을 목표로 한 지

원이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통해 바이오산업 인재 강국 

실현을 목표로 2025년까지 혁신인재 집중 양성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국내 의료분

야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수행할 인력은 부족한 상태

다. 대표적으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다각적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임상현장을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의대 졸업생 중 기초분야 연구자는 2% 미

지원 분야 지원 내용

전공의 연구 지원 사업
❍ 연구에 관심이 있는 전공의에게 임상 수련과 병행하는 연구 방법 

교육 및 연구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전공의 수료 후 
의사과학자(MD-Ph.D) 진출 지원

  * 2019년 사업 착수 이래 매년 50명 선발, 2021년도 5월까지 총 
130명 지원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사업
❍ 기초의과학·융합과학 분야 전일제(Full-time) 박사학위과정 

이수를 지원하여 연구역량을 갖춘 의사과학자 양성
  * 2019년 사업 착수 이래 매년 30명 선발, 2021년도 5월까지 총 

47명 지원

[표 27]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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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다. 이에 정부는 의대 학부교육 및 석박사 과정을 개편해 ‘연구의사’ 확충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한국형 NIBRT(나이버트, 국립바이오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도

입 및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해 연간 2000명의 인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의사과학자 양

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의과대학 학부 과정에서 의과학 분야 연구 및 특수·전문

분야 실습 지원체계를 형성하기로 하였으며, 2021년부터 의과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복

지부 주도의 ‘바이오-메디컬 분야 연구 지원사업’ 도입한다. 이공계 교수 지도 하에 의대

생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특수·전문과목에 관심이 있는 의과대학생을 대상

으로 현장실습 지원사업 도입도 동시에 추진된다. 수련 중인 전공의를 대상으로 연구 기초

역량 및 연구탐색 기회 제공도 확대된다. 지난해 30명의 전공의가 교육 중이었는데, 올해

는 50명으로 늘린다. 또 전문적 의사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

원 트랙을 신규 도입한다. 특히 병원 내 연구의사 경력경로(Career Path) 확대도 이뤄진

다. 연구중심병원 R&D 신규지원과제를 수행하려면 연구전담의사 1명 이상 신규채용 의

무화 등이 추진됐고,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병원과 대학 융

복합 연구 및 신기술 개발 촉진도 수행한다. 이를 기반으로 2025년까지 ▲융합형 의사과

학자 400명 ▲의과학 및 특수·전문분야 인재 170명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지

원사업 24개 수행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4. 연구중심병원을 통한 R&D 지원 활성화68)

정부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해 전문적 함양을 위한 다양한 학문/연구 지원을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통하여 병원 중심의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가속화

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 중에 있다. 연구중심병원은 2013년 지정된 이래 연구 기반(인
프라) 구축, 연구개발 인력 확보 등 병원을 진료-연구 균형시스템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

으며, 전체 병원의 연구 역량도 전반적으로 크게 증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중심병원협

의회 토론회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의 가장 큰 변화는 병원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전담 조직 설립과 자체 연구비 투자 증대라고 밝혔다. 연구중심병원의 총의사수

(5,464명) 대비 연구에 참여하는 임상의사수(연구참여임상의사 및 연구전담의사 포함)는 

1,923명으로 35%에 달한다. 또한, 연구중심병원의 자체 연구비 투자는 연평균 5.0% 꾸
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의료분야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연구중심병원의 총연구

비와 비교하면 다소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연구비 투자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68) 본 단락은 연구중심병원, 기술사업화 기반(플랫폼) 구축 가속화(2020.10.29.)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인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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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CAGR
보건의료 R&D 예산 11,970 13,109 15,261 15,505 16,372 16,845 17,718 8.1%

연구중심병원 총연구비 5,288 5,897 6,325 6,962 7,487 7,903 8,837 8.9%
연구중심병원 자체연구비 563 763 739 602 652 786 754 5.0%

[표 28] 보건의료 분야 정부 R&D 예산과 연구중심병원 연구비 증가율 비교

(단위: 억원)

또한, 연구중심병원은 기술사업화 환경 구축을 위해 ‘기술이전 전담조직’(2016~), ‘기
술사업화 지원시스템69)’(2019~)을 갖추어 왔으며, 지속적인 기술이전 수입 창출 통해 연

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연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수 기술

(특허 등)을 조기 발굴하고 기술이전 한 결과, 누적 기술이전 건수 948건, 수입약 약 447
억원을 달성하였다. 특히, 다기관 공동연구 및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적극 지

원 중에 있다. 2019년 기준 외부기관과 수행한 공동연구는 1,213건이며, 중소․중견, 벤처

기업과의 협력 사례가 47.5%에 달하며, 기구축된 자원을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하는 사례 역시 크게 증가하였으며, 연구중심병원發 창업기업 수는 2013년 1건 이후 

2019년 15건으로 연평균 57% 증가해왔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81개社(누적)가 

창업을 한 성과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연구중심병원 육성R&D과제에서 창출된 연구진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물이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우수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절 범부처 의료기기 R&D 관점에서의 전주기 개발 및 제품화

1.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2017년 12월, 정부는  “의료기기산업 종합발전계획”에서 9대 추진전략과 23대 실천과

제가 제시되면서 의료기기 육성정책 방향이 구체화되었고, 2018년에는 “의료기기 분야 규

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수립되고, 이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제정(2019. 4. 30.), 시행(2020. 5.1.)되었다. 2019년 5월에

는 2025년까지 의료기기와 혁신신약 분야에 대한 정부R&D 투자를 연간 4조 원 이상 확

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혁신

69) 창업전담 인력 구비, 교원 창업 규정 개선 등 법인 유형에 따른 기술사업화 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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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인프라 구축’ 및 ‘국산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 혁신형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혁신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제정법을 마련하고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국산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사용자 평가지원사업을 통

해 국산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종합지원센터에서 기업의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5
월 (재)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을 출범하여 범부처 의료기기 R&D를 지원

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20~2025년까지 1조 1,971억원(국비 9,876억원, 민간 2,096억
원, 예비타당성 결과 기준)을 투자하는 범부처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부처 별로 분산된 의료기기 R&D 지원을 단일 컨트롤 타워로 통합하고, 

4개 부처의 의료기기 관련 지원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범부처 R&D 지원 체계

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초·응용·개발 연구, 제품화 연구, 인허가 지원 및 사업화로 

구분되어 진행된 기존의 의료기기 개발 지원 체계를 전주기 지원 체계로 전환하고,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내에서 개념과 아이디어 단계에서 제품화 시장 진출까지 

연계되는 성과 이어달리기가 가능하도록 세부 사업간 연계 운영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R&D과제의 선정 및 평가 단계에 있어서 사전에 제도 및 사업화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과제 착수 시 이를 반영하여 추진 의료기기 연구개발·제품화 및 인·허가, 보험등재 등 관련 

인프라 및 유관 공공·민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요 이슈를 사전 조정하는 

등 소통체계를 운영한다.
본 사업의 핵심은 의료기기 개발 과정에서 임상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이다. 병원에

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나 의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 제품을 

임상의가 참여하여 기업과 함께 개발하도록 하고, 의료기기 개발자, 임상연구자, 기초연구

자가 협력할 수 있는 의료기관 거점의 연구개발 및 제품화 플랫폼을 강화하려 한다.
본 사업은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품 개발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

경 선도 ▲의료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 등 4개 내역

을 중점 투자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업단에서는 의료기기의 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단계별 허들 극복 및 의료기기 

R&D의 사업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주기 통합 플랫폼(KMDF & Platforms, K&P)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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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재)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의 K&P 통합 지원 플랫폼

K&P 통합 플랫폼은 총 9가지 형태의 플랫폼으로 구성된다. 상시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 

과제의 기획‧관리 및 수요자 맞춤형 연구자문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①(차세대 R&D 
플랫폼) 의료기기 관련 R&D 기획을 위한 상시적 수요조사, 기술개발·원천기술·사업화 등 

통합 R&D 허브 역할 및 기획전문자문위원을 통한 현장 중심 수요자 맞춤형 연구자문 운

영 ②(특허지원 플랫폼) IP-Risk 및 특허 포트폴리오 수립, 디자인 및 지재권 IP-R&D 
연계, 기술사업화 및 투자연계 지원체계 구축 지원 ③(임상학회 플랫폼) 연구자 니즈를 

반영한 임상학회 자문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의료현장 수요 및 시장을 반영한 의료기

주요사업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
쟁력 확보제품 개발

4차산업혁명 및 미래의
료환경 선도(디지털뉴딜)

의료공공복지구현 및 
사회문제해결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목적

시장 수요가 높은 의료
기기 등 국내 역량 및 
강점을 보유한 제품 또
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국산화 기술 개

발 지원

국내 우수한 ICT 기술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IoT 
등의 미래 기술과 사용
자 중심의 신기술· 신개
념 의료기기 개발 및 미
래 의료 환경 생태계 구

축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용 부담 급증을 극복하
고 의료 소외층을 배려
하기 위한 의료기기 개
발로 복지 구현 및 사회

문제 해결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
장 진입을 위한 국내·외 
허가용 임상시험 및 맞

춤형 인허가 지원

사업방향 의료기기 기업 육성 미래의료환경 대응 국민복지 향상 사업화 기반 강화

사업내용
Ÿ 프리미엄 제품개발
Ÿ 전방위적 

고도화지원
Ÿ 국산화 역량강화
Ÿ 핵심부품 국산화

Ÿ 미래형 신의료기기 
사업화

Ÿ 신의료기기 서비스 
생태계 구축

Ÿ 의료기기이슈 및 
난제해결

Ÿ 재활의료기기 및 
실버의료기기 개발

Ÿ 공공의료복지 
지원기기 개발을 
통한 의료 사각지대 
지원

Ÿ 제품개발 단계별 
임상시험 지원

Ÿ 맞춤형 인허가 지원

[표 29] 4개 내역의 중점 투자 방향(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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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R&D 전략 수립과 협력체계 구축 및 성과 확산 추진 ④(R&D 인프라 지원 플랫폼)  
의료기기 첨복단지, 시험검사기관 등과 협력체계 강화 및 R&D 통합인프라 정보집 발간을 

통한 정보 제공 ⑤(규제대응 플랫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건강보

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규제기관과 협력을 통한 규제기

관 전담 Desk, 사업단 Day, 범부처 R&D 코디 등 통합지원 ⑥(CRO 자문 플랫폼) 개별과

제 대상 선제적 전주기 사업화 이슈파악 및 대비전략 수립,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을 통

한 마일스톤 검토 자문, 기술문서 작성 등 교육과 1:1 상담회 지원 ⑦(시장진출 플랫폼) 
타겟시장 정의 및 맞춤형 시장진출, 사업단 과제 패키지화 기획을 통한 공동진출 지원, 글
로벌 수출홍보 및 시장정보 상시 공유 ⑧(K-브랜드화 플랫폼) 국산 의료기기의 객관적 

사용자관점 평가를 통한 공신력 확보 및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인증제 추진 ⑨
(의료기기 개방형 소통 플랫폼) 연구자-연구자 간의 협력, 유관기관들과 협력 등을 통한 

오픈 네트워크 활성화, Knowledge Desk 등 지식 공유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의료기기 관련 규제개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등을 제공한다.

2. 전주기 개발에 있어 의사과학자 등 임상현장의 참여 확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사업 수행에 있어 핵심가치로서 “FIRST” 전략

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문성있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 중에 있다. 사업단

에 있어 “FIRST”란, F(Flexibility, 유연성) 시장의 변화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목표를 도

전적으로 보완하고 제시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I(Innovation, 혁신) 기존 연구의 

답습이 아닌 미래지향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혁신성있는 R&D를 추구하며, 
R(Responsibility, 책임) 기술개발의 기획단계부터 임상현장의 아이디어가 적용되어 사업

화 성공률을 높이도록 의사과학자 및 임상의의 적극적인 참여 및 병원의 역할을 높이고, 
S(Specility, 전문성) 의료기기 연구개발, 인허가 및 사업화 분야에 의료기기 관련 전문성

을 갖춘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여 전문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T(Target oriented, 시
장지향형) 시장 경쟁력과 차별화 요소를 갖춘 시장지향형 국산의료기기의 개발 지원을 통

해 국산 의료기기의 사용 활성화와 국내외 시장 진출 및 시장선점을 목표로 지원하는 방

안을 마련하고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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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재)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의 “FIRST” 전략

사업단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책임”과 “전문성”이다. 사업단은 R&D 전주기 

개발에 있어 병원, 즉 의사과학자를 포함한 임상현장의 전문가를 과제에 포함하도록 하는 

RFP상의 전략 지원조건을 마련하고, 의료기기 개발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획단계부터 임

상·인허가 및 사업화 등 전과정에 걸쳐 병원(의사과학자를 포함한 임상전문가)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4개 내역사업 309개 과제(약 876억원 국비지원)에 대

해 병원의 참여는 412기관(총 수행기관 979개 기준 412개, 42% 참여) 261억원(총 정부

출연금 876억 기준 약 261억원, 30% 지원)을 지원하였다. 

지원 건수 지원 금액

[그림 53] 기관 유형별 지원 현황(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2020년 지원 

기준)

기존의 의료기기 상용화는 기술 개발부터 제품화, 임상시험, 인허가 등 과정이 복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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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처도 모두 달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기초 기술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과 임상시험 과정을 하나의 과정으로 엮어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든 단계를 연구자와 기업이 함께 진행한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다양한 임

상진료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만큼 진료현장에 최적화되고 즉시 적용가능한 의료기기

를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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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5대 의약학 분야별 현황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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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초의학 분야

의학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하여 인체의 보건,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되며 기초, 중개, 임상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보건 의료 행위를 포함하는 간호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등을 포함

하여 넓은 의미에서 “바이오헬스”로 총칭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학”을 연구재단의 5대 의약학 분야 중 하나로 접근하였고, 특히 의학

의 범위가 타 분야(간호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등) 대비 광범위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기
초의학”에 초점을 두어 기술하였다.  

경북대학교 이병헌

제1절 기초의학 분야의 해외 현황분석

1. 미국

1) R&D 연구비 동향 

미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과학기술 투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

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2018회계년도 R&D 예산안을 축소하여 제출하였으나 의

회는 R&D 예산 기조를 유지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헬스의학 분야 R&D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미국 의회는 코로나 지원, 완화, 경제

안정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Act)에 따라 10
억 달러 이상의 긴급연구비를 배정하여, 백신, 치료제 개발, 진단법 개발, 연구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도록 한 바 있다(OECD STIP Compass 홈페이지, 이명화 외, 2020)
미국에서 기초의학 분야 R&D 연구비는 국립보건원(NIH)를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음. 

2) 투자 현황 

바이오헬스 분야는 국방 분야 다음으로 많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로서,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 R&D 예산 1,496억달러 중 바이오헬스에는 전체의 17.4%인 261억 달러가 

책정되었다(강문상(2018), 이명화 외(2020)).
예산규모는 암 관련분야(56억 달러), 알러지･감염병(49억 달러), 심장･폐･혈액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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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 달러) 등의 순으로 파악된다.

구분(단위: 백만 달러) FY 2017 집행 FY 2019 요구
암 5,660 5,626

알레르기 및 감염 4,906 4,762
심장, 폐, 혈액 3,210 3,112

당뇨, 소화, 신장 2,010 1,965
신경 1,779 1,839
노화 2,049 1,988

관절 / 근골격계 557 545
인간 유전체 528 513
의생명공학 357 347

Total 23,073 22,716

[표 30] 미국 국립보건원 기초의학 관련 분야 예산요구 현황(비 R&D성 예산 포함)

출처: 김홍영 외(2019)

NIH Common Fund 프로그램은 우선순위가 높은 생물·의학 연구에서 유망한 연구분야

와 긴급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현재 30여 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강문상, 2018). 개별 NIH 연구소 또는 연구센터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나, 
NIH 전체에 우선순위가 높고 유망분야 및 혁신기술에 해당하는 바이오의료 연구의 긴급

과제 해결 및 새로운 과학적 기회를 창출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적인 예로 

Cryo-EM 프로그램은 2018년 Common Fund 중 하나로 선정. 2017년 노벨화학상을 수

상한 Cryo-EM 기술은 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바이러스 구조, 세포 수용체 등 중요한 

생체분자의 구조정보를 제공하였고, Cryo-EM 프로그램에 총 1억 2,950만달러(약 1,574
억 원)가 지원될 계획이다(강문상(2018)). 국내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은 벤치마킹할 필

요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3) 거버넌스 

미국은 대통령 산하의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NSTC)와 위원회 산하의 과학기술정책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를 두어 연방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예산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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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B)는 국가 R&D의 예산을 설정하고, 관리 및 감사 등에 관한 원칙을 수립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김홍영 외, 2019, 이세준 외, 2011).
NSTC는 R&D 투자 우선순위의 근거가 되는 국가 R&D 전략의 수립 및 조정 과정과 함

께 범부처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제시한다(김홍영 외(2019), 이세준 외(2011)).
OSTP는 연방정부 수준의 국내외 과학기술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자문을 담당하여 

연방정부의 주요 정책, 계획,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과학기술적 분석 및 판단을 위한 자료

와 의견을 대통령에게 제공한다(김홍영 외(2019), 이세준 외, 2011).
OMB는 R&D예산을 총괄 배분 및 조정하며, 연방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종합 조정

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또한 각 행정부처의 R&D 사업에 대한 예산을 수

립하고, 대통령의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관련 기관들의 예산 검토, 관리·감사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김홍영 외, 2019, 이세준 외, 2011).
미국 정부의 R&D 예산편성 기간은 약 2년으로 예산체계는 크게 입안(Formulation), 의

회(Congressional), 집행(Execution) 3가지로 나뉘며, 회계연도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당해년도 9월 30일의 기간을 따른다(김홍영 외(2019)).

2. 일본

1) R&D 연구비 동향 

AMED는 기초연구와 비임상연구는 문부과학성이, 임상시험은 후생노동성이, 산업활성

화는 경제산업성이 담당하여 기초연구와 실용화가 연계되지 못하고 분절되는 지원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5년 4월에 출범한 기구이다. 주요 사업 영역으로는 의약품, 의료기

기, 의료기술 거점, 재생의료, 게놈, 암, 뇌‧정신질환, 신종‧재발 감염병, 난치질환을 포함한 

9가지가 있다(이명화 외(2020)).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 대응 연구비로 15억 엔 상당을 기존 약물의 치료효과를 확

인하는데 사용하고, 의약품개발은 후생노동성에 있는 ‘후생노동과학연구비’로 활용하고, 
면역연구의 경우에는 문부과학성의 ‘과학연구비조성사업’에서 충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종감염병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에 추가적으로 25
억 엔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진단장비 개발에는 총 30억엔을 지원하도록 하였다(황
인영·도계훈·엄익천(2020)).
2) 투자 현황 

2019년 일본의 부처별 기초의학 분야 예산 요구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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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2018년도 예산(백만 엔)
2019년도 요구(백만 엔)

증감액(백만 엔) 증감률(%) 중점 분야

문부과학성 84,754 100,897 16,143 19.0 유전자치료/유전자편집 등 기반기

술개발사업, 뇌과학 연구

후생노동성 51,843 62,010 10,167 19.6 AMED 지원이 대부분 의료벤처 

육성 지원 등 일부 사업 추진

[표 31] 일본의 2019년 부처별 기초의학 분야 예산 요구액

3) 거버넌스 

일본은 내각부에 총리를 보좌하는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을 두어 과학기술정책을 총괄

하고 있으며, 내각부를 중심으로 하는 하향식 과학기술 관련 예산 조정 및 편성이 이루어

지고 있다. 내각부와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 Council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에서 제시한 투자방향 및 지침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R&D계

획을 집행하며, 이와 관련된 정책의 기획·입안·추진의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후 

CSTI는 부처별 사업을 검토하여 예산배분의 중점 분야 및 우선순위를 설정한다(이명화 

외(2020)).
일본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AMED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연구개발 예산을 일원화하여 

예산요구 배분조정을 실현하는데 일조하였다. AMED 설립 이전에는 문부과학성, 후생노

동성, 경제산업성 등 부처별로 연구개발 자금이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 및 과제의 

유사‧중복 문제가 상존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던 적이 있다. 
이에 AMED 설립은 일본 바이오헬스 R&D의 기초연구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산재했

던 정부투자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 조직은 바이오헬스 분야 

예산의 통합적‧효율적 배분과 더불어 첨단의료 실현, 질환극복 체계 구축, 임상연구 및 시

험체계 확충 등 일본 바이오헬스 R&D 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예산집행과 관련하

여, AMED 설립 이전에는 각 부처들이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예산집행 방침 지시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하 연구기관에 예산을 배분하였다. 그러나 2015년 AMED 발족 후 각 부처

는 정부지침에 의거하여 AMED에 예산요구 사항을 제출하고 AMED가 이를 일괄적으로 

집약하고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한 다음에 개별 연구기관에 예산을 배분하는 형태로 

바뀌었다(이명화 외(2020)).
새로운 예산집행 구조를 살펴보면, 최상위 레벨에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건강‧의료

전략추진본부가 위치하고 있다. 2014년에 설치된 이 조직은 일본 바이오헬스 R&D의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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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R&D 종합전략 수립, 관련 자원배분 방침 

결정, 건강‧의료전략참여회의에서의 정책 자문, 전문조사회에서의 과학 자문의 기능을 수

행한다(이명화 외(2020)).

3. 영국

1) R&D 연구비 현황  

정부 투자의 경우 핵심 기관인 의학연구회(MRC)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부부처나 연구

회들이 관여하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나, 2018년 7개 연구회들이 하나의 신설조직인 

UKRI으로 통합되었다(이명화 외(2020)). UKRI 산하 9개 조직들 중 기초의학 분야를 비

롯한 바이오헬스 R&D 지원을 하는 핵심은 의학연구회(MRC), 생명공학·생물과학연구회

(BBSRC), 공학·자연과학연구회(EPSRC), 이노베이트 UK(Innovate UK)이다(이명화 외

(2020)).
2) 투자 현황

2018년을 기준으로 UKRI는 연간 약 60억 파운드(약 9조 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이 

중 기초의학 분야를 포함한 바이오헬스와 직접 관련 있는 의학연구회(MRC)와 생명공학·
생물과학연구회(BBSRC) 위원회가 35%에 해당하는 9.6억 파운드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

악된다(이명화 외(2020)).

구분 역할 예산(‘17~’18)

의학연구회(MRC) 생명의료과학 관련 분야의 기초연구 및 전략적응용연구, 대학원생 훈련 지원 6억 파운드

생명공학·생물과학연구회(BBSRC) 생명과학 분야 연구에 자금 지원 3.6억 파운드

[표 32] UKRI 산하조직별 역할 및 예산(2018) 중 기초의학 관련 분야   

    출처: 권지은(2019)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UKRI와 영국 보건복지부는 MRC, BBSRC, NIHR(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 COVID-19 게놈 UK 콘소시엄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에 대한 신규 연구비로 약 2천만 파운드를 배정하였다(OECD STIP Compas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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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버넌스

2007년 출범하게 된 의료연구전략조정국(Office for Strategic Coordination of Health 
Research, OSCHR)이 2018)은 보건부와 과학혁신청, 그리고 관련 부처들과 함께 정부의 

의료연구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국립의료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Health Research, 
NIHR)과 MRC 간의 예산 배분을 포함하여 보건부와 MRC의 전략과 목표 달성을 위해 필

요한 예산 책정 합의된 전략에 대한 공동 예산을 재무부에 제출한다(이명화 외 (2020)).
2009년에는 영국의 바이오의료 부문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여, 바이오청(the 

Office for Life Sciences, OLS)이 새롭게 출범하였다. 생명과학산업전략, 신속심사

(Accelerated Access Review), EU 탈퇴 관련 사항, 바이오의약 및 의료기술 산업 부문 

유전체학과 데이터, 디지털헬스, 이머징 의료기술들을 담당한다(이명화 외 (2020)).

제2절 기초의학 분야의 국내 현황분석

1. R&D 연구비 및 투자 현황  
정부 R&D의 방향은 5년 기간의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추진되고 있다. 최

근 정부 R&D 연구비 및 투자의 방향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전주기 기초연구 지원, 및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 지원 등으로 파악된다. 또한, 개인/집단 연구의 균형적인 지원

(개인:집단 예산 비율 = 85:15 수준)과 자율성.창의성을 제고하는 기획.선정 방식을 추진

하고 있다(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18)). 
최근 정부 R&D 중 기초연구비 규모 및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전체 

연구비 19.4조 원 중 기초연구비는 5.46조 원으로 약 40.2%를 차지한다. 한편, 연구자 주

도 기초연구비는 1.26조 원으로 정부 기초연구비 중 23.3%로서 상대적으로 증가폭은 적

은 편이다(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18)). 양적 측면에서 국제적인 학술지에 게재

된 연구논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 측면에서도 영향력 순위 상위 1% 학술

지에 게재된 논문의 비중도 2016년의 경우 1.59%로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성장 잠재력

이 크다고 볼 수 있다(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18)). 국제특허 수도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며, 세계 3-5위권에 해당한다(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18)). 2013년 

정부의 생명과학기술(BT) 분야 R&D 규모는 4.5조 원이였으나, 기초의학 연구를 주도하

는 의과대학 내 기초의학교실에서 수주한 전체 연구비는 약 1,400억 정도로 비중이 매우 

적은 편으로 파악된다(전용성 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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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학 교실별로 연구비 수혜 총액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교실 당 8억 4천 1백만 원

이었으며 예방의학교실이 가장 많은 12억 9천 8백만 원이었고, 생리학교실이 8억 4천 2
백만 원, 미생물학교실이 8억 2백만 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기생충학교실은 2억 3천 3백
만 원으로 비교적 적었다(기초의학백서 제2집).

2. 거버넌스
기초의학 분야의 국가 정책·전략 결정 및 예산 배분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및 산하의 생명의료전문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그리고 보건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된다. 거버넌스에서 기초의학 분야 

연구와 혁신을 실행하는 주요 행위자에는 의과대학 및 생명공학 관련 대학, 정부출연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뇌연구원 등), 국공립연

구기관(국립보건연구원 등), 의료기관, 기업 등이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구비 중에서 기초·원천 연구비는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의 의약학단 및 생명과학단과 국책연구본부의 신약단, 차세대바이오단, 및 뇌/첨단의공학

단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편, 중개·임상 분야 연구비는 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제3절 기초의학 분야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1. 애로사항  
바이오헬스 분야의 발전과 기존 의료기술의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 창출

을 위한 전략 분야로서 기초의학 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반면,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연구비 중에서도 기초의학 분야에 대한 연구비 규모와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현황에 대한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연구비 규모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 등의 과학 선진국과 비교하면 의대 졸업생들

을 대상으로 임상의학이 아닌 기초의학 분야, 즉 기초의학 전공 의사과학자로 양성이 중요

하지만 현재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향후 이를 위한 개선 전략과 지원방안 수립이 요청되

고 있다. 
최근의 의과대학 내 기초의학 교수 비율의 감소는 근본적으로 대학병원의 급격한 규모 

확장에 따라 임상의학 교수 수가 증가하였으나, 의료계의 경영 환경 악화로 대학의 교육 

환경 개선을 등한시하여 기초의학 교수를 증원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과 관련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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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된다. 또한, 퇴직하는 기초의학 교수를 충원하지 않아서 기초의학 교수의 비율은 더욱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차세대 의사과학자 또는 기초의학

자를 효과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에 깊이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전
용성 외(2016)). 
기초의학 및 의과학 과정은 전일제로 교육을 수행중이나 의대 졸업자들의 대부분은 임

상진료를 병행하는 부분제 대학원 과정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임상의의 경우에도 의과학 

및 기초의학 연구경험은 향후 주체적인 연구수행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

소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의과대학 대학원의 교과과정은 의사과학자로서의 

연구능력을 배양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김종일 (2019)).
근래 국내 최고수준의 인재가 의대에 집중하였고, 의료기술ㆍ서비스는 이미 ‘의료 한류' 

등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적인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할 의사과학자 양성은 부족하여, 2017년 임상연구 분야 의사 수요 대비 공급인력 부

족률이 석사급 47%, 박사급 48.5%로 추정된다.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전일제)의 경우 의

사(MD) 지원이 매우 저조하며, 대부분 자연대ㆍ공대 졸업생으로 충원되고 있다. 주요 원

인으로는 의사 수, 임상전문직으로서 장래 경력 불리, 경제적 동기 부족, 학위프로그램 부

실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김종일 (2019)).

2. 개선사항
전일제 대학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의 경우 병역문제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군전문요원 병역특례가 현재로선 가장 유용한 해결책이나 

병역특례 TO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한 해 전문연구요원 TO가 

정해지면 수도권이 70%, 비수도권이 30% 그리고, 이공계와 기초의학계가 95:5의 비율로 

나눠가지게 되어 총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의 3.5%가 수도권 기초의학계에, 1.5%가 비

수도권 기초의학계에 배정된다. 위 95:5의 기준은 기초의학계를 배려하여 비율을 정하게 

되었으나,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기초의학계 대학원에 전문연구요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공계와 기초의학계간 비율을 조정하거나 비율제한을 

폐지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 78조의2 ③에도 병무청장이 조정하거나 비

율제한 없이 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김종일 (2019)).
KAIST 의과학대학원과 일부 의대에서 진행되는 성공적인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은 병역

특례 등을 통한 최소한의 의사과학자 양성 기간과 임상진료 대신 전일제 대학원을 하는 

동안의 경제적 지원이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대학 사정에 따라 자체의 의사과

학자 양성 프로그램 대신 공동지도교수제 등의 방식으로 KAIST 의과학대학원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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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인력 양성을 진행하는 방안도 상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병헌 외

(2020)).
전주기적 의사과학자 양성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의사들이 이 시스템에 유입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유출되지 않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유입에 있어서는 

의과대학졸업자, 전문의수련의, 그리고 전문의가 이 시스템에 유입되어야 한다. 새로이 시

작한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의과대학졸업자, 수련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한
편, 전문의를 일정기간 연구에 몰입시켜 새로이 의사과학자로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유출 측면에서는, 의사과학자를 연구에 몰입시켜 다시 임상가로 되돌아가지 않

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사과학자를 위한 안정적인 국가 연구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병헌 외(2020)). 아울러 의사과학자 양성 관련 관계부처(교육부, 과기정통부, 보건복

지부) 기초의과학 R&D와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분절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공백영역이 상

당히 존재하므로 범부처 차원에서의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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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간호학 분야

연세대학교 오의금 외

제1절 간호학의 목적 및 필요성

간호란 생애전주기의 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

방, 건강의 유지와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돕는 활동이

다70). 간호학 (Nursing Science)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포괄하는 응용과학으로써, 개인, 
가족, 지역사회 및 인구 집단의 건강증진 및 개선, 질병과 장애예방, 질병의 완화 및 관리

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71). 따라서, 간호 연구개발 (R&D)은 간호와 관련

된 새로운 기초 지식과 기술의 창출, 다학제 지식과 기술의 임상적 적용을 통한 응용 지식

과 기술의 창출을 목적으로 수행되며, 이를 통하여 제품과 서비스 등, 바이오헬스 산업화 

성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구·개발이다. 
2019년 기준 보건 의료 R&D 통계72)에 따르면 간호학은 전체 보건의료 R&D 투자액의 

0.79%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한의학(4.29%), 보건학(2.16%), 치의학(2.25%)에 비해 매

우 부족한 수준이다. 2021년도 발표된 간호 분야의 교원 성과를 살펴보면73), 전임교원의 

논문게재실적은 1.07건/명으로 의약학에 속하는 다른 분야인 내과학 0.84건/명, 치의학 

0.91건/명과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4). 간호인력은 전체 의료인력의 62.1%를 차

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와 산업에서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

나, 국가 R&D 정책에서 간호 R&D에 대한 정책지원과 투자가 열악한 수준이다. 
한편, 우리나라 R&D 분류체계는 과학기술정책 관점에서 매우 다양하다. 특히 바이오헬

스 분류체계는 목적 중심인지 기술 중심인지 그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기
존 분류체계는 기술 중심의 산업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이 집중된 경향이 있다. 더욱이, 
미래 성장 가능성과 고용 효과가 크며,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유망 신산업으로 부상되고 

있는 바이오헬스는, 제약과 의료기기 등 제조업 중심으로 R&D 투자가 급증하고 있어, 간
호학과 같은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열약해지고 있고 그 중요성이 간

과되고 있다.

70)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 2021
71) 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 2020년도 상반기 의약학 CRB/RB분야 설명 및 활용안내, 2019
7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 보건의료 R&D 통계, 2021
7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 보건의료 R&D 통계, 2021
74) 한국연구재단, 2020년도 전국대학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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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바이오헬스 R&D 정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각 학문 고유의 목적과 해당 학

문 분야별 산업적 가치를 충분히 파악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보건의료 학문 전 분야의 잠재적 역량을 포괄할 표준화된 체계적인 

분류가 필요하며, 제약과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초 및 임상 지

식과 기술에 대한 균형감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본 고는 국가 바이오헬스 R&D 재원의 효율적인 투자와 지원 전반의 관점에서, 

현 간호 R&D 분류체계와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한국연구재단의 RB 분야를 기반으로 1) 간호 R&D 분류체계를 검토

하고 2) 국내/외 간호 R&D 투자 현황을 비교 분석을 통하여 3) 간호 R&D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의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도와주는 

간호에 필요한 실증적인 지식과 기술

범위

LC0901. 
임상간호중재(Clinical nursing 
intervention)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가 최적의 기능수준을 되찾아 

최상의 안정상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장애예방 및 

기능향상에 관련된 간호 중재 기술

LC0902. 
지역사회/보건간호 중재(Health 
nursing intervention for local 
community)

지역사회 및 보건영역에서 간호조직에서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고 평가하는 기술

LC0903. 
간호관리(Nursing management)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 및 보건관련 환경 내에서 

간호관리자로서의 역할수행과 간호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업무 분석, 평가를 위한 기술과 간호실무와 법적, 윤리적 

관계를 규명하고 전문직으로서의 간호 윤리관 정립에 

관련된 기술

LC0904. 
간호진단 지표 평가 

기술(Nursing diagnostic 
criteria․assessment technique)

간호진단의 표준화 및 용어의 통일화를 위한 진단 지표의 

개발과 평가에 관련된 기술

LC0905. 
간호기기개발 기술(Nursing 
instrument development)

안위 증진과 간호측정 등 간호과정에 이용될 수 있는 

기기개발과 평가에 관련된 기술

LC0906. 
간호정보표준화/보안(Nursing 
information 
standardization/security)

간호정보의 근간이 되는 간호중재 및 간호결과, 
간호정보의 관리 및 운영, 호환성을 위한 표준화 기술

LC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간호과학 (Other nursing science)

[표 33]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간호학 분야 중분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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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간호 R&D 분류체계

국내 간호 R&D 분야와 관련된 분류체계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한국연구재단의 RB
분야분류, 학술연구분야분류, 미래유망신기술, 산업기술분류, 보건의료기술 표준기술분

류, 바이오헬스 R&D 분류로 나눌 수 있다. 
간호학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분류에서는 R&D 분류

체계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어있으나, 미래유망신기술, 산업기술분류, 보건의료기술 표

준기술분류체계 및 바이오헬스분류체계 등 기술관점 분류체계에서는 간호학은 ‘달리 구분

되지 않음’ 영역으로 구분된다. 

국내 분류체계(관리기관) 간호 R&D 분류 및 연관성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대분류: 보건의료

- 중분류: 간호학

- 소분류(7): 임상간호중재, 지역사회/보건간호 중재, 간호관리 , 간
호진단 지표평가 기술, 간호기기개발기술, 간호정보표준화/보완,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간호과학

RB 분야 분류체계(한국연구재단) 
CRB 분야: 간호학

RB 분야: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분야 (세부 8개), 건강증진 간호시스

템 분야(세부 8개)  
학술연구분야분류(한국연구재단) 

- 대분류: 의약학

- 중분류: 간호학

- 소분류(17), 세분류(28개)
미래유망신기술(6T)(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간호학이 달리 구분되지 않음 

- BT, 기타, IT, CT 순으로 연관 있음

산업기술분류(산업통상부)
- 간호학이 달리 구분되지 않음 

- 대분류인 바이오 의료와 연관 있음 

보건의료기술(HT) 표준기술분류체계(보건복지부)
- 간호학이 달리 구분되지 않음 

- 질병분류와 행위분류로 구분 

- 모든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음 

바이오헬스 R&D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간호학이 달리 구분되지 않음 

- 바이오융복합, 의료기기, 헬스케어서비스, 임상·보건, 생명자원·정
보인프라와 연관 있음 

[표 34] 국내 분류체계에 따른 간호 R&D 분류 및 연관성 

한국연구재단의 RB분야 분류체계에서 간호학 분야는 크게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 분야

(세부 8개 분야)와 건강증진 및 간호 시스템 분야(세부 8개 분야)로 나뉜다. 
한국연구재단의 RB분야 분류체계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국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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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표준분류의 대부분 항목들이 RB분야에 포함되었지만, 간호기기 개발기술관련 기초

지식과 기술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

CRB분야 RB분야 RB 세부분야

간호학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 

신생아/아동임상간호 
신생아, 영유아, 학령전기 및 학령기 아동의 건강

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재 개발 효과 평가 연구

청소년임상간호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련 중재 개발 및 효과 평가 연

구로, 개별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임상 건강문제를 다룬 연

구

성인임상간호
생애주기 측면에서 성인기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 관련 문제들을 

확인·이해하고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해결

하며 ,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

여성건강임상간호
사춘기 이후부터 노년기 이전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며 , 여성

의 생리적, 신체적 특성뿐만 아니라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며 , 
여성 관련 간호문제를 확인하여 이를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 해

결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

정신임상간호
정신건강관리가 필요한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 대상자의 

정신건강 상담 및 통합적 평가를 통한 스트레스 완화 및 관리 ,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등의 치료적 간호를 확인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

노인임상간호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생리적, 신체적 특성, 심리적, 사회적 

특성과 관련된 간호문제들을 확인하고, 그 중재 효과를 확인하

는 연구

기본간호 기초간호학 분야의 지식체를 도출하고, 임상간호학에서 요구되

는 지식과 간호실무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

기초간호 
간호의 기본개념인 인간, 건강, 환경, 간호에 대한 이해를 촉진

하고, 대상자의 기본요구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 특히 임상실무

에 적용 가능한 EBP 중심의 기본간호 중재 개발 및 평가 연구

건강증진 및 간호시스템 

생애주기별건강증진간호
개인, 가족,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생의 전 주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근거 축적과 중재 

개발을 위한 연구

지역사회보건간호
지역사회에 포함된 다양한 대상자들의 건강문제와 이를 해결하

기 위해 보건간호 기술을 적용한 주제로 가족간호, 일차보건의

료, 방문보건사업, 학교보건, 산업보건, 인구 및 모자보건, 노인

보건, 환경보건 등의 연구

간호관리 간호가 제공되는 모든 제반 환경과 간호인력, 간호자원을 효율

[표 35] 한국연구재단 CRB, RB 분야: 간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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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한국연구재단 RB분야 분류체계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의 비교  

CRB분야 RB분야 RB 세부분야
시스템 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는 과정과 관련된 연구

간호정보
간호에서의 데이터, 정보, 지식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학적 분석

과 간호실무과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기술을 개발하고 적용

하기 위한 연구를

간호실무교육
간호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와 관

련된 주제와 더불어 간호실무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 및 주요 

이슈들을 다룬 연구

간호정책
보건의료체계에서 간호 제공의 적절성과 건강형평성 증진 및 간

호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형성, 집행, 평가 과정

에 대한 연구

간호윤리 보건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윤리와 간호 전문직에서

의 윤리문제와 윤리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연구

간호이론 
간호의 주요 패러다임인 인간, 건강, 환경, 간호와 관련된 문제

를 다루며 주요 패러다임과 관련되는 간호이론의 개발과 적용을 

다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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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 간호 R&D 투자 현황

1. 국내 투자 현황 

1) 연도별 국내 간호 R&D 투자 현황 

국내의 간호 분야 R&D에 대한 정부 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 R&D 사업관리 

서비스(NTIS)’에서 최근 5년간 간호 관련 연구과제의 검색을 실시함. 검색어는 연구정보

에서 ‘간호’를 이용하였으며, 검색년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로 제한하였고, 과제 시

작년도가 2016년도 이전인 것은 제외함. 검색 결과 중 연구책임자가 간호대학 소속 또는 

간호 기관의 소속 연구자인 지원과제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 결과 총 813건의 연구가 검색되었고 이중 제외기준을 적용하여 521건을 선정 하

였다. 해당 연구들의 투자액을 분석한 결과, 총 559억 원, 연평균 112억 원이 지원되었으

며, 매년 정부 총 보건의료 R&D 투자액 대비 간호 R&D 투자액 비율이 1% 내외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년도 과제수 간호R&D투자액 (천원) 보건의료 R&D투자액75) (천원) 간호투자액/보건의료 투자액*100
2016 56 9,826,209 1,550,500,000 0.63(%)
2017 132 17,169,130 1,637,200,000 1.04(%)
2018 90 10,577,148 1,684,500,000 0.62(%)
2019 108 9,098,333 1,718,000,000 0.53(%)
2020 135 9,265,437 (미결산)      (미결산)
합계 521 55,936,257 -  -

[표 36] 연도별 국내 간호 R&D 투자 현황(2016-2020)

연도별 국내 간호 R&D 과제수 및 투자액 추이를 분석결과, 과제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투자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5>

7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 보건의료 R&D 통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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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연도별 국내 간호 R&D 과제수 및 투자액 추이 (2016-2020)

2) 한국연구재단 RB분야 분류체계에 따른 국내 간호 R&D 투자 현황

한국연구재단 간호학 RB분야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국내 간호 R&D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증진 및 간호시스템 분야에 해당하는 과제가 299건(약 32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 분야에 해당하는 과제는 204건(약 207억 원)
으로 나타났다. <표 37>, <그림 56>
간호학 RB분야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는 간호기기 개발기술 관련이 15건

(2.9%), 연구인력양성 관련 3건(0.6%)으로 나타났다.

분야 과제수(%) 투자액(천원, %)
1.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 204 (39.2) 20,706,032 (37.0)
2. 건강증진 및 간호시스템 299 (57.4) 32,667,632 (58.4)
3. 기타(간호기기 개발기술) 15  (2.9) 1,818,513  (3.3)
4. 기타(연구인력 양성) 3  (0.6) 744,079  (1.3)

합계 521 (100) 55,936,257 (100)

[표 37] 한국연구재단 RB분야 분류체계에 따른 국내 간호 R&D 투자 현황 (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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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한국연구재단 RB분야 분류체계계에 따른 국내 간호 R&D 
투자액 비율 (2016-2020)  

3)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에 따른 국내 간호 R&D 투자 현황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에 따라 국내 간호 R&D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상간호중재 

분야에서 가장 많은 174건(33.4%)의 과제를 지원받았음. 그 다음으로는 지역사회/보건간

호 중재가 158건(30.3%)의 과제를 지원받았으며,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간호과학도 78건
(15.0%)으로 다수 존재하였다. 또한 간호진단 지표 평가기술 분야가 가장 적은 2건
(0.4%)의 과제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9>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분류 코드로는 건강증진/보건교육(7건),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보건의료/보건학(5건),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의료정보/시스템(4건), 노인 

및 가족 보건(3건), 병원의료정보시스템/설비 2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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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과제수(%) 투자액(천원)
1. 임상간호 중재 174(33.4) 17,640,653 
2. 지역사회/보건간호 중재 158(30.3) 17,194,637 
3. 간호관리 43(8.3) 4,666,088
4. 간호진단 지표 평가기술 2(0.4) 112,500 
5. 간호기기 개발기술 15(2.9) 1,818,513 
6. 간호정보표준화/보안 9(1.7) 1,232,202 
7.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간호과학 78(15.0) 7,273,302 
8. 그 외 분류 코드  42(8.1) 5,998,361

총계 521(100) 55,936,257 

[표 38]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에 따른 국내 간호 R&D 투자 현황 (2016-2020) 

부처별로 최근 5년간의 국내 간호 R&D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8건, 358억 원)와 교육부(144건, 153억 원)가 상대적으로 다른 부처보다 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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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세부사업명 과제수(건) 투자액(천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 357 35,658,851

국가간협력기반조성 1 180,000

교육부 

BK21 플러스사업    5 1,046,871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 26 3,317,176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48 3,575,987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 1 96,422
개인기초연구 60 7,137,752
인문사회기초연구 4 176,64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 2 374,000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 2 1,254,555
정신건강기술개발 1 60,000
임상연구인프라조성 1 140,000
의료기기기술개발 1 50,000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사업 4 722,000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연구사업 2 600,000
감염병방역기술개발 1 210,000
국민건강스마트관리연구개발사업 1 325,000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1 541,000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 1 200,000

다부처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2 270,000
총계 521 55,936,257 

[표 39] 부처별로 최근 5년간의 국내 간호 R&D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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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외 간호 R&D 투자 현황

1. 미국
국립간호연구소(NINR, National Institutes of Nursing Research)는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소속으로 간호 R&D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14개의 이슈 및 

미션 중심 연구소 중 하나이다. 미국의 간호 R&D 분류체계는 크게 증상과학(symptom 
science), 삶의 질 증진(wellness), 만성질환자 자기관리(self-management), 및 말기환

자 간호(end-of-life care)등 기술 중심이 아닌 국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목적 중심의 

분류 체계로 구성된다. NINR의 R&D 과제를 근거로 미국 간호 R&D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1,396개의 R&D 과제에 투자가 이뤄졌으며, 총 투자액은 4억 5,800
만 달러(한화 5,100억 원), 연평균 1억 5,266만 달러(한화 1,700억 원)에 달함. NINR 
R&D 투자액은 NIH 전체 R&D 투자액의 0.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0>

년도 과제 수 NINR R&D 
투자액($) 

NIH R&D   
투자액($)

NINR투자액
/NIH투자액*100

2018 451 144,812,693 37,311,000,000 0.39
2019 459 151,211,420 39,313,000,000 0.38
2020 486 162,459,673 41,685,000,000 0.39
합계 1,396 458,483,786 118,309,000,000 0.39

[표 40] 연도별 미국 간호 R&D 투자 현황 (2018-2020)

연도별 미국 간호 R&D 과제수 및 투자액 추이를 분석하였을 때, 과제수가 증가함에 따

라 투자액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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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연도별 미국 간호 R&D 과제수 및 투자액 추이 (2018-2020)

한국연구재단 RB분야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미국 간호 R&D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증진 및 간호시스템 연구에 비해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 연구에 약 2배 이상의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한국연구재단 RB분류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들은 ‘연구인력양성’, ‘연구센터지

원’, ‘기기개발’이었으며, 이들 과제의 비율은 전체의 40%를 차지하였다. 간호분야의 ‘연
구인력 양성’, ‘기기개발’ 과제는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그림 58] 미국 국립보건원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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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2018 2019 2020

과제수(%) 투자액($) 과제수(%) 투자액($) 과제수(%) 투자액($)

1.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
168 

(37.3) 74,452,869 197 
(42.9) 86,209,809 171 

(35.2) 74,674,916

2. 건강증진 및 간호시스템
97 

(21.5) 40,062,010 78 
(17.0) 32,153,340 112 

(23.0) 44,074,610

3. 기타 (연구인력양성) 89 
(19.7) 12,272,729 101 

(22.0) 13,098,567 130 
(26.8) 27,081,527

4. 기타(연구센터지원) 96 
(21.3) 17,815,206 79 

(17.2) 18,499,276 67 
(13.8) 14,654,158

5. 기타(기기개발) 1 
(0.2) 209,879 4 

(0.9) 1,250,428 6
(1.2) 1,974,462

합계 451 
(100) 144,812,693 459 

(100) 151,211,420 486
(100) 162,459,673

[표 41] 한국연구재단 RB분야 분류체계에 따른 NINR R&D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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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D 사례 연구기관 지원금($)

연구인력양성

Interdisciplinary Research Training in Health 
Behavior Science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224,903
Interdisciplinary Training in Cardiovascular 
Health Research JOHNS HOPKINS UNIVERSITY 138,795
Technology Research in Chronic and Critical 
Illness

UNIVERSITY OF PITTSBURGH AT PITTSBURGH 195,342
Interdisciplinary Training in Cancer, 
Caregiving and End-of-Life Care UNIVERSITY OF UTAH 481,670
Self-Management among Preteen and 
Adolescent Insulin Pump Users (SPIN) OHIO STATE UNIVERSITY 15,741
Omics and Symptom Science Training 
Program

UNIVERSITY OF WASHINGTON 284,085

연구센터지원

Technology Enhanced Self-Management 
Interventions for Fatigue and Pain: The 
Symptoms Self Management Center (Pilot 
Project Core)

MEDICAL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189,633

Precision in Symptom Self-Management 
(PriSSM) Center

COLUMBIA UNIVERSITY HEALTH SCIENCES 537,053
Hopkins Center to Promote resilience in 
persons and families living with multiple 
chronic conditions (the PROMOTE Center)

JOHNS HOPKINS UNIVERSITY 37,600

Exploratory Center of Excellence for 
Advancing Multimorbidity Science (CAMS) UNIVERSITY OF IOWA 374,683
Data Science Core - Center for the Study of 
Symptom Science, Metabolomics and Multiple 
Chronic Conditions

EMORY UNIVERSITY 72,621
P20 Exploratory Center for Precision Health 
in Diverse Populations NEW YORK UNIVERSITY 125,344
Center for Improving Palliative Care for 
Vulnerable Adults with MCC (CIPC)

COLUMBIA UNIVERSITY HEALTH SCIENCES 374,244

기기개발

Multimodal Mobile Intervention Application 
(app) to Address Symptoms in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 Survivors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167,500

A Stress and Pain Self-management 
m-Health App for Adult Outpatients with 
Sickle Cell Disease

UNIVERSITY OF FLORIDA 524,332

The Use of a Digital Application for Reporting 
Pain and Pain Management in Home Hospice

RUSH UNIVERSITY MEDICAL CENTER 235,500
Customized Health Alerts and 
Consumer-Centered Interfaces Using 
In-Home and Wearable Sensors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487,130

[표 42] 미국 NINR 기타 분류에 속한 R&D 사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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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일본의 AMED(Japan Agency for Medical Research and Development)는 의학연구 

R&D 컨트롤 타워로, 간호 영역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 JSPS76)(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의 KAKENHI(Grants-in-aid for scientific research) 프로그

램은 한국의 한국연구재단과 유사하며,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JSPS를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일본의 간호 R&D 세부 분류는 기초간호(Fundamental of Nursing-related), 임상간호

(Clinical Nursing-related), 생애주기간호(Lifelong developmental nursing -related), 
노인간호·지역사회 간호(Gerontological nursing and community health 
nursing-related)로 나뉜다. 

JSPS의 간호 R&D 과제를 근거로 일본 간호 R&D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1,882개의 R&D 과제에 투자가 이뤄졌으며, 총 투자액은 91억엔(한화 947억 원), 연
평균 30억엔(한화 315억 원)이었음. 간호 R&D 투자액은 전체 JSPS 예산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표 43>

년도 과제수 간호 R&D 투자액(￥) JSPS R&D 투자액(￥) 간호투자액/JSPS투자액 *100
2018 584 3,262,220,000 233,600,000,000 1.4
2019 644 2,616,900,000 237,200,000,000 1.1
2020 654 3,270,150,000 237,400,000,000 1.4
합계 1,882 9,149,270,000 708,200,000,000 1.3

[표 43] 연도별 일본 간호 R&D 투자 현황(2018-2020) 

 

연도별 일본 간호 R&D 과제수 및 투자액 추이를 분석하였을 때, 과제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액은 소폭의 변동이 있으나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9>

76) 일본학술진흥회 JSPS 홈페이지(http://hsps.go.jp)



한국연구재단

- 123 -

[그림 59] 연도별 일본 간호 R&D 과제수 및 투자액 추이 

한국연구재단 RB분야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일본 간호 R&D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도 기준으로 일본 간호 R&D는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45.0%)와 건강증진 및 간호
시스템 분야(53.4%)에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되고 있으며, 노인 대상, 지역사회 기반 연구
가 주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 RB분류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들은 ‘국제협력’, ‘인력 훈련’, ‘간
호로봇 개발’ 등으로 나타났다. 

분야 과제수(%) 투자액(￥)
1.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 297(45.0) 1,526,200,000
2. 건강증진 및 간호시스템 349(53.5) 1,685,320,000
3. 기타(국제협력) 5(0.9) 45,630,000
4. 기타(인력훈련) 2(0.4) 8,710,000
5. 기타(로봇개발) 1(0.2) 4,290,000

합 계 654(100) 3,270,150,000

[표 44] 한국연구재단 RB분야 분류체계에 따른 일본 R&D 투자 현황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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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영역 과제수 간호학분야연구비(￥) JSPS R&D 총투자액(￥) 비율(%)

2018

기초간호 139 673,790,000 　
임상간호 124 600,990,000 　

생애주기간호 132 1,030,250,000 　
노인간호·지역사회 간호 189 957,190,000 　

합계 584 3,262,220,000 233,600,000,000 1.4

2019

기초간호 155 714,090,000 　
임상간호 134 580,320,000 　

생애주기간호 150 707,850,000 　
노인간호·지역사회 간호 205 614,640,000 　

합계 644 2,616,900,000 237,200,000,000 1.1

2020

기초간호 149 728,520,000
임상간호 139 715,390,000

생애주기간호 143 695,370,000
노인간호·지역사회 간호 223 1,130,870,000

합계 654 3,270,150,000 237,400,000,000 1.38

[표 45] 일본 세부 분류별 간호학 R&D 투자 현황 (2018-2020)

3) 국내외 간호 R&D 투자 현황 비교를 통한 시사점  

2020년도 한해 투자 현황을 비교 시,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 기초간호 및 임상간

호 분야의 지원 과제수와 과제비율,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기초 및 임상간호 분야에서의 지원 과제수는 한국(51건)에 비해 미국(171

건)은 3배 수준, 일본(297건)은 5.8배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투자액 규모 역시, 한국에 

비해 미국은 25배 수준, 일본은 6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투자 분야에서는, 한국은 미분류에 해당하는 ‘연구센터지원’과 ‘국제협력’ 부분 등이 미

국과 일본에서는 따로 분류되어 투자되고 있으며, 지원 과제수와 투자액 규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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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과제수 투자액
한국연구재단간호학RB분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한국 미국 일본 한국 미국 일본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

임상간호중재
51건(37.8%) 171건 (35.2%) 297건(45%) 27억 원(29.3%) 747억 원(46.1%) 153억원(46.8%)

간호진단지표 평가기술
달리 분류되지않는 간호과학

건강증진 및 간호시스템

지역사회/보건간호중재
74건(54.8%) 112건 (23.0%) 349건(53.5%) 54억원(58.6%) 441억원(27.2%) 168억원(51.4%)

간호관리
간호정보표준화/보안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간호과학

미분류

간호기기개발기술 8건(5.9%) 6건(1.2%) 1건(0.2%) 9억원(9.7%) 19억원(1.1%) 0.4억원(0.1%)

미분류

연구인력양성 2건(1.5%) 130건(26.8%) 2건(0.4%) 2억원(2.1%) 271억원(16.7%) 0.8억원(0.3%)
연구센터지원 - 67건(13.8%) - - 147억원(9.0%) -
국제협력 - - 5건(0.9%) - - 4.5억원(1.4%)

합계 135건(100%) 486건(100%) 654건(100%) 92억원(100%)
1,620억원(100%)

327억원(100%)

[표 46] 한국, 미국, 일본의 간호 R&D 비교 종합 (2020)

* 1$=1,000원, 1￥=10원의 환율로 산정

[그림 60] 국내외 간호 R&D 과제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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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간호학분야 R&D 현황분석 결과 및 시사점

간호 R&D 투자 규모 확대 : 국내 간호 R&D가 국민건강증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분야인 간호 R&D 투자액이 상향되어야 함

2020년 국내 간호 R&D 과제수는 총 135건으로 미국은 한국의 3배인 486건, 일본은 

한국의 5배인 654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간호 R&D의 투자

액은 약 92억 원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은 한국의 18배인 1,620억 원, 일본은 4배
인 327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국가 간 경제규모의 차이를 감안하여 GDP 대비 간호 R&D 투자액 비중을 살펴보아도 

한국(0.00057%)은 미국(0.00075%), 일본(0.00065%)에 비해 간호 R&D에 대한 투자액

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간호 R&D에 대한 투자액을 국가 경제규모에 걸맞은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 전체 보건의료 R&D 투자액 대비 간호 R&D 투자액 비중은 0.5%로 미국(0.4%)과 

유사한 수준이나, 일본의 경우 한국의 2배 이상인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건의

료 R&D 투자액 중 간호 R&D에 보다 많은 투자액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한국 미국 일본
간호 R&D 투자액 92억원 1,620억원 327억원

GDP 1.6조달러 21조달러 5조달러
GDP 대비 간호 R&D 투자액 0.00057% 0.00065% 0.00076%

[표 47] 간호 R&D 투자액 국가별 비교 (2020)

출처 : 연구진 자체 작성

한국 미국 일본
0.5% 0.4% 1.1%

[표 48] 전체 보건의료 R&D 투자액 대비 간호 R&D 투자액 비중 (2019)

출처 : 연구진 자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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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간호 및 임상간호 분야는 간호 연구의 기반이 되는 분야이자 간호 산업과 바이오헬

스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그러나 국내 간호R&D 현황을 살펴보면, 기초

간호 및 임상간호 분야의 과제수는 51건으로 건강증진 및 간호시스템 분야(74건)의 3분
의 2 수준이며,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 분야에 대한 투자액은 27억 원으로 건강증진 및 간

호시스템(54억 원)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 과제수

는 171건, 투자액은 747억 원으로 건강증진 및 간호시스템(112과제, 441억 원)보다 간호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일본의 경우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 분야와 건강증진 

및 간호시스템 분야에 대한 R&D 과제수 및 투자액이 유사한 수준이다. 
따라서,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에 대한 R&D 과제수 및 투자액이 건강증진 및 간호시스

템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건강증진 및 간호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건강증진 및 간호시스템 R&D 투자액의 감액 없이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 R&D 투자액의 순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간호 R&D 분류 체계 세분화 및 분류 영역 확대: 현재 간호 R&D의 RB분야 분류체계는 미분류의 소외 

영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간호 R&D 분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균형있는 R&D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간호기기 개발기술’을 미분류 영역에서 연구과제 분류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간
호기기 개발기술은 바이오헬스 기술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로, 앞으로의 성장가능

성이 높고 국민건강, 국가경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한 

RB분야 분류체계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의 

대부분 항목들이 RB분야에 포함되었지만, 간호기기 개발기술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2020년에 간호기기 개발기술에 대한 R&D는 8건, 총 9억 원이 투자되어, 기타 분

야 중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분류로 신설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차세대 연구인력 양성’ 혹은 ‘간호과학자 양성’ 등 인적자원 양성을 미분류 영역에

서 연구과제 분류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간호 연구인력 양성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이 주도하는 미래 보건의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간호 R&D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주체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2020년 국내 간호 R&D 분야에서 

간호 연구인력 양성 연구는 2건, 2억 원으로 아직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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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력 양성을 별도의 분류로 규정하고, 130건의 과제에 271억 원을 투자하여 매우 활발

한 R&D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국내 간호 연구인력양성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고 체계적

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연구센터 지원’을 미분류 영역에서 연구과제 분류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연구센

터의 설립과 확장은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간호 R&D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

출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간호 연구 센터 지원을 

독자적 연구 분류로 규정하고, 전체 간호 R&D 과제의 26.8%에 해당하는 큰 비중으로 다

루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해당 영역이 독립적 연구과제 분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전략적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국제협력’을 미분류 영역에서 연구과제 분류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 및 간

호 연구자의 국제화 역량 강화, 국제 연구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해외기관과 연구자의 교

류 및 협력 증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국제협력을 각각 독자적 연구 분류로 규정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도 해당 영역을 독립적 연구과제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헬스라는 큰 흐름에 맞추어 간호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R&D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정부는 바이오헬스 R&D 분야를 정책과 맞물린 10개 

분야로 조정하였다.77) 이는 원천·기반 연구, 바이오융복합, 의약품, 의료기기, 재생의료, 
헬스케어서비스, 임상·보건, 산업혁신·규제과학, 전문인력양성, 생명자원·정보인프라인데 

간호는 인문/사회/자연과학을 아루르는 응용학문으로써, 서비스 중심의 돌봄 지식과 기술

을 창출하는 학문으로, 위 10개 분야에 ‘간호’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간호 R&D에서는 1)서비스를 창출할 기초 지식 및 기반 기술을 창출할 연

구 개발을 강화하고, 2)간호기기 요소 및 기기 개발 분야를 포함함으로써 산업화 가치를 

높힐 수 있어야 하며, 3)간호기기 연계, 헬스케어서비스 연계와 같은 바이오와 헬스의 융

합을 위한 서비스 중개 연구도 활성화해야 한다. 4)헬스케어서비스는 간호의 핵심 영역으

로, 건강과 관련된 빅데이터 공통 플랫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연구 및 신기술 영역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5)임상·보건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임상연구 및 

질환 대응연구를 지원해야 하며, 6)간호 R&D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7)정보인프

라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77) 과학기술혁신본부,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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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치의학 분야

연세대학교 김의성

제1절. 치의학분야 국외(미국) R&D 현황 분석

1. 연구개발비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의료, 건강 

및 행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주요 연방 기관이다. 현재 27 개의 연구소 및 

센터와 국장실(OD)로 구성되어 있다. 
NIH의 중요 업무는 다양한 분야의 기초, 임상, 중개연구를 지원하며 또한 연구자 교육, 

건강 관련 정보의 모집 및 배포이다. NIH 예산의 약 80%는 보조금 및 계약을 통한 교외 

연구 자금으로 지원되고 약 10%는 NIH가 운영하는 시설의 교내 연구원의 연구비로 사용

된다. 지난 25년간 NIH의 연구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 된 NIH 자금을 살펴볼 때 NIH 자금의 구매력은 2003 회계 연도에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 10년 이상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61] NIH 연구비 규모 , 1995-2021년 (NIH Budge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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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s/Centers FY2020 Final FY2021 Request
Cancer Institute (NCI) $6,440 $5,881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NHLBI) $3,625 $3,298
Dental/Craniofacial Research (NIDCR) $478 $435
Diabetes/Digestive/Kidney (NIDDK)a $2,115 $1,924
Neurological Disorders/Stroke (NINDS) $2,447 $2,245
Allergy/Infectious Diseases (NIAID)
Error! Reference source not found.

$5,876
$5,885

General Medical Sciences (NIGMS)c $1,706 $1,931
Child Health/Human Development (NICHD) $1,557 $1,416
National Eye Institute (NEI) $823 $749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NIEHS)d $803 $730
National Institute on Aging (NIA) $3,546 $3,226
Arthritis/Musculoskeletal/Skin Diseases (NIAMS) $625 $568
Deafness/Communication Disorders (NIDCD) $491 $446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 $2,043 $1,845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 $1,458 $1,432
Alcohol Abuse/Alcoholism (NIAAA) $547 $497
Nursing Research (NINR) $172 $157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 (NHGRI) $604 $550
Biomedical Imaging/Bioengineering (NIBIB) $405 $368
Minority Health/Health Disparities (NIMHD) $336 $305
Complementary/Integrative Health (NCCIH) $152 $138
Advancing Translational Sciences (NCATS) $833 $788
Fogarty International Center (FIC) $81 $74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 $457 $416
Office of Director (OD)e $2,247 $2,099
Innovation Accountf $157 $109
Buildings and Facilities (B&F) $200 $300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on Safety & Quality (NIRSQ) — $257
Subtotal, NIH (LHHS Discretionary BA) $40,223 $38,811
PHS Program Evaluation (provided to NIGMS) $1,231 $741
Superfund (Interior approp. to NIEHS)g $81 $74
Nonrecurring Expenses Fund (NEF) Transfer (to Buildings and 
Facilities)h ($225)i —
Mandatory type 1 diabetes funds (to NIDDK)j $150 $150
Patient-Centered Outcomes Research Trust Fund (PCORTF) — $98
NIH Program Level $41,685 $39,133

[표 49] NIH 산하 부속 연구소의 2020년, 2021년 연구개발 지원액 

(budget authority, in millions of dollars) 

주)미국국립의학연구소 부속 연구소별 연구과제지원액, 2020-2021년 (NIH Budget Office, 
https://officeofbudget.od.nih.gov/pdfs/FY21/br/5-SupplementaryTables.pdf, except as noted above.)

예산규모는 암 관련 분야 (National Cancer Institute, NCI), 알러지∙감염병(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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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 NIAID), 심장∙폐∙혈액 질환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NHLBI) 순으로 연구개발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았

다. 
치의학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NIDCR(National Institute of Dental and 

Craniofacial Research)의 연구개발 지원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478,000,000달러로 NIDCR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는 전체 NIH 연구개발비의 1.1%에 해

당된다. 

[그림 62] 미국국립의학연구소 NIDCR 연구과제지원액

출처 : NIH Budget Office, nidcr-congressional –justification-2020.pdf)

NIDCR의 연구개발비의 65%는 외부연구비로, 15%는 NIDCR의 내부 연구비로 사용되

며 나머지는 연구자훈련,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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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2020년 미국국립의학연구소 NIDCR 예산 분야별 지원액

출처: (NIH Budget Office, nidcr-congressional –justification-2020.pdf)

NIDCR의 연구개발비의 연구분야별 사용은 구강 및 두개안면부위 기초생물학연구분야 

181,503달러, 임상연구분야 63,449달러, 유전학 및 유전체분야 49,287달러, 행동 및 사

회학 분야 16,400달러 순으로 사용되었다(각 분야별 내용은 이후 설명).  

구분 FY 2018 FY 2019 FY 2020
Extramural Research Amount Amount Amount
Detail
Oral and Craniofacial Biology $204,688 $211,603 $181,503
Clinical Research $71,555 $73,972 $63,449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18,495 $19,119 $16,400
Genetics and Genomics $55,583 $57,461 $49,287
Subtotal, Extramural $350,320 $362,155 $310,639
Intramural Research $68,299 $70,341 $60,494
Research Management & Support $28,064 $29,285 $26,361
TOTAL $446,683 $461,781 $397,493

[표 50] 연구분야별 연구개발비 지원 현황(Dollars in Thousands)

출처: NIH Budget Office, nidcr-congressional –justification-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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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개발 내용

1) NIDCR 미래 치의학 연구개발 동향

NIDCR은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를 진전시키는 연구를 수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과, 구
강, 두개안면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의 3가지 주제를 중심으

로 미래 치의학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① 새로운 도구와 기술 도입 (Transformational Tools and Technologies)
영상,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제조 기술을 포함하는 Digital Dentistry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Digital Dentistry는 치과 진료에서 정확성,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진료

를 직접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Digital Dentistry의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 NIDCR은 두 

가지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한 프로그램은 3D 프린팅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임상에 적

용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바이오 센서를 포함한 소형 구강 바이오 장치의 개발을 통하여 

질병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국소 및 전신질환을 모니터링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② 견고한 기초학문의 구축

견고한 기초 학문의 성장을 토대로 구강 건강 개선을 넘어 응용 분야로의 확대를 통해 

상업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③ 차세대 연구 주제 발굴

NIDCR은 2018년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지난 기간 동안의 치의학발전을 기념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위한 목표를 확립하였다. 이 이정표에 맞추어 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략적 비전 구상인 NIDCR 2030을 선포하였다.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분야는 구강과 

전신건강을 통합하는 것이다. NIDCR은 구강 및 전신 건강 및 질병의 공유된 생물학적 메

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의사들에게 구강과 전신 건

강 사이의 연관성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강 검사를 수행하는 것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홍

보하고 있다. 또한 나이에 따른 구강건강보고서를 발행하여 치아, 구강 및 전신 건강 개선

의 기회와 방해물을 파악하고 새로운 치의학 연구의 방향설정과 구강건강보건제도 확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2) 미국 NIDCR 현재 치의학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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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l and Craniofacial Biology Research
종합적인 치아, 구강, 두개안면 생물학 연구를 지원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두개안

면부위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를 진전시키기 위한 과학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연구는 개선된 치과수복물질과 구강 바이오디바이스의 개발, 두
개안면부위 질병의 기초 유전학에 대한 더 나은 이해, 구강 건강과 전신건강 사이의 연관

성에 대한 통찰력,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의 발전, 만성 구강 통증의 원인과 중복되는 통증 

상태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 등을 진행한다. 아래는 선정된 NIDCR 프로그램의 진행과 연

구 이니셔티브의 예이다. 
- 재생의학(Regenerative Medicine Program)
- 두개안면 통증(Orofacial Pain Program)
- 두개안면 질환(Craniofacial Disorders Program)
- 두개안면 면역(Immune system in Oral and Craniofacial region)

◦ Clinical Research
기초 두개안면부 연구에 대한 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NIDCR은 임상 시험, 역학 연구, 지

역 사회 기반 연구 및 구강 건강 불균형 연구를 포함한 광범위한 임상 연구 활동을 지원한

다. 아래는 이 영역 내의 선택된 프로그램의 예이다. 
- 치주질환(Periodontal Disease Program)
- 구강암(Oral Cancer Program)
- 구강건강 취약계층 연구 (HIV/low income and racial/ethnic minority groups)

◦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Research
행동과학과 사회과학 연구는 나이별로 구강 및 전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근거 기반 전략

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IDCR이 지원하는 연구는 행동적, 사회적 요인이 구강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의사 결정과 행동에 가장 잘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분야의 향후 연구는 구강 건강의 불균형과 불평등

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는 이 연구 영역 내의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에서 

진행된 연구의 예들이다.
- 취약계층-자폐증, 다운증후군 환자의 치료여건 조성, 인지장애를 가진 노인들 (Programs 

for Vulnerable Pop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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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계층의 구강 건강 및 행복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Initiatives)

◦ Translational Genetics and Genomics
유전학, 게놈학 및 발달 생물학 등을 통한 발견이 두개안면 장애의 예방 및 치료 개선에 

적용을 지원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 통합 

및 보급하기 위한 도구 및 기술 개발을 하는 데이터 과학 분야의 연구를 지원한다. 이 분

야에서는 중개연구를 목표로 하는 모델 동물을 이용한 새로운 분자기전의 발굴부터 사람

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까지 넓은 범위를 포함하면서 분자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것에서 부

터 인구 수준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포함된다.

제2절. 치의학분야 국내 R&D 현황 분석

1. 국내 연구개발비 현황 

1)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비 현황

2019년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 중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비는 1조 7,718억원로 전

체 연구개발비의 8.59%를 차지하며 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402억원, 보건복지부

가 4,568억원, 산업통상자원부가 2,249억원, 교육부가 1,356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

고 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보건의료 연구개발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1조 

1,970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1조 7,718억원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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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정부 총 R&D 188,757 190,044 193,927 197,759 206,254

보건의료 15,261(8.09) 15,505(8.16) 16,372(8.44) 16,844(8.52) 17,718(8.59)
과기부 총 R&D 64,696 65,246 67,342 66,779 69,851

보건의료 5,751(8.89) 5,783(8.86) 6,716(9.97) 6,529(9.78) 7,402(10.60)
복지부 총 R&D 5,042 5,191 4,999 5,150 5,142

보건의료 4,292(85.12) 4,457(85.86) 4,383(87.68) 4,582(88.97) 4,568(88.84)
산자부 총 R&D 34,348 34,184 30,875 31,059 32,329

보건의료 2,468(7.19) 2,376(6.95) 1,973(6.39) 2,037(6.56) 2,249(6.95)
교육부 총 R&D 16,494 17,114 17,349 17,382 19,089

보건의료 1,020(6.18) 1,026(6.00) 1,157(6.67) 1,334(7.67) 1,356(7.10)
중기벤처부

총 R&D 9,894 9,470 10,558 10,426 10,194
보건의료 649(6.56) 741(7.82) 822(7.79) 771(7.39) 794(7.79)

그 외 총 R&D 58,279 58,839 62,804 66,963 69,639
보건의료 1,081(1.86) 1,122(1.91) 1,321(2.10) 1,592(2.38) 1,349(1.94)

[표 51] 정부 및 부처별 보건의료 R&D 투자 현황(단위: 억원, %)

출처: 총 R&D(NTIS 과학기술통계_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_(신)부처별) 
보건의료분야 R&D는 NTIS 과학기술통계_과학기술표준분류(대)_(신)부처별(2020.12.21. 기준) 

* 2017년 다부처사업의 부처명 부여건을 다부처로 재처리함에 따라 2017년 통계치 일부 상이함 

* 그 외는 표기부처를 제외한 부·처·청, 범부처 사업(’15-’16), 다부처 사업(’17-’19)의 총합

2019년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비 1조 7,718억원중 치의과학 분야 연구

개발비는 399억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비 중 2.25%를 차지했다. 2016년도

에서 2019년도까지 치의학분야 연구개발비는 329억원에서 399억원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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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표준분류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15,261(100) 15,505(100) 16,372(100) 16,844(100) 17,718(100)

의생명과학 2,696(17.7) 2,589(16.7) 2,592(15.8) 2,367(14.1) 2,553(14.41)
임상의학 1,533(10.0) 1,778(11.5) 2,052(12.5) 2,353(14.0) 2,527(14.26)

의약품/의약품개발 2,911(19.1) 2,958(19.1) 3,353(20.5) 4,075(24.2) 4,079(23.02)
치료/진단기기 2,319(15.2) 2,278(14.7) 2,315(14.1) 2,344(13.9) 2,539(14.33)

기능복원/보조/복지기기 671( 4.4) 670( 4.3) 680( 4.2) 683( 4.1) 788( 4.45)
의료정보/시스템 482( 3.2) 549( 3.5) 538( 3.3) 701( 4.2) 684( 3.86)

한의학과 781( 5.1) 790( 5.1) 751( 4.6) 773( 4.6) 760( 4.29)
보건학 365( 2.4) 344( 2.2) 399( 2.4) 338( 2.0) 383( 2.16)

간호과학 83( 0.5) 88( 0.6) 111( 0.7) 109( 0.6) 140( 0.79)
치의과학 329( 2.2) 322( 2.1) 315( 1.9) 348( 2.1) 399( 2.25)

식품안전관리 207( 1.4) 197( 1.3) 170( 1.0) 148( 0.9) 155( 0.87)
영양관리 15( 0.1) 18( 0.1) 29( 0.2) 40( 0.2) 21( 0.12)

의약품안전관리 231( 1.5) 175( 1.1) 159( 1.0) 154( 0.9) 170(0.96)
의료기기안전관리 120( 0.8) 125( 0.8) 128( 0.8) 96( 0.6) 122(0.69)

독성/안전성관리기반기술 478( 3.1) 462( 3.0) 426( 2.6) 436( 2.6) 455(2.57)
기타 보건의료 2,036(13.3) 2,163(14.0) 2,355(14.4) 1,879(11.2) 1,942(10.96)

[표 52] 정부투자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억원, %)

출처: NTIS 과학기술통계_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중)(2020.12.21., 기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과학기술통계를 이용한 결과로 (신)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기준상 

‘보건의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만 분석(과기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에 근

거 한 통계정보) 

치의과학 분야 연구개발비는 아래의 연구주제별로 사용되었다.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헬스 R&D 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 138 -

구분 2018 2019
치의학 59 64

구강생물학 59 72
구강병리학 17 20

구강보건학/예방치과학 9 10
치과생체재료학 42 53

구강종양학 8 9
치과교정학 7 7

구강내과학/구강악안면방사선학 9 8
구강악안면외과/성형재건외과 23 24

치과수복학 17 23
치주과학 18 24

치과의료기기 67 74
분류되지 않은 치의과학 10 13

[표 53] 정부투자 치의과학 연구주제별 연구개발비 현황(단위: 억원)

출처: NTIS 과학기술통계_통계상세분석_(신)부처별/(신)과학기술표준분류;대(2021.04.16. 기준) 

대부분의 연구개발비를 보건의료 연구개발비로 사용하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2019년 연

구개발비 5,142억원의 88.98%인 4,568억원를 보건의료 연구개발비로 사용하였고 이중 

치의학분야 연구개발비는 399억원으로 전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 연구개발비의 0.88%이

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건의료 연구개발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4,292억원

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4,568억원으로 확대되었다. 2019년 치의과학 연구에 

보건의료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1억원 증가하였으나 2015년 대비 4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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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복지부 R&D 전체 5,042 5,191 4,999 5,150 5,142
과학기술 R&D 5,034( 100) 5,183( 100) 4,990( 100) 5,142( 100) 5,134( 100)

보건의료 4,292(85.26) 4,457(85.99) 4,383(87.84) 4,582(89.11) 4,568(88.98)
생명과학 550(10.93) 527(10.17) 443( 8.88) 381( 7.41) 343( 6.68)
뇌과학 62( 1.23) 65( 1.25) 51( 1.02) 57( 1.11) 61( 1.19)
화학 36( 0.72) 33( 0.64) 28( 0.56) 24( 0.47) 22( 0.43)
재료 17( 0.34) 17( 0.33) 12( 0.24) 13( 0.25) 13( 0.25)
기타 77( 1.63) 84( 1.62) 72( 1.44) 86( 1.67) 128( 2.49)

[표 54] 보건복지부 과학기술 R&D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억원, %)

출처: NTIS 과학기술통계_통계상세분석_(신)부처별/(신)과학기술표준분류;대(2020.12.21. 기준) 
* 범부처사업(’15-’16), 다부처 사업(’17-’19)제외 

* 기타는 표기한 5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복지부 R&D 전체 5,042 5,191 4,999 5,150 5,142

과학기술 R&D 5,034(100) 5,183(100) 4,990(100) 5,142(100) 5,134(100)
보건의료 4,292(85.26) 4,457(85.99) 4,383(87.84) 4,582(89.11) 4,568(88.98)

의생명과학 869(20.25) 765(17.16) 661(15.08) 478(10.43) 435( 9.52)
임상의학 819(19.08) 870(19.52) 717(16.36) 760(16.59) 851(18.63)

의약품/의약품개발 813(18.94) 737(16.54) 857(19.55) 1,220(26.63) 1,037(22.70)
치료/진단기기 214( 4.99) 263( 5.90) 254( 5.80) 329( 7.18) 371( 8.12)

기능복원/보조/복지기기 81( 1.88) 85( 1.91) 84( 1.92) 109( 2.38) 119( 2.61)
의료정보/시스템 34( 0.79) 67( 1.50) 42( 0.96) 116( 2.53) 164( 3.59)

한의학과 130( 3.03) 158( 3.54) 160( 3.65) 184( 4.02) 117( 2.56)
보건학 232( 5.41) 193( 4.33) 177( 4.04) 158( 3.45) 242( 5.30)

간호과학 2( 0.05) 2( 0.04) 2( 0.05) 2( 0.04) 3( 0.07)
치의과학 44( 1.03) 45( 1.01) 34( 0.78) 39( 0.85) 40( 0.88)
영양관리 1( 0.02) 1( 0.02) 1( 0.02) 2( 0.04) 3( 0.07)

의약품안전관리 5( 0.12) 23( 0.52) 7( 0.16) 5( 0.11) 7( 0.15)
의료기기안전관리 19( 0.44) 12( 0.27) 18( 0.41) 18( 0.39) 21( 0.46)

[표 5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 투자 현황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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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TIS 과학기술통계_통계상세분석_(신)부처별/(신)과학기술표준분류;대(2020.12.21. 기준) 

제3절. 치의학분야 제언사항

1. 치의학분야의 급격한 변화 현황
현재 치의학분야 연구개발비는 전체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비에서 국내외적으로 

1-2% 내외를 차지하는 양상이었다. 이는 전체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비의 상당히 적은 

부분으로 치의학 분야가 보건의료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존 현황과 비슷한 정도를 차지하

는 것으로 보인다.  

◦ 구강영역 질환 치료에 대한 수요 및 수준 증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2018년 기준 65세 이

상 고령 인구가 약 73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며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

행되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도 크게 높아졌다. 이는 이전 세대에서는 구강영역 질환으로 인한 불편함은 참고 

지냈다면 앞으로는 구강의 건강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와 맞닿아 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수요는 미충족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전 연령대에서 질병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급여 중 치은

염 및 치주질환이 1위, 치아우식증이 2위이며, 65세 이상 노인의 다발성 질병 중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위,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가 9위를 차지한다. 

독성/안전성관리기반기술 26( 0.61) 25( 0.56) 24( 0.55) 29( 0.63) 10( 0.22)
기타 보건의료 1,005(23.42) 1,213(27.22) 1,345(30.69) 1,131(24.68) 1,148(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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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상병별 진료실인원 (명) 내원일수 (일) 급여일수 (일) 진료비 (천원) 급여비 (천원)
1위 K05_치은염 및치주질환 16,854,301 34,690,022 63,357,271 1,624,146,787 1,133,914,969
2위 J20_급성기관지염 16,103,362 57,227,702 263,856,647 1,711,184,045 1,272,635,794
3위 J30_혈관운동성 및앨러지성비염 7,046,897 17,054,790 112,334,353 542,967,854 394,165,382
4위 K02_치아우식 6,451,476 11,184,730 13,545,659 559,241,263 397,651,774
5위 I10_본태성(원발성)고혈압 6,290,325 46,106,224 1,647,920,647 3,450,857,649 2,457,556,682

6위 J06_다발성및상세불명부위의급성상기도감염 5,681,270 11,346,588 54,400,320 332,701,035 243,714,262
7위 M54_등통증 5,419,768 25,039,574 103,523,248 985,951,360 712,707,340
8위 K29_위염 및 십이지장염 5,242,035 9,468,011 90,719,311 468,156,603 323,248,741
9위 J03_급성편도염 5,132,064 10,173,776 44,804,651 332,850,205 245,560,607
10위 L23_앨러지성접촉피부염 4,665,140 9,350,225 55,803,624 282,178,408 206,268,070

[표 56] 2019년 질병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급여 현황 (2021년 2월 갱신)

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1_A075111&conn_path=I2 

순위별 상병별 진료실인원 (명) 내원일수 (일) 급여일수 (일) 진료비 (천원) 급여비 (천원)
1위 K05_치은염 및 치주질환 2,995,167 7,459,930 15,704,736 305,232,653 218,561,522
2위 I10_본태성(원발성)고혈압 2,854,312 23,263,695 761,811,522 1,737,156,740 1,260,898,112
3위 J20_급성기관지염 2,114,713 6,044,881 33,579,811 193,791,696 153,728,129
4위 M54_등통증 1,640,689 11,743,482 53,445,749 415,861,745 319,118,948
5위 M17_무릎관절증 1,631,691 13,543,604 96,313,918 1,195,715,154 894,171,458
6위 E11_2형당뇨병 1,315,765 10,715,409 321,757,416 1,137,789,939 805,146,103
7위 K29_위염 및 십이지장염 1,204,310 2,822,893 32,933,405 136,248,973 99,011,942
8위 K21_위-식도역류병 1,186,512 3,284,517 58,657,995 205,384,925 143,374,580
9위 K08_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 1,168,526 3,699,834 6,450,215 1,574,772,768 1,106,442,964
10위 M48_기타척추병증 1,140,479 9,307,288 66,082,686 599,388,280 435,688,034

[표 57] 2019년 65세이상 노인 질병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 (2021년 2월 갱신)

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1_A090111&conn_path=I2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1_A090111&conn_path=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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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의 상호연관성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이 더해지면서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관
심도 증가하고 있다. 구강건강과 전신건강과의 상관관계는 몇몇 논문을 통해서 보고되는 
수준을 지나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자와 치과의사들
이 경험적,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치주 질환과 당뇨병, 심장병, 
뇌졸증 등 특정 전신 질환과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구강마이크로바이
옴과 전신질환과의 연관성 및 진단으로서의 가능성 등이 제시되고 있는 이를  체계적을 
연구하고 임상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 4차 산업혁명과 치의학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치과진료도 전통적인 치료법에서 벗어나 점점 디지털화, 데
이터화가 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치과진료의 특성상 타 의료분야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책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K-방역과 같은 K-dentistry라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치의학과 의료산업

치의학 분야는 국민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발전 측면에서도 양적으로 많은 성

장을 이루고 있다. 2019년도 의료기기부분 매출액 상위 1위는 치과용임플란트 고정체였

으며 이 외에도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 등이 상위 품목으로 

등록되어 있으여며 아울러 치과용전산화단층촬영엑스선장치는 2018년 10위에서 2019년 

7위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아울러 치과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해외수출액 상위품목으로 

등록되어 있다. 

순위별 2019 2018
품목명 금액 품목명 금액

1순위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984,234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753,404
2순위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470,607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524,656
3순위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 377,930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 319,737
4순위 조직수복용생체재료 243,548 조직수복용생체재료 227,078
5순위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241,248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220,116
6순위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 177,741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 163,560
7순위 치과용전산화단층촬영엑스선장치 157,399 의료영상획득장치 125,057
8순위 의료영상획득장치 143,146 개인용체외진단검사시약Ⅱ 101,391
9순위 개인용온열기 103,968 안경렌즈 96,846
10순위 개인용체외진단검사시약Ⅱ 95,455 치과용전산화단층촬영엑스선장치 89,764

[표 58] 매출액 상위 품목(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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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khidi.or.kr/board;jsessionid=7Bpjg2mW10y8nqJLLjpKZJVljJ8fp6087PPnbTZJTL01fGbvGW3r!684166

558?menuId=MENU01518&siteId=SITE00004

의료기기품목군별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진료용 일반장비  49,874,936  51,757,373  43,404,336

 수술용 장치  257,169,564  223,852,777  196,042,553
 의료용 챔버  1,398,115  1,730,339  1,347,950

 생명유지 장치  6,919,481  7,026,251  11,793,056
 내장기능대용기  90,000  54,000  18,000

 진단용 장치  400,116,573  353,437,975  306,851,258
 의료용 자극발생 기계기구  173,789,665  167,971,918  165,499,772

 시술용기계기구  54,136,201  52,428,652  61,037,154
 환자운반차  595,813  846,995  704,110

 생체현상측정기기  892,901,268  979,771,293  905,713,520
 체외진단용기기  70,896,318  68,651,287  41,620,616

 의료용 경  55,495,655  29,460,865  16,053,063
 의료처치용 기계기구  90,951,265  81,331,243  73,425,221
 주사기 및 주사침류  129,129,659  138,511,874  125,725,879
 치과처치용 기계기구  2,635,515  2,769,799  5,063,367

 시력보정용렌즈  220,036,059  216,920,030  184,810,408
 보청기  97,416  601,344  75,106

 의료용물질생성기  8,408,585  11,430,271  9,793,028
 체내삽입용 의료용품  493,468,885  405,201,586  348,697,229

 인체조직또는기능대치품  247,046,366  234,182,772  207,246,154
 체외용 의료용품  31,564,356  24,254,001  25,052,185

 피임용구  1,932,702  3,101,273  2,954,617
 치과용 합금  6,218,217  4,811,917  3,996,296

 치과처치용 재료  86,752,879  75,463,819  71,503,848
 체외진단 의료기기용 시약류  428,126,624  474,354,679  355,781,594

 유헬스케어의료기기  177,250  289,500  -
 총계  3,709,929,367  3,610,213,833  3,164,210,320

[표 59] 의료기기품목별 수출액(단위: $)

출처: 
https://www.khidi.or.kr/board;jsessionid=7Bpjg2mW10y8nqJLLjpKZJVljJ8fp6087PPnbTZJTL01fGbvGW3r!684166

558?menuId=MENU01518&siteId=SITE00004

이러한 지표들은 치의학분야 전체 보건의료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록 적지만 그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으면 국가의 부족한 지원에도 보건의료 산업분야에서 차지하는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헬스 R&D 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 144 -

비중은 상당히 높아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동반이 된다면 그 위상 및 파급력이 매

우 클 수 있다는 것은 암시한다. 
하지만 국민 보건의료의 중심축인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총 연구개발비의 0.88%만이 

치의학연구에 투자되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우리나라 기초연

구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하

는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연구비 수주의 많은 경우에 연구의 수월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는 치의학분야가 타 분야와 비교하여 상대적 규모가 적음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논문의 

impact factor가 낮을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학문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치의학분야 연구개발 발전을 위한 제안 
치의학분야 연구개발 발전을 위한 필요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 치의학분야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한 산학연 협의체 구성

미국의 NIDCR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록 NIDCR이 운영하는 연구개발비는 

전체 NIH 예산의 1.1%이지만 2018년 NIDCR는 창립 70년을 맞아 미래 치의학연구의 방

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게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다. 아울러 비록 연구의 수월성은 낮은 

분야이지만 사회취약 계층의 구강건강을 위한 연구도 적정 수준 지원하고 있다. 이는 

NIDCR이 치의학 연구개발비의 거버넌스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판단된

다. 하지만 국내의 연구비는 대부분 연구수월성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경향이 많아 치의학

분야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여 미래 치의학 분야의 연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현재 치의학분야 보건의료산업이 매우 긍정적인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

만 한국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우리 치과산업이 특정 분야를 제외하면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이 떨어지고 양적 성장에 의존해 원천기술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고부가 

가치의 치과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 원천기술 확보에 연구개발비 투자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미래 치의학, 치과 의료산업 연구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이 협의체에서 진행

해야 할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미래 치의학 연구분야의 선제적 발굴과 선투자

- 신성장 동력이 될 중개연구 분야의 기초, 원천기술 확보

-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치과의료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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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의학분야 학문 후속세대 양성

◦ 미래 치의학 연구분야의 선제적 발굴과 선투자

오랫동안 큰 변화 없었던 치과임상치료법은 최근 디지털화, 데이터산업의 발전으로 급

격히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국내 치의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연구수월성에 기반한 연구

개발비 지원이 아닌 Top-down방식을 통해 이 분야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분야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digital dentistry)와 구강건강과 전신건강과의 

연관관계 연구들이 해당이 된다.
최근 우리나라 기초연구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은 각 연구분야별로 연구개발비가 가장 효율적으

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분야별 포트폴리오를 수립하고 있다. 분야별 포트폴리오가 단순한 

연구개발비의 배분 방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분야 발

굴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하고 국책사업단 내에 분야별 집중과제를 장기계획을 세워 진행할 

수 있다면 새로운 미래 치의학 먹거리 발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치과의료기술의 기초 및 원천기술 확보 지원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한 치의학 보건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초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부분 중계연구라는 

명목으로 임상에 적용하는 부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좀 더 기초 원천 기술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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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의학 분야

경희대학교 고성규

제1절 한의학 분야 해외 현황분석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래사회는 생명과학과 신소재 의약사업 등 첨단 바이오 

기술 분야가 세계 경제를 선도할 전망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한의학의 범주에 해당하는 

보완통합의학(Complementary and Integratvie Medicine and Health)에 대한 관심과 수

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보완통합의학의 R&D 투자 규모도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연구정책의 강화를 통해 연구개발비의 대규모로 투입되고 있으며, 한편으

로는 이 분야의 세계 표준 및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공표하는 등 세계 주요국

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세계 보완통합의학분야의 시장규모는 지속성상하는 중이며, 2019년에 세계적으로 816

억달러에 달하며, 그중 미국이 243억달러, 유럽이 276억달러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표 60).

구분 2019년 2021년 2023년 2025년 2027년 2030년 CAGR
북미 243.3 315.5 412.5 540.5 713.7 1,110.7 14.8%
유럽 276.7 361.4 474.5 624.9 828.4 1,287.9 15.0%

아시아태평양 199.8 263.6 350.5 466.2 623.3 983.2 15.6%
남미 55.9 72.5 94.4 123.5 162.6 249.9 14.6%
중동아프리카 40.5 52.1 67.4 87.5 114.5 174.2 14.2%
합계 816.1 1,065.1 1,399.3 1,842.6 2,442.5 3,805.9 15.0%

[표 60] 세계 보완대체의약 시장 규모(단위: 억 달러)

 * MarketResearch.BIZ, Glob (https://marketresearch.biz/)

보완통합의학 분야의 정부 연구개발비를 주요국별로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중국의 중
의약 연구비 예산은 4,508.2억 원, 미국의 보완통합의학 연구개발예산은 5,939.4억 원이
다. 한국의 한의학 관련 연구개발예산은 1,106.4억 원의 규모로 중국의 24.5%, 미국의 
18.6%에 해당되는 수준이다(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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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한 국 980.4 1,103.9 1,145.7 1,132.9 1,243.5 1,106.4
중 국 1,315.2 1,520.2 1,541.2 1,740.7 2,225.5 2,618.0

(4,508.2억원)
미 국 367.2 381.2 392.7 404.3 461.0 531.3

(5,939.4억원)

[표 61] 한국, 중국, 미국 한의학 R&D 투자 규모 비교

(단위: 년, 억 원, 백만 위안, 백만 달러)

* 환율 미국달러화 1117원, 중국위안화 172원(2021년 4월 22일 기준)

1. 미국의 R&D

1) 미국의 정책지원

미국은 세계 전통의약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육성정책과 동양권에서의 이민자의 증가

에 따른 동양 문화의 확산에 따른 동양의학에 대한 인식 확대로 한의약 분야에 해당하는 

보완통합의학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정책적인 면에서는 

보완통합의학 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을 장려하여, 2012년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NHIS)에 의하면 미국 성인의 33%, 아동의 12%가 보

완통합학을 치료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147억달러의 의료비와 128억달러의 천연물

의약품 그리고 27억달러의 Self care 비용을 쓰고 있다. 그 중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허브

보충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허브보충제 시장은 ’19년 62억 5,270달러에서 

’24년 약 78억 2,935만 달러로 성장할 전망(연평균 성장률 4.6%)이다.78) 

2) 미국의 연구지원

미국의 보완통합의학분야의 정부연구비는 대부분 미국국립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립보건연구원이 보완통합의학

분야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말 그대로 범정부차원의 보완통합의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

으며, 국가에서 보완통합의학 치료나 관련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국가에서 판단하여 

정확한 정보제공을 할 필요에 의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완통합의학분야의 연구와 산업이 커지고 있어, 인허가 및 규제관련 부분도 지속적으

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CDER 산하에 Botanical Drug Product 
78) 출처: Herbal/Traditional Products in the US, Euromonitor, 2020.10
https://www.nccih.nih.gov/health/paying-for-complementary-and-integrative-health-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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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을 만들었고, 보완통합의학 분야의 의약품개발자를 위한 Guideline도 제정하였다. 
미국의 정부차원 연구비 지원을 보면 보완통합의학을 주도적으로 연구하는 NIH의 

NCCIH와 NCI 주도의 연구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18‘년 미국국립보건원(NIH)의 

보완통합의학 연구개발 예산은 447.6백만 달러로 NIH 산하 27개 기관에 연구 지원을 하

고 있으며, 국립 보완통합보건센터(NCCIH)가 1,634.4억 원을 연구개발비로 집행해 

22.3%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며, 국립암센터가 666.5억 원으로 11.2%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 NCCIH는 보완대체의약 5개년 전략 수립을 통해 연구개발 추진 국가

주도로 추진한다. 
미국은 매 5년 주기로 국가중심의 발전전략을 제시하며, 그 중 제4차 발전전략(’16~’20

년)은 급성 및 만성질환 관리, 질환별 맞춤형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 5대 전략목표를 제시

하였고, 보완통합의학이 만성질환,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의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3) 미국의 정부 연구개발비 규모 

미국은 1992년 미국 의회가 지원하여 국립보건원(NIH) 산하에 보완통합건강센터

(NCCIH)를 설립하였다. NCCIH 뿐만 아니라 NIH 산하의 다른 기관들도 NCCIH와 공동

으로 보완통합 관련 연구비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 NCCIH는 2016년 제4차 발전전략계

획(NCCIH Strategic Plan(2016-2020)를 수립하였으며, 2019년 기준, 146,292천 달러 

규모로 보완통합의학(compelmentrary and intergrative)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표 62). 

기 관 명 2010(actual) 2011(actual)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Natioan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Health (NCCIH)

106,562 107,713 104,539 96,676 100,093 84,900 97,469 99,632 124,690 146,292

National Cancer Institue (NCI) 114,429 108,230 163,369 82,295 71,677 61,100 45,723 48,582 56,418 59,676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NHLBI) 48,422 41,803 30,730 27,978 25,696 26,100 25,362 24,272 25,528 22,736
National Institute of Diabetes and Digestive and Kidney Diseases (NIDDK)

27,346 23,264 23,583 27,491 29,786 30,300 28,219 24,877 37,817 50,882

National Institue on Aging (NIA) 32,202 23,254 26,112 20,713 20,580 26,500 28,059 29,362 46,644 54,107
National Institue of 39,074 18,309 19,684 13,664 14,723 10,100 28,166 25,893 22,249 20,122

[표 62]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연구기관의 보완통합의학 관련 연구비(단위: 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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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2010(actual) 2011(actual)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NIEHS)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NICHD)

16,211 16,729 35,317 10,482 11,391 10,100 11,874 12,370 23,018 17,567

Office of the Director (OD) 13,760 12,208 13,429 12,748 13,253 13,500 18,546 17,106 2,406 846
Natioan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 18,333 11,541 5,174 10,635 9,600 8,788 8,249 12,009 14,401 16,765
National Institute of Drug Abuse (NIDA) 12,682 11,310 9,813 9,049 8,884 6,747 5,368 5,292 19,278 25,639
National Institue of Neurological Disorders and Storke (NINDS) 18,683 10,784 12,632 12,485 7,660 5,590 7,163 9,700 15,665 24,250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NIAID) 7,856 9,378 10,423 6,874 7,100 9,258 7,932 9,243 11,971 14,842
National Insitute of General Medical Science (NIGMS) 9,541 8,758 8,069 7,424 10,084 8,253 8,233 11,313 17,070 25,008
National Institu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NIAAA) 5,938 8,401 9,765 9,348 12,358 9,525 10,953 11,662 16,679 15,033
National Institue of Arthritis and Musculoskeletal and Skin Disease (NIAMS)

7,517 6,147 5,366 6,912 4,857 5,674 3,933 4,093 4,808 13,017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Resources (NCRR) 9,233 4,579 -  -  -  - - - - -
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 (NHGRI) 4,471 4,567 235 502  - 837 712 85 - -

National Institue of Nursing Research (NINR) 3,719 3,693 3,712 6,983 4,632 3,601 3,007 3,574 6,685 6,121
Roadmap (RM) 2,642 3,049 2,257 7,735 2,025 - - - - -

National Institueof Dental and Craniofacial Research (NIDCR)
2,928 2,520 1,606 1,357 1,765 2,190 4,126 4,088 4,002 4,940

National Institute on Minority Health and Health Disparities (NIMHD)
1,965 2,080 1,825 2,244 2,471 1,147 876 297 1,886 3,881

National Eye Institue (NEI) 15,122 1,591 3,286 4,826 6,745 5,793 3,953 3,878 3,767 4,999
Fogarty International Center (FIC) 818 761 960 700 571 150 509 344 - 462
National Institute on Deafness and Other Communication Disorders (NIDCD)

333 502 641 317 483 989 392 1,842 1,853 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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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IH Office the Director, Office of Budget, Budget Reporting and Legislative 
Branch(http://nccam.nih.gov/about/budget/institute-center.htm)

2. 중국의 R&D

1) 중국의 정책지원
중국은 중의약 육성을 위한 정부 주도 법률․제도적 지원을 국가주도로 하고 있다. 중국

은 중의약의 법률적 지위를 보장하는 ‘중의약법’울 16‘년 12월 25일 제정하였다. 중의약법

의 제정은 중국 중의약의 전통계승, 발전, 교육, 보호, 확산 등 전방위적인 국가차원의 법

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며 국가의 기본정책으로서의 의지를 엿볼 수 있

다. 
또한 중의약 분야 포괄정책인 ‘중의약발전전략 규획 강요(‘16∼‘30)’ 등을 기반으로 중

의약 의료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중의약 정책체계 

건설규획(’15∼’20), 중의약 건강서비스 발전규획(’15∼’20), 중의약사업발전 13.5규획

(’16∼’20) 등을 제정하여 국가보건의료시스템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할 근거등을 잘 만들

어놓고 있다. 또한 국가 주도로 중의약산업의 현대화를 위한 중점 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19년 12개 중점 특별 프로젝트에 ‘중의약 현대화 연구’를 포함하여 

중국의 의학을 글로벌화하기 위한 중의학 일대일로 정책을 펴고 있다. ‘중의약 현대화 연

구’ 중점 특별프로젝트 예산은 5억 3천만 위안(한화 약 910억)을 투입하기로 하였으며, 
중의약 분야의 빅데이터 등 기술 발전 장려를 목적으로 하며, 중의약 건강 빅데이터 산업 

기 관 명 2010(actual) 2011(actual)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Type 1 Diabetes 1,080 368 368  -  - - - - - -

National Institute of Biomedical Imaging and Bioengineering (NIBIB)
366 230 12 12  - 660 856 582 870 196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 171 50 325 301 682 518 524 31 - -
National Center for Advancing Translational Sciences (NCATS)

- - 242 254 34 235 2,120 3,464 - 1,113

Others (not classified, Sub projects) - - - - - 48,500 40,397 38,692 -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total 521,404 441,819 493,474 380,005 367,150 381,055 392,721 404,300 461,026 53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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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혁신 전략 연구 연맹을 설립하여 교육, 의료, 연구, 기업 등 101개 단위를 포함하는 

전방위적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다. 
2) 중국의 연구지원

중국은 중의약발전 정책을 1950년대 시작한 이래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점진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중의약 전승·혁신 발전’의 기치 아래 중의약 분야 연구

개발을 위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투자 예산은 2013년 10억 위안 규모에 들어섰으며, 
2019 예산은 약 26.2억 위안(약 4,450억 원)으로 2009년 대비 약 3.33배 증가하였다. 
또한 2018년 대비 약 17.6% 의 큰 증가폭을 보였다(표 63).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중의 국가급과학연구기관 406,405 352,288 431,719 577,822 549,933 640,922 536,205 618,532 728,757 775,660

성단위급중의연구기관 341,722 389,943 421,325 552,553 691,157 819,620 930,602 1,025,613 1,378,144 1,728,571

지역, 시급중의연구기관 51,781 54,670 58,782 69,084 74,155 59,627 74,394 96,536 118,626 113,730

계 799,908 796,901 911,826 1,199,459 1,315,245 1,520,169 1,541,201 1,740,681 2,225,527 2,617,961

[표 63] 연도별 중의약 R&D 투자 연구비 현황(2010-2019)
(단위: 년, 천 위안)

출처 : 중국중의약관리국 홈페이지(http://www.satcm.gov.cn/) 全國中醫藥統計摘編

중국은 우리나라의 한의약에 해당하는 중의약을 정부주도로 육성하기 위해 중화인민공

화국 헌법 21조에 ‘현대의학과 중국 전통의학을 병행발전 시킨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한 집행기능이 별로 없어 타부처와의 협의에 의해서만 집행이 가능한 절름발이 형태의 우

리나라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관실과는 달리 국무원소속으로서 국가헌법에 의해 실제 

정책의 기획 뿐만 아니라 막강한 집행권한을 가진 중의약관리국에서 중의약 정책을 총괄

하고 있다. 특히 중약 일대일로의 첨병인 중성약의 세계화를 위한 정부주도의 중점 추진과

제는 (표 6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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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중점과제 주요내용

중약현대화 연구와 산업화개발

우량 중성약의 현대화 및 국제화 시범연구
∙중약제형 현대화(신형 중약제제 개발 등)
∙우량 중성약의 국제화 연구(선진국 신약심사기준 등)
∙중약제제의 품질조절 기술과 방법연구

중약계열을 표준규범 설립
∙중약 GCP 상관기술연구(중약임상시험센터 설립 등)
∙중약 GLP 상관기술연구(중약안전성평가센터 건립 등)
∙중약 GAP 상관기술연구

∙중약 약리실험규범연구(중약약리실험센터 설립 등)

혁신약물과 중약현대화

신약연구개발기술 전략연맹 설립
∙50여종의 신형중약물의 선별 모형과 기술개발

∙국가차원의 중약 DB 구축

∙중약신약연구 개발을 위한 플랫폼 설정

지적재산권의 혁신약물과 비특허 중점약물의 개발
∙50개 중성약의 임상연구를 완성하여 신약증서 부여

∙80~100개의 중성약의 임상연구 수행 등

[표 64] 중의약 현대화관련 국가프로젝트의 주요내용 - 제제산업화 중심

* 중의약 현대화관련 국가프로젝트의 산업화에 필요한 부분 중심으로 편집

3) 중국의 연구지원 방향 및 성과

중국은 중의약혁신 발전계획에 따라 연구의 정책과 지향점으로서 전통과 혁신의 병행, 
중의와 중약의 조화로운 발전, 현대화와 국제화 상호 촉진 및 다학제간 결합의 4대 원칙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중성약을 활용한 신약개발기술과 지적재산권과 더불어 비특허중점약물의 

개발 차원에서 대규모 중성약의 임상시험과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국내

외의 국제수준의 중성약을 활용한 신약개발 임상시험, 다국가 임상시험, 미국 및 유럽의 

신약트랙의 임상시험계획승인 등을 대형 중국제약회사를 통해 추진하고 그 결실이 점진적

으로 맺어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수의 중성약이 현재 미국과 EU에서 신약승인 중이며 

그 내용은 표 65와 같다. 

No Product Company Status
1 複方丹參滴丸(Dantonic) 天士力有限公司 Tasly Pharma. FDA IND PhaseⅢ

(Clained Complete)

[표 65] 미국과 EU에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중성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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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R&D

1) 일본의 정책지원 

일본은 일본 정부의 한약 제제의 건강보험제도의 전면 도입과 탁월한 기술력을 가진 한

약 제제 전문기업의 육성에 의한 고품질 한약 제제 개발로 글로벌시장의 주도권을 가지려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한의학의 특성과는 거리가 멀면서도 원가부담이 더 큰 

단미혼합제를 건강보험에 도입하여 시장생성에 실패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한약의 원래 

속성을 그대로 살린 한약처방의 과립제를 건강보험에 도입하였다. 
2) 일본의 한약제제 건강보험 시장

일본의 한약제제는 감포메디신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문의약품으로서의 감포메디신

은 148가지 처방이 654가지 제품으로 처방되어지고 있고 건강보험 적용대상이다. 의사 

처방 없이 사용되는 일반의약품(OTC)으로서의 감포메디신, 즉 한약제제는 294가지 처방

No Product Company Status
2 血脂康胶囊 (XueZhiKang) 北京北大维信生物科技有限公司 FDA IND PhaseⅢ
3 扶正化瘀片 (Fuzheng Huayu) 上海中医药大学 TCM U of 

Shanghai FDA IND PhaseⅡ
4 桂枝茯苓胶囊 (KYG0395) 江苏康缘医药商 Jiangsu Kanion FDA IND PhaseⅡb
5 杏灵颗粒 (Xingling Keli) 上药杏灵科技药业 Shanghai 

Xingling FDA IND PhaseⅡ
6 威麦宁胶囊 (Weimaining 

Capsult)
华益药业有限公司 HuaYi 
Pharma. FDA IND PhaseⅡ

7 康莱特注射液(Kanion) 浙江康莱特药业 Kanglaite 
Pharma. FDA IND PhaseⅡ

8 康莱特注注射液 Kanion 美国康莱特药业 Kanglaite 
Pharma. FDA IND PhaseⅡ

9 HMPL-004 Nutrition Science Partners FDA IND PhaseⅢ
10 PHY906 Phytoceutica Inc. FDA IND PhaseⅡ
11 浓缩当归丸 (Nonsuo Danggui 

Wan)
佛慈浓缩当 Foci 
Pharmaceuticals Sweden Applied

12 心血康 Xin Xue Kang(2012) 绵阳迪澳药业 Di’ao 
Pharmaceuticals Dutch License

13 乐脉颗粒 Lemai Keli(2012) 华西制药 West China 
Pharmaceuticals Canadian License

14 胆宁片(2016) 上海和黄药业Shanghai 
Hutchinson Canadian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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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허가되어 있으며 2,137가지 제품으로 시판 되어지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복지 및 의료비로 인해 의료비용 억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후생노동성 통계(2018년)에 따르면 일본의 의약품 전체시장은 약 6조 

9,077억엔이고, 한방제제 등의 비율은 약 1,927억엔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의약품 전체시장이 4.8% 증가한 반면에 한방제제 시장은 18.9%가 증가하여 

일본 정부의 인위적인 의료비 억제정책하에서도 임상현장에서 한방제제의 평가가 높아서 

지속적인 시장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일본의 연구지원

일본의 경우 한의사제도가 없는 관계로, 연구 부분에 있어서는 후생노동성의 장수과학

연구사업 내에 한의약관련 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문부과학성 및 농림성을 중심으

로 개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4) 일본의 한약(감포메디신) 전략

일본은 의료체계 일원화 확립을 통한 전통의학 활용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일본 

의사 중 86.3%가 한방제제를 처방하고 있으며 대학병원 80곳 중 1곳을 제외한 79곳에서 

외래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내 82개 의과대학 모두 ‘한방의학(감포메디신, 
Kampo medicine)’' 과목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주도의 한방의학 임상진료지침 및 처방집을 활용한 감포Kampo 제제 처방

을 하고 있으며, 임상진료지침에 포함된 Kampo 제제 처방 수는 ’13년 76처방에서 ’19년 

108처방으로 증가하였다. ’19년 기준 전문의약품 급여 Kampo 제제 148처방 중 73%가 

임상진료지침(CPG)에 포함되어 있어, 진료지침에 따른 근거중심의 임상진료를 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의과 치료 한계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감포메디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의과 치료에 한계가 있는 심혈관 순환기질환, 소화기질환 등 만성․노인성 질환에 감포메디

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전근(장단지 경련, 44.1%), 급성 상기도감염(40.1%), 소화

장애(38.5%), 갱년기장애(35.5%), 식욕부진․만성피로(19.4%), 관절통(2.5%) 등에 특히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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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의학분야의 국내 현황분석 

1. 국내 한의학관련 R&D 동향

1) 개요

한의약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는 1994년 한국한의약연구소(현 한국

한의학연구원)가 개소되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정부의 한의약 분야 연구개발 투자는 

1997년부터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발전연구사업(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이 시작되면

서 본격적으로 확장되었다. 이 후 교육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와 보

건복지부가 한의약 분야의 정부 R&D 예산을 주로 투자해왔다. 2004년부터는 한국한의학

연구원이 기획과제 발굴을 통해 대규모 연구사업을 유치하기 시작했으며,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 한의약 분야 R&D 투자 

또한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 투자된 한의약 R&D 총액은 약 1,106억 원 규모이다(표 

66).

부 처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보건복지부 143.5 213.2 243.2 239.9 248.9 15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 656.3 682.2 678.5 677.5 789.7 741.2
교육부 38.5 38.6 45.6 49.5 76.0 85.1

산업통상자원부 71.2 63.9 58.2 18.0 7.5 14.1
해양수산부 - - - 1.4 2.0 1.0

농림축산식품부 6.0 8.7 8.0 6.2 5.4 3.2
중소벤처기업부 34.1 28.5 33.6 59.4 41.9 32.2

식품의약품안전처 28.8 46.4 61.7 55.5 51.6 45.7
농촌진흥청 2.0 21.9 15.5 15.9 10.0 12.5

산림청 - 0.5 1.4 9.6 6.0 14.4
다부처 - - - - 4.5 -

계 980.4 1,103.9 1,145.7 1,132.9 1,243.5 1,106.4

[표 66] 연도별, 부처별 한의약 R&D 투자현황(단위: 억 원)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www.ntis.go.kr)

http://www.nt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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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의약 R&D 투자 규모

정부부처의 한의약 분야 R&D 투자 규모는 2019년 정부 R&D 투자예산 약 205,306억 

원의 약 0.54%, 보건의료 분야 R&D 예산 약 17,800억 원의 약 6.22%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도 한의약 분야 R&D 예산은 약 1,106.4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136억 원 감소했

다. 부처별 한의약 R&D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약 6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약 14.2%, 교육부가 약 7.7%, 식품의약품안전처

가 약 4.1%로 그 뒤를 이었다(그림 64). 

[그림 64] 2019년 부처별 한의약 R&D 현황.

한의학관련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예산이 많지 않음을 한의학과 
산업과의 연계가 부족함을 알수 있다.

사  업  명 사업기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보건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98년-현재 86.0 106.7 132.1 163.1 172.0 99.5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사업 ’14년-현재 35.6 74.9 74.9 60.9 44.6 18.3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 ’18년-현재 - - - - 19.7 35.7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질환극복기술개발 ’05-’13년 2.4 0.8 - 1.4 1.8 1.8

[표 67] 연도별, 부처별 한의약 R&D 상세 투자현황(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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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사업기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첨단의료 기술개발 7.5 1.0 - - - -

기  타 12.0 29.8 36.3 14.5 10.8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한의학연구원 ’94-현재 480.2 498.2 488.1 486.9 506.4 484.5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구)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 ’06-’13년 71.8 76.2 75.0 87.2 78.7 56.5

집단연구지원 (MRC, SRC, CRC 등) ’05년-현재 39.0 41.3 43.3 32.5 41.0 43.8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구)기초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 ’07년-현재 8.8 - 14.0 - 14.0 14.0

교육부

기  타 18.5 20.9 6.9 9.7 61.4 37.9
이공학개인기초연구/신진/일반/중견연구자지원사업 ’07년-현재

38.0 45.6 51.3 61.2 88.2 104.5
31.1 32.5 38.5 43.5 71.7 81.0

2단계연구중심대학육성(BK21+) ’06년-현재 3.8 5.0 3.9 3.9 4.2 4.1
기  타 3.5 1.0 3.2 2.2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의료기기산업원천기술개발 ’05-’12년 - 9.5 - - - -
지역전략/특화 산업육성(RIC)/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06년-현재 52.0 35.0 30.4 - 1.5 2.0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10년 2.0 1.0 1.0 1.0 - -
기  타 17.2 18.4 26.8 17.0 6.0 12.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등안전관리 ’05년-현재 28.8 43.0 56.8 54.7 50.0 41.5

의료기기등안전관리 - - - 0.8 1.6 2.3
기  타**** - 3.4 4.9 - - 1.9

농림축산식품부
농생명산업기술개발/기술사업화지원/농식품연구 성과후속지원/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07년-현재 6.0 8.7 8.0 6.2 5.4 3.2

해양수산부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17년-현재 - - - 1.4 2.0 1.0
농촌진흥청

농축산물수출확대장애요인해소기술개발/차세대바이오그린21/농업과학기반기술연구 외*****
’11년-현재 2.0 21.9 15.5 15.9 10.0 12.5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지역특화산업육성/산학연협력기술개발 외****** ’99년-현재 34.1 28.5 33.6 59.4 41.9 32.2

산림청 산림생명자원소재발굴연구/융복합기반임산업의신산업화기술 - 0.5 1.4 9.6 6.1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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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www.ntis.go.kr)

제3절. 한의학 분야의 연구개발의 제한점 및 개선점

1. 국내 한의학관련 R&D의 제한점

1) 한의약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체계 부족

한의약 연구개발 성과를 국민이 실제 체감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산업화까지 전 주기

에 걸친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09년부터 ’21년까지 총 1,053억 

원을 투입한 한의약 연구개발의 핵심사업으로 한의약 임상연구, 임상연구 인프라구축 지

원, 산업화 관련 연구(한약제제·한방의료기기·제품화 지원 등), 국제협력 연구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이 ’21년 종료되나, 연구와 연계된 산업화 지원을 

통한 전주기 지원의 핵심부분이 지원되는 연구개발사업이 없는 실정이다.  
2) Reverse Pharmacology 성격의 한의학의 매우 유효한 자원과 임상경험 활용을 위한 

실용적인 연구 지원사업 부재

식약처 지정 10종 의서 및 각종 임상시험 등을 통해 구축되고 있는 practice based 
research(실용기반연구)를 기반으로 한 신약트랙의 한약제제로 품목허가가 가능한 3만여 

개 처방과 1천여 종의 한약재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활용지원사업이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고기능성 신소재 개발 전략을 위한 사업이 없다. 동변(아이의 대변)을 

활용은 마이크로바이옴사업으로, 소변을 활용한 소재는 유로키나제로, 쑥등의 위기능개선 

효과 등은 천연물신약으로 국제적인 관심사의 신약트랙으로 개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와 연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의료첨단연구 및 산업분야와의 연계연구 지원사업 부재

전 세계 바이오 헬스 산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의료정보의 결합을 

통해 맞춤형 진료로 발전하고 있으나 한의학분야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에 대한 연구

사  업  명 사업기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개발

다부처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18년 - - - - 4.5 -
계 980.3 1,103.8 1,145.9 1,133.0 1,243.5 1,106.5



한국연구재단

- 159 -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의약 산업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결합할 경우, 안전성·유효성 검증 

및 신제품·신기술 개발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의학의 장점이 개체의학과 맞춤

의학의 연계를 위해서도 한의약 분야에서 빅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활용체계에 대한 연

구개발 분야가 필요하다. 
4) 감염병, 환경분야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호흡기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부재

중국의 경우 이번 COVID19에 대한 보건의료체계의 정상화와 전략, 그리고 연구개발에

서 중의학과 서의학의 공동연계, 협력연구, 협력치료, 중의학중심치료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막대한 임상시험비용등을 지원하였다. 환경분야와 호흡기분야 등에 대한 정책적

인 연구개발이 부족한 상황이다.
5) 인력양성지원시스템의 부재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신진의과학자, 리더의과학자 양성 등을 위한 전주기적 인력양성프

로그램을 통한 MD-PhD 등의 지원사업이 향후 우리나라 바이오분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 있으나 많은 자원을 가진 한의학분야는 이를 연구할 한의학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고 첨단의과학지식을 가질 인재 향성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이

다.
6) 기술이전 및 창업지원 사업의 부재

한의약산업이 크게 성장하지 못한 이유로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지원되는 체계적인 기술

이전, 참업지원, 산업화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국내 한의학관련 R&D의 개선점

1) 전주기적인 지원체계 구축

자원 및 임상기반의 자원에 대한 통합 및 DB구축, 기존 및 오가노이드 모델 등 첨단 스

크리닝기술의 도입을 통한 후보물질 발굴, 기초기반연구, 전임상연구, CMC 및 ADME 등
의 연구, 중개연구, 임상연구, 인허가지원, 기술이전 및 창업, 사업화지원, 글로벌시장 진

입 지원 등의 전주기적인 연구 및 산업연계 지원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한의약 자원의 활용을 위한 약물재창출 사업 구축 

한약제제로 품목허가 가능한 3만여 개 처방에서 만성·노인성 질환에 활용 가능한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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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증 발굴 연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구조기반의 약물재창출 사업이 아닌 신적응증개

발을 위한 다양한 체계적고찰, 스크리닝 단계부터 임상까지의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나고야의정서 등으로 인해 국산한약재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국산 한약재 등

에서 면역 증진, 노화 방지, 만성 염증 분야의 고기능성 신소재 발굴을 지원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고기능성 한방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용작물로서의 원료한약에 대한 생산자급화를 위한 스마트한약재팜 등과 기능성검증

을 위한 지원개발이 필요하다. 
3) 한의약관련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기반 구축

한의약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한의약 임상정보 분석 및 신기술·신제품 후보

군 발굴 등으로 연계하는 사업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한의약진흥원, 한의학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등 여러 

기관에 산재한 한약재 실험정보를 통합하고 딥러닝을 통해 인공지능으로 개발하여 실험결

과 예측시스템으로 연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신변종 감염병 대응 한의약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체계 구축

동의보감 등 한의약 문헌정보와 임상연구 정보 등을 활용하여 치료 수단이 없는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한의약적 치료제 후보물질 발굴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의약 기반 호흡기 

감염병 대응 및 만성질환 예방 케어 연구성과를 산업화하기 위한 제품화·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5) 한의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한의약분야 신진연구자, 리더연구자, 글로벌연구자 등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한의약 기업이 고용하기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용 맞춤형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6) 산업 수요 해결형 한의학 기반 사업의 개발

면역질환(천식, 비염, 아토피), 환경질환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한의약이나 보완통합의학 분야에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seed로서의 기존 구

축된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연구자 및 한의과학자들의 창업 지원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지원체계 및 사업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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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약학 분야의 해외 현황 분석 

가톨릭의대 남석우

제1절. 해외 약학 분야의 R&D 연구비 현황 

1. 개요
글로벌 약학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헬스케어 산업 중 약학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가격과 항암제 분야에서의 

중요성으로 항체를 활용한 의약품이 50% 이상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백신의 

경우, COVID-19의 영향으로 유전자를 활용한 차세대 백신 등 R&D 투자가 늘고 있음으

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는 승인 의약품이 

현재 많지 않아 시장에서의 비중은 작지만 질환의 근본적 치료라는 미충족 의료 수요와 

관련 기술의 발전, 다수의 파이프라인으로 인해 바이오 의약품 유형 중 가장 높은 시장 

성장률이 전망된다. 
신약 개발을 위한 R&D 투자에 비해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바이오

의약품 R&D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은 주로 고가를 형성하

고 있으며 희귀성 질환의 치료 가능성이나 약효 대비 적은 부작용, 기술의 발전으로 전체 

신약개발 과정에서 성공률이 높으며, 희귀의약품은 신약 허가 시 신속심사 등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기업들의 파이프라인 및 임상시험 현황 분석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R&D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세계 주요 국가들도 R&D 투자 및 제도 개선 등 정책적

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투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제약 선진국인 미국과 EU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수십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재생의료 관련 

법률과 여러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통해 신약 개발 과정의 명확성을 높이도록 하고, 각종 

신속 승인 제도를 통해 개발된 신약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더불어 기업의 수익성 보장을 

통한 R&D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긴 R&D 기간과 실패율이 높

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유럽 VC 및 대형 제약기업들의 대규모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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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약학 시장 규모
2019년 Research America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약학기술 분야 R&D 투자 비용은 총 

102,095백만 달러로 의학기술 분야의 R&D 투자 비용인 18,174백만 달러보다 5배 이상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또한, 미국 의학기술 분야 R&D 투자규모는 2013년 

14,399백만 달러에서 2018년 18,174백만 달러로 5년간 26.21%의 투자 상승률을 보인 

반면에 약학 분야 R&D 투자규모는 미국 정부와 기업의 전폭적인 투자 지원을 통해 2013
년 72,294백만 달러에서 2018년 102,095백만 달러 투입되어 41.22% 투자 상승률 보임

으로서 같은 기간 의학기술 분야 대비 크게 투자 규모가 증가되었다. 
[표 68] 미국 의료 분야 R&D 투자 지출 규모 및 상승률 변화 (2013-2018)

 출처: Research America (2019)79) 

해외 투자의 경우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정책은 R&D 투자 확대로 나타났으

며, 국내의 경우 바이오의약품 정부 R&D 투자액은 2019년 기준 1,566억인 수준이지만 

미국 NIH는 줄기세포 연구와 유전자치료제 관련 연구에만 각각 21.3억 달러와 4.2억 달

러를 투자(2020년)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글로벌 약학 시장 정책 동향

1) 미국

미국의 바이오 의약품을 비롯한 바이오 분야의 정책은 오바마 정부에서 수립한 

National Bioeconomy Blueprint에 의하면, 미국이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바이오 

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 역량 강화, 성과의 사업화, 규제 개혁, 
인력 양성이나 파트너쉽 촉진 등의 5가지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전략 계획

을 토대로 주요 연구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브레인 이니셔

티브와 정밀의료 이니셔티브 및 암 문샷 이니셔티브로, 바이오 의약품 등 신약 개발과 관

79) NIH Budget Mechanism Detail FY 1995 –2018, https://report.nih.gov/nihdatabook/category/1 (검색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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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있는 정책은 NIH가 주도하고 있다. 
브레인 이니셔티브는 뇌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14년 정부 

투자 0.46억 달러 규모로 시작되어 2016년까지 15억 달러 규모의 공공/민간 연구 자금이 

지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6년까지 15억 달러 규모의 정부 연구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신약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파트너쉽 이니셔티브도 정부 주도로 운영 중이며, 신약개발 

촉진 이니셔티브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신약개발 촉진 이니셔티브는 앞서 언급

한 이니셔티브와 함께 NIH가 주도하며 신약개발의 효율화 및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임상

연구 지원, 인허가 및 사업화 촉진을 목표로 하는 민/관 협력체계 기반 신약개발 프로젝트

이다.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4대 만성질환인 알츠하이

머,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의 발병기전과 치료법 연구 등 신속한 신약개발을 추

진하고 있다. 
NIH를 중심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 외에도 법률 제정 등 제도적으로 바이오 

의약품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 의약품의 경우, 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 의해서 다루

어지지만, 바이오 의약품은 2016년부터 공중보건법이라는 별도의 법안으로 세포 치료제

와 유전자 치료제 등을 포함하는 세포 및 조직 유래 제품을 다루고 있다. 추가적으로 첨단

재생치료제품은 ‘21세기 치유법’이라는 또 다른 법안으로 다루고 있으며, 근본적인 치료법

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며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있다. ‘21세기 치유

법’은 NIH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 이니셔티브에 10년간 48억 달러를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BRAIN Initiative, 암 연구 및 줄기세포를 활용

한 재생의학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1세기 치료법에서는 재생의

료요법(Regenerative Medicine Therapy)을 ‘세포치료, 조직공학치료, 인체 세포와 조직 

제품, 치료법과 제품이 동시에 사용된 복합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재생의료요법이면

서 중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사용하며 예비 임상 근거로 미충족 의료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첨단재생의료 치료제(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y, 이
하, RMAT)로 지정될 수 있다. RMAT으로 지정되면 FDA와 협의를 통해 신속 승인 제도

를 이용할 수 있는 「중증상태에 대한 재생의료요법을 위한 신속 프로그램 (Expedited 
Programs for Regenerative Medicine Therapies for Serious Conditions)」 에 대한 가이

드라인도 마련된다. 즉, 21세기 치료법 시행을 통해 FDA는 패스트 트랙 지정, 획기적인 

치료 지정, 우선 순위 검토 지정, 가속승인 등 기존 4개 신속 승인 절차에 추가로 재생의료 

첨단치료제가 추가되어 5개의 신속 승인 제도를 운영 중인 것이다. 2018년 7월에는 FDA
가 바이오시밀러 활성화 정책을 담은 Biosimilar Action Plan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규제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약을 시장에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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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Patients First의 후속조치로 4가지 전략과 11가지 실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

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1982년 단일클론항체의약품 개발 이후, 미국의 바이

오의약품 시장이 성장한 근거는 희귀의약품 개발 독려 제도 및 재정적 인센티브, 희귀의약

품 적응증 확대 수익모델, 바이오기업과 제약기업간의 인수합병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69] Biosimilar Action Plan 주요 내용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80) 

2) EU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하에 새로운 유형의 제품들이 개발됨에 따라 EU는 2007년 11월 

규정의 공백을 채우고자, 새로운 첨단치료제를 규율하는 Regulation 1394/2007/EC를 제

정하였다. 기존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영역의 범주인 살아있는 유전자, 세포, 조
직공학제제를 첨단치료제제(ATMPs,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로 새롭게 

범주화하였고 ATMPs의 제조 및 유통이 유럽 전역에서 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공중보

건 측면의 문제가 고려되었기 때문에 ATMPs는 기존 의약품 규제와 달리 EMA의 중앙 

허가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8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뉴스,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no=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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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는 신약의 신속한 허가를 위해 FDA와 마찬가지로 조건부 허가, 예외적 허가, 신속

평가, 그리고 PRIME으로 신속허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조건부 허가는 일부 의

약품에 대해 시판 후 임상적 확증시험 이행을 조건으로 조기 허가하여 시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2006년~2010년 EMA에서 허가된 신약 중 7%가 조건부 허가로 시판되었으

며, 항암제의 경우 그 비율이 20%를 차지하여 항암제 개발에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예외적 허가는 임상적 확증 시험의 수행이 어려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며, 2006~2010

년 EMA에서 허가된 신약의 9%가 예외적 허가로 승인되었으며, 그중 16%가 항암제가 

차지하여 이 절차를 통해 시판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평가는 허가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제도로 공중보건의 관점 및 치료적 혁신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의료제

품에 한하여 실시된다. PRIME (PRIority MEdicine)은 2017년 신설된 제도로 치료적 혁

신의 관점에서 의료제품의 개발과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EMA의 자문을 통해 

규제 및 과학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개발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허가 신청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규제당국의 제품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유망한 신약

에 대한 환자의 조기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우선순위 의약품이 첨단 제제인 경우, 
시판허가 신청 전에 지속적인 지원과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해 EMA의 CHMP 또는 첨단치

료제위원회에서 EMA 과학위원회 및 실무진 소속 전문가로 이루어진 다학제 그룹과 함께 

전반적인 개발계획 및 규제관련 전략에 관한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시판 승인을 위한 신청 

시점에서 신속 심사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R&D 지원정책의 경우, 기존의 FP프로그램 대신 Horizon 2020으로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음. Horizon 2020은 범 유럽차원의 사업 프로그램으로 과학기술 부분의 R&D 투자 확

대를 통해 EU의 경쟁력 제고가 목표이다. 
[표 70] Horizon 2020 연구 프로젝트 테마

출처: IMI (2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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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Horizon Europe 프로그램 중, 신약개발과 관련된 IMI(Innovative 
Medicine Initiative)은 의약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유럽기반 국제적 민/관 협력 R&D 
플랫폼으로, IMI는 개별 기업 혹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의 개발, 필수 의약품의 확보, 글로벌 시장 공략 등의 문제 극복이 목표이다. IMI는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EU의 R&D 예산 및 제약기업을 통해 연구개

발비가 지원되었고, 2021년부터는 Horizon Europe과 연계되어 IMI 3단계가 진행되고 있

으며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를 중점으로 바이오의약품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일본

일본 정부는 성장 전략의 하나로 건강·의료 분야를 선정, 산업 육성을 위해 R&D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건강·의료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혁신적 

의료기술 실용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일본판 NIH창설 및 바이오의약품 개발, iPS세포 등

을 활용한 신약 개발등이 포함되어 있다. ‘건강·의료전략’을 기반으로 R&D사령탑 본부 역

할의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와 보건의료 분야의 R&D 지원역할의 국립연구개발법인 

AMED를 설립하였다.

[그림 65] 일본 보건의료 분야 R&D 예산 집행 절차 도식표

81) IMI (Innovative Medicine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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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바이오의약품 산업 분석 및 정책연구82) 

AMED는 9개 핵심 프로젝트에 1,500억엔 규모로 R&D를 지원하며, 의약품개발과 관련

된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바이오의약품 제반 환경 조성을 위

해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재생의료의 R&D부터 실용화

까지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였다. 해당 법률에서는 의료의 품질과 보건 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조기 승인을 지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부터 사키가케 패키지로 불리는 유효한 치료법이 없는 희귀, 난치병 등 

중증질환 관련 혁신 의약품, 의료기기등을 기초연구부터 임상연구, 치료를 넘어선 해외진

출까지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사키가케 패키지의 대표적인 정책중 하나는 사키

가케 심사지정제도로, ① 치료약이 획기적인 경우, ② 대상질환이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치료법이 없을 경우, ③ 대상질환에 유효성이 높은 경우, ④ 전세계에 선구적으

로 일본에서 조기개발, 신청할 의사가 있을 경우 (First In Human, FIH) 시험 또는 Proof 
Of Concept(POC) 시험이 일본에서 행해진 경우로, 4가지 모두 해당할 경우 심사지정제

도의 지원을 받아 6개월 이내에 제품승인을 받게된다. 
4) 중국

중국 의약품 시장은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바이오의약품은 글로벌 시장의 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핵심 산업으로 바이오의약품이 선정된 후, 연평균 23%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원천기술은 대부분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원료의약품을 수출하고, 원천기술을 수입하는 무

역구조로 중국정부에서는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며, R&D 투자도 활성화 되고 있다. 
중국은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지정하며, 바이오 분야의 경우 약 

400억 위안을 투자하여 핵심기술과 공정장비 개발을 강화, 산업규모 증가율을 연평균 

20%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바이오의약품 개발 플랫폼 구축을 통해 30개 이상의 신약 개발 및 5개 이상의 혁신 신

약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의·산·학·연 결합 연구 플랫폼 구축, 국가 차원의 프로젝

트 실시 등의 주요사업을 제시하고, 바이오 윤리 법률완비, 의약품 등록등 정책 정비를 제

시하였다.
2021년 「14·5 규획」발표를 통해 바이오산업을 신흥전략산업으로 포함할 으로 예상되

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제조 강국을 목표로 30년 장기 혁신 계획으로, 10대 

82) 바이오의약품 산업 분석 및 정책연구(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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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산업, 23개 분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바이오의약품은 혁신 산업에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30~35개의 혁신신약을 만들고, 그 중 10~15개는 

FDA와 EMA 인증을 획득하여 국제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산업 지원 정책과 더불어 제도 개선도 추진 중에 있다. GMP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시장 수출에 유리한 안전하고 품질 종은 약품 생산을 목표로 의약품 제조 시설 검

사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신약 승인 절차 단축을 위해 다양한 정

책을 시행중으로, 대표적으로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IND를 기업이 제

출 시 60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였다. 
2018년에는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개편

하였으며, 의약품 심사인력을 700명 이상으로 증원하였으며, NMPA가 60일 이내 회신이 

없을 시 임상시험 승인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희귀의약품은 3개월, 그 외에는 6개월 내에 

승인 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2015년부터 지적재산권 보유 혁신 신약 의료보험 

리스트 편입 우선 정책을 시행하여, 신약 매출 증대 및 R&D 비용의 신속한 회수를 가능하

게 하여 기업의 R&D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

4. 글로벌 약학 시장 총론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연구개발 동향 및 주요국가들의 지원정책을 통한 시장 분석기관들

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제약산업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체의약품의 개발이 바이오의약품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백신의 경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유전자활용을 한 차세대 백

신과 치료용 백신 개발에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COVID-19로 인한 임상

시험의 연기 및 취소로 바이오의약품 시장도 단기적인 영향을 받겠으나, 장기적으로 R&D 
투자 회복과 임상후보물질들의 개발 가속화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제약 선진국인 미국과 EU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수십억 달러 이상 투자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 파트너쉽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R&D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법률 제정을 통

해 첨단 재생의료 분야의 제품들도 바이오의약품 시장 진입을 단축시키고 있다. 제약 기업 

및 바이오 기업, 정부 차원에서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R&D 투자와 제도 개

선등 정책적 지원도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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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약학 분야의 국내 현황 분석 

1. 국내 약학 분야의 R&D 연구비 현황 

1) 개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국내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기준 0.7%로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 매우 작은 규모이다. 
[표 71]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

출처: IQVIA(2020)83) 

식약처 자료를 토대로, 국내 바이오의약품 규모는 2006년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9.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이후 매년 2조 원이상의 시장규모를 달성하여 

전체 제약 시장의 11.2%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신약 품목허가 현황에서 보면, 
10년간 31개의 품목이 신약 허가를 받았으나, 대부분 수입 신약으로, 2019년에는 국내 

개발 신약 허가 품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2010년 이후 2017년 

인보사가 유일했으나, 허가취소로 인해 국내 개발 바이오신약은 없으며, 허가를 받는 바이

오의약품은 완제품 형태로 수입된 약품이 전부이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그룹이 이끌어 전체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

모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존재감은 미미한 상황이다. 
바이오·제약 산업 분야에서 2022년에는 8,101명의 인력부족이 예상되며, 2030년에는 

4만명 넘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약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오래전

83) IQVIA DB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서 분석(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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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는 인력양성 체계가 미흡하고, 현장형 전문인력이 필요

하나 현행 교육체계는 기초학문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제약산업 분야 인력 양성 

방안을 담은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을 20년 9월 관계부처에서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수요에 기반한 전문인력 양상, 연구의사 확충, D.N.A.(Data, 
Network, AI)기반 인재 양성을 핵심하고 있다. 
2) 국내 약학 시장 규모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신약개발 분야의 정부 R&D투자가 연평균 3.1%증가하였으며 

BT분야 대비 약 9.8%를 유지하고 있다. 신약개발비 중 바이오신약에 50.8%, 합성신약에 

40.1%등으로 바이오 분야에 많은 투자가 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분야 정부 R&D투자는 

2010년에서 2019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제당 연구비는 반대로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 국내 의약품 개발 정부 R&D 투자 현황

출처: 바이오의약품 산업 분석 및 정책연구84) 

바이오의약품 분야 정부 R&D 지원은 응용·개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 기업과 대학교의 개발연구 연구수행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제약기업들은 

연구개발비 투자현황이 증가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기업들의 투자규모는 정부 투자 규

모 대비 4~7배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R&D 재원은 기업 자체 부담비율

이 약 95%로 대부분 자체 부담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은 신약부문이 4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중 바이오신

약(백신포함)이 49.1%, 합성신약이 42.9%로 차지하였다. 국내 벤처캐피탈(VC)의 바이

오의약품 분야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GDP 대비 비중 세계4위
권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의료 기업에 대한 VC 주요 투자는 대부분 바이오의약품

을 개발하는 바이오기업에 투자되고 있다.

84) 바이오의약품 산업 분석 및 정책연구(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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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제약기업 재원별 연구개발비 현황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7)85) 

[표 74] 국내 벤처캐피탈(VC) 투자 현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2020)86) 

국내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유전자재조합

의약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성과인 기술 이전의 경우, 
2012년을 기점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수출에 성공하였으며, 매년 수억 달러 이상의 

기술 수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특히 2015년 한미약품이 조 단위의 기술수출에 성공한 

이후 수억 달러 이상의 대형 계약들이 성사되고 있는데, 국내 기업이 이와같이 기술 수출

에 목표를 두는 이유로는 약한 자본력과 부족한 R&D경험으로 인해, 해외로 기술 수출을 

목표로 신약 R&D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포치료제에 대한 특허 점유율이 타 국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유전자치료제는 

연구개발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내 약학 시장 정책 동향

정부는 G7프로젝트를 시초로 신약 R&D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 매 

85)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7)

86) 중소벤처기업부(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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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마다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글로벌 제약 7대 강국 진입을 위해 

2012년에 「Pharma Korea 2020」을 수립하고,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였으나, 2021년 

현재 목표 달성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6] Pharma Korea 2020 비전 및 전략

출처: Pharma Korea 2020 비전기획단(2012)87) 

2017년 정부는 「혁신성장동력추진전략」을 수립하며 13대 혁신성장 동력분야에 ‘혁신

신약’이 포함되었으며, 2018년~2022년 5년간 약 1.6조 원이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유망 

신약분야의 연구에 투자될 계획이다. 2018년에는 2025년까지 글로벌 신약 개발 성과 23
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R&D, 인력양성, 수출지원, 제도개선을 4대 목표로 제시한바 있

다. 2019년에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신약은 정부주도 투자와 민간 참여 촉진을 

전략으로 구분하였으며, 환자 맞춤형 신약과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기초기반 연구 중심으

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약 R&D 정책은 ‘2020년 제약산업 육

성지원 시행계획’을 토대로 바이오의약품 R&D, 인공지능 신약 개발, 희귀난치질환 치료

제, 감염병 치료제 R&D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재생의료 분야에 대한 별도의 법률 및 제도 관리를 토대로, 2019년 첨단

재생바이오법이 국회 통과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첨단재생바이오법은 5
년마다 ‘첨단재생 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이의 일

환으로 21년 1월 ‘제1차 첨단재생 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2025년까지 기술경쟁력 수준을 미국 대비 90%로 성장하며, 국산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제시하고, 안전관리, 치료 접근성, 기술 혁신 측면의 9개 정책과제가 포함되어 있

87) Pharma� Korea� 2020�비전기획단(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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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선진국들과 유사하게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 처리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고, 
치료제가 없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의약품은 신속처리대상으로 

식약처가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바이오의약

품 개발을 지원하기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림 67] 첨단재생바이오 2025 발전전략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1)88)

4) 국내 약학 시장 총론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약 2.6조 원 규모로 전체 의약품 시장의 약 11%를 차지하지

만, 연도별 증감을 반복하여 선진국들에 비해 안정적인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증가 추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바이오시밀러를 기반으로 한 유전자재조합단백

88) 관계부처 합동(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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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약품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는 전체시장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업은 아직까지 뚜렷한 개발 성과는 없으나, 바이오 중소기업

과 벤처기업 중 의약품 연구개발기업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내 신약 

연구개발 인력도 증가추세이기는 하나, 글로벌 제약 기업 및 바이오기업에 비하면 절대적

으로 부족하고, 인력부족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및 국내 제약기업들의 

R&D 투자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우 대부분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분석 결과,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미흡한 것은, 정부와 기업들이 R&D에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 

및 선진국의 투자액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매년 수백 개의 과제에 정부의 연구

개발비를 할당하여 나눠 주기식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략적 R&D 투자가 필요해 보인

다. 아울러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등 지원이 필요하고,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의 주요 동향인 오픈 이노베이션과 민관 협력 R&D 프로그램을 성

장시켜 바이오의약품 개발의 방향도 필요하며,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

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제3절 약학 분야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표 75] 주요국가 제약 R&D 투자비교(2013-2017)

출처: 내 손 안의 바이오통계(2020.12)89)

국내 신약개발 R&D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

며, 정부는 바이오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제약분야는 민간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89) 내 손 안의 바이오통계(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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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다. 하지만, 국내 주요 제약기업의 R&D 투자는 글로벌의 68분의 1수준으로 국내의 

신약개발 투자비용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신약개발은 비임상부터 임상까지 거쳐 1개의 

약이 나오는데 약 15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신약이 개발되기까지의 경제적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신약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탐색부터 비임상 검증까지 약 7년이라는 시간이 보편적으로 

소요되지만, 정부의 연구과제중 약학 분야에 장기과제(6~10년)는 없으며, 의학 분야에만 

장기과제가 있음을 2017년 의약학단 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신진연구 및 생애 첫 연

구의 비중이 의학에 약 90%가 치중되어 있음을 통해 약학의 신진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8] 의약학단 과제 비중

출처: 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2017)90)

한국의 약학대학에서 많은 인력을 배출하지만, 2+4년제 전환으로 졸업생의 평균나이가 

증가하고, 대학원의 진학률도 감소함에 따라 대한약학회는 신약개발 핵심인력 양성을 위

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약학계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 드럭씨드를 찾는 기초연

구를 수행하여, 이를 의약품으로 만드는 산업계의 공유 및 협력이 필요하다. 
2018년 한국의 제약시장은 12위로 유지되었지만, 2023년 13위로 하락 될 것이라는 전

망에 따라, 약학 분야 중 시장의 큰 성장분야인 바이오의약품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인력양성 문제, 민관협력 문제 및 제도적 문제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선진국들의 정책 기반을 국내에 맞게 적용하여 기업들의 

R&D 투자를 더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며,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R&D 투자만으로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90) 한국연구재단(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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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량의약기술 기반의 신규 제품개발과 천연물 의약품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몇 년간 지원이 단절되었던 천연물기반 신약을 포함한 천연의약소재 및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지원 재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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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바이오헬스 및 의약학 분야 R&D 추진체계 및 

연구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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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관련 연구비도 지속적으로 증

가 추세에 있으나 명확하게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의 5가지 분류체계를 통해 다방면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연도별, 부처별 R&D 
지원현황을 분석, 제시하였다. 

제1절. 다양한 분류체계에 따른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비 분석

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에서 “생명과학+보건의료=바이오헬스”로 정의하여 분석

구분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과기정통부 범부처 사업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주요부처총계 전체총계

2013 1,532 209 432 8,260 386 4,068 2,525 609 154 203 827 19,205 19,323
2014 1,708 209 474 8,623 300 4,325 2,780 704 191 165 829 20,308 20,521
2015 1,755 177 365 10,188 269 4,842 3,380 649 186 151 963 22,925 23,158
2016 1,764 184 404 10,424 331 4,984 3,235 646 213 138 1,097 23,420 23,631
2017 1,950 152 380 11,752 　 4,826 2,633 651 246 132 1,321 24,043 24,289
2018 2,200 149 404 11,125 815 4,963 2,860 594 316 158 1,259 24,843 25,102
2019 2,230 132 421 12,244 633 4,911 2,967 596 295 154 1,183 25,766 25,967
합계 13,139 1,212 2,880 72,616 2,734 32,919 20,380 4,449 1,601 1,101 7,479 160,510161,991 
증감 5.5% -6.4% -0.4% 5.8% 7.3% 2.7% 2.3% -0.3% 9.7% -3.9% 5.2% 5.0% 4.3%

[표 76]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상 생명과학+보건의료 분야 연도별 연구비(단위: 억 원)

주: 연간 예산이 100억 미만인 부처 제외

NTIS 상에서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상 “생명과학

+보건의료” 분야 연구비를 주요부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관련 분야 연구비는 연평균 

5%정도씩 증가하였으며 주요부처의 연구비가 전체 연구비의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생명과학+보건의료”분야 연구를 지원하는 주요 부처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
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범부처 순으로 나타났고 그 외 부처들의 지원 규

모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기정통부의 관련 예산이 가장 많고 연구비도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과기정통부가 “생명과학+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지

원부처로 판단된다.
연도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의 증가율이 9.7%로 가장 높았으며, 범부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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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도 7.3%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과기정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증가율이 5~5.8%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비도 각

각 2.7%, 2.3% 증가하였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한전처, 환경부 

등의 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9년 연구비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상 대

분류 기준상의 “생명과학+보건의료” 분야 전체 연구비는 25,96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관

련 연간 예산이 100억 이상인 주요 부처들의 연구비가 25,766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로 살펴보면 과기정통부의 예산이 12,244억원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

음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연구비가 4,911억원으로 19%,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비가 2,967
억원으로 11%, 교육부의 연구비가 2,230억원으로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9] 국가과학기술표준체계 대분류 기준상 보건의료와 생명과학분야 부처별 연구비 

현황(201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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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국가과학기술표준체계에 따른 부처별 보건의료+생명과학 연구비 

비율 현황(2019)

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에서 보건의료만을 바이오헬스로 정의하여 분석

구분　 과기정통부 교육부 다부처 사업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부 주요부처합계 전체관련부처
2013 4,001 839 350 3,596 1,894 597 549 11,826 11,968
2014 4,562 986 251 3,779 2,068 687 555 12,888 13,109
2015 5,751 1,020 234 4,292 2,468 605 649 15,019 15,263
2016 5,783 1,026 287 4,457 2,376 599 741 15,269 15,505
2017 6,716 1,157 466 4,383 1,973 593 822 16,110 16,372
2018 6,529 1,334 780 4,582 2,037 536 771 16,569 17,634
2019 7,402 1,356 578 4,568 2,249 544 794 17,491 18,547
합계 40,744 7,718 2,946 29,657 15,065 4,161 4,881 105,172 108,398
증감 11% 8% 9% 4% 3% -2% 6% 7% 8%

[표 77]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상 보건의료 분야 연도별 연구비(단위: 억 원)

주: 연간 예산이 100억 미만인 부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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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상에서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체계상 대분류 기준

상의 보건의료로 분류된 영역을 바이오헬스로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관련 연구비는 연평

균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부처의 연구비가 전체 연구비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건의료 분야 R&D를 지원하는 주요 부처는 과기정통부, 보건

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기업부, 식품의약안전처, 다부처 등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부처들의 지원 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기정통부의 연구비 지원

규모가 가장크고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 분야 R&D 
주요 지원부처로 판단된다. 
연도별 증감율을 상세히 살펴보면 과기정통부의 연구비 증가율이 11%, 다부처사업 증

가율 9%, 교육부 8%, 중소벤처기업부 6%, 보건복지부 4%, 산업통상자원부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9년 연구비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전체 연구비는 18,457억원

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연간 예산이 100억 이상인 주요 부처들의 연구비는 17,491억원으

로 전체 연구비의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과기정통부의 연

구비가 7,402억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보건복

지부의 연구비가 4,568억원으로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산업통상자

원부의 연구비가 2,249억원(13%), 교육부의 연구비가 1,356억원(8%)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 최근 보건의료 분야 주요 지원이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

원부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71] 부처별 보건의료 분야 연구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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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2019년 기준 보건의료 분야 부처별 연구비 규모 및 

비율(단위: 억 원)

3.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상의 보건의료와 경제사회목적 분류상의 건강의 
합집합-교집합 영역을 바이오헬스 분석

[그림 73] 2019년 기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상 보건의료와 경제사회목적 건강 분야 

연구비 현황

본 분석에서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상 보건의료 영역과 경제사회목적 건강분야의 연

구비 총합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보정한 합집합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상 보건의료에 해당하는 연구비는 1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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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으로 조사되었고 경제사회목적중 건강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비는 17,841억원으로 조

사되었다. 두 분야의 중복되는 연구비는 10,540억원으로 나타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상

의 보건의료와 경제사회목적의 건강 부분에 대한 연구비 총합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보정

한 결과 해당 분야 총 연구비는 약 25,799억원으로 조사되었다. 
NTIS 상에서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체계상 보건의료+

경제사회목적 상 건강’을 바이오헬스로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관련 연구비는 연평균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부처의 연구비가 전체 관련 부처 연구비의 97%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야의 연도별 연구비 증가율을 상세히 살펴보면 중소기업부와 다부처 사업의 연

구비가 연평균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사업의 관련 예산은 

7%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9년 연구비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전체 연구비는 10,540억원

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부처들의 연구비는 10,484억원으로 전체 연구비의 95%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과기정통부의 연구비가 5,139억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연구비가 3,060억원으로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교육부의 연구비가 970억원(9%), 산업통상

자원부의 연구비가 492억원(5%),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비가 359억원(4%)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최근 보건의료+경제사회목적 분류상의 건강 분야 핵심지원은 과기

정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교육부 다부처 
사업

보건
복지부

산업통상
자원부

식품의약
품안전처 중소업부 주요부처

합계
전체관련

부처
2013 8,106 1,430 400 3,996 2,237 611 562 17,342 18,025 
2014 8,511 1,510 283 4,182 2,359 713 633 18,191 18,893 
2015 10,181 1,584 257 4,707 2,762 779 798 21,068 22,068 
2016 10,043 1,618 303 4,844 2,681 762 910 21,161 22,049 
2017 11,384 1,834 524 4,733 2,263 739 1,032 22,509 23,379 
2018 10,996 2,081 828 4,913 2,283 751 997 22,849 24,451 
2019 12,325 2,164 699 4,888 2,478 731 1,011 24,296 25,799 
부처별
합계 71,546 12,221 3,294 32,263 17,063 5,086 5,943 147,416 154,664

증감율 7% 7% 10% 3% 2% 3% 10% 6% 6%

[표 78] 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상 보건의료와 경제사회목적 분류상 건강의 합집합 영역 연구비(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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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부처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보건의료와 경제사회목적 분류상 건강의 합집합 연구비 증가율

[그림 75] 2019년 기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보건의료와 경제사회목적 분류상 건강의 

연구비 규모 및 비율(단위: 억원)

4. 중점과학기술 분야 생명ž보건의료+농림식품 일부 분야를 바이오헬스로 정의하여 
분석
현재까지 바이오헬스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한 바 본 분석에서는 관련 전문기

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STEPI, KISTEP, KEIT) 소속 전문가의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 의견을 종합하여 중점과학기술 분류 체계상 생명ž보건의료 전체분야와 농림식품 분야 

중 식품분야를 바이오헬스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단, 전문가 4인중 2인 이상이 바이오

헬스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바이오헬스 분야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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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학기술 분야 중분류 단위에서 바이오헬스 관련 기술도출 기준

Ÿ 대분류 ‘생명보건의료’는 바이오헬스와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고있어 모든 중분류 기술들을 포함시킴

Ÿ 바이오헬스의 정의를 궁극적으로 사람의 건강향상에 목적을 두는 연구 및 기술 개발 활동으로 설정

   1)연구개발 활동의 직접적인 대상이 인체이거나 인체를 대신하는 대상 또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2)연구개발 결과물이 인체를 대상으로 사용되거나 인체 내에 삽입/섭취 등 유입되는 경우

   3)이러한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인 경우 등을 들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사람의 건강향상

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연구를 의미함. 다만 식품으로 가공되지 않는 농수축산물의 경우 결과적으로

인체가 섭취하게 되지만 이는 식품화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연구개발활동이 인체와 직접적으

로연관된다고 보는데 모호한 면이 존재함. 따라서 대분류중 생명과학, 보건 의료는 모두 바이오헬스

에 포함시켰으나, 농림수산식품은 식품 중 분류만 포함시킴

[표 79] 중점과학기술 분야 중분류 단위에서 바이오헬스 관련 기술도출 기준

구분　 과기
정통부 교육부

농림
축산

식품부
농촌

진흥청
다부처
사업

보건복
지부

산업
통상

자원부
식품

의약품
안전처

중소
벤처

기업부
해양

수산부
주요
부처
총계

전체
총계

2018 10,007 1,754 608 630 706 3,299 1,758 274 1,453 122 20,611 20,751 
2019 12,525 2,130 514 569 679 3,248 1,807 502 1,320 61 23,355 23,475 
합계 22,532 3,884 1,122 1,199 1,385 6,547 3,565 776 2,773 183 43,966 44,226 
증감 25% 21% -15% -10% -4% -2% 3% 83% -9% -50% 13% 13%

[표 80] 중점과학기술분야 생명 ž보건의료+농림식품 중 식품 분야 연도별 연구비(단위: 억 원)

주: 연간 예산이 100억 미만인 부처 제외

NTIS 상에서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중점과학기술분야 분류 체계상 생명ㆍ보건

의료와 농림식품 중 식품으로 분류된 영역을 바이오헬스로 정의하여 분석한 결과 관련 연

구비는 연평균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ㆍ보건의료+농림식품 분야 R&D를 지

원하는 주요 부처는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으로 해당 주요부처의 연구비가 전체의 99%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외 부처들의 지원 규

모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기정통부의 연구비 지원 규모가 가장 크고 2018년 

대비 2019년 연구비 증가율도 25%로 나타나 해당 R&D 핵심 지원부처로 판단된다.
2018~2019년 기간동안 각 부처별 연구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과기정통부비가 25%, 교

육부가 21% 증가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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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다부처 사업 등의 연구비는 감소세를 보였다.

[그림 76] 부처별 중점과학기술 중 생명 ž보건의료+농림식품_식품 분야 연구비 증가율

세부분야별 증감율을 살펴보면 과기정통부의 경우 유전체, 줄기세포, 신약 분야의 연구

비가 30~40% 증가하였고 식품의약안전처의 경우 줄기세포, 신약, 임상보건, 의료기기, 
바이오융복합이 전반적으로 수백%씩 증가하였다. 특히 임상보건 분야 연구비가 전년대비 

1,30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경우는 신약분야의 연구비와 바이오융복합

관련 연구비가 각각 30%, 27%씩 증가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임상보건 분야 연

구비가 125% 증가하였으나 연구비 규모는 상대적으로 타부처 대비 매우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바이오융복합 분야 연구비가 전년대비 47%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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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과학
기술
-대

중점과
학기술

-중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교육부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

진흥청 다부처 보건
복지부

산업통상
자원부

식품의약
품안전처

중소벤처
기업부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농림
식품 식품 713 779 107 119 572 472 552 488 17 18 1 3 97 55 223 299 296 268

생명·
보건
의료
(A)

유전체 1,201 1,546 277 314 8 9 6 5 14 17 215 194 54 58 10 13 41 45
줄기
세포 557 724 101 124 　 　 　 5 　 1 365 274 60 52 7 35 102 39
신약 1,891 2,648 357 463 15 13 17 18 316 364 859 814 183 194 15 31 148 139

임상·보건 1,761 2,025 389 469 4 9 13 6 26 41 1,087 958 133 121 5 70 73 82
의료 기기 885 1,052 126 152 4 3 6 4 177 174 362 434 695 726 6 26 536 477

바이오 
융복합 1,570 1,982 221 280 4 6 30 37 156 61 344 502 512 571 8 26 252 260
뇌과학 1,429 1,769 176 209 1 2 6 6 　 3 66 69 24 30 　 2 5 10

생명·보건
의료요약 9,294 11,746 1,647 2,011 36 42 78 81 689 661 3,298 3,245 1,661 1,752 51 203 1,157 1,052
총 합계 10,007 12,525 1,754 2,130 608 514 630 569 706 679 3,299 3,248 1,758 1,807 274 502 1,453 1,320

[표 81] 중점과학기술분야 생명 ž보건의료+농림식품 중 식품 분야 연도별 증감(단위: 억 원)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9년 연구비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관련분야 전체 연구비는 

23,47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연구 예산이 100억 이상인 주요 부처들만 분석한 결과 

23,355억원으로 전체 연구비의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과

기정통부의 연구비는 12,525억원으로 전체 연구비의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의 연구비가 3,248억원으로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교육부 2,130억원(9%), 산업통상자원부 1,807억원(8%)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최근 생명ㆍ보건의료+농림식품 중 식품 분야 핵심지원은 과기정통부, 보건복

지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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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2019년 기준 생명 ž보건의료+식품 분야 부처별 연구비 규모 및 비율

5. 국가과학기술 분류체계 중분류 단위에서 바이오헬스 기술 정의 및 연구비 분석
현재까지 바이오헬스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한 바 본 분석에서는 관련 전문기

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STEPI, KISTEP, KEIT) 소속 전문가의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 의견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상 대분류 체계인 생명과학, 보건의료, 농
림수산식품, 뇌과학, 인지/감성과학, 환경 중 중분류 단위에서 전문가 직관법에 의거 바이

오헬스 관련 기술을 도출하여 바이오헬스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단, 전문가 4인중 2인 

이상이 바이오헬스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바이오헬스 분야로 포함하

였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대분류 체계상 생명과학, 보건의료, 뇌과학 분야는 중분류 단위 

기술 전체를 바이오헬스 분야로 포함하였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상 대분류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중분류 단위의 식품과

학, 식품영양과학, 식품조리/외식/식생활 개선을 포함하였고, 마지막으로 국가과학기술표

준분류 체계상 대분류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중분류 단위의 환경보건을 바이오헬스 분야

로 포함하였다.
위와 같이 분류 체계하에서 2018년도 바이오헬스 관련 연구비는 26,272억원으로 나타

났으며 2019년도 연구비는 27,402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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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 중분류 단위에서 바이오헬스 관련 기술도출 기준

Ÿ 바이오헬스를 ‘의학+의료와 관련된 생명과학’ 정도로 판단하여, 발생/신경생물학, 뇌신경 생물 포함

Ÿ 한편 융합바이오의 경우는 소분류 수준에서제시된 바이오칩, 생물정보학 등이 실제 바이오헬스 논의

과정에자주 등장하고있어 포함시킴

Ÿ 바이오헬스의 범위를 건강인 또는 반건강인의 헬스케어 측면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Ÿ 데이터를 활용하고 ICT등 융합적 기술결합과 영양, 보건등 적극적 치료형태 보다는 예방고 관리측면

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들을 헬스케어 범위로 간주하였음

Ÿ 바이오헬스분야는 기존의 의학, 약학, 간호학 분야중 반건강인, 또는 질환 예후관리가 필요한 그룹을 

대상으로 서비스와 제품기술 개발이 가능한 분야로 설정하여 분류

Ÿ 바이오헬스 구분은 포괄적인 바이오헬스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NIH 대학원생 및 과학 및 공학분야 

박사후 과정 NSF-NIH 설문조사* 분류를 참조

   * 상세네용 참조: https://report.nih.gov/nihdatabook/page/field-classification

[표 82]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 중분류 단위에서 바이오헬스 관련 기술도출 기준

구분　 과기정통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다부처사업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주요부처총계

전체총계

2018 12,206 2,405 468 610 794 3,890 111 2,849 662 1,371 344 387 25,710 26,272
2019 13,423 2,441 404 692 630 3,835 107 3,005 681 1,291 327 449 26,836 27,404
합계 25,629 4,846 872 1,302 1,424 7,725 218 5,854 1,343 2,662 671 836 52,546 53,676
증감 10% 1% -14% 13% -21% -1% -4% 5% 3% -6% -5% 16% 4% 4%

[표 83] 전문가 선택 기술 분야 연도별 연구비(단위: 억 원)

주 : 전문가 직관법에 따라 참여 전문가 4인 중 2인 이상 선택한 기술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위에서 정의한 분류체계로 바이오헬스를 정의하여 분석한 

결과 관련 연구비는 연평균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부처의 연구비가 전체 관

련 부처 연구비의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야를 지원하는 주요 부처는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부처들의 지

원 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기정통부의 연구비 지원 규모가 가장 크고 

2018년 대비 2019년 연구비 증가율도 1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분류체계하

에서 핵심 지원부처로 판단된다.
연도별 증감율을 상세히 살펴보면 환경부의 연평균 증가율이 16%, 농촌진흥청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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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13%, 과기정통부의 증가율이 10%, 산업통상자원부의 증가율이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부처 사업의 경우는 오히려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9년 연구비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전체 연구비는 27,404억원

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연간 예산이 100억 이상인 주요 부처들의 연구비는 26,836억원으

로 전체 연구비의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과기정통부의 

연구비가 13,423억원으로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보건복지부

의 연구비가 3,835억원으로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의 연구비가 3,005억원(11%), 교육부의 연구비가 2,441억원(9%)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78]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택한 바이오헬스 관련 분야 연구비 증가율(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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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2019년도 기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택한 바이오헬스 관련 분야 

부처별 연구비 비율(단위: 억원)

6. 바이오헬스분야 연구비 분석 소결

기준 부처별예산
사업기준

생명과학+
보건의료 보건의료 건강+

보건의료

전문가 자문을 통해 
중분류단위에서 기술도출

중점과학기술 
생명보건의료

+식품

국가과학기술
분류체계 
중분류

단위에서 도출
연구비 15,799 25,967 18,547 25,799 23,475 27,404

[표 84] 2019년도 기준 다양한 바이오헬스 범위에 따른 연구비 총액 규모(단위: 억원)

현재까지 바이오헬스 영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바, 본 보고서에서는 위와같이 

다양한 기준에 의거하여 바이오헬스 분야를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9년 기준 부처별 예산사업의 경우 관련 연구비는 15,799억원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보건의료 만을 바이오헬스로 정의한 경우는 18,54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분류체계로 분석할 경우 포함되지 않는 사업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중점과학기술 분류체계상 생명/보건의료 분야

와 농식품 중 식품분야를 바이오헬스로 정의한 경우 연구비는 23,475억원, 국가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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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상의 생명과학과 보건의료 분야를 통합한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비는 25,967억,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 중분류 단위에서 바이오헬스 분야를 도출하여 분석한 결과 27,404
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비는 협의적 개념으로 접

근시 약 1조 6,000억 수준이며, 광의적 개념으로 접근시 약 2조 7000억 수준으로 최대 

1조 이상의 연구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국가차원

에서 조속히 수립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정확한 분석(국내외 동향, 연구비, 과제수, 
성과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관련 계획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바이오헬스 분야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선행되어야할 것은 기초연구 투자규모

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다. 현재는 기초연구가 아닌 연구과제도 기초연구로 분류되는 경우

가 있어 기초연구 투자규모를 왜곡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표준분류나 세부분야 별

로 기초연구 단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가이드할 수 있는 분류기준과 매뉴얼을 개

발하고 활용함으로써 정확한 정부 R&D 투자 조사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부처별 투자 측면에서 2019년 NTIS 기준으로 바이오헬스 분야를 정의하여 분석한 결

과, R&D 투자규모가 가장 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바이오헬스 분야 전체 투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여 (평균 48.4%)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정부 부처별로 

중점을 두는 연구개발 단계가 상이한 것도 어느 한 부처가 주도적으로 바이오헬스 R&D 
정책을 수립하고 이끌어나가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유사 연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부처 간에 R&D 역할 분담을 했지만, 이는 오히려 연구

개발 단계를 분절시켜 연구개발 결과물이 실용화-제품화–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논

문, 특허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기초연구 성과가 사업화로 연계되는 전주기적(기
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 연구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

이다. 
미국의 보건복지부(HSS) 비국방 R&D 연구개발단계별 예산의 경우 기초연구 49.0%, 

응용연구 50.3% 수준으로 유사한 비중으로 투자되었으며 개발연구에 대한 투자는 0.1%
에 불과했다. 반면, 2019년 NTIS 기준 다양한 기준에 의거하여 분석한 결과 바이오헬스 

분야 R&D 기초연구비 규모는 평균 42.6%, 응용연구비 13.6%, 개발연구비 25%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미국의 바이오헬스 기초연구비 50.7%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향후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가 활성화되어 민간 R&D투자가 늘어나면, 
국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단계별 투자 배분에서 미국과 

같이 개발단계 비중을 줄이고 기초와 응용 연구의 비중을 높이는 포트폴리오로 전환하고, 
장기간 로드맵을 설정한 후 추진전략을 도출해 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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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5대 의약학분야에 대한 부처별 연구비 분석

한국연구재단 의학연구단의 주요 지원사업인 약학, 한의과학, 간호과학, 치의과학, 의학 

분야 기술에 대해 국가과학기술 분류체계상 보건의료 분야 중분류 단위에서 해당 기술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의학분야는 별도로 명확하게 분류하고 있지 않아 아래와 같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분야 중분류 단위에서 의학분야 기술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생명과학분야의 면역학 및 생리학, 보건의료 분야 중 임상의학, 의생명과학, 치료/진단기

기,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의료정보 및 시스템, 의료기기안전관리, 독성 및 안전성관

리 기반기술등이 포함되었으며, 뇌과학 분야의 뇌신경생물, 뇌인지, 뇌공학분야 등을 의학

분야 기술로 정의하였다. 아울러 약학 분야는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상 보건의료 분야중 

중분류 단위의 의약품, 의약품개발기술, 의약품안전관리 등을 포함하였다.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 보건의료 분야 소분류 단위에서 의학기술 도출 기준

Ÿ 의학분야의 경우에는 대분류상의 ‘보건의료’는 대부분 포함해야한다고 판단되지만, 식품안전관리와 영

양관리의 경우의 학분야와는 관련성이 낮아 제외시킴. 대신 대분류상의 ‘생명과학’에서면역학 및 생리

학과, 대분류상의 ‘뇌과학’에서 의료 현장에서 활용 되는 뇌의약과 뇌공학은 포함시킴

Ÿ 의학에 대한 분류는 인체 대상 의료행위 관련성을 기준으로 선택함

Ÿ 인체대상 여부는 인체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의료적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함

Ÿ 의료행위 관련성은 임상/의료현장 및 이에 준하는 환경에서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간호

사, 기타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람)이행하는 행위와 관련성을 바탕으로 선택함.
Ÿ 다만 신생분야, 예를들면 ICT 기반의료, 의료인이 관여하지 않는유전자검사(DTC)등은 의료인의 관여

성과 의료현장/임상현장 여부에 모호성이 존재할수 있음. 다만 결과적으로 ICT기반 의료행위는 의료

인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자가 관여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DTC의 경우에는 그결과에 따라 의료적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Ÿ 의학구분은 한국교육개발원학과(전공) 분류집을 기준으로 분류

[표 85]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 보건의료 분야 소분류 단위에서 의학기술 도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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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기정통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다부처사업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주요부처총계 전체총계

2018 7,168 1,462 42 53 752 3,571 1,958 375 720 16,101 16,266
2019 8,026 1,513 33 57 561 3,551 2,207 392 736 17,076 17,189
합계 15,194 2,975 75 110 1,313 7,122 4,165 767 1,456 33,177 33,455
증감 12% 3% -21% 8% -25% -1% 13% 5% 2% 6% 6%

[표 86] 5대 의약학 분야 분야 연도별 연구비(단위: 억 원)

NTIS 상에서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5대 의약학 분야를 분석한 결과 관련 연구비

는 연평균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부처의 연구비가 전체 관련 부처 연구비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대 의약학 분야 R&D를 지원하는 주요 부처

는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순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부처들의 

지원 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기정통부의 연구비 지원규모가 가장 크고 

2018년 대비 2019년 연구비 증가율이 12%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5대 의약학 분

야 R&D 주요 지원부처로 판단된다.
연도별 증감율을 상세히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비 증가율이 13%, 과기정통부 

증가율 12%, 농촌진흥청 증가율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부처사업의 경우는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9년 연구비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전체 연구비는 17,189억원

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연간 예산이 100억 이상인 주요 부처들의 연구비는 17,076억원으

로 전체 연구비의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과기정통부의 연

구비가 8,026억원으로 전체 연구비의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연구비가 3,551억원으로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산업

통상자원부의 연구비가 2,207억원(13%), 교육부의 연구비가 1,513억원(9%) 등으로 나

타났다. 이를 통해 최근 5대 의약학 분야 핵심지원은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

원부, 교육부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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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2019년 기준 5대 의약학 분야 부처별 연구비 규모 및 비율(단위: 억원)

[그림 81] 2019년 기준 5대 의약학 분야별 연구비 규모 및 비율(단위: 억원)

5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학분야에 대한 지원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약학, 한의과학, 치의학, 간호학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학의 경우는 연간 

주요부처의 총연구비가 2018년 109억원, 2019년 141억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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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다부처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총계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약학 1,570 1,766 213 225 287 287 1,258 1,076 699 744 169 166 152 152 4,348 4,416
한의과학 518 575 42 43 　 　 184 117 6 12 16 10 6 1 772 758
간호과학 72 100 35 38 　 　 2 3 　 　 　 　 　 　 109 141
치의과학 179 204 58 66 　 　 39 40 38 57 1 5 29 24 344 396
의학 4,829 5,381 1,114 1,141 465 274 2,088 2,315 1,215 1,394 189 211 533 559 10,43311,275
계 7,168 8,026 1,462 1,513 752 561 3,571 3,551 1,958 2,207 375 392 720 736 16,00616,986

[표 87] 5대 의약학 분야 부처별/연도별 연구비(단위: 억 원)

[그림 82] 5대 의약학 분야 연도별/부처별 연구비 규모 및 비율(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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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개발 단계(기초, 응용, 개발)에 따른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비 구조분석

본 분석에서는 NTIS 세부과제별 단위에서 연구책임자가 계획서 제출시 선택한 연구개

발 단계를 기준으로 기초, 응용, 개발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에 따라 

기초, 응용, 개발에 대한 기준이 서로 상이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나 다른 분류 체계에 비

해서는 본인 과제에 대해 가장 잘 알고있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선택한 것이므로 큰 오류

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기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에서 “생명과학+보건의료=바이오헬스” 분야 연구단계별 
연구비 분석

구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전체총계 기초연구 비율 응용연구비율 개발연구비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662 1,492 1,624 12,244 63% 12% 13%

교육부 1,948 36 12 2,230 87% 2% 1%
농림축산식품부 24 35 69 132 18% 27% 52%

농촌진흥청 55 161 93 421 13% 38% 22%
다부처 44 91 424 633 7% 14% 67%

보건복지부 890 950 1,662 4,911 18% 19% 34%
산업통상자원부 289 579 1,071 2,967 10% 20% 36%

식품의약품안전처 165 100 75 596 28% 17% 13%
중소벤처기업부 　 48 1,123 1,183 0% 4% 95%

해양수산부 47 70 115 295 16% 24% 39%
환경부 146 　 5 154 95% 0% 3%

주요부처총계 11,270 3,562 6,273 25,766 44% 14% 24%
전체총계 11,341 3,650 6,317 25,970 44% 14% 24%

[표 88]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상 생명과학+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단위: 억 원)

주 : 연구개발 단계를 “기타” 명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하지 않음

(단, 전체총계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연구 총합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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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상에서 2019년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상 “생명과학+보건의료” 분야 연구

개발단계별 연구비를 주요 부처 대상으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상 생명과학과 보건

의료 분야를 바이오헬스로 정의하여 분석한결과 기초연구 비율이 44%, 응용연구 14%, 
개발연구 24%로 나타났다. 기초연구의 비율이 높은 부처는 환경부(95%), 교육부(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63%)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38%), 농림축산식품부(27%), 
해양수산부(24%), 산업통상자원부(20%) 등은 응용연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개발

연구의 비율은 중소벤처기업부(95%), 다부처(67%), 농림축산식품부(52%) 순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해당 방법으로 바이오헬스를 정의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

육부, 식품의약안전처, 환경부 등이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진흥청, 
은 응용과제 위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다부처, 보건복지부, 산
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해양수산부 등은 개발단계의 연구를 주로 지원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83] 국가과학기술표준체계에 따른 부처별 보건의료+생명과학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 현황(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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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에서 보건의료를 바이오헬스로 정의한 경우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비

구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전체총계 기초연구 비율 응용연구비율 개발연구비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261 1,090 1,180 7,402 58% 15% 16%

교육부 1,209 20 9 1,356 89% 1% 1%
다부처 40 77 387 578 7% 13% 67%

보건복지부 809 855 1,510 4,568 18% 19% 33%
산업통상자원부 166 477 798 2,249 7% 21% 35%

식품의약품안전처 139 93 66 544 26% 17% 12%
중소벤처기업부 　 27 755 794 0% 3% 95%
주요부처총계 6,624 2,639 4,705 17,491 38% 15% 27%

전체총계 6,654 2,721 4,817 17,718 38% 15% 27%

[표 89]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상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단위: 억 원)

주: 연구개발 단계를 “기타” 명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하지 않음(단, 전체총계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
발연구, 기타연구 총합으로 정리함)

NTIS 상에서 2019년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상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를 주요부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초연구 비율이 38%, 응용연구 15%, 개발

연구 27%로 나타났으며, 기초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교육부(89%), 과학기술정

보통신부(58%), 식품의약품안전처(26%) 순으로 나타났다. 응용연구 비율의 경우 산업

통상자원부(21%), 보건복지부(19%), 식품의약품안전처(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 순으로 나타났으며, 개발연구의 비율은 중소벤처기업부(95%), 다부처(67%), 산
업통상자원부(35%), 보건복지부(3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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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부처별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 현황(2019)

3.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상의 보건의료와 경제사회목적 분류상 건강의 
합집합-교집합 영역의 바이오헬스 연구단계별 연구비

구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전체총계 기초연구 비율 응용연구비율 개발연구비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482 1,663 1,838 12,325 61% 13% 15%

교육부 1,864 55 19 2,164 86% 3% 1%
농촌진흥청 33 112 67 213 15% 53% 31%

다부처 74 100 447 699 11% 14% 64%
보건복지부 900 940 1,646 4,888 18% 19% 34%

산업통상자원부 203 566 868 2,478 8% 23% 35%
식품의약품안전처 203 138 96 731 28% 19% 13%
중소벤처기업부 0 35 965 1,011 0% 3% 95%

해양수산부 33 58 98 191 17% 30% 51%
주요부처총계 10,792 3,667 6,044 24,700 44% 15% 24%

총 합계 10,882 3,778 6,133 25,020 43% 15% 25%

[표 9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상 보건의료와 경제사회목적 분류상 건강의 합집합-교집합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단위: 억 원)

주: 연구개발 단계를 “기타” 명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하지 않음(단, 전체총계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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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연구, 기타연구 총합으로 정리함)

NTIS 상에서 2019년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상 “보건의료와 경제사회목적 분류

상 건강의 합집합-교집합 영역”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를 주요부처를 대상으로 분

석한 결과 기초연구 비율이 44%, 응용연구 15%, 개발연구 24%로 나타났으며, 기초연구

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교육부(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61%), 식품의약품안전

처(28%) 순으로 나타났다. 응용연구 비율의 경우 농촌진흥청(53%), 해양수산부(30%), 
산업통상자원부(23%), 식품의약품안전처(19%) 순으로 나타났으며, 개발연구의 비율은 

중소벤처기업부(95%), 다부처(64%), 산업통상자원부(35%), 보건복지부(3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85] 2019년 기준 보건의료와 경제사회목적 분류상 건강의 

합집합-교집합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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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점과학기술 분야 생명ž보건의료+농림식품 일부 분야의 바이오헬스 연구단계별 
연구비

구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전체총계 기초연구 비율 응용연구비율 개발연구비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280 1,514 1,818 12,525 66% 12% 15%

교육부 2,007 33 16 2,130 94% 2% 1%
농림축산식품부 58 130 306 514 11% 25% 60%

농촌진흥청 66 298 163 568 12% 52% 29%
다부처 51 93 473 679 8% 14% 70%

보건복지부 714 694 1,452 3,248 22% 21% 45%
산업통상자원부 287 629 830 1,807 16% 35% 46%

식품의약품안전처 151 95 62 502 30% 19% 12%
중소벤처기업부 　 48 1,255 1,319 0% 4% 95%
주요부처총계 11,614 3,534 6,375 23,292 50% 15% 27%

총 합계 11,672 3,627 6,403 23,478 50% 15% 27%

[표 91] 중점과학기술 분야 중 생명ㆍ보건의료+농림식품 중 식품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단위: 억 원)

주: 연구개발 단계를 “기타” 명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하지 않음(단, 전체총계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
발연구, 기타연구 총합으로 정리함)

NTIS 상에서 2019년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상 “생명ㆍ보건의료+농림식품 중 

식품”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를 주요부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초연구 비율이 

50%, 응용연구 15%, 개발연구 27%로 나타났으며, 기초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교육부(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66%), 식품의약품안전처(30%) 순으로 나타났다. 응
용연구 비율의 경우 농촌진흥청(52%), 산업통상자원부(35%), 농림축산식품부(25%) 순
으로 나타났으며, 개발연구의 비율은 중소벤처기업부(95%), 다부처(70%), 농림축산식품

부(60%), 산업통상자원부(4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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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2019년 기준 생명 ž보건의료+식품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 현황

5. 연구개발 단계(기초, 응용, 개발)에 따른 전문가 직관법 분야 연구단계별 연구비

구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전체총계 기초연구 비율 응용연구비율 개발연구비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840 1,619 2,030 14,810 60% 11% 14%

교육부 2,147 38 16 2,541 84% 1% 1%
농림축산식품부 53 97 763 1,254 4% 8% 61%

농촌진흥청 66 258 919 4,328 2% 6% 21%
다부처 48 92 641 901 5% 10% 71%

보건복지부 913 962 1,701 4,988 18% 19% 34%
산림청 51 33 121 443 12% 7% 27%

산업통상자원부 295 603 1,445 3,517 8% 17% 41%
식품의약품안전처 203 126 106 757 27% 17% 14%
중소벤처기업부 0 58 1,674 1,753 0% 3% 95%

해양수산부 72 75 501 1,597 5% 5% 31%
환경부 266 94 865 1,884 14% 5% 46%

주요부처총계 12,954 4,055 10,782 38,773 33% 10% 28%
총 합계 12,979 4,128 10,909 39,002 33% 11% 28%

[표 92]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반영한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단위: 억 원)

주: 연구개발 단계를 “기타” 명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하지 않음(단, 전체총계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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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연구, 기타연구 총합으로 정리함)

NTIS 상에서 2019년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상 생명과학, 보건의료, 농림수산식

품, 뇌과학, 인지/감성과학, 환경 분야의 중분류 단위에서 전문가 자문결과를 토대로 정의

한 바아오헬스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를 주요부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초연구 비율이 33%, 응용연구 10%, 개발연구 28%로 나타났으며, 기초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교육부(84%), 과학기술정보통신부(60%), 식품의약품안전처(27%) 순
으로 나타났다. 응용연구 비율의 경우 보건복지부(19%), 산업통상자원부(17%), 식품의

약품안전처(17%) 순으로 나타났으며, 개발연구의 비율은 중소벤처기업부(95%), 다부처

(71%), 농림축산식품부(61%), 환경부(46%), 산업통상자원부(4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87] 2019년 기준 전문가 직관법에 다른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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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개발 단계(기초, 응용, 개발, 기타)에 따른 5대 의약학 

분야 연구비 구조분석

1. 5대 의약학 분야 연구개발 단계(기초, 응용, 개발, 기타)에 따른 연구비 구조분석

구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연구 전체총계 기초연구 비율 응용연구비율 개발연구비율 기타연구비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16 2,192 1,195 870 9,573 56% 23% 12% 9%

교육부 1,364 38 9 132 1,543 88% 2% 1% 9%
다부처 38 151 382 75 646 6% 23% 59% 12%

보건복지부 817 1,666 1,499 1,400 5,382 15% 31% 28% 26%
산업통상자원부 171 927 791 805 2,694 6% 34% 29% 30%

식품의약품안전처 86 165 45 209 505 17% 33% 9% 41%
중소벤처기업부 0 52 704 13 769 0% 7% 92% 2%
주요부처총계 7,792 5,191 4,625 3,504 21,112 37% 25% 22% 17%

총 합계 7,821 5,344 4,721 3,505 21,391 37% 25% 22% 16%

[표 93] 5대 의약학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단위: 억 원)

NTIS 상에서 2019년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상 “5대 의약학” 분야 연구개발단계

별 연구비를 주요부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초연구 비율이 37%, 응용연구 25%, 개
발연구 22%, 기타연구 17%로 나타났으며, 기초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교육부

(88%), 과학기술정보통신부(56%), 식품의약품안전처(17%) 순으로 나타났다. 응용연구 

비율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34%), 식품의약품안전처(33%), 보건복지부(31%), 과학기

술정보통신부(23%), 다부처(23%) 순으로 나타났으며, 개발연구의 비율은 중소벤처기업

부(92%), 다부처(59%), 산업통상자원부(29%), 보건복지부(28%)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 기타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41%), 산업통상자원부(30%), 보건복지부(26%) 순으

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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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2019년 기준 5대 의약학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 현황

2. 약학 분야 연구개발 단계(기초, 응용, 개발, 기타)에 따른 연구비 구조분석

구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연구 전체총계 기초연구 비율 응용연구비율 개발연구비율 기타연구비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39 420 398 22 1,579 47% 27% 25% 1%

교육부 171 3 1 27 202 85% 1% 0% 13%
다부처 18 39 192 38 287 6% 14% 67% 13%

보건복지부 278 151 492 123 1,044 27% 14% 47% 12%
산업통상자원부 25 68 159 493 745 3% 9% 21% 66%

식품의약품안전처 25 30 21 89 165 15% 18% 13% 54%
중소벤처기업부 0 10 138 2 150 0% 7% 92% 1%
주요부처총계 1,256 721 1,401 794 4,172 30% 17% 34% 19%

총 합계 1,265 744 1,450 794 4,253 30% 17% 34% 19%

[표 94] 약학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단위: 억 원)

NTIS 상에서 2019년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상 “약학”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연

구비를 주요부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초연구 비율이 30%, 응용연구 17%, 개발연

구 34%, 기타연구 19%로 나타났으며, 기초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교육부

(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47%), 보건복지부(27%) 순으로 나타났다. 응용연구 비율

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27%), 식품의약품안전처(18%), 보건복지부(14%), 다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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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순으로 나타났으며, 개발연구의 비율은 중소벤처기업부(92%), 다부처(67%), 보
건복지부(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연구는 산업통상

자원부(66%), 식품의약품안전처(54%)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89] 2019년 기준 약학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 현황

3. 한의과학 분야 연구개발 단계(기초, 응용, 개발, 기타)에 따른 연구비 구조분석

구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연구 전체총계 기초연구 비율 응용연구비율 개발연구비율 기타연구비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3 38 46 188 575 53% 7% 8% 33%

교육부 41 0 0 2 43 95% 0% 0% 5%
다부처 0 0 0 0 0 0% 0% 0% 0%

보건복지부 5 38 70 4 117 4% 32% 60% 3%
산업통상자원부 0 0 12 0 12 0% 0% 100% 0%

식품의약품안전처 1 0 0 8 9 11% 0% 0% 89%
중소벤처기업부 0 0 1 0 1 0% 0% 100% 0%
주요부처총계 350 76 129 202 757 46% 10% 17% 27%

총 합계 350 77 131 202 760 46% 10% 17% 27%

[표 95] 한의과학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단위: 억 원)

NTIS 상에서 2019년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상 “한의과학”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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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를 주요부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요부처의 연구비가 전체 연구비의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과학” 분야를 지원하는 주요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순으로 나타났고 그 외 부처들의 지원 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주요부처 연구개발단계별 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연구 비율이 46%, 응용연구 10%, 개발

연구 17%, 기타연구 27%로 나타났으며, 기초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교육부

(95%), 과학기술정보통신부(53%), 식품의약품안전처(11%) 순으로 나타났다. 응용연구 

비율의 경우 보건복지부(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7%) 순으로 나타났으며, 개발연구

의 비율은 산업통상자원부(100%), 중소벤처기업부(100%), 보건복지부(32%) 순으로 나

타났다. 또한, 기타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89%), 과학기술정보통신부(33%) 순으로 조

사되었다.

[그림 90] 2019년 기준 한의과학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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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과학 분야 연구개발 단계(기초, 응용, 개발, 기타)에 따른 연구비 구조분석

구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연구 전체총계 기초연구 비율 응용연구비율 개발연구비율 기타연구비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4 2 3 2 101 93% 2% 3% 2%

교육부 34 1 1 2 38 89% 3% 3% 5%
다부처 0 0 0 0 0 0% 0% 0% 0%

보건복지부 0 1 2 0 3 0% 33% 67% 0%
산업통상자원부 0 0 0 0 0 0% 0%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0 0 0 0 0 0% 0% 0% 0%
중소벤처기업부 0 0 0 0 0 0% 0% 0% 0%
주요부처총계 128 4 6 4 142 90% 3% 4% 3%

총 합계 128 4 6 4 142 90% 3% 4% 3%

[표 96] 간호과학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단위: 억 원)

NTIS 상에서 2019년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상 “간호과학”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를 주요부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초연구 비율이 90%, 응용연구 3%, 개발연

구 4%, 기타연구 3%로 나타나 기초연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 

분야 연구비 자체가 매우 미미하여 응용이나 개발단계가 지원될수 없는 이유에 기인할 것

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93%), 교육부

(89%) 순으로 나타났다. 응용연구 비율의 경우 보건복지부(33%), 교육부(3%) 순으로 

나타났으며, 개발연구의 비율은 보건복지부(67%),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교육부

(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연구는 교육부(5%), 과학기술정보통신부(2%)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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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2019년 기준 간호과학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 현황 

5. 치의과학 분야 연구개발 단계(기초, 응용, 개발, 기타)에 따른 연구비 구조분석

구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연구 전체총계 기초연구 비율 응용연구비율 개발연구비율 기타연구비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1 13 10 1 205 88% 6% 5% 0%

교육부 61 0 1 5 67 91% 0% 1% 7%
다부처 0 0 0 0 0 0% 0% 0% 0%

보건복지부 1 15 23 1 40 3% 38% 58% 3%
산업통상자원부 28 11 17 0 56 50% 20% 30% 0%

식품의약품안전처 0 1 0 4 5 0% 20% 0% 80%
중소벤처기업부 0 0 24 0 24 0% 0% 100% 0%
주요부처총계 271 40 75 11 397 68% 10% 19% 3%

총 합계 271 40 78 11 400 68% 10% 20% 3%

[표 97] 치의과학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단위: 억 원)

NTIS 상에서 2019년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상 “치의과학”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를 주요부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초연구 비율이 68%, 응용연구 10%,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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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9%, 기타연구 3%로 나타났으며, 기초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교육부

(91%), 과학기술정보통신부(88%), 산업통상자원부(50%) 순으로 나타났다. 응용연구 

비율의 경우 보건복지부(38%), 산업통상자원부(20%), 식품의약품안전처(20%) 순으로 

나타났으며, 개발연구의 비율은 중소벤처기업부(100%), 보건복지부(58%), 산업통상자

원부(3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80%), 교육부(7%) 순
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92] 2019년 기준 치의과학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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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학 분야 연구개발 단계(기초, 응용, 개발, 기타)에 따른 연구비 구조분석

구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연구 전체총계 기초연구 비율 응용연구비율 개발연구비율 기타연구비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99 1,719 738 657 7,113 56% 24% 10% 9%

교육부 1,057 34 6 96 1,193 89% 3% 1% 8%
다부처 20 112 190 37 359 6% 31% 53% 10%

보건복지부 533 1,461 912 1,272 4,178 13% 35% 22% 30%
산업통상자원부 118 848 603 312 1,881 6% 45% 32% 17%

식품의약품안전처 60 134 24 108 326 18% 41% 7% 33%
중소벤처기업부 0 42 541 11 594 0% 7% 91% 2%
주요부처총계 5,787 4,350 3,014 2,493 15,644 37% 28% 19% 16%

총 합계 5,807 4,479 3,056 2,494 15,836 37% 28% 19% 16%

[표 98] 의학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단위: 억 원)

NTIS 상에서 2019년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상 “의학”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연

구비를 주요부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초연구 비율이 37%, 응용연구 28%, 개발연

구 19%, 기타연구 16%로 나타났으며, 기초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교육부

(89%), 과학기술정보통신부(56%), 식품의약품안전처(18%) 순으로 나타났다. 응용연구 

비율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45%), 식품의약품안전처(41%), 보건복지부(35%), 다부처

(31%) 순으로 나타났으며, 개발연구의 비율은 중소벤처기업부(91%), 다부처(53%), 산
업통상자원부(3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33%), 보건복

지부(30%), 산업통상자원부(17%)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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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2019년 기준 의학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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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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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오헬스 분야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
첫째, 바이오헬스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연구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고,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이오 분

야 기초연구의 경우(특히 순수 기초일 경우) 분야 특성상 동일한 주제에 대해 비록 소규

모 지원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적 호기심 등으로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순수 기초연구는 연구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폭넓은 연구 주제

들이 순수기초 사업을 통해 수행될 수 있도록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

다.
둘째, 바이오헬스 분야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부처간 상호 협의 및 연계를 통해 

일관된 정책과 R&D 구조 구축을 통해 통합적인 지원, 관리가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도 

현재 다양한 부처,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분산,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

헬스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미국, 일본, 영국 등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연구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실질적인 병원 임상연구가 가능하도록 임상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야하며, 의료기기에 대한 산업적인 식견을 가진 임상의들이 의료기기 기초 R&D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기초 R&D의 성과가 사용자에게까

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규제, 특허, 시장 관련된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바이오헬스나 기초연구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설정이 국가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기초연구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연구 투자규모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한나 현재까지는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여 정책수립

시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연구자에 따라 임의로 기초, 응용, 개발 연구를 구분하

고 있어 기초연구가 아닌 연구과제도 기초연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기초연구 투자규

모를 왜곡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과학기술표준분류나 세부분야별로 기초연구 단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가이드할 수 있는 분류기준과 매뉴얼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정

확한 분류를 통한 정부 R&D 투자 조사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바이오헬스 투자 포트폴리오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하여 기초연구투자 

비중을 높여야 하며 단계별 투자 비중을 미국과 같이 개발단계 비중을 줄이고 기초와 응

용 연구의 비중을 높이는 포트폴리오로 전환하고 장기간 로드맵을 설정한 후 추진전략을 

도출해 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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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대 의약학 분야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
먼저 의학 분야를 중심으로 의약학 전반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학 분야의 연구가 향후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오픈 이노베이션과 융합적 사고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적용한 인재양성과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만성질환자 수가 증가하며 국가나 개인이 지불해야하는 의료

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빅데이터분석,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하

여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하며 의료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

구에 부응하는 기술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셋째, 중개 연구와 임상연구에서 흔히 발생하는 어려움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

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기초의약학의 중요한 역할이다. 중개연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

는 데는, 기초연구의 임상적 연관성이 애초에 낮았거나, 연구의 가설을 잘못 세운 경우, 
연구실 데이터의 재현성 문제, 기초연구자가 팀에게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 것, 사
용한 분석법이나 모델 등의 신뢰성, 통계 문제 등 연구에 직접 연관된 것들이 많고, 이 외

에도 작용기전, 특이도, 용해도 등 신약 후보 요건(draggability)이나 개발과정에 대한 이

해가 없다면, 과학적으로 매우 흥미가 있는 연구라 할지라도 약이 될 수 없다. 
넷째, 대학원 학생들이나 젊은 과학자들의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의약품 개발과정

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해외의 전문

가들은 의과대학의 커리큘럼에 신약개발과 창업에 대한 과목을 넣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레스터(Leicester) 의과대학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협력하여 3학년 과정에 

신약개발과정을 가르치는 과목을 마련하고, 학교 뿐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연구소와 임

상1상 유닛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넷째, 기초의학 전공 의사과학자로 양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전략과 지원방안 수립이 요청되고 있다. 전주기적 의사과학자 양성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는, 우선 의사들이 이 시스템에 유입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유출되지 않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유입에 있어서는 의과대학졸업자, 전문의수련의, 그리고 전문의가 

이 시스템에 유입되어야 한다. 아울러 의사과학자 양성 관련 관계부처(교육부, 과기정통

부, 보건복지부) 기초의과학 R&D와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분절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공백

영역이 상당히 존재하므로 범부처 차원에서의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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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간호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과 관련하여 분야별로 핵심사항 위주로 제언하

고자 한다. 
첫째, 간호 R&D에서는 서비스를 창출할 기초 지식 및 기반 기술을 창출할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간호기기 요소 및 기기 개발 분야를 포함함으로써 산업화 가치를 높힐 수 있어

야 하며, 간호기기 연계, 헬스케어서비스 연계와 같은 바이오와 헬스의 융합을 위한 서비

스 중개 연구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헬스케어서비스는 간호의 핵심 영역으로, 건강과 

관련된 빅데이터 공통 플랫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연구 및 신기술 영역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임상·보건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임상연구 및 질환 

대응연구를 지원해야 하며, 간호 R&D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보인프라를 강화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치의학분야 연구개발비는 전체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비에서 국내외적으로 

1-2% 내외를 차지하는 수준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치과진료도 전통적인 치료법

에서 벗어나 점점 디지털화, 데이터화가 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치과진료의 특성상 타 의

료분야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연구비에 대한 절대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아
울러 수월성에 기반한 지원도 필요하나 학문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한의학관련 R&D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전주기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한의약 자

원의 활용을 위한 약물재창출 사업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한의약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한의약 임상정보 분석 및 신기술·신제품 후보군 발굴 등으로 연계하는 사업 등

의 지원이 필요하며, 동의보감 등 한의약 문헌정보와 임상연구 정보 등을 활용하여 치료 

수단이 없는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한의약적 치료제 후보물질 발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의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이 필요하며, 면역질환(천식, 비염, 아토피), 환경

질환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약학관련하여 국내의 경우 신약개발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신약개발

을 위한 후보물질 탐색부터 비임상 검증까지 약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

한 약학 분야에 장기과제가 필요하다. 또한 신약개발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 지원 강

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약학계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 드럭씨드를 찾는 기초연구를 수행하

여, 이를 의약품으로 만드는 산업계와의 공유 및 협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량의약기

술 기반의 신규 제품개발과 천연물 의약품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몇 

년간 지원이 단절되었던 천연물기반 신약을 포함한 천연의약소재 및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지원 재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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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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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문 위원회 명단
분류 성명 소속기관/직위 연락처

자문위원(외부)

김현철 보건산업진흥원 단장 june2097@khidi.or.kr

이명화 STEPI 본부장 mlee@stepi.re.kr

이승규 KISTEP 센터장 skyist@kistep.re.kr

이상호 제주대학교 교수(前 KEIT 바이오 PD) leeSangho@jejunu.ac.kr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재단장 sam.muk@kddf.org

김법민 의료기기개발사업단 bmk515@korea.ac.kr

의학한림원소위원(내부)

서인석 서울대 교수 insuk@snu.ac.kr

서준범 울산대 교수 joonbeom.seo@gmail.com

오의금 연세대 교수 euigeum@yuhs.ac

이병헌 경북대 교수 leebh@knu.ac.kr

이인규 경북대 교수 leei@knu.ac.kr

조명찬 충북대 교수 mccho@cbnu.ac.kr

의학한림원본부
임정기 연구정책위원장 imjgsnu@gmail.com

임태환 원장 　d890079@naver.com

mailto:june2097@khidi.or.kr
mailto:mlee@stepi.re.kr
mailto:skyist@kistep.re.kr
mailto:leeSangho@jejunu.ac.kr
mailto:sam.muk@kddf.org
mailto:bmk515@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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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경과
회의명 일시 방법 참석자 주요내용

1
연구진 

킥오프미팅
20. 12. 
24

온라인 
ZOOM회의

연구진 7인

Ÿ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의 
주력 투자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
확한 R&D 투자규모가 명확하지 않
고, 거버넌스가 분산되어 있으며, 
연구대상이 현장친화적이지 못하다
는 데에서 출발함

Ÿ 본 연구는 기초의학연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고, 그를 위해 
기초의학연구가 임상·산업화와 연
계되는 파이프라인 구조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함

2
1차 자문
위원회

01. 25
온라인 

ZOOM회의
내외부 

전문가 15인

Ÿ 현재까지 추진 내용에 대한 점검
Ÿ 바이오헬스의 정의와 분류 방법에 

대한 논의
Ÿ 본 용역과제 내용에 대한 제언 등

3
연구재단 
킥오프미팅

03. 03
온라인 

ZOOM회의

연구재단, 
의학한림원, 
대전대 등 

9인

Ÿ 의학, 약학, 간호학, 치의학, 한의학 
분야별 연구 사각지대, 애로사항(MD 
대학원생 인력양성 등), 해외 주요
국 대비 공백 사항 등에 대해 종합
적인 제언 요청

 - 2023년 관련 분야 예산 요구 시 참
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필
요

 - 의학 분야 예산 요청 시 핵심 자료 
중 하나로 본 연구를 이용할 예정
이므로 되도록 정교한 분석 필요

Ÿ 의학 분야뿐 아니라 간호학ž치의학ž
한의학 등 타 분야까지 포용해서 국
가 보건 분야 연구에 대한 육성을 
위한 거시적인 차원의 명분 확보 필
요 

4
연구재단 
PO 면담

03. 10
연구재단 
방문

연구재단, 
대전대 

연구원 4인

Ÿ RFP 내용(바이오헬스)에 충실하고 
전체 보고서 중 일부분을 연구재단 
의학연구단 연구분야(의학, 치의학, 
약학, 한의학, 간호학)에 대한 분석 
요청(2023년 예산 신청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함)

 - “기초”의 범위는 부처간 역할을 
감안하여 교육부, 과학기술정통부
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기초”로 
분석하는 것이 오류도 적고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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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일시 방법 참석자 주요내용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Ÿ 분석데이터 DB는 “국가과학기술표
준분류체계” 활용 타당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중 ‘생
명과학+보건의료=바이오헬스’로 
규정하여 분석 

 - 의약학 분야는 보건의료 중 중분류 
단위에서 분석하되 치의학, 약학, 
한의학, 간호학은 구체화되어있으
나‘의학’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
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의학한
림원 전문가 그룹에서 규정 필요

5 내부회의 03. 22
온라인 

ZOOM회의

의학한림원, 
대전대 등 

7인

Ÿ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국가과학
기술표준분류’ 체계를 활용한 분석 
방법에 대한 타당성 확보 필요

 - 생명과학+보건의료=바이오헬스로 
규정하는 부분 

 - 보건의료 범주내에서 “의학”에 
포함시킬 기술

Ÿ 생명과학+보건의료 범주내에서 적절
한 분석 단위(중분류/소분류)

 - 생명과학으로 구분된 분야 중 의약
학으로 분야 도출 등

Ÿ 의약학 분야별 원고의뢰 전문가 확
정

 - 각 분야별 전문성에 기반한 국내외 
현황분석,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 일부 내용 해당 분
야 최고 전문가에게 원고 의뢰

6
외부전문가

자문
03. 30

보건산업
진흥원 방문
(김현철단장)

김현철, 
이현복, 
유현희

Ÿ 임의로 생명과학과 보건의료 2개의 
카테고리만을 바이오헬스로 규정하
기보다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상 
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뇌과학 등의 관련 대분류 내의 중분
류 단위에서 1차적으로 미국 NIH 
등의 분류와 비교하여 바이오헬스와 
관련된 학문 분야를 도출하여 바이
오헬스로의 포함/미포함의 근거를 
확보하고 연구목적 고려와 전문가 
합의에 의해 최종 결정하는 절차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Ÿ “기초” 단계에 대해 부처별로 구
분하는 것보다는(실질적으로는 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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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일시 방법 참석자 주요내용
정통부 사업속에도 개발과제들이 존
재하고 보건복지부 사업에도 기초과
제들이 존재하므로) “바이오헬스” 
연구영역 중 “기초” 단계를 ‘교육
부+과기정통부’ 사업으로 규정 필요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의 학문
분야별로 기초학문을 도출하거나 
과제 단위에서 기초, 응용, 개발로 
구분된 연구개발 단계에서 “기
초”를 분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전자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됨

7 2차 자문 04. 13
온라인 

ZOOM회의
내외부 

전문가 15인

Ÿ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 중분류 
단위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도출(관
련 대분류는 생명과학, 보건의료, 
농림수산식품, 뇌과학, 인지/감성과
학 정도로 예상됨)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고 본 용역을 통해 새롭게 제
안할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됨

Ÿ 이외에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
계상의 보건의로, 보건의료+생명과
학과 중점과학기술 분야 생명/보건
의료 분야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해당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면 좋
을 것 같음

8
중간보고서 

제출
04. 20 이메일 제출

Ÿ 양식에 의거하여 중간보고서 제출
Ÿ 추진경과 및 계획 제출 등

9
전문가 의견 

수렴
07. 

19~23
서면의견 
접수

외부전문가
8인

Ÿ 바이오헬스, 의약학 분야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제언 수렴

10
3차 

자문회의
07. 20

온라인 
ZOOM회의

내외부 
전문가 19인

Ÿ 최종보고서 검토(검토의견 서면 제
출 요청)

Ÿ 기초연구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언
Ÿ 의약학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

한 지원 포트폴리오 필요(현재 특정 
분야는 지원이 너무 부족한 상황임)

Ÿ 기초의학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범
위 정의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Ÿ 바이오헬스 기술 범위을 다양하게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한점이 우수하
다고 판단됨.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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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일시 방법 참석자 주요내용
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11
최종보고서 

검토
7/21~
7/28

서면자문 전문가 10인
Ÿ 최종보고서 전체 내용에 대한 검토
Ÿ 수정,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등

12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연구정책
위원회

8/2 월
07:00

온라인 
ZOOM회의

대한민국의
학한림원

위원회 위원
7인

Ÿ 최종보고서 전체 내용에 대한 검토
Ÿ 수정,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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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의견
과제명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헬스 R&D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전문분야 □ 바이오헬스 전반  □ 의학 □ 치의약 □ 한의학 ■ 간호학 □ 약학

전문가명 오의금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바이오헬스/의약학 분야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

   최근 바이오헬스 분야는 미래 성장 가능성과 고용 효과가 크며,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유

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바이오헬스 R&D 투자는 기술 중심의 산업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이 집중된 경향이 있어,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를 넘어서 서비스를 창

출할 수 있는 기초 및 임상 지식과 기술에 대한 균형감 있는 투자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

적 중심으로의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간호학은 서비스 중심의 돌봄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학문 분야로써, 우리나라 보건의료서

비스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간호 R&D에 대한 정책지원과 투자는 다

른 학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약한 수준입니다. 실례로 2020년 기준, 전체 보건의

료 R&D에서 간호 R&D 투자액 비중은 0.5%로 나타났으며, 국내 간호 R&D의 투자액은 약 

92억원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한국의 18배인 1,620억원, 일본은 4배인 327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기

술을 목적으로 하는 간호 R&D 투자액이 대폭 상향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 분야는 간호 연구의 기반이 되는 분야이자, 간호 산업과뿐

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큰 분야입니다. 그러나 2020년 국내 

간호 R&D 현황을 살펴보면,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 분야의 투자액은 건강증진 및 간호시스

템 분야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는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 분야의 투자액이 건강증진 및 간

호시스템 분야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미국과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따라서,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에 대한 R&D 투자액이 건강증진 및 간호시스템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하

며, 이를 위해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 분야 투자액의 순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연구재단 간호학 RB 분야에서 미분류의 영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균

형 있는 간호 R&D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바이오헬스 

기술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국민건강,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간호기기 개발기술’과, 둘째, 미래 보건의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며, 바이오헬스 뿐만 아니라 간호 R&D를 발전적으로 이끌어나갈 주체를 양성할 수 있는

‘간호과학자 양성’, 셋째, 간호 R&D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국가 간호

연구센터’지원, 마지막으로 국제 연구력 강화를 위해‘국제 협력’등의 분류를 신설할 필

요가 있습니다. 

  간호 R&D 투자 규모의 확대 및 균형 있는 간호 R&D 투자를 기반으로 하여 간호와 관련

된 새로운 기초 지식과 기술의 창출, 다학제 지식과 기술의 임상적 적용을 통한 응용 지식

과 기술의 창출이 수행되어, 바이오헬스 산업화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1. 7. 12 오의금 오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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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바이오헬스 전반  □ 의학 □ 치의약 □ 한의학 □ 간호학 ■ 약학

전문가명 이 상호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바이오헬스/의약학 분야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

   4차산업 혁명시대라는 조금은 식상한 단어가 되어 버려가는 이 시점에 4차 산업

혁명을 가장 혁신적으로 주도해 나갈 산업으로 손꼽았던 대한민국의 바이오헬스 산

업의 현주소를 한번 돌이켜 보면, 비약적으로 성장해 가는 바이오헬스 분야가 있는 

반면에 아직도 제자리 걸음만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도 공존해 있다는 사실은 어

쩌면 웃고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싶다. 

   시간을 돌려 19년 5월로 돌아가 보면 충북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육성전략 보고회

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공표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을 차세대 5대 주력수출산업으

로 육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연간 연구비를 4조 규모로 투자하여 연 수출액 500억

을 달성하겠다는 희망찬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1년 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

스, 미래차를 3대 신성장 산업으로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하셨다. 분명히 이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슴을 뛰게 하는 이벤트와 발

표였음에 틀림이 없었다. 왜냐하면 바이오산업의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이오헬스 산업의 가장 큰 책임을 가

지고 있는 의약학 분야와 제약산업은 이러한 국가 비래비전에 충분한 화답을 하고 

있는 걸까? 예스라고 이야기 하고 그 이유에 적극 동조하고 사람을 찾기는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분발해야 한다

고 대답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에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R&D 사업의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구

조분석 연구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대답의 출발선상에 있고 아마도 새롭게 달리기 

위해 신발끈을 더욱 더 조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바이오헬스를 선도하는 의약학 분야는 전문영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타

산업분야의 다이나믹한 변화를 쉽게 포용하거나 접목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것도 

사실이었다. 그나마 산업분야는 그러한 변화를 몸소 느끼고 있기에 그러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융합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한 반면, 기초연구 분야는 환경의 변화와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인식과 포용성이 아쉽게도 부족하다. 특히 기초약

학연구 분야는 이러한 변화에 더욱 둔감하게 반응하는 건 더욱 아쉽기도 하다. 따라

서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서 기초약학 분야도 다양성이 존재하는 바이헬스 분야의 오

픈 이노베이션과 융합적 사고의 도입을 통해 향후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약학분야 인재양성과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 촉진제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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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홤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 측면에서 의약학 분야도 최근 들어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디지털헬스

케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시대적 필요를 동

반하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만성질환자 수가 증가하며 국가나 개인이 지불해

야하는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분석, 사물인터

넷 기술 등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하며 의료 시스템을 효율화하

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의 역할이다. 병원에서 사후약방문식으

로 이뤄졌던 치료중심의료가 지역사회 예방중심의료로 변화할 수 있는 변화가 디지

털 헬스케어로 인해 비로소 실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의학과 

약학분야의 연구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곧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win-win 이 되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바이오헬스 산업과 의약학 분야를 이끌어 가는 기초연구자들은 시대

적 소명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본인의 기득권이 중요한 

시대가 아닌 바이오헬스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더욱 더 분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물은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2021. 7. 12 이상호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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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헬스 R&D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전문분야 □ 바이오헬스 전반  ■ 의학 □ 치의약 □ 한의학 □ 간호학 □ 약학

전문가명 서인석 소속기관 서울의대 생리학교실

바이오헬스/의약학 분야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

기초학문 중 저는 제가 몸 담고 있는 생리학이 속하는 기초의학을 기반으로 제언하

고자합니다. 한국에서 기초의학분야에서 연구비를 받는 것은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

다. 미국에서 포닥을 하고 좋은 업적들을 갖고 귀국을 하지만 몇 년 지나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보내는 연구자들이 꽤 됩니다. 국민소득에 비해 몇 퍼센트나 투자하는데 

왜 원천기술 개발은 뒤지고 늘 뒤만 따라다닌다는 비난을 기초의학자들은 받아야할

까 늘 고민이 많습니다. 

기초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 기초연구비를 증액하였지만 지금 와서 결과는 압핀 모

양의 연구비 구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과제갯수는 늘어났지만 과제당 연구비는 오

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과제당 1억도 안되는 연구비로 무슨 세계적인 연구를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연구비 액수도 늘어나고 그에 비례해서 우

수 잡지에 실리는 논문들 개수도 많아져서 질적으로도 한국과학이 많이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서경배연구비나 삼성미래육성연구비가 생겨서 그나마 많은 기초연구자

들의 숨통이 트인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외국에서 좋은 논문 쓰고 겨우 자리잡은 

많은 신진 우수과학자들이 연구를 마음대로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삼성미래연구비는 

공대에 많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정말 기초연구에 투자한다고 볼 수도 없겠습니다. 

공대에 지원하는 연구비도 기초연구비로 봐야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 기술이 과학보다는 기술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하고 지금의 대한

민국이 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연구비 집행하는 방법이나 분류 이런 문

제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몇 가지 기본 방향을 제언하고 싶습니다. 

  첫째 연구비 단위를 좀 절대적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과제당 최소한 2억은 되게 연구비를 집행하였으면 합니다. 목적이 

있는 연구비는 물론 더 큰 액수여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위한 것이라

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지

금 연구업적이 뛰어난 곳은 IBS인 것 같습니다. 연구비가 풍족하고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니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것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고규영, 김빛내리, 신의철 등 자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들과 동등하게 원천기술들

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mRNA vaccine도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코로나19에 적용하려

고 만들었겠습니까? 기초연구가 되었으니 적용할 거리를 찾아서 한 것이라 생각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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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제 mRNA 전달을 LNP로 하면서 이제 그 응용력은 무지막지할 것입니다. 

crispr cas9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 원천기술로 벤처회사도 차리고 응용도 많

이 하고 좋은 일입니다. 

   셋째로 신진연구자들이 마음대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체제가 확립되었으면 좋

겠습니다. 가능하면 외국에서 배운 것 말고 한국에서 자기 나름대로 주제를 찾아서 

독립하고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게 연구비를 지급해주면 좋겠습니다. 

  넷째 기초의학에 속한 교실들은 해방 후부터 교실이라는 단위를 중심으로 교수들

이 힘을 합쳐 자기 전문 분야를 양성하고 후배도 키워왔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과학

으로 해쳐 모여를 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렇게 발전적으로 새 단위를 만들어 연구

를 발전시키려고 해도 대학에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일본에 작은 대학에 

가더라도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과 인원을 공급해줍니다. 한국 대학은 

지금 각 교수가 알아서 연구비를 따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기기를 비롯하여 포닥 연

구원 테크리션 시약주문 관리 기기주문 관리와 같은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

를 만드는 시스템이 학교에 연구단위에 교실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AI와 같은 현재 

각광을 받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에 좀 더 투자

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처음 회의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발과 관련된 분야보다는 기초연구

에 해당하는 분야에 나라 연구비를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기초분야를 키웠으면 좋

겠습니다. 기업이나 벤처에 설득을 못할 기술이라면 과연 쓸모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의료기기같은 경우 한국이 연구비 투자를 많

이 해서 많이 발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개발과 관련된 곳에 정

부 연구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보다 공적인 일 돈이 안되어 

투자가 안되는 곳에 좀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소들도 국가가 담당하는 것도 필요

하다고 봅니다. IBS를 기초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당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연구소들

이 있고 이들과 대학을 각각 어떤 연구기관으로 할지도 한번 고려해 보고 대학은 기

초연구에 좀 집중하고 연구소들은 현안 해결에 관여하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민간에서 재단을 만들고 기초연구에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갈 

수 있게 여러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할 수는 없지만 민간에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질병이나 생명현상을 밝히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가톨릭학원에

서 학교에 2000억을 투자하고 기초의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소식은 아주 고무적이

라 생각한다.

과학보다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과학을 잘 하는 나라

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술로 현재의 대한민국이 되었다면 앞으로 21세기부터 선진국

에 진입한 만큼 과학을 더욱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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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천재들이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알파고에 의해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프로그램들이 알파폴드에 의해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구

조를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cryoEM으로 새로운 단백

질의 구조를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AI가 나타났다고 그 때부터 쫓아가는 것

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원천기술이 나오게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처음 연구비를 받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액수면이나 보고서 내는 것이나 많이 

발전하여 연구하기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에는 부족합니다. 선진국에 들어간 기념으로 2021년부터는 기초과학에 더 

많은 정부 연구비를 투자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1. 7. 12 서인석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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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헬스 R&D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전문분야 ■ 바이오헬스 전반  □ 의학 □ 치의약 □ 한의학 □ 간호학 □ 약학

전문가명 묵현상 소속기관 국가신약개발재단

바이오헬스/의약학 분야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

며칠 전 미국의 의과대학협회 AAMC(Americ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가 바

이러스백신연구로 유명한 마운틴시나이 아이칸 의대의 미생물학교실 플로리언 크래

머 박사와의 인터뷰 기사를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그 기사의 제목은 ‘기록

적으로 신속히 개발된 COVID-19 백신, 우리는 미래의 백신을 이보다 더 빨리 개발

할 수 있을까’ 이었다. 플로리언 크래머 교수의 답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이번 코로

나바이러스 백신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빨리 개발되었지만, 바이러스 outbreak후 일

년 이내에 대중접종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속도는 결코 충분히 빠

른 것이 아니며, 앞으로 올 바이러스 팬데믹에 잘 준비한다면, 팬데믹이 왔을 때 연

구기관들끼리 협력하여 더 빨리, 즉 3개월만에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아이칸 의대의 

미생물학교실의 연구원들과 교수들이 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동물에서의 

바이러스 감시를 통해 위험한 바이러스를 찾아내어 유전자 시퀀싱등을 통해 후보 백

신들을 임상2상까지 준비해 놓는다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세 가지가 인상적이었다. 첫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별도

로 하고라도, 의대의 한 기초의학 교실에서, 대중에게 도달하는 백신개발 전 과정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다. 두번째는 미국의 AAMC가 크래머 박사에게 물은 인터뷰 질문 내용이다. ‘왜 이

번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의 개발이 충분히 빠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빠른 미

래 백신개발을 준비하는 첫번째 단계로 동물에서의 바이러스 감시를 강화한다고 했

는데, 바이러스를 감시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고, 이 감시에서 사람에게 위험성이 

높은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등 질문을 하였다. 필자가 가

장 인상 깊게 읽은 질문은 ‘말씀하신 연구를 통해 얻어진 지식을 새로운 팬데믹이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가’ 하는 질문이었다. 의과대학협회가 

기초의학자를 인터뷰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초의학연구와 의과대

학의 미션에 대한 목표에 대한 협회의 입장이 분명하다는 느낌이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해, 크래머 교수가 기초의학의 범위를 넘어 ICP확보 등 규제의학적인 내용

과 임상시험디자인, 3상 임상시험 기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답한 것이 매

우 인상적이었다. 

1980년대나 90년대의 제약산업의 R&D와 현재의 제약산업의 R&D의 차이 중 두드러

지는 것은 제약사들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디스커버리 연구를 예전처럼 많

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5억 달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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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0억 달러까지 된다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

던 파이프라인 중 시판허가까지 오지 못한 과거의 모든 프로그램의 실패 비용을 포

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이며 제약사들은 더 이상 성공의 확률이 1%도 되지 않는 디스

커버리에 돈을 쓰고 싶지 않다. 거기에 더하여 이미 비교적 쉽게 수확할 수 있는 낮

은 열매는 거의 다 없어진 환경에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신약은, 미충족 의학

적 수요가 높은 질병이나 환자군에 대해 매우 새로운 기술에 기반하여 기존치료의 

효과나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타겟을 개발해야 하는 현실에서 디스커

버리 연구를 대학이나 연구소에 의존하게 되었고,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개발이 자

체 개발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이나 환자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기초 의학연구는 생각처럼 많이 

신약개발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 이미 40년 전인 1980년 미국 정부는 대학이나 병원, 

공공연구소에서 이루어진 기초연구의 눈부신 발전이 좀처럼 실용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베이-돌(Bayh-Dole) 법안을 만들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공공연구

소, 대학 등의 연구에 대해서도 기관이 특허를 출원하고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허가했으나, 특허출원 수가 2000년까지 약 10배가 증가하였고, 기업의 대학에 대한 

연구 투자가 2배 정도 늘었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도 미국에서 

승인되는 신약의 수는 별반 늘지 않았고, 2000년대 중반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또한 보고 시기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시판허가 된 의약품 중 

대학이나 공공연구소에서 나온 기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6%에서 45% 사이로, 기대보

다 매우 낮게 보고되고 있고, novel 타겟을 가진 약들에 대해서는 더 낮게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9년간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KDDF)의 지원을 받은 

대학의 신약 과제 중에 임상단계에 진입한 과제는, 전체 지원과제의 5.4%에 불과하

였다. 

이처럼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나온 기초연구결과가 신약개발로 이어지지 않거나 성공

적이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우리나라나 해외를 막론하고, 대학이나 공공연구소등 기

초연구 기관들의 의약품 개발(development)에 대한 지식, 경험, 인력의 부재와 더불

어, 사업화에 대한 동기부여나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

각이다. 대부분의 기초연구자들은 과학적 호기심이나 자신이 답을 얻고자 하는 질문

에 대한 답을 찾은 자체를 보상으로 여기거나, 유수 의학저널에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뿐 아니라 자신의 연구 결과를 치료제나 진단의약품으로 개발하고자 할 때 필요

한 데이터의 요건과 항목 등을 채우는 일, 연구결과의 confidence-in rationale(CIR)을 

증명하여야 하는 일, 자신의 연구의 가치를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주

는 일, 사업화에 장애가 되지 않을 특허의 구성이나 소유권 설정을 확보하는 일 등

을 해결하는 것이 기초의학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어렵고 성가신 일이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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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학연구가 일반적인 기초연구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기초의학연구

의 사전적 정의와 해외의 의학자들이나 기관들이 만든 정의들을 살펴보았다. 기초의

학 연구는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호기심에 대답하기 위한 것이나, 의학적으

로는 어떤 질병을 이해하기 위해 그 질병과 연관된 세포나 분자수준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의 가치는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

는 것, 즉 새로운 의약품, 치료법, 의료기기를 개발하거나 유전적•환경적 요인 등을 

개선하여 생명을 구하거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는 것이 공통적이었다.  

만약 이러한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현대 기초의학연구의 목적이라면, 기초의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하

고, 그 질문에 대해 앞에서 인용한 크래머 교수처럼 구체적으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연구가 어떤 질병상태와 연관되어 있

는지, 연구가 성공한다면 그 질환의 어떤 미충족 의학적 수요와 연결될 수 있는지, 

나의 연구 결과가 동물이나 사람에서도 재현 혹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위해 나의 연구방법이나 보고서가 적절한지, 나는 환자에게 도달하기 위한 중개연구, 

임상시험 등을 포함한 개발 여정을 잘 알고 있는지, 그 여정을 단축하기 위한 나의 

역할은 무엇이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등이다.

중개연구의 가장 중요한 두 요소는 우수한 기술과 다학제적인 상호협력이 있는가 하

는 것이다. 또한 중개연구는 bench와 bed 사이의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흘러

가는 연구이다. 예를 들면, 항암제 중개연구를 위한 환자 암조직 연구에서 최신 분자

과학기술들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에서의 임상적 소견이나 중개연구나 임상시험 결

과를 가지고 기초의학자는, 처음에 가졌던 연구의 가정들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분야의 기초의학연구자와 임상연구자, 유전체데이터나 의

무기록, 조직샘플 등의 풍부한 연구자원,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가 함께 있는 의과대

학과 그 부속병원은 중개연구를 진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다. 

중개 연구와 임상연구에서 흔히 발생하는 어려움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기초의학자에게 중요하다. 중개연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데는, 기초연구의 임상적 연관성이 애초에 낮았거나, 연구의 가설을 잘못 세운 경우, 

연구실 데이터의 재현성 문제, 기초연구자가 팀에게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 

것, 사용한 분석법이나 모델 등의 신뢰성, 통계 문제 등 연구에 직접 연관된 것들이 

많고, 이 외에도 작용기전, 특이도, 용해도 등 신약 후보 요건(draggability)이나 개발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과학적으로 매우 흥미가 있는 연구라 할지라도 약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기초연구자가 새로운 의약품이 될 전망이 높은 타겟을 확인했다고 하

면, 다음 단계 에서는 약의 유효성과 druggability를 보이기 위한 생물학적 기준을 만

들어, 수천개의 화합물 혹은 후보항체들을 스크리닝 해야 하고, 여기서 선별된 몇 개

의 초기선도물질(Hit)들을 여러 실험모델 혹은 동물모델에서 시험하고 개선시켜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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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를 가지고, 임상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유효한 용량 범위 결정, 및 독성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 과정은 화학, 생물학, 종양학, 생물통계학, 유전체학, 

약리학, 독성학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한 과정이고 무엇보다, 기초연구에 기반

한 가설이 그 시작이다. 

이 외에도 기초의학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기업과 함께 일하는 것이, 순수한 과학적 

탐구 정신이나 환자를 위한 연구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교실

의 연구원들이 기업의 느슨한 문화에 물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기업들과 같

이 일하기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학원 학생들이나 젊은 과학자들

이 기업과의 협력이나 의약품 개발과정에 전혀 노출되지 못하므로 혁신신약 개발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낮아지게 되어, 산학협동에서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해결책으로 해외의 전문가들은 의과대학의 커리큘럼에 신약개발에 대한 과목을 넣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의 커리큘럼에 창업에 대한 과목을 넣어야 하며, 연

구 중 회사에 자문을 구하는 것도 비밀유지계약을 한다면 허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하

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레스터(Leicester) 의과대학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협력하여 3

학년 과정에 신약개발과정을 가르치는 과목을 마련하고, 학교 뿐 아니라 아스트라제

네카 연구소와 임상1상 유닛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대한기초의학협의회는 “기초의학관련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복지 향

상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의학수준을 선진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9년에 창립되었다”. 그 산하에는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대한생리학회, 대한병리학

회, 대한미생물학회, 대한해부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를 포함 11개의 기초의학 관련 

학회가 소속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기초의학의 연구수준은 매우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 학술대회나 학회지의 수준도 국제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그 활동은 주

로 교육과 학술대회 및 학회지 발행 등에 집중되어 있다.

질병과 치료제를 연구하려면 반드시 그 질병 뒤에 있는 생물학적 사실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합리적 가정에 근거해, 기초의학연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고, 기초의학연

구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생명의 연장과 환자들과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으

며, 특히 요즘과 같이 바이러스등 감염성 질환에서 자국민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보건에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초의학자의 신약개발에 대한 관

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중개연구 등의 협력연구, 산학협력을 촉진할 수 있

도록 각 기초의학 학회 및 협의회의 방향설정과 실효성 있는 협력사업이 활발히 전

개되길 기대한다.   

2021. 7. 12 묵현상 묵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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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헬스 R&D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전문분야 ■ 바이오헬스 전반  □ 의학 □ 치의약 □ 한의학 □ 간호학 □ 약학

전문가명 김현철 소속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의약학 분야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

Ÿ 바이오헬스 분야 기초연구 투자규모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Ÿ 국내 기초연구는 기초연구가 아닌 연구과제도 기초연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기초연구 투자규모를 왜곡하고 있음

Ÿ 예를 들어, 주요국에서는 다국적 제약기업이나 스타트업이 투자하는 응용연구에 

해당하는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최적화단계 조차도 기초연구로 분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Ÿ 또한, 원천연구라는 투자단계를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기초․원
천연구 투자가 마치 기초연구를 대변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투자규모를 발표하는 

것도 기초연구 투자왜곡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Ÿ 과학기술표준분류나 세부분야별로 기초연구 단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가

이드할 수 있는 분류기준과 매뉴얼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정확한 분류를 통한 정

부 R&D 투자 조사분석이 필요함

Ÿ 바이오헬스 투자 포트폴리오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하여 기초연구투자 비중을 높여

야 함

Ÿ 바이오헬스 분야 단계별 투자비중을 미국과 같이 개발단계 비중을 줄이고 기초와 

응용 단계 비중을 높이는 선진국형 투자 포트폴리오로 전환을 장기간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함

<韓-美 바이오헬스 R&D 단계별 투자비중 현황>
기초단계 응용단계 개발단계

(韓) 54.0% VS (美) 50.7%
(‘18 기준)

(韓) 16.1% VS (美) 58.8%
(‘18 기준)

(韓) 29.8% VS (美) 0.4%
(‘18 기준)

Ÿ 타산업과 달리 바이오헬스분야는 과학기반산업(Science-based industry)으로 과학

적 성과가 직접 산업화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민간 투자 시에도 탄탄한 과학적 

근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큼 과학 논문은 바이오헬스분야에서 산업적으로도 

중요한 자산임

Ÿ 민간은 외부효과가 높은 기초연구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에서는 주로 정부, 비영리단체 등 공공영역에서 투자하는 영역이며,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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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비영리단체 투자비중이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정부투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Ÿ 개발단계 투자는 최근 민간투자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정부의 직접 투자시 주

로 활용하고 있는 연구개발 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인-대리인 모델(principal-agent 

model)은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오히려 민간투자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

도 존재함

Ÿ 그러나, 바이오헬스산업이 영세한 한국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발단계 투자 비

중을 줄이게 되면 국내기업은 후기 임상단계 투자여력이 부족하여 우수한 기술이

라 할지라도 중간단계에서 라이센싱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에는 매출로 인

한 부가가치와 가치사슬 전단계에 걸쳐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Ÿ 또한, 한국은 글로벌 수준 규모의 바이오헬스기업이 없고 M&A를 통한 국내 스타

트업 투자 회수 비중은 2.5%(2018년 기준)에 불과하여91) 민간투자는 대부분 초기

임상단계에서 IPO(Initial Public Offering)를 통한 수익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 단계 대규모 투자를 조달하기 어려운 실정

Ÿ 후기 임상단계 투자는 대기업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나 M&A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금융공학 기법을 활용하여 수익 회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메가펀드(Mega Fund)92) 등을 조성하여 민간의 투자 전문성을 활용하고 

정부가 민간투자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도록 새로운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펀드 형태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Ÿ 바이오헬스 분야 특성을 고려해서 별도의 기초연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인력양

성 차원에서 고려도 필요함

Ÿ 바이오헬스 분야는 제품개발기간이 평균 10-15년으로 3년 이내인 ICT 분야에 비

해 3-5배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특징을 감안했을 때 전주기 연구개발 경험을 쌓

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음

Ÿ 전 세계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조차도 바이오헬스 분야 박

사후 과정생은 대학이나 비영리연구소에서 장기간 전전하는 경우가 많고 산업 분

야보다는 공공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사비중이 현저히 높다는 사실은 우리나

라 정부지원이 타 분야에 비해 장기 지원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특히, 국내 바

이오헬스 산업은 주요국에 비해 매우 영세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점을 감

안했을 때 연구자에 대한 장기지원의 필요성이 더 절실함

Ÿ 미국의 바이오헬스 분야 스타트업 창업자 평균나이는 47세로 소프트웨어 분야 스

타트업 창업자 평균나이 40세보다 7살이 많으며93) 우리나라는 그보다 높은 점을 

감안했을 때 독립적인 기업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장기간 지원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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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특히, 기초연구는 성공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연구지원 뿐만 

아니라 연구자 다양성과 창의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여성연구자 뿐만 아니라 해

외 연구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함

Ÿ 바이오헬스 분야 기초연구의 상당부분은 다양한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고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한 인력양성 관점의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설계될 필요성이 

있음

Ÿ 또한, 현재 지원되고 있는 대부분의 개인 기초연구과제가 3년 이내로 최종평가를 

고려한다면 단기간 내 논문 생산에 매몰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종평가를 충분한 시차(1년 이상)를 두고 시행하거나94) 

연구기간 연장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Ÿ 더불어, 바이오헬스 분야는 사람을 생명을 다루는 학문으로 기초와 임상을 이해

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Physician-Scientist)의 역할도 중요하나 자발적으로 의사과

학자를 경로를 선택하여 성장하기 위한 지원 기반은 상당히 취약함

Ÿ 특히, 기초의과학 영역은 교육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프로그램간 연계성이 부족

하거나 공백영역이 존재하여 경력개발 중간단계에서 연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

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범부처적인 기초의과학자 육성 로드맵과 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함

<단계별 의사과학자 지원사업 현황>

Ÿ 과학적 성과가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분야 특성을 고려한 

Bridge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야 함

Ÿ 바이오헬스 분야 기초연구투자가 궁극적으로 국부창출이나 삶의 질 향상으로 이

어지지 않으면 기초연구투자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하기 어렵고 지속가능성도 담

보할 수 없음

Ÿ 미국 NSF나 NIH에서는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이나 STTR(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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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중소벤처기업부; DBR(2021) 재인용

92) Andrew W. Lo and Kien Wei Siah(2020) Financing Correlated Drug Development Projects
93) HBR(2018) Research: The Average Age of a Successful Startup Founder Is 45
94) 미국 NIH에서는 R01 최종보고서 제출을 1년간 유예한 결과 연구성과가 높아졌다고 분석한 보고가 있었음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Research)과 같은 America’s Seed Fund나 I-Corps 

운영을 통해 기초연구 성과가 사업화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냄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Ÿ 국내에서도 이러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바이오헬스 분야 특성을 고려하

지 않는 일률적인 운영으로 사업화 성공률이 저조한 원인이 되고 있음

Ÿ 예를 들어, NIH에서는 타분야와 달리 SBIR 프로그램을 3단계(Phase I, Phase II, 

Phase III)에서 4단계(Phase I, Phase II, Phase IIB, Phase III)로 개선하여 바이오헬

스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021. 7. 14 김현철 김 현 철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헬스 R&D 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 242 -

과제명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헬스 R&D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전문분야 ■ 바이오헬스 전반  □ 의학 □ 치의약 □ 한의학 □ 간호학 □ 약학

전문가명 김법민 소속기관 범부처의료기기사업단

바이오헬스/의약학 분야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바이오헬스 연구의 특성

- 바이오헬스 R&D는 일반 바이오 R&D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지식의 탐구보다는 

인간의 건강유지 및 질병극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용적인 주제를 다루는 연구

라 정의할 수 있음

- 바이오헬스 R&D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그 핵심 세부분야로 제약

과 의료기기를 들 수 있으며 본 제언의 내용은 의료기기로 한정함

- 의료기기는 대표적인 다학제 융합학문이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산업분야로 공학, 

이학 외에도 인문학, 의학 등의 전문성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특성을 지님

- 바이오헬스, 그 중에서도 의료기기 기초연구는 연구의 성과물이 임상현장에서의 

nnmet needs, 또는 활용 가능성이 중요한 평가지표가 되어야하며 이에 대한 근

거가 불분명한 연구는 걸러져야함

- 의료기기 분야의 기초 R&D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음

1. 신기술 탐구형: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형태로 임

팩트는 가장 크지만 일반적으로 연구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매우 긴 특성을 

가짐

2. 가치전환형: 바이오헬스 이외의 분야에서 이미 알려지고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

지만 인체에 적용될 경우 새로운 진단, 치료 등이 가능함을 보이는 연구

3. 가치융합형: 기존의 의료기기 기술이 타 기술과 접목될 경우 추가적인 가치가 

생성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연구

- 실용화연구와 대비되는 기초연구의 특징은 도전적이고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성

공시 파급효과가 매우 큰 특성을 가지며 이는 의료기기 R&D도 마찬가지임

■ 임상의 또는 병원의 참여가 필수적

- 의료기기 R&D의 전주기 과정을 고려할 때, 시작 단계인 unmet needs 발굴에 유

리하며, 최신 트렌드 및 시장 변화에 민감하고, 개발된 기술/제품의 최종 사용처

인 임상의료진과 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정부에서는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통해 병원 연구 환경 조성에 힘을 쓰고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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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역할에 대한 공감대 미약, 임상진료로 인한 바쁜 일정, 연구 참여기회 및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기초연구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임하는 의료진의 수가 부족

한 현실임

■ 의사과학자 양성의 필요성

- 의료기기 R&D는 개발하고자 하는 품목이 임상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

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판단하는데는 기술공급자, 투자전문가. 임상

전문가 등의 전문성이 종합적으로 필요함

- 의료기기에 대한 산업적인 식견을 가진 임상의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침이 없으며 이들이 의료기기 기초 R&D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는 일이 중요함

- 의학전문대학원의 취지는 다양한 배경의 우수 인력이 의학계에 투입되어 의학지

식이 타 분야와 접목되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정착된 제도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취급되고 있음

- 최근 기초 R&D 역량을 갖춘 의사과학자를 늘려야한다는 의학계의 목소리가 커

지고 있으며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진행하는 등 노력

을 기울이는 중임

- 하지만 주로 의과대학 내 기초교실을 지원하는 형태로 그 성과가 한정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이를 이학, 공학 등 타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임상의 대신 의사과학자로서의 진로가 아직까지는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

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의 MSTP(Medical Scientist Training Program), K99/R00등과 

같은 지원책을 마련하여 전문연구트랙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 바이오헬스 기초연구 관리

- 의료기기 분야의 기초연구가 산업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또다른 이유는 민간의 

역량 부족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마중물 역할을 해야하는 국가 R&D 관리가 산

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음

- 기초 R&D의 성과가 사용자에게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 특허, 시장 

관련된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고려되어야하며, 특히 강조되어야할 부분은 기초연

구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선제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임

2021. 7. 15 김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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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헬스 R&D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전문분야 □ 바이오헬스 전반 ■ 의학 □ 치의약 □ 한의학 □ 간호학 □ 약학

전문가명 서 준 범 소속기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바이오헬스/의약학 분야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바이오헬스/ 의약학 분야에서의 기초연구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하는 것을 제안합

니다. 바이오헬스/의약학분야는 그 성격상 다양한 기초학문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

는 학문인 만큼 이 분야에 특화된 기초연구를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고 차칫 매

우 좁아질수 있습니다. 현대의 모든 학문분야가 단순한 한분야의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의 융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융합이 바로 실용

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영역에 특화된 기반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약개발의 최신 동향이 데이터기반 AI활용 후보물질 탐색이나 구조 

분석을 보면 단순히 생화학적인 물질데이터와 AI 기술을 합치면 되는 것이 아니

라 이러한 도메인 특화의 기반지식과 연구성과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

서 바이오헬스/의약학분야의 기초연구는 새로운 기술의 실제 사용이나 산업화 전

단계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실용화 전단계의 모든 연구를 포괄해야 합니다. 

2. 관련하여 기초연구분야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한 분야의 기초연구를 지

원하는데 더해서 다양한 기초연구의 융복합을 장려하고 적극 지원하는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이를 

실용화할 연구자가 기초연구단계부터 함께 할 수 있는 수요기반의 연구사업도 기

획할 만 합니다. 

3. 최근의 연구흐름을 고려할 때 가설기반 연구가 아닌 데이터 마이닝을 방법으로 

하는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조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

며 이를 연구기관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적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사업

에 대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4.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인력양성에 대한 노력도 매우 필요한데 대학단위의 특

성화 과정지원 등도 필요하지만 융합연구자의 양성을 위해서는 이미 일정수준의 

지식을 가지는 전문가들이 타분야와의 융합연구를 위해 배울수 있는 전문가 과정

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의학자가 데이터 / 유전학 / 신약개발 

등의 전문분야의 중요한 정보를 배우는 것은 실제적으로 융합연구를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문가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2021. 7. 16 서 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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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헬스 R&D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전문분야 ⍌ 바이오헬스 전반  □ 의학 □ 치의약 □ 한의학 □ 간호학 □ 약학

전문가명 이명화 소속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바이오헬스/의약학 분야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바이오헬스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연구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

 ○ 바이오벤처 혹은 중견기업들조차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초연구 

활성화를 제기할 정도임

 ○ 특히 바이오 분야는 빅파마들의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들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R&D 성과물이 기술수출 등의 형태로 거래될 수 있어 경제적 효과도 담보될 수 있음

□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 지금까지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 기초연구는 타 분야에 비해 과제 수주 경쟁이 

치열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음

  ○ 기초연구의 경우(특히 순수 기초일 경우)에는 동일한 주제를 비록 연구비가 소

액일지라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 현안에 따라서 가끔 기초연구에 대한 연구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이 발생하는데,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연구비 증액은 연구현장에 오히려 부정적

인 효과만 낳을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최근 추진중인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에 따라 바이러스기초 관련 연구비 예산은 

한동안 크게 증액될 계획이지만, 실제로 바이러스기초연구를 활성화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

는 미지수임

□ 기초연구라도 목적기초, 순수기초에 따라 지원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특정 목표를 위해 수행하는 기초연구의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

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으나, 

  ○ 과학적 호기심 등으로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순수 기초연구는 연구

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폭넓은 연구 주제들이 순수기초 사업을 통해 수

행될 수 있도록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순수 기초연구에 대한 성과 평가도 동료 평가(peer review)를 중심으로 하되, 

성실실패를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신진연구자 등 특정계층을 겨냥한 바이오헬스 기초연구사업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가장 연구활동이 왕성한 포닥이나 신진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사업이 별도로 존재하지

만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지원자가 많은 만큼 바이오헬스 분야의 신진연구자들

을 타켓팅하는 기초연구사업들을 신규 기획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OECD에서는 포닥(Post-Doct) 등 신진연구자들을 연구취약층(Research Precariat)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진로(career path)를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OECD, 2021 STI Outlook)

2021. 7. 16 이 명 화 이 명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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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상에서 바이오헬스, 의학 분야 기술도출
과학기술표준분류(대)(2018~)

과학기술표준분류(중)(2018~)
해당기술에 "ㅇ"표시해주세요

바이오헬스로 구분가능 기술 의학 분야에 포함가능 기술

생명과학

분자세포생물학
김현철 김현철

이승규 　

유전학/유전공학
김현철 김현철

　 　

이승규

발생/신경생물학
김현철 　김현철
이명화 　
이승규

　 　

면역학 및 생리학
김현철 김현철
이명화 이명화
이승규

　 　

분류/생태/환경생물학
김현철 김현철

　

이승규 　

생화학 및 구조생물학
김현철 김현철

　 　
이승규 　

융합바이오
김현철 　
이명화 　
이상호 　
이승규 　

생물공학
김현철 　

　
이승규

산업바이오
김현철 　

　
이상호
이승규 　

바이오공정/기기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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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표준분류(대)(2018~)
과학기술표준분류(중)(2018~)

해당기술에 "ㅇ"표시해주세요
바이오헬스로 구분가능 기술 의학 분야에 포함가능 기술

　이상호
이승규

생물위해성
김현철 　

이승규

농림수산식품

식량작물과학 　 　
원예특용작물과학 　 　
농생물학/작물보호 　 　

농화학 　 　
농업환경생태 　 　
동물자원과학 　 　

수의과학 　김현철 이상호
농업기계/설비 　 　

농업인프라 공학 　 　
산림자원학 　 　

조경학 　 　
임산공학 　 　
수산양식 　 　

수산자원/어장환경 　 　
어업생산/이용가공 　 　
농수축산물 안전 　 　

식품과학
김현철 　

　
이상호
이승규 　

식품영양과학
김현철

이상호 　
이승규 　

식품조리/외식/식생활 개선
김현철 　

　
이승규

농림수산식품 경영/정보 등 　 　
기타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의생명과학 김현철 김현철
이명화 이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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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표준분류(대)(2018~)
과학기술표준분류(중)(2018~)

해당기술에 "ㅇ"표시해주세요
바이오헬스로 구분가능 기술 의학 분야에 포함가능 기술

이상호
이승규 이승규

임상의학
김현철 이명화
이명화 김현철

이상호
이승규 이승규

의약품/의약품개발기술
김현철 김현철
이명화 이명화

이상호
이승규

치료/진단기기
김현철 김현철
이명화 이명화

이상호
이승규 이승규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김현철 이명화
이명화 이승규
이상호 김현철
이승규 　

의료정보 및 시스템
김현철 이명화
이명화 김현철
이상호 이승규
이승규 　

한의과학
김현철 김현철
이명화 이명화

이상호
이승규 이승규

보건학
김현철 김현철
이명화 이명화

이상호
이승규 이승규

간호과학
김현철 김현철
이명화 이명화

이상호
이승규 이승규

치의과학
김현철 김현철
이명화 이명화

이상호
이승규 이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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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표준분류(대)(2018~)
과학기술표준분류(중)(2018~)

해당기술에 "ㅇ"표시해주세요
바이오헬스로 구분가능 기술 의학 분야에 포함가능 기술

식품안전관리
김현철 　

　
이상호
이승규 　

영양관리
김현철 　

　
이상호 　

의약품안전관리
김현철

이명화
이상호

이승규

의료기기안전관리
김현철
이명화 이명화

이상호
이승규

독성 및 안전성관리 기반기술
김현철 김현철
이명화 이명화

이상호
이승규 이승규

뇌과학

뇌신경생물
김현철 이승규
이명화 　

김현철
이승규 　

뇌인지
김현철 김현철

　 　
이승규 이승규

뇌의약
김현철 김현철
이명화 이명화

이상호
이승규 이승규

뇌공학
김현철
이명화 이명화

이상호
이승규 이승규

기타 뇌과학
김현철
이명화 이명화

이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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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표준분류(대)(2018~)
과학기술표준분류(중)(2018~)

해당기술에 "ㅇ"표시해주세요
바이오헬스로 구분가능 기술 의학 분야에 포함가능 기술

인지/감성과학

인지과학 김현철 　
이승규

감성과학 　
이승규

기타 인지/감성과학 　
이승규

환경 환경보건

김현철이승규
이상호김현철이승규
이상호김현철이승규
이명화이상호김현철이승규
김현철이승규
김현철이승규
이명화김현철이승규
이명화김현철이승규
이명화김현철이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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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점과학기술 분류체계상에서 바이오헬스 도출
중점과학기술-대(2018~) 중점과학기술-중(2018~) 바이오헬스해당기술에 "0"해주세요

농림수산·식품
농축수산 　

식품
김현철

이승규

생명·보건의료

유전체
김현철
이명화
이승규

줄기세포
김현철
이명화
이승규

신약
김현철
이명화
이상호

임상·보건
김현철
이명화
이상호
이승규

의료 기기
김현철
이명화
이상호
이승규

바이오 융복합
김현철
이명화
이상호
이승규

뇌과학
김현철
이명화
이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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