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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팬데믹에 대응하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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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

한국 정부와 한국 생명과학 산업계,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간의 협력관계를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은 창립 이후 지난 3년 동안 근대 인류역사에서 처음으로

통한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의 투자 모델은 가장 치명적이지만 소외되어 있는

발생한 팬데믹의 어두운 그림자 속을 지나왔습니다. 창립 당시 우리의 미션은

감염병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형평성 증진을 위한 세계적인 보건기술 연구협력에 한국이 새로운 동맹국

이 목표는 백신, 치료제 및 진단기기와 같은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통해 감염병
으로 인한 국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저소득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원하고자

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팬데믹은 우리의 미션이
절박한 일이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백신과 진단키트와 같은 보건기술이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사람
뛰어난 보건의료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한국의 연구기관, 생명과학기업이 중저소득국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들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건기술을 부유한 소수만이 아닌 보편적 혜택

함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 존중하며 기술과 지식을 공유한다는 것은 인류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훌륭한 사례가 될 것입

으로 모두가 누리도록 하기에는 의료기술의 개발과 생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최선을 위한 인류의 노력 또한 얼마나 부족

니다. 더 나아가 연구개발에 성공한 과제에 대해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품질인증이나 전염병대비혁신

한가를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건강 불평등은 결국 물질적 자원과 지식의 불평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연합(CEPI) 등의 조달에 필요한 자문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단순히 혁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건강 형평성과 인류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이 사회적 구조나
많은 기업과 연구자들이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의 목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계 내에서 어떻게 공익적일 수 있는지 등 보건의료연구의 주제에 대한 지식과 의사결정 권한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이사장

손 명 세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은 건강 형평성을 추구하는 보건기술 연구협력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건강 형평을 위한 협력은 일방적인 의료기술 전달이나 시장확보 이상을 추구합니다.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이
추구하는 협력은 중저소득국의 다양한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깊은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고, 서로의 지식을 교환하며,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동료의식과 연대의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손명세 박사는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의 제2대 이사장으로 2020년 12월 취임하였습니다. 그는 30년 이상 보건의료정책 분야
에 대한 연구와 차세대 전문가들의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서 활동과 함께 본 재단 이사회를 주재
하고 있습니다. 그는 1980년대부터 역사적인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를 위한 각종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의료법 개정과정에 참여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으로서 리더십을 통해 건강보험의 한 단계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회 부의장, 유엔에이즈계획(UNAIDS) 특별보좌관, 유네스코(UNESCO)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 아시아태평양공중보건학회(APACPH) 회장 등의 역할을 통해 국제보건에 다양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은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우월감에 기반한 리더십을 지양하며, 국경을 넘어선 연대, 동맹, 상호존중의 국제보건
협력을 이끌어내는 촉매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국제보건 공공재로서의 보건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협력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출발했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이 멀고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전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이 길은 단단한 에너지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
는 모든 분들과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에 참여하기 전 손 이사장은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국제협력을 위한 그의 헌신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운영위원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칙 개정위원으로

감사합니다.

서의 활동을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명세 이사장은 전 인류의 보편적 의료보장을 가속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현지화와 지속
가능한 건강 주권 향상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오랜 관심과 꾸준한 그의 노력은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의 비전과
사명에 자연스럽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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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소개

협력 파트너 인사말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내 생명과학 기업들 그리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협력으로 조성된

박 금 렬

기금을 통해 국제보건 분야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은 필수 보건의료 기술을 국제 공공재로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자 및 파트너 간의 협업을 촉진하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보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코로나19 및 앞으로 발생하게 될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고

• 목표 : 국제보건 향상 및 형평성 증진에 기여

목표 &
실행전략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연구개발 및 감염질환 치료제에 지속적인 민관협력 투자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 실행전략

글로벌 보건협력은 각 국 정부를 포함하여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한국 보건의료 기술의 R&D 강점 활용
그러한 사례로 보건복지부와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의 협력체계가 대표적이며,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 국내외 연구자 간 협업 촉진

출연규모를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3년 연장하였습니다. 사업의 규모와 지속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국제

- 국제 공공재로서의 필수 보건의료 기술 개발

보건기술연구기금이 새로운 보건협력 플랫폼으로서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국내 생명과학 기업,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과의 협력을 공고히 한다는

협력
파트너

취지로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의 설립을 주도하였습니다.
• 2021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연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2배 규모로 출연하여 국제보건
기술연구기금의 최대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김 훈

SK바이오사이언스 최고기술책임자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는 감염병이 특정 지역 또는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와

• 두 개의 새로운 한국 생명과학 기업 파트너가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의 미션에 동참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체험했고, 필수의료제품 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합류 했습니다. KT는 정회원으로, 큐라티스는 준회원으로서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에 새롭게

또한 코로나 백신 개발 사례와 같이,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출연을 약정하였습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서 출연금을 확대 약정

역량을 결집해 시너지를 내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하였습니다.
최근 우리가 직접 겪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노력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은 2018년부터 연구비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의 기술력 있는 생명과학기업들이 세계
공중보건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재정지원을 넘어 초국적 보건의료기술 협력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의 비전에 공감하며, 중저소득국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헌자로서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의

협력 파트너

지속가능한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도 글로벌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정부
국제
출연기관

국제 출연기관

한국 생명과학 기업

한국 정부

54%

25%
한국
생명과학
기업

21%

앤 밀즈-두건

AMD Biomedical 이사

저는 오랜 기간 동안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
하기 위한 한국의 보건의료 혁신의 방대한 심층 지식과 전문성에 대해 항상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의 빠른 성장과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고유의 독특하고 생산적인 파트
너십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능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사안이었습니다. 최근 증가된 제품 개발 파트
너 및 중저소득국가 파트너들과의 협력은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의 훌륭한 사업의 결과물이 명확히 꼭
필요한 곳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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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지원사업 소개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은 중저소득국에서 감염병이 초래하는 건강 불균형을 경감시키거나 낮은 시장성에도 불구하고

대상질환

지원 분야

중저소득국에서 활용 가능한 효과적 결과물을 도출하는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합니다.

중저소득국에서 발생하는 풍토병 및 신종 감염병

백신

 규 백신 개발
•신
 규 소아용 복합
•신

새로운 구성
또는
접근법

치료제

• 새로운 화학적·
생물학적 치료제 개발

백신 개발

진단

디지털헬스

• 새로운 진단기술 또는

 평한 접근성 또는
•공

치료효율을 개선할 수

질병감시를 위한

있는 진단기술 개발

정보통신기술 (ICT)

• 새로운 저비용 현장

개발

진단기술 개발

• 제품개발연구비 (Product Development Award, PDA)

지원 사업
유형

제품개발연구비는 임상1상부터 제품 등록 또는 WHO 사전적격성 심사까지 후기 단계의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 백신 접종일정 개선,
제조방법 개선, 유통·

• 기술가속연구비 (Technical Accelerator Award, TAA)

보관을 위한 열안전성

기술가속연구비는 후속 연구과제 시행에 앞서 이를 뒷받침할 개념증명연구 또는 추가 데이터
도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제품개발연구비
(PDA)

제품 또는
데이터 시스템
개선

확보, 투여경로 개선,
유효용량 감소 기술

지원기간

임상1상 시험 이상

36개월 이내

08

최대 40억원,
총 예산의 50% 이내

진단기술 개선

• 저자원환경 맞춤
디지털헬스 플랫폼
개선

효능을 개선한 신규
투약요법 개발

기술가속연구비
(TAA)

개념증명연구/전임상

12개월 이내

공평한
접근성 보장

• WHO PQ 신청 예정

• 저자원환경 맞춤

• 공공의료 안내 또는

또는 WHO PQ 승인에

또는 WHO PQ 승인에

근접한 백신에 대한

근접한 치료제에 대한

접근 개선을 위한

지원

지원

데이터 공유·전송 등

 비용 백신 제조
•저
플랫폼 개발

지원예산

• 치료제 투약방법 및

• 저자원환경 맞춤

개발

 HO PQ 신청 예정
•W

개발단계

• 개량신약 개발

• 저비용 치료제 제조
플랫폼 개발

저비용 진단도구 개발

보건의료 서비스

데이터시스템을
지원하는 플랫폼
개발

최대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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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포트폴리오 - 백신 & 치료제 분야
개발

전임상

임상1상

임상2상

중저소득국 내 접종 및 유통이 용이한 패치형 5가
(DTwP-HepB-Hib) 백신

말라리아 신약 후보물질의
저가 생산기술 개발

고효율 백신 생산플랫폼 기술 및 A형 감염 백신

영유아의 필수백신접종율을 높일 수 있는
6가(DTwP-HepB-Hib-IPV) 백신 개발

새로운 접합기술 활용 저가형 콜레라 백신

저가형 4가 수막염 접합백신

접종 연령제한 없는
새로운 프라임-부스터 결핵 백신

주혈흡충증 백신 개발

등록/
WHO PQ*

임상3상

저가형 장티푸스 접합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기술 기반의 코로나19 백신

뎅기열 치료용 항체 중합체 개발
휴대용 전기 부착형 마이크로니들 패치 기반의
코로나19 DNA 백신 개발
비강투여 면역백신 기반 기술 개발
저가 대량생산 가능한 마이크로니들 기술 기반
DNA백신 투여 기술 개발
새로운 균주 기반의 패치형 결핵 백신

뎅기열 치료용 니클로사마이드 서방형 근육주사제 개발

단백질 나노입자 기반 비복제형 로타바이러스 백신 개발

약제내성 결핵 신약 후보물질 개발

점막면역백신 기반 기술 개발을 통한 설하투여 코로나19 백신

백신
치료제

비바이러스 재조합 소아마비 백신 개발

중단과제

*PQ: 사전적격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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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포트폴리오 - 진단 & 디지털헬스 분야
개발

초기 검증

후기 검증

저자원환경 맞춤 고민감-고정밀
리슈만편모충증 현장진단

삼일열 말라리아 치료제 대상 G6PD 결핍증
현장신속진단 개발

결핵 신약 발굴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고감도 결핵 면역형광 LAM
진단기술 개발

중저소득국 의료진의 감염병 진단 정확도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광범위 약제내성결핵 현장진단

디지털 추적 기술 및 AI 진단 기반의
코로나19 감염 위험 자가평가 앱 개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신속진단키트 개발

등록/
WHO PQ*

임상 검증

중저소득국 의료진 및 시설 부족 해결을 위한
AI 기반 코로나19 흉부 X-ray

모든 종류의 말라리아 원충을 한번에 감별할 수 있는 AI 기반 말라리아
All-in-One 진단기기 개발

휴대폰 활용한 코로나19 현장 분자진단기기

코로나19, 사스, 인플루엔자 A/B형 바이러스 동시 검출 가능한 모바일 진단

결핵치료제 피라진아미드에 대한
약제감수성 자동현장진단개발

말라리아 치료를 위한 G6PD 정량 현장진단기기

장티푸스균과 파라티푸스균 동시 진단 가능한 혈청학적 신속진단기기

치쿤구니야 열병 바이러스 항원 신속 진단

차세대 내장리슈만편모충증 신속 진단

진단기술
디지털 헬스

코로나19 진단기기 및 자가 위험평가 앱 개발

중단과제

*PQ: 사전적격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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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포트폴리오 및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한 눈에 보기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은 50여개의 해외기업 및 국제기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한 해 동안 3개 대륙에 위치한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은 백신, 치료제, 진단, 디지털헬스 기술등 4개 분야, 총 15종 질환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원중

16개 기업 및 기관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습니다.

입니다.

2021년도 신규 연구 수행 기관

제품유형별 분포

11%

(총 38개 과제 기준)

DH(4)

디지털헬스 (DH)

42%

진단기기 (Dx)

Vx(16)

37%

치료제 (Tx)

Dx(14)

백신 (Vx)

10%
Tx(4)

연도별
지원약정
금액

500

총 438억 원

질환별 분포

400
160억 원

총 278억 원

3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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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신규 과제 - 백신

분야

저가형 장티푸스 접합백신

2021년도 신규 과제 - 백신

분야

단백질 나노입자 기반 비복제형 로타바이러스 백신 개발

• 대상질환 : 장티푸스

• 개발단계 : 임상2상 ~ 3상

• 대상질환 : 로타바이러스

• 개발단계 : 전임상

• 책임연구기관 : 유바이오로직스

• 공동연구기관 : 국제보건적정기술기구(PATH)

• 책임연구기관 : 인테라

• 공동연구기관 : 성신여자대학교

• 유바이오로직스는 PATH와 협업하여 소아용 백신과 병용투여가 가능한 장티푸스 접합백신(TCV)을 일회 및 다회용량 바이알

• 영유아 시기의 중증 위장염을 예방하기 위해 인테라와 성신여자대학교가 공동으로 비복제 나노입자 기반 로타바이러스

제형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과제의 수행범위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임상2/3상 시험 수행과 WHO 사전적격성

백신을 개발합니다. 본 연구는 캡슐화된 바이러스 유사입자(VLP)와 인간 로타바이러스의 3가 합성항원 단백질을 활용한

심사(PQ) 서류 제출입니다. 접합백신(TCV)은 장티푸스 치료 시 항생제 내성 증가를 극복하고, 2세 미만 어린이에게 더 적은

신규 방식 입니다. 연구기간 동안 물리화학적 특성, 3가 백신 제형, 전임상 약리학 및 독성학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용량으로 장기 방어능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TCV 후보물질이 개발 중이나, 이들 상당수는 일회 용량

중저소득국에서 사용 중인 전통적인 경구 투여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저효능감과 저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비복제

바이알 제형만 개발하거나 홍역 백신 병용 투여에 국한됩니다. EuTCV는 예방접종 확대 프로그램 (Expanded Program

비경구 로타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 발굴 필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Immunization)에 편입을 위해 홍역-풍진, 황열 백신과 병용투여가 가능합니다.

비바이러스 재조합 소아마비 백신 개발
주혈흡충증 백신 개발
• 대상질환 : 주혈흡충증

• 개발단계 : 임상1상 ~ 2상

• 대상질환 : 소아마비

• 개발단계 : 전임상

• 책임연구기관 : 연세대학교

• 공동연구기관 : LG화학

• 연세대학교는 LG화학과의 협업을 통해 RNA를 샤페론으로 사용하여 박테리아 숙주에서 생산하고, 세포 배양에 의존하지

• 책임연구기관 : 텍사스 테크대학 보건과학센터
• 공동연구기관 : 큐라티스, PAI 생명과학, 바랫 바이오텍, 국제백신연구소(IVI)

않는 비유전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여 저가의 비바이러스(virus free) 백신 플랫폼 검증 연구를 수행합니다. 야생형

• 본 과제는 SM-p80 항원과 면역증강제를 결합한 주혈흡충증백신의 일회용량 바이알 제형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주혈흡충증

소아마비 바이러스의 증식에 의존하지 않고 제조가 가능한 주사형 소아마비 백신의 개발은 보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의 예방, 치료, 전염 차단이 가능한 본 백신 후보물질은 개발 중인 백신 중 가장 앞선 단계로, 풍토병 고위험 지역에서 효과를

소아마비 바이러스 근절 이후 바이러스 재유행 시 신속한 백신 제조가 가능합니다. 박테리아 숙주에서 생산하는 비바이러스

기대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테크대학 보건과학센터는 본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동결건조 분말을 포함한 일회용량 바이알의

플랫폼은 타 질병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형태로 임상2상 ~ 3상 시험용 최종 투여량을 결정짓게 됩니다.

휴대용 전기 부착형 마이크로니들 패치 기반의
코로나19 DNA 백신 개발
• 대상질환 : 코로나19

• 개발단계 : 전임상

• 책임연구기관 : 에이비온

• 공동연구기관 : 라파스

• 에이비온이 라파스와 협업하여 내장형 배터리로 구동되는 휴대용 전기천공 장치(eMAP)와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결합한
코로나19 DNA 백신을 개발합니다. DNA 백신, 마이크로니들 패치, 전기천공법이라는 고유의 기술조합은 DNA 백신 전달
기술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 플랫폼이 검증되면 향후 코로나19 변종 및 기타 질병에 대응한 DNA 백신 생산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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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신규 과제 - 치료제

분야

뎅기열 치료용 니클로사마이드 서방형 근육주사제 개발
• 대상질환 : 뎅기열

• 개발단계 : 전임상

2021년도 신규 과제 - 디지털

헬스 분야

중저소득국 의료진의 감염병 진단 정확도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 책임연구기관 : 대웅테라퓨틱스

• 대상질환 : 감염병

• 대웅테라퓨틱스가 뎅기바이러스의 4가지 혈청형에 모두 작용하는 서방형 근육주사제로서 니클로사마이드의 약물 재창출

• 책임연구기관 : 파인헬스케어

• 개발단계 : 초기 검증

연구를 수행합니다. 연구범위는 뎅기바이러스 혈청형에 대한 화합물 활성 평가와 동물모델에서의 효능 연구입니다. 뎅기열

• 파인헬스케어는 중저소득국의 감염병 진단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병원용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치료제 개발은 뎅기바이러스 치료법이 없는 현 시점에 치료 대안을 제시하고, 뎅기열 백신에 필수적 · 상보적 대안이 됩니다.

프로젝트는 베트남 현지 병원에서 확보한 전자진료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s)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진단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의료 보조인력
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뎅기열 치료용 항체 중합체 개발
• 대상질환 : 뎅기열

• 개발단계 : 전임상

결핵 신약 발굴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개발

• 책임연구기관 : 런던 세인트조지 의과대학교

• 대상질환 : 결핵

• 공동연구기관 : 전북대학교, 진셀바이오텍

• 책임연구기관 : 스탠다임

• 항체 의존 면역증강(Antibody Dependent Enhancement)의 위험 제거를 위해 런던 세이트조지 의과대학교가 전북

• 공동연구기관 : 한국파스퇴르연구소

• 개발단계 : 초기 검증

대학교 및 진셀바이오텍과 함께 유전자 변이 항뎅기열 IgG 중합체를 개발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기존의 중화 단일클론

• 스탠다임은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협업하여 초기 연구단계에서 결핵 신약 리드화합물을 발굴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IgG 항체보다 우등한 고분자 항체 구조물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식물 기반 단백질 발현 시스템은 제조원가 절감

신약발굴 자동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검증합니다. 사전 후보물질 군집화, 화합물 선정, 시험관 내(in vitro) 검사, 최종 후보

으로 타 질병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중저소득국 환자들의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질 우선순위화 등을 통하여 AI 기반의 자동화된 접근방식을 검증하고, 알고리즘 정교화에 집중합니다. 다재내성 결핵에
대한 신약개발 필요성이 높은 현실을 고려했을 때, AI 기반의 신약발굴 플랫폼 평가는 전반적인 신약개발과정을 가속화
하고, 다양한 질병의 신약개발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약제내성 결핵 신약 후보물질 개발
• 대상질환 : 결핵

• 개발단계 : 전임상

• 책임연구기관 : 한국파스퇴르연구소
•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결핵균 배양과 대식세포 모두에서 억제력을 보이는 신규 화합물인 티에노티아졸로카르복사미드계
(TTCA) 항결핵제 후보물질의 반복투여독성시험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 화합물은 베다퀼린과 병용 투여할 때, 시험관 내
에서 부가적인 효능 · 효과 뿐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연구수행범위는 TTCA의 전임상 독성 프로파일 및 최대
무독성량(NOAEL) 산정, 후속연구를 위한 임상시험 투여량 산출입니다. 독성연구에서 성공적 결과를 획득할 경우, 한국
파스퇴르연구소는 신규 임상 후보물질을 획득하면서 신규 항결핵제 개발의 지속적 필요성과 약제내성결핵에 대응한 신규
치료법 도입 필요성에 진일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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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신규 과제 - 진단

분야

2021년도 신규 과제 - 진단

분야

결핵치료제 피라진아미드에 대한 약제감수성 자동현장진단 개발

차세대 내장리슈만편모충증 신속 진단

• 대상질환 : 결핵

• 개발단계 : 초기 검증

• 대상질환 : 내장리슈만편모충증(VL)

• 개발단계 : 초기 검증

• 책임연구기관 : 바이오니아

• 공동연구기관 : 국제결핵연구소

• 책임연구기관 : 젠바디

• 공동연구기관 : 혁신진단재단(FIND)

• 피라진아미드(PZA) 약제 감수성 검사는 엄격하게 통제된 실험실 환경 조성의 어려움과 전장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위한

• 내장리슈만편모충증(VL)은 거의 근절된 상태이나, 현 항체 진단법의 특이도가 낮아 저자원 환경 지역에서는 여전히 치명적

자원의 한계로 중저소득국에서는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바이오니아는 국제결핵연구소와 협력하여 PZA 약제감수성 현장

인 질환입니다. 본 과제는 혁신진단재단(FIND)에서 식별한 신규 시약과 젠바디의 기 구축된 신속진단검사 플랫폼을 결합

진단 검사를 목표로, 저가로 신속하게 진단이 가능한 자동화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연구개발 성공 시, 객담 또는 세포 배양에서

하여 내장리슈만편모충증(VL) 신속항원진단검사법을 개발합니다. FIND의 선행연구에서 신규 시약에 포함된 단클론항체

피라진아미다아제의 효소 활성도를 측정하여 판정시간을 기존 3주에서 9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mAb)는 높은 정확도로 소변 내 리슈만편모충증 바이오마커 6종을 검출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과제에서 항원
신속진단 타당성 연구, 진단키트 시제품 개발 및 성능평가 수행을 통해 차세대 내장리슈만편모충증(VL) 진단시약 개발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신속진단키트 개발
• 대상질환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개발단계 : 초기 검증

차세대 고감도 결핵 면역형광 LAM 진단기술 개발

• 연구기관 : 보레다 바이오텍

• 대상질환 : 결핵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2018년 기준, 아시아 전역에서 약 14,000건의 사례가 보고된 신종 진드기 매개

• 책임연구기관 : 에스디바이오센서

• 공동연구기관 : 혁신진단재단(FIND)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SFTS의 유병률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SFTS에 대한 치료법, 백신 및 급성 감염 시 진단법은 아직

• 민감도 높은 결핵 LAM 진단검사 필요에 따라, 에스디바이오센서는 혁신진단재단(FIND)과 협업하여 차세대 단클론항체

부재합니다. 민감도와 특이도를 향상시킨 SFTS 신속항원진단법 개발은 기존의 실험실 기반 PCR 검사의 한계를 극복

(mAb)를 적용한 결핵 LAM 항원 진단검사법을 개발합니다. 본 과제는 혁신진단재단(FIND)에서 에스디바이오센서로의

하여 진단의 활용도를 넓힐 수 있습니다. 항원 검출 현장진단의 가용성은 신종 감염병의 확산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차세대 단클론항체 기술 이전, 원격 및 저자원 환경에서 사용이 적합한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진단플랫폼(Standard F)에의

수 있습니다.

접목, 대량생산 및 성능 평가를 수행합니다. 저자원 환경에 적용 가능한 진단법의 개발은 높은 진단 정확도와 판정시간 단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치쿤구니야 열병 바이러스 항원 신속 진단 개발
• 대상질환 : 치쿤구니야

• 개발단계 : 초기 검증

• 책임연구기관 : 젠바디

• 공동연구기관 : 건국대학교

• 젠바디는 건국대학교와 협업하여 기존 신속항원진단 플랫폼을 활용한 치쿤구니야 열병 바이러스 신속항원진단법을 개발

20

코로나19 진단기기 및 자가 위험평가 앱 개발
• 대상질환 : 코로나19
• 책임연구기관 : 수젠텍

• 공동연구기관 : 모도리씨

합니다. 현재 풍토병 지역 내 적용가능한 치쿤구니야 열병 현장진단법은 없으나, 신속항원진단법을 개발하면 해당 질병의

• 수젠텍은 모도리씨와 협업하여 코로나19 진단, 자가 평가, 모니터링이 가능한 통합형 디지털헬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진단과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본 과제의 연구범위는 단일클론항체 후보군 평가 및 검증, 현장진단법 성능 평가를 위한

및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본 과제의 연구범위는 감염병 진단 플랫폼으로서의 ‘슈얼리스마트프로(SurearlySmart Pro)’를

검사 키트를 개발하는 것으로, 연구는 향후 유관 백신의 임상시험과 질병 관리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 전략

개발하고, 항원 및 항체 진단테스트 및 분석적 · 임상적 성능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증상 확인, 자가

수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진단 환자를 위한 임상 지침, GPS 추적 기능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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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완료 과제 및 주요 성과
• 대상질환 : 콜레라

새로운
접합기술 활용
저가형
콜레라 백신

• 책임연구기관 : 유바이오로직스
• 공동연구기관 : MGH-Harvard, 국제백신연구소(IVI)

• 대상질환 : 코로나19

디지털 추적 기술 및
AI 진단 기반의
코로나19 감염 위험
자가평가 앱 개발

• 책임연구기관 : KT
• 공동연구기관 : 모바일닥터
• 연구기간 : 8개월
•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의료자원의 할당, 검사 우선순위 결정 및 철저한 질병 감시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KT는 저자원환경에 적합한 역학조사와 치료법의 필요성을 인지

• 연구기간 : 28개월

하고, 모바일닥터와 협업하여 디지털 추적 기능과 코로나19 증상을 결합한 개인별 코로나

• 현 콜레라 백신은 효과와 효능 측면에서 제한적인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한계를 보이고, 이러한

19 위험수준 자가평가 기반의 모바일 의사결정 지원 도구 개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KT는

한계는 저자원 환경에서 거주하는 5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 문제점을

연구기간 중 두 개의 코로나19 감염 위험평가 모델을 개발했는데, 하나는 미국 질병통제예방

해결하기 위해 유바이오로직스는 MGH, 국제백신연구소와 협력하여 백신 효능과 항체지속능이

센터(CDC)와 한국 질병관리청(KDCA)의 코로나19 자가 위험도 평가 모델을 이용한 증상기반

개선된 콜레라 접합백신(CCV)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통신 및 GPS 데이터를 통합한 동선기반 모델입니다. KT는 이러한 감염

MGH-Harvard에서 개발한 새로운 접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콜레라 접합백신은 생산공정 최적화

위험도평가 모델을 적용하여 개인의 발현 증상 및 과거 이동경로와 코로나19 발생 지역과의

및 적합한 임상시료 생산을 위해 유바이오로직스와 국제백신연구소에 기술 이전되었습니다.

근접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샤인

유바이오로직스는 전임상 독성 연구 및 임상1상 시험용 임상시료를 성공적으로 생산하였으며,

(SHINE)’을 출시했습니다. SHINE과 같은 데이터 플랫폼의 개발은 한정된 의료 자원 내에서

독성연구를 통해 무독성을 확인하고, 생체 내 면역원성 연구를 수행하여 동물 모델에서 면역

일선의 보건의료 종사자와 의료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도우며,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제한

유도 반응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과제에서 획득한 실험자료를 기반으로 유바이오로직스는 제1상

시간 내 결정적인 질병 감시가 필요한 기타 감염병에도 적용하여 환자 분류에 따른 적절한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 및 치료법 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완료 후에도 KT는 SHINE을 계속
운영하여, 코로나19 감염 위험평가 모델 및 AI 알고리즘 추가 개선을 위한 관련 데이터 수집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대상질환 : 말라리아

말라리아 진단
All-in-One
진단기기 개발

• 책임연구기관 : 노을
• 연구기간 : 12개월
• 기존 말라리아 신속진단법(RDT)은 말라리아 원충을 한 종 또는 부분적으로만 검출이 가능한
검사적 한계 때문에 현미경 검사를 추가로 시행해야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저자원 의료환경에서 정확하고 광범위한 말라리아 진단을 방해하는 주요인입니다.
노을은 효율적이고 진단 정확도를 향상시킨 말라리아 진단방법에 대한 미충족 의료수요에
착안하여, 열대열원충(P. Falciparum) 및 삼일열원충(P. vivax) 말라리아 진단을 위한 저비용
말라리아 진단 자동화 플랫폼 개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노을의 인공지능(AI) 진단 플랫폼
miLab은 한 번의 검사로 모든 종류의 말라리아 원충을 구별하고, 각 말라리아 원충에 적합한
치료 계획을 제공합니다. 본 과제기간 중 수행한 임상시험에서 miLab은 높은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각각 97.5%, 96.4%, 98.0%)를 나타내었고, 기존 현미경 진단 대비 우월성을 확인
하였습니다. 인공지능(AI) 기반 저비용 진단 플랫폼의 개발과 광범위한 적용은 저자원 환경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말라리아를 조기에 진단하고, 보다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노을 : 인공지능(AI) 기반 현장진단 플랫폼 mi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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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 코로나19 자가위험도 평가 및 모니터링 모바일 어플 ‘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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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재무상태 요약

THE RIGHT FOUNDATION 2021

2021년도 재무상태 요약
(단위 : 백만)

재무상태표

KRW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KRW

USD

20,074

16.93

< 2021년도 기부금 출연비율 >

< 설립 후 연간 출연금 현황 >
(단위 : 백만 원)

12,000

41

0.03

자산총계

20,115

16.96

국제
출연기관

10,000

유동부채

642

0.54

25%

8,000

34

0.03

한국 정부

6,000

676

0.57

54%

4,000

기본순자산

5

0

보통순자산

19,434

16.39

순자산총계

19,439

16.39

부채 및 순자산 총계

20,115

16.96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한국
생명과학 기업

10,000

4,500

4,571

4,000

3,750
2,500

2,500

2,000

1,118

602

21%

4,691

4,500 4,428

-

2018년

2019년

한국 정부

2020년

국제출연기관

2021년

한국 생명과학 기업

(단위 : 백만)

운영성과표

KRW

KRW

USD

사업수익

18,691

15.76

출연금수익

14,691

12.39

기부금수익

4,000

3.37

사업비용

11,774

9.93

사업수행비용

10,751

9.07

일반관리비용

1,023

0.86

사업이익

6,917

5.83

기타이익

319

0.27

기타비용

300

0.25

6,936

5.85

당기운영이익

< 2021년도 사업비용 >

< 총 협약과제의 연도별 분배비용 지급 비율 >

일반관리비용

사업수행비용
(분배비용 제외)

(2021년 12월 31일 기준)

4%

9%

2019년도
협약과제

2020년도
협약과제

2021년도
협약과제

사업수행비용
(분배비용)

87%

0%

20%

2021년도 이전

40%

60%

2021년

80%

100%

2021년도 이후

※ 위 재무상태 요약은 삼일회계법인(PWC)의 외부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를 요약 발췌함. 미 달러화 금액은 독자의 편의를 위하
여 2021년 12월 31일 환율(1,185.5원=1달러)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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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THE RIGHT FOUNDATION 2021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거버넌스

평의회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은 엄격하고 독립적이며 투명한 과제 선정과 보건의료의 혁신 및 접근성 향상을 보장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평의회

Fire Wall
이사회

선정위원회
사무국

이사회

26

이사장

선정위원회

위원장

손명세

김한이

박금렬

김성순

폴 헐링

마이클 헉스

이훈상

크리스챤 리엔하르트

글렌 록만

킴 부시

피터 호테즈

제시카 마티네즈

멜리사 말함

앤 밀즈-두건

제럴드 보스

염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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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방향

향후 방향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은 2021년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지정을 위한 한국

국제 협업 노력

보건복지부의 컨소시엄에 합류했습니다. 허브는 중저소득국의 자체 백신 제조역량 강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은 보건복지부, 국내 유수의
백신 제조사 및 관계기관들과 함께 추가적인 글로벌 제휴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외부 전문 평가단

있습니다.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은 기존 제품개발연구 지원은 유지하면서 근거생성연구 및 인력양성까지

지원사업 범위 확대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의 외부 전문 평가단은 국내외 생명과학 및 다양한 분야의 국제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의 과제 선정 및 관리의 필수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외부 전문 평가단

제품개발 연구

• 과제당 최대 40억원,
총 연구비의 50% 이내
• 36개월 이내

•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 12개월 이내
• 중저소득국에서 발생하는

• 임상시험 / 임상검증 직전단계

감염성 질환의 예방·관리 및

부터 제품 허가 심사 및 WHO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 목적의

사전적격성 심사(PQ)까지 지원

디지털헬스 플랫폼 활용 현황과

• 백신, 치료제 (합성 또는 항체),
진단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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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생성 연구

미충족 수요 파악

백신 제조 인력 교육 지원

•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와 연계
• 중저소득국의 실질적 백신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트레이너 선발 및
교육 참가 지원

Abdelatif Elouahabi

Jinho Hyun

Pei Yong Shi

Andreas Diacon

Joel Leong

Philip Hill

Anita Suresh

John Donnelly

Robert Snow

Anna Mandalakas

Jongsei Kim

Senjuti Saha

Christian Happi

Jo Young Heo

Thomas Keller

Claude Oeuvray

Junho Chung

Trevor Perrior

Dave Laffan

Kamala Thriemer

Valarie Bemo

David Bell

Kavi Ramjeet

Won Seok Choi

Delan Devakumar

Kiho Hong

WonHyoung Ryu

Dominick Pucci

Kyungsoo Ha

Woo Joo Kim

George Robertson

Laura Digilio

Wookyeong Seong

Gerard Cunningham

Leonard Sunwoo

Yeuchun Kim

Gerd Michel

Lori Ferrins

Young June Choe

Heejin Kimm

Malcolm Duthie

Yuka Manabe

Ikjun Yeom

Marcel Tanner

Yunseo Ku

Jelle Thole

Marcel van Kasteel

Jihoon Kim

Michael Pollas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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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협력 파트너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111
정회원

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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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RIGHT FOUNDATION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8
동덕빌딩 4층
#03145
전화번호

02-6337-9400

이메일

rightinfo@rightfund.org

홈페이지

www.rightfund.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