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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은 국가 전략적 정책 우선순위로서 글로벌 백신 허브의 위상을 달 

성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바이오제조 산업은 대유행으로 인한 공중 보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과 생산을 가속화했 

습니다. 정부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LMIC)에서 국내외의 현재 및 

미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백신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을 촉진함으로써 대응했습니다. 이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2 년에 글로벌 바이 오제조 인력을 위한 훈련 허브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WHO, ADB 및 IVI 와 같은 국제 기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백신 허 브가 되기 위한 한국의 메커니즘과 

전략을 살펴보고, 그 기원은 코비드-19 팬데믹 이전에 있었지만 백신 

민족주의와 팬데믹 초기에 접근하기 위한 도전에 의해 다시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먼저 글로벌 백신 허브와 WHO 생명공학 

허브의 특성을 설명하고 협업 백신에 대해 다룹니다. 

 
 
 
 
 
 

 

아시아에서의 노력을 다룬 다음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의 제도적 구 

조와 한국의 코로나 19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보고서는 코로 

나 19 백신 생산을 포함한 글로벌 백신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한국이 

해당 생태계에 적합한 위치를 보여주고 글로벌 백신 외교 노력을 

요약합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 및 양자 백신 

외교의 결점과 다자간 메커니즘이 글로벌 백신 접근과 형평성을 저해했 

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글로벌 백신 개발, 제조 및 훈련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한국의 입증된 역량이 미래에 글로벌 공중 보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보고서는 주로 글로벌 WHO 백신 

허브와 관련된 다국적 및 국가 기관에 대해 2022 년 중반에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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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번은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겸 대표이사이고, 클레어 칼라한은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입니다. 아이린 경은 스탠포드 대학교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 태평양 연구 센터 한국 프로그램 연구원이며, 살로메 다 실바 두아르테 레페즈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에서 공중 보건 석사(MPH)를 받았습니다. 표현된 견해는 전적으로 저자의 견해이며 그들이 소속된 조직의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논문은 KEI 학술논문 시리즈의 124 번째이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KEI 는 미국과 전 세계의 5,000 명 이상의 한국 관찰자, 정부 관료, 

싱크탱크 전문가 및 학자에게 현재 관심 있는 독창적인 주제에 대한 연간 최대 10 편의 논문을 의뢰하고 배포합니다. 이 논문들은 연말에 KEI 의 On Korea 

호에 편찬되어 출판된 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방문하십시오.www.keia.org/keia_publication/on-korea-academic-paper-se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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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코로나 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지 1 년이 넘은 2021 년 4 월,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이 백신 스왑을 위해 미국에 접근했습니다.1지 

금은 한국의 외무장관인 박진 전 의원이 몇 달 전에 제기한 

아이디어입니다. 그 당시 한국은 정부의 정치적 책임이 된 공중 보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국가는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지 않았고 

효과적인 전국적 예방 접종 캠페인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공급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2021 년 4 월 말 기준 0.3%에 불과 2한국 인구의 30%가 

미국의 30%와 대조적으로 완전한 1 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2020 년 초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한국은 매우 효과적인 검사, 접촉자 

추적 및 격리를 통해 공중 보건 대응에서 글로벌 리더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2020 년 2 월 초기 확산을 성공적으로 억제했고 감염률은 직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변종으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가 더 쉽게 전염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반복되는 급증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백신을 조기에 

접할 수 있었던 국가, 즉 2020 년 12 월 14 일 뉴욕 시 퀸즈에서 국가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시행된 미국에 비해 팬데믹에 대한 공중 보건 대응에서 

뒤처져 있었습니다. 

 

한미간 고효율 mRNA 백신 교환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결국 2021 년 6 월 존슨앤존슨의 코로나 19 원샷 백신 

100 만 도즈를 한국에 제공했습니다.3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백신 

55 만 도즈를 제공한 후,4 미국의 백신 수요 와 공급이 흑자 상태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5 그러나 더 많은 접종이 필요한 한국은 

이스라엘과 2021 년 7 월 초 화이자-바이오엔텍의 mRNA 백신 70 만 

도즈를 대출하는 스왑을 체결했습니다.6 그 결과 한국은 이미 

화이자에서 주문한 것과 같은 수의 발사체로 이스라엘에 상환하기로 합 

의했지만 몇 달 후인 9 월과 10 월까지 한국에 인도될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곤경에 처한 한국은 국익을 위해 최대한 자립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결 

정에 촉매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코로나 19 백신 

스 왑 한 달 만인 2021 년 8 월 'K-글로벌 백신 허브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7한국의 팬데믹 유발 열망은 보다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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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정책 - 모든 백신의 선도적인 글로벌 제조업체 중 하나로 

2020 년 9 위에서 2025 년까지 5 위로, 같은 기간 동안 의약품 

수출을 4 배 이상 364 억 달러로 늘리는 것입니다.8실제로 한국의 

제약 산업의 발전은 자 동차, 조선, 철강, 소비자 전자 및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의 역사적 발전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개발 중인 글로벌 백신 역량의 또 다른 두드러진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 전세계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유럽은 이 

산업에서 생산과 공급 모두를 지배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의 한 

제조업체에 합류했습니다. 중국, 인도 등 상대적으로 신규 국가가 

백신 생산 및 공급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한 반면,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중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 (LMIC)의 사람들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에 대한 접근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2022 년 2 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을 LMIC 의 백신 및 생물의 

약품 인력을 위한 "바이오제조를 위한 글로벌 훈련 허브"로 지정했습 

니다.9한국은 생물의약품 제조 공정에서 선진 민간 및 공공 부문 역량 

과 훈련 인프라 때문에 WHO 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한국은 약학적 

능력을 활용하고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수용하면서 자체 

생산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중 보건의 선익을 위한 글로벌 강국이 되기 

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백신 허브란 무엇입니까? 

 

유형 및 주요 특성  
"백신 허브"라는 용어는 미디어 및 학술 출판물에서 화두가 되었습니 다. 

이 용어는 종종 백신 생산 리더, 국제 백신 연구의 중심, 큰 백신 산업 

관련 수익을 창출하는 국가 및 지역의 대규모 백신 센터를 의미하는 데 

사용됩니다. "백신 허브"를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일반인과 정책 

입안자들이 백신 접종 과정을 하나의 간소화된 과정으로 통합하게 

됩니다. 그러나 프로세스는 다면적이며 종종 여러 국가, 조직 및 단계로 

나누어집니다(그림 1). 또한 WHO 백신 허브와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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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백신 허브는 백신 접종 과정과 관련된 지식을 전파하는 것을 

목 표로 하는 WHO 가 조정하는 과학, 국가 및 비영리 단체의 

컨소시엄입니다. WHO 백신 허브 후보 지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과학 및 의료 역량의 불균형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비해 글로벌 백신 허브는 완전하고 효율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연구 개발(R&D), 제조, 포장 및 운송(MPT), 유통 및 

모 니터링(D&M)을 포함하는 백신 접종 프로세스의 세 가지 주요 

단계를 관리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행이나 제품을 국제적으로 

수출할 수 있으 며 백신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그림 1). 

 

 

 

그림 1. 3 단계로 단순화된 백신 생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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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기술 이전 허브 
 

형평성을 향한 첫 번째 단계는 장기적으로 지식과 시스템 구축에 

대한 평등한 접근입니다. 2020 년부터 WHO 사무총장인 Dr. 

Tedros Adhanom Ghebreyesus 는 특히 ACT-A(Covid-19 Tools 

Accelerator 에 대한 액세스)를 통해 Covid-19 에 대한 WHO 의 

대응 에서 백신 형평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10여기에는 

백신 유통 업체인 Covid-19 Vaccines Global Access(COVAX)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특히 Covid-19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 며 일부 국가에서 Covid-19 예방 접종 지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장기적인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WHO 허브 시스템은 교 육을 통해 시스템 역량 구축과 과학적 역량 

구축의 이러한 격차를 해결 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허브 및 

스포크 모델을 채택하여 WHO 허 브는 의료 기술의 특정 측면에 

대한 학습 센터가 되도록 지정되고 스포 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허브에 참석하고 주어진 영역에서 지식을 얻습니다. 이는 

항공기 허브 및 스포크 네트워크 모델과 유사하여 승객의 

수용력과 분포를 증가시 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WHO mRNA 백신 기술 이전 허브 모델 

2021 년 7 월 WHO 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mRNA 백신 기 

술 이전 허브를 설립했다. 허브를 통해 WHO 와 업계 파트너는 의약품 

특허 풀, ACT-A/COVAX, 아프리카 질병 센터, 통제 및 예방, 대학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아 mRNA 백신에 중점을 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백신 제조업체를 위한 지원 네트 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11 

Afrigen Biologics 는 연구를 제공하는 남아프리카 의학 연구 위원회 

(South African Medical Research Council)와 함께 mRNA 백신 생산 

기술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호스트 역할을 합니다(그림 2). 
 

 
 

 

그림 2. 2022 년 8 월 기준 WHO 남아프리카 mRNA 기술 이전 허브의 단순화된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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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 백신 기술을 도입한 최초의 제조업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신 생산업체인 Biovac 이었습니다.12  
2021 년 9 월에 발표된 다음 두 제조 스포크는 범미보건기구(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의 회원인 브라질 Oswaldo Cruz 

Foundation 의 Bio-Manguinhos Institute of Technology on 

Immunobiologicals 와 아르헨티나의 Sinergium Biotech 입니다. 향후 

수혜국에는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13세네갈, 튀니지, 방글라데 시,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베트남이 

있습니다.14 

 

백신 분권화 방식에 대한 역할과 논쟁 

 

분명히 mRNA 기술이 WHO 남아프리카 허브로 이전되고 

있지만 LMIC 에 대한 생산 및 액세스를 늘리기 위해 아직까지는 

제한된 모드입 니다. Moderna 는 UN 의약품 특허 풀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 정부가 Afrigen Biologics & Vaccines 에 

코로나 19 백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15 

 

많은 토론 끝에 세계 무역 기구(WTO) 무역 장관들은 2022 년 6 월 17 일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TRIPS) 협정에 관한 장관 결정을 채택했습 니다. 

19 개 백신을 개발하고 향후 5 년 동안 표적 면제를 통해 특허의 독점적 

효과를 무효화합니다. 또한 회원들에게 2023 년 말까지 Covid-19 진단 

및 치료제의 생산 및 공급을 포함하도록 가능한 연장을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16이는 많은 LMIC 회원이 지원합니다. 

 

그러나 일부 WTO 회원국은 “지적 재산이 실제로 COVID-19 백신에 

접근하는 데 장벽이 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17 
 

이러한 입장은 국제제약제조업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nd Associations)이 지지하 

며, 지적 재산권 체계를 약화시키면 현재와 미래의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18 실제로, 

특허 면 제 접근 방식에 대한 다른 방식은 IP 자산 소유자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적 재산권(IP) 

라이선스 기회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는 호주, 캐나다, 유럽 

연합(EU), 홍콩 특별행정구,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영국 및 

미국에서 지원됩니다.19 

 
 
 
 

 

아시아에서의 공동 백신 노력 
 

전 세계가 코비드-19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백신 평등 및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백신 환경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외교 파트너십, 활발한 비영리 단체 및 

백신 캠페인을 주도한 여러 국가에서 분명합니다. 

 

이러한 외교적 파트너십에는 인도, 일본, 호주 및 미국을 포함한 쿼드 

백신 파트너십; ACT-A/COVAX; 특히 Covid-19 백신과 관련된 다양한 

아시아 국가 간의 양자 협정. 그러나 비평가들은 Quad 의 백신 파트너 

십이 지금까지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202022 년 

초 캄보디아와 같은 저소득 국가에서만 첫 번째 접종이 제공됩니다.  
21 
 

아시아 개발 은행(ADB),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CEPI), 스웨덴 국제 개발 협력 기구(Sida) 등 수많은 조직이 

아시아에서 백신 접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GAVI Vaccine Alliance 및 

Gates Foundation, WHO 는 보다 광범위한 백신 개발 및 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허브 설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백신 허브 전략 

 

기원과 제도적 풍경  
백신 역량을 개발하려는 한국의 야심은 2009-2010 년 H1N1 

인플루엔자 대유행 기간 동안 촉진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백신 민족주의의 초기 사례인 미국산 백신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한국의 백신 생산 및 제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계획에 대해 민간 및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6 년 백신 3.0 으로 백신 

자급자족을 위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였습니다.22 이어 

2018 년에는 국제백신연구소(IVI)의 콜레라 접합백신을 비롯한 

글로벌 백신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라이트펀드(Right Fund)가 뒤를 

이었습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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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대유행의 시작은 한국의 공중 보건 정책 입안자들이 

즉각적인 대유행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유행 또는 

국가 보건 비상 사 태에 대비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 다. 2020 년 4 월, 한국은 백신 

주권 달성을 위한 이니셔티브인 Vaccine Innovative 

Technology Alliance Korea(VITAL-Korea)를 출범했 습니다.24 

 

국가 전략은 2021 년 8 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이 

코로나 19 백신 및 기타 백신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한 글로벌 

허브가 되겠다는 의사를 발 표하면서 구체화되었습니다.25 
 

2022 년 7 월, 윤석열 현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하며 괄목할 만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26 

 

한국의 역량과 전략은 글로벌 백신 허브의 3 대 특징인 R&D, 

MPT, D&M 과 잘 맞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가장 큰 제약 및 

생명 공학 제조 능력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27또한, 한국 

기업이 글로벌 제약 회사와 파트너 관계를 맺는 계약 개발 및 

제조 조직(CDMO) 역량의 글로벌 리더입니다.28 

 

국내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 선진 기술을 보유한 국가 및 

선진 R&D 역량을 갖춘 국제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세계적 수준의 공항, 항공사 및 항구 

덕분에 아시아 전역과 그 너머에 걸쳐 매우 효율적인 유통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고도로 유능한 공중 보건 기관은 백신 시험 및 

유통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대유행에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 정부는 10 개 관련 기관과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조사가 참여하는 범부처 범정부적 글로벌 백신 허브 사무소 및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29이 사무소는 또한 WHO 및 CEPI 와 같은 

국제 기구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KORUS Vaccine Partnership 

이니셔티브에 따른 미국과의 초기 협력을 조정할 것입니다.30 

 
 
 
 

 

K-Bio 백신펀드는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백신주권 선진 

화를 위해 설립됐습니다. 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만든 이 펀드는 민간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공적자금을 보완합니다. 미래 에셋 벤처 투자(주)와 유안타 투자 2 개 

한국 민간 투자회사가 약물 및 백신 개발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5000 억(3 억 4600 만 달러) 펀드를 운용할 것이며 ₩ 1 조(약 

7 억 달러)까지 올리기 원합니다.31 

 

한국의 글로벌 바이오 트레이닝 허브 이니셔티브  

한국은 글로벌 바이오 트레이닝 허브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글로벌 

백신 허브 전략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정부는 국내외 

유수의 생명 공학 및 제약 회사의 참여를 촉진하여 이 분야에서 

성공을 촉진했습니다. 2022 년 중반을 기준으로 KMHW 는 이 

전략에 필수적인 8 개 기업을 확인했으며 그 중 5 개는 한국 

기업입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SK 바 

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GC 녹십자파마 등이 있습니다. 

GC 녹십 자파마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제약회사로 2021 년 

매출이 10 억 달러를 넘어셨습니다.32 

 

1973 년에 설립된 한미약품은 2021 년 총 매출이 10 억 달러 이상인 

국 내 5 대 제약회사 중 하나입니다.332002 년 설립된 셀트리온은 

'항체 바 이오시밀러'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선구적인 바이오 제약 

회사로, 2021 년에도 10 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34설립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적인 CDMO 입니다. 

2015 년부터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을 포함하여 

154 개의 글로벌 규제 승인을 받았습니다.35또한 2021 년에는 10 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36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R&D 

및 제조를 전문으로 하 는 비교적 새로운 회사이며 CDMO 및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상업 파트너십도 

체결하고 있습니 다.372021 년 매출은 약 8 억 달러로 급증했고, 국내 

최초의 국내 코로나 19 백신을 개발했다.38 
 

현재 한국의 글로벌 바이오 트레이닝 허브에 참여하고 있는 두 외국 

회사 중 하나는 매사추세츠에 위치한 연구 및 바이오 의약품 제조 

회사인 Cytiva 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공급망 병목 현상이 

발생했던 백신 생산에 사용되는 폐기 세포 배양 백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에 5,250 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39다른 하나는 독일에 

본사를 둔 유서 깊은 기업 Sartoriu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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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년까지 2 억 7 천만 유로(발표 시 약 3 억 달러)를 투자하여 

세포 배양 배지 생산과 실험실 및 물류가 있는 응용 센터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40이 회사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백신 산업을 활 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2 년 한국의 글로벌 허브 훈련 계획은 두 가지 공동 노력으로 

구성됩니다. 가장 큰 것은 생물제조 인력을 위한 한-WHO 글로벌 훈련 

허브 입니다.41IVI 는 2022 년 2 월 KMHW 에 의해 2022 글로벌 바이오 

인텐 시브 교육 과정의 운영자로 지정되어 "중소기업 및 한국 학생들을 

위한 백신 및 생물학적 제제 R&D 및 제조 분야의 인력 교육을 

제공"합니다.  
42 
 

일주일 후 WHO 는 "백신, 인슐린, 단일클론항체, 암 치료제와 

같은 생물학적 제제를 생산하고자 하는 모든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를 지원 하기 위해" 한국에 글로벌 바이오제조 훈련 

허브 설립을 발표했습니 다.43한국은 이러한 유형의 

이니셔티브를 위해 WHO 가 선택한 두 번째 국가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남미, 아프리카, 중동 및 아시아의 33 개 LMIC 에서 매 

년 최소 310 명의 참가자를 교육할 계획입니다.44교육은 생물제제 개발 

및 제조 과정, 글로벌 생물제제 품질 관리 과정으로 구성됩니다.45허브 

의 기본 구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유사하지만 주최국, WHO, 비정 

부기구(NGO)가 운영 조직을 지원하는 반면 한국의 훈련 구조는 약간 

다릅니다.46KOR-WHO 글로벌 훈련 허브를 위한 파일럿 노력은 LMIC 

에서 참가자를 선발하는 Global Korea Scholarship 과 같이 한국 교 

육부가 실시하는 다른 여러 글로벌 프로그램을 반영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별로 일정 수의 참가좌석을 배정하고 참가자 전원이 동시에 

참가하도록 선발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한 나라의 대표 기업이 

한 번 에 교육을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두 번째 협력 노력인 한-아시아 개발은행(KOR-ADB) 

프로그램은 ADB 개발도상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백신 

제조 공정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둡니다.47 
 

이번 연수는 한국생물공학연구원(K-NIBRT)에서 올해 총 

60 명을 대상으로 8 주 과정으로 운영합니다.48 K-NIBRT 

프로젝트도 세계적 수준의 바 이오제약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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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업계 최고의 교육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국 인천에 제조 및 교육 및 연구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2024 년 개통 예정입니다.49 

 

공공 재정 지원 
 

한국 정부는 백신 연구 및 개발, 제조 및 유통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내 첫 코로나 19 사망자가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20 년 3 월 17 일, 대한민국 국회는 ₩11 조 7000 억(101 억 

달러)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중 ₩3 조 7000 억(32 억 달러)가 

KMHW 에 할당되어 2020 년 ₩86 조 2000 억(745 억 달러)의 연간 

지출을 가져왔습니다.50한국 정부와 국민 건강 보험 프로그램은 

한국인과 비시민권자를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검역 및 치료의 

모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51 
 

윤 대통령은 투자와 규제 수정 등을 통해 의약품·백신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 'K-바이오 백신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52 정부는 2022 년부터 2026 년까지 K-글로벌 백신 

허브 전략과 관련된 투자 자 금 조달을 위해 18 억 달러, 글로벌 

바이오 트레이닝 허브에 4 억 2000 만 달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53 

 

글로벌 백신 생산 

 

글로벌 코로나 19 백신 생산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전 세계의 압도적인 수요로 인해 수많은 백신 생 

산 후보가 등장했습니다. 반복되는 감염의 물결은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종에 효과적인 백신에 대한 수요를 더욱 촉진했습니다. 그러나 효과 

적인 백신 생산 대응 능력을 갖춘 국가는 비교적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2022 년 9 월 기준으로 최소 하나의 국가 규제 기관에서 41 개의 

백신을 개발하고 승인했습니다(그림 3). 그 중 11 개는 WHO 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Pfizer-BioNTech, AstraZeneca 및 

Janssen(Johnson & Johnson)이 가장 널리 승인된 3 대 

백신으로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부유한 

서구 국가 간의 다국적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화이자, 독일 바이오엔텍, 영국 옥스퍼드대가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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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백신 차트, 국가 규제 승인 건수  
 
 
 
 
 
 
 
 
 
 
 
 
 
 
 
 
 
 
 
 
 
 
 
 
 
 
 
 
 
 
 
 
 
 
 
 
 
 
 
 
 
 
 
 
 

 
출처: 유니세프 코로나 19 시장 대시보드.54 

 

 

영국계 스웨덴 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와 협력하여 

백신을 개발했으며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얀센 백신(Janssen 

Vaccines)은 벨기에에 본사를 둔 모회사인 얀센 제약회사(Janssen 

Pharmaceuticals)와 협력하여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가장 승인된 다음 

백신은 인도 혈청 연구소, Moderna(미국 기반), Gamaleya(러시아), 

Sinopharm(중국), Novavax(미국 기반), Sinovac(중국) 및 

Valneva(오스트리아)에서 제조되었습니다. 그림 3 은 각 백신 유형과 

승인된 승인수 및 유형을 추적합니다. 

 
 

 

전 세계 백신 분포는 매우 고르지 않습니다. 약 177 억 6 천만 

도즈가 생산되었으며 15 억 8 천만 도즈가 146 개국으로 

배송되었습니다. 2022 년 10 월 초 현재 53 억 9000 만 명(세계 

인구의 약 70.3%)이 코로나 19 백신을 맞았습니다.55 그러나 

백신 접종률은 전 세계적으로 확연히 다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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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코로나 19 백신 생산 
 

그림 3 의 41 개 백신 중 국내에서 생산된 것은 단 1 개뿐이었습니다. 

2022 년 6 월 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 19 스카이코비온 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56 이 백신은 

초저온유통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개발도상국에 보급하기 위해 WHO 에 

긴급사용을 신청할 예정입니다.57SK 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진출을 

위해 EMA 에 조건부 승인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58 승인되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COVAX 유통 시스템에 새로운 백신을 공급할 

예정입니다.59 

 

한국 정부도 ₩2000 억(약 1 억 6000 만 달러)에 1000 만 도즈 

상당의 새로운 스카이코비온 백신 구매를 약속했습니다.60 

 

한국 기업들은 또한 일부 선도적인 글로벌 백신 회사들이 개발한 백신 

제조에 협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mRNA 치료제 및 백신 분야를 선도 

하는 생명공학 회사인 모더나는 2021 년 5 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송도 생산 시설에서 Spikevax®  Covid-19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 필 

피니시(fill-finish) 제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61첫 번째 배치는 5 개월 

만에 신속하게 완료되었습니다. 모더나는 2021 년 12 월 얼마 지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백신이 

한국 내에서 유통되고 다른 국가로 수출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필리핀과 콜롬비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조한 백신의 긴급사용을 

각각 2021 년 11 월과 12 월에 승인했습니다.62

 
 
 
 

 

2000 년부터 백신 연구 및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백신 개발 및 임상 

시험을 감독했습니다.66 노바백스(Novavax), 모더나(Moderna) 및 잔슨 

앤 잔슨(Johnson & Johnson)과 같은 백신 대기업은 모두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67 FDA 는 의약품 안전성 심사의 황금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68백신의 규제 승인 프로세스를 감독하고 제조 규모 확대를 

조정합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응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이니셔티브로 2020 년 

5 월 OWS(Operation Warp Speed)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가지 획 

기적인 mRNA 백신에 자금을 지원하여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코 

로나 19 진단, 치료제 및 백신의 개발, 획득 및 배포를 가속화하기 위한 

연방 노력을 조정한 것은 보건복지부(HHS)와 국방부 간의 부처 간 파 

트너십이었습니다. 백신에 협력하는 HHS 구성 요소에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 국립보건원 및 생물의학 고급연구개발 기관 

(BARDA)이 포함됩니다.69 

 

그러나 OWS 의 기원은 2001 년 우편 시스템을 통한 탄저균 

공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연방 정부는 

BARDA 를 만들게 되었으며, 이 BARDA 는 이후 최고의 정부 공중 

보건 자금 지원 기관이 되었습니다.70미국 정부는 임상 시험 자금 

지원, 기업에 정부 임상 시험 장소 및 FDA 직원 사용 허가, 생산된 

백신 용량 비용 충당 등의 조치를 통해 정부 및 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 파트너와의 계약을 사용했습니다. 
 

2020 년 11 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에서 아스 

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제조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63 한국코러스약품은 2021 년 2 월 국내용이 아닌 

스푸트니크 백신 5 억 도즈를 생산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64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용 

노바백스 백신 4000 만도즈를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65 백신 생산 및 공동 제조에 대한 한국의 이전 및 

지속적인 노력은 한국이 백신 허브가 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주요 백신 생산국 
 

앞서 언급한 한국의 노력은 기존 글로벌 백신 구조와 맞물립니다. 

미국은 자금과 역량 면에서 기초 및 임상 연구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정부 기관과 함께 글로벌 백신 개발을 주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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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생산 후보 4 곳(Moderna, Janssen Pharmaceuticals, 

Sanofi/GSK, Merck/IAVI)은 연방 기금을 받았고 나머지 3 곳(Pfizer/ 

BioNTech, Janssen, Novavax)은 연방 정부의 용량 구매를 통해서만 

OWS 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OWS 는 공급망 결함을 완화하기 위해 

주사기 및 바이알과 같은 보조 용품을 생산하는 15 개 회사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정부는 안전하고 매우 효과적인 

백신을 수년이 아닌 수개월 만에 기록적인 시간에 제공하는 백신 시험 및 

개발을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총 예산은 180 억 달러였습니다.71 
 

유럽 연합(EU)은 OWS 이후 한 달인 2020 년 6 월에 백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72 27 개 회원국은 백신 구매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단일 그룹으로 행동했습니다. 이 그룹은 

다음과의 계약을 통해 백신을 조달하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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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에서 생산하여 인구 규모에 따라 각 국가에 배포합니다. 이 

시 스템의 한 가지 단점은 27 개의 국가 보건 당국이 서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접근 방식의 중앙 집중화로 인해 속도가 저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EU 는 백신 생산보다 구매에 더 중점을 두었고, 

이는 AstraZeneca 의 경우와 같이 필요할 때 생산을 확장할 수 없는 

제약 회사로 인해 백신 출시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73백신 

출시 속도를 방해한 또 다른 요인은 백신이 미국 보건 당국처럼 긴급 

사용 승인을 부여하는 대신 EMA 의 완전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EU 의 명령이었습 니다. 
 

"세계의 약국"으로 알려진 인도는 13 억 인구를 감안할 때 중요한 역량 

인 저비용 백신의 대량 생산국으로서 엄청난 역량을 개발했습니다.74이 

러한 능력은 또한 인도를 세계적인 수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2017 년 

부터 2019 년까지 중국은 백신의 80%를 저소득 국가에 수출했습니다.  
75 
 

인도는 또한 고소득 국가에 의약품을 수출합니다. 지난 3 년 동안만 

해 도 인도의 대미 수출은 15% 이상 증가했습니다.76인도의 의약품 

수출 1 위 목적지로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77 

 

심각한 백신 부족과 높은 백신 수입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1966 년에 

설립된 인도 혈청 연구소(SII)는 생산된 용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백 신 

제조업체입니다.78SII 는 코로나 19 백신을 포함하여 연간 15 억 도즈의 

백신을 생산합니다.79 2012 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Bilthoven 

Biologicals 를 인수하여 80SII 를 글로벌 확장으로 이끕니다. SII 는 또한 

Oxford/AstraZeneca 와 협력하여 Covid-19 백신 후보를 제조하고 

있습니다.81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Gamaleya 역학 및 미생물학 연구 

소와 함께 스푸트니크 백신을 생산합니다.82Bharat Biotech 는 최초의 

현지 Covid-19 백신인 Covaxin 뿐만 아니라 비강 내 Covid-19 백신 84 

을 생산한 또 다른 인도 기반 생명 공학 회사입니다.83 

 

일본은 최근 백신 생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85 
 

국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862021 년 6 월, 일본 정부는 2 배로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 제약 시설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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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백신 제조 센터.87정부는 또한 백신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만들 기 위해 제제 시설을 지원할 것입니다.88 2022 년 

3 월, SCARDA(Strategic Center of Biomedical Advanced 

Vaccine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로 알려진 새로운 정부 기관은 백신 연구 및 개발과 

해외 백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89 SCARDA 는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OWS 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BARDA 와 같은 기능을 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중국은 코로나 19 백신의 세계 최대 공급국이 

됐습니다.90 100 개 이상의 국가에 20 억 도즈에 가까운 백신을 

판매했습니다.91전 세계 코비드-19 백신의 약 절반은 중국국립약품그룹 

시노팜(Sinopharm)과 시노백(SinoVac)이 생산했습니다.92 중국의 

Covid-19 백신은 불활성화된 바이러스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지만, 

중국은 최근 mRNA 백신에 대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93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히스 실크로 

드(Heath Silk Road)" 목표에 따라 제약 역량을 구축해 세계 공중 보 

건에서 중국의 역할을 확대했습니다.94중국은 전통적으로 제약 성분의 

주요 생산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약 산업은 2021 년에 약 20 억 달러의 

투자에 도달했습니다.95제약 시장 규모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96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은 전염병 초기에 생산되었으며 50 개국에 

서 규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1 년에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기관인 러시아 직접 투자 기금(RDIF)은 지구상의 10 명 중 1 

명에게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 7 억 도즈의 스푸트니크 V 를 국제적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97그들은 나중에 공급 부족으로 인해 백신 투여량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98러시아는 SII 와 협력하여 연간 3 억 

도즈의 스푸트니크 V 를 생산하고 있습니다.99 

 

그러나 공급망 중단이 초기 출시를 방해했습니다. 더욱이 인도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제재를 가한 이후 RDIF 와의 협력을 경계해왔습니다.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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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외교 

 

글로벌 외교  

일부 국가는 WHO 가 지원하는 COVAX 이니셔티브를 사용하여 백신을 배포하는 다자간 기반으로 Covid-19 백신 외교에 접근했습니다. 

미국은 12 억 도즈를 기부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6 억 2,300 만 개 이상의 코비드-19 백신을 출하한 COVAX(그림 

4)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101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의 백신 외교는 COVAX 체제 밖에서 쌍무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백신은 상위 3 개 서양 

백신인 Pfizer-Biotech, AstraZeneca 및 Jansen & Jansen 보다 훨씬 적은 국가 규제 승인을 받았습니다(그림 3). 

 
 

그림 4. COVAX 에 기부된 코로나 19 백신 용량  
 
 
 
 
 
 
 
 
 
 
 
 
 
 
 
 
 
 
 
 
 
 
 
 
 
 
 
 
 
 
 
 
 
 
 
 

 
출처: COVAX, ACT-Accelerator Hub, 2022 년 3 월 23 일,OurWorldInData.org/coronavirus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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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백신 외교 
 

문 전 대통령이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그것은 COVAX 의 작은 기여자 중 하나입니다. 지난 12 월 한국은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및 COVAX 와 협력하여 아프리카 

국가에 공평한 코비드-19 백신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1,500 만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103 외교부가 2022 년 3 월 아프리카에 

코로나 19 백신 340 만 도즈를 기 부하기로 했습니다.104 
 

 

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은 2021 년 5 월 Biden 

대통령과 문 사이에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022 년 5 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서울에 세계보건안보조정국(Global Health 

Security Coordination Office)을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105그러나 백신 개발, 제조 및 유통을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이 분야의 진전은 상대적으로 더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백신을 포함한 코로나 19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겠다는 제안은 여전히 테이블에 남아 

있습니다.106북한이 중국의 백신을 사용하여 전국적인 캠페인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되어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국가적인 

Covid-19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고되어 이러한 요청을 계속 무시할 것으로 보입니 

다.107 

 
 
 
 

 

그리고 LMIC 의 IP 권리, 기술 이전, 국제 자금 조달, 백신 접근 및 

생산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조정된 접근 방식이 

그것입니다.110한국의 글로벌 허브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결함에 대한 

솔루션의 일부입니다. 하나의 트랙에서 한국은 국가 백신 용량을 

늘리고 CDMO 및 CMO 생산을 확대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LMIC 에서 백신 개발, 생산 및 유통을 

분산시킬 것입니다. 두 트랙의 결합은 미래의 전 염병에 대한 글로벌 

건강 대비를 개선하기 위한 큰 단계입니다. 이 전략은 보다 균형 있고 

탄력적인 글로벌 무역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노력과 

유사합니다. 

 

한국의 총체적인 KOR-WHO 및 KOR-ADB 훈련 허브는 교육 전문 지 

식을 분산시켜 LMIC 허브 및 스포크가 지역적으로 출현하는 병원체를 

보다 신속하게 식별하고 적시에 새로운 백신 제제를 생산할 수 있는 잠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LMIC 에서 백신에 대한 평등한 접근에 

대한 요구를 더 잘 충족함으로써 세계 보건 정책을 개선할 것입니다. 현 

실은 병원체가 근원에서 통제된다면 국경을 넘을 가능성이 적고 면역 된 

집단에서 외부로부터 확산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LMIC 지역 에서 

공평한 백신 접근은 예방 백신 및 건강 교육 캠페인을 보장하기 위 한 

효과적인 공중 보건 캠페인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스케치한 계획의 

맥락에서 지역의 완전한 백신 허브에는 R&D, MPT 및 D&M 기능의 세 

가지 기둥이 모두 있습니다. 

 

 

결론 

 

인류가 직면한 위험 중 전염병은 번영과 웰빙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입 니다. 코비드-19 는 2022 년 5 월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690 만 명이 사 망했으며 워싱턴 대학의 건강 측정 평가 

연구소(Institute for Health Metrics Evaluation)의 추정에 따르면 

2 년 반 동안에만 총 1,720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08 

더욱이 2002 년 원래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SARS), 2009 년 HIN1, 

2015 년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2019 년 코비드-19 등의 

세계적인 질병 발병 빈도는 놀랍습니다. 전염병 대비가 시급합니다. 
 
 
 

그러나 최근 9 월에 발표된 Lancet Commission 의 Covid-19 

보고서에 따르면 Covid-19 대유행은 "여러 수준에서 대규모 

글로벌(제도적) 실패"를 드러냈습니다.109 보고서는 WHO 

자체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는 “다자간 협력의 부재”라는 

여러 가지 단점을 포함하여 10 개의 실패를 열거했습니다.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대한민국  

팬데믹 초기에 COVAX 의 유통 노력을 약화시킨 주요 요인은 LMIC 와 

한국조차도 선진국 규제 기관에서 승인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글로벌 수요가 공급을 앞질렀고, 백 

신은 재정적 자원과 조기 입찰을 할 수 있는 선견지명을 가진 사람들에 

게 할당되었습니다. 이는 백신 민족주의와 글로벌 유통의 불평등 현상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WTO 사무총장 Ngozi Okonjo-Iwaela 는 2021 년 

초에 “모든 국가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1 차 의무가 있기 때 문에 

약 35 개국이 이미 COVID-19 에 대해 제약 제조업체와 양자 거래 를 

체결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백신 19 개.”111 다자간 이니셔티 

브가 국가적 차원에서 정치적 현실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 

히 자금이 풍부하고 대응력이 뛰어난 글로벌 과학 비상 센터가 없는 경 

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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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다자간 기구 및 시설인 COVAX 는 결국 코로나 19 백신을 

LMIC 에 배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선진국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을 하였지만, 백신의 글로벌 생산을 분산시키는 데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 위해 WHO 백신 교육 허브는 LMIC 에 백신 

개발, 제조 및 유통 프로세스에 대한 노하우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한 국은 백신 허브의 분산에 필요한 R&D, 

MPT, D&M 의 다단계 역량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림 1). 
 
 
 

 

한국의 글로벌 백신 접근 전략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대에 아주 

늦게 온 WTO TRIPS 특허 면제 제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WTO 도 “지적 재산이 실제로 COVID-19 백신에 접근하는 데 장벽이 

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반대 견해를 인정했습니다.112더욱이, 특허 

면제는 제약 및 생명 공학 회사가 미래의 글로벌 질병 발병에 대한 

새로 운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인센티브를 약화 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방지해야 합니다.113 
 
 

 

한국은 IVI 와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맺어 열망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이 

점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IVI 는 LMIC 회 

원국 내에서 백신 개발 및 임상 시험에 30 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 

습니다. 바이오제조를 위한 글로벌 훈련 허브에서 한국과 WHO 의 파 

트너십이 글로벌 기관 역량 구축을 위한 건전한 첫 걸음이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LMIC 의 제조 능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시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 교육 및 자금 수요 측면에서 

역량 구축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백신 허브의 확장과 WHO 허브 커리큘럼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후속 조치 및 자문을 포함하는 것은 백신에 대한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 

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전체 공급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계가 이미 백신 생산 능력을 구축한 국가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백신 주권을 증대하는 것은 아마도 반직 

관적으로 이러한 국가가 글로벌 공중 보건 기관 네트워크에서 책임있는 

이해 관계자로 행동하는 한 백신 형평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그러한 국가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백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전략 산업을 개발하는 데 있어 찬사를 받을 만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 니다.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백신 산업에서 

한국의 잠재적 역할과 매우 유사합니다. 한국은 칩 제조 분야에서 

지배적인 글로벌 리더인 동시에 설계 및 생산 장비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백신 산업도 선진국 바이오 

제약사의 혁신 기술과 제조업의 기술력이 합쳐져 비슷한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국가적 백신 역량을 빨리 

개발하고 그러한 지식을 LMIC 에 전파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 수록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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