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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주요 연구내용

- 1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바이오헬스산업은 세계시장 규모와 성장률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미
래형 신산업으로 병원은 바이오헬스산업 가치사슬의 핵심
- 세계시장규모 : 의약품+의료기기 1,325조원 > 자동차+반도체 1,000조원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생산) : 바이오헬스 14.7명 > 자동차 8.8명 > 반도
체 3.2명

◦

병원은 임상 의학 지식을 가진 우수한 인적 자원이 풍부하며 의학 지식을
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적용, 검증 및 활용할 수 있는 최적 환경

◦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술개발의 원천이자, 개발된 기
술 제품의 최종 수요처

□

2011년

「의료기관

」을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화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상 개선방안(‘11.3월) >

v 종별 기능에 적합한 의료이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환경 개선
▪(의원) 일차의료의 고유 역할을 강화
▪(병원) 질환 등 서비스 유형별로 전문화, 지역별 거점병원을 육성
▪(대형병원) 기능 고도화, 최상위 의료기관, 선도 의료기관, 글로벌 의료기관으로 육성

◦ 대형병원을

신의료기술 개발, 고도중증질환에 대한 최첨단 임상의료 능력을

갖춘 최상위 의료기관, 선도 의료기관, 글로벌 의료기관으로 육성 추진

◦ 대형병원

기능 고도화의 일환으로 병원이 진료영역에서 축적된 지식을 기

반으로 첨단보건의료 연구개발과 사업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세계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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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갖춘 병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추진

◦

산·학·연·병 개방형 융합연구 플랫폼 구축을 위해 연구역량을 구비한 10개
의료기관*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13.4월)
- 경북대병원, 고대 구로병원, 고대 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
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10개소는 자체 투자를 통하여 도입기(’13~’15) 목
표인 지속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성과를 달성하였고, 성장기(’16~’18)
목표인 기술사업화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
-

도입기(’13~’15) : 독립적인 연구 거버넌스 구축, 연구투자 확대, 연구인력

․학․연간의 협력을 위한 인프라구축 등

확보, 산

○ 종전 부대시설 확충 중심에서 벗어나 R&D 시설․장비 확충*
*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연세), 미래의학관(삼성서울,‘16.), 융합연구지원센터(서울아산) 등
○ 연구부원장 직제 신설, 자체 인사․예산권 강화 등 연구 거버넌스 확립
○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특허출원 건수도 659건(‘13)→1,024건(’15)→1,435건(’17)으
로 ‘13년 지정초기 대비 약 2.2배 증가

◦ 그러나, 연구중심병원의 성과에도 불구, 연구·사업화 수익의 병원 귀속과 연
구 재투자를 저해하는 제도ㆍ관행적 장벽이 존재
- 병원의 기술개발의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아 연구개발에 재투자에
한계
- 병원이 보건의료산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주체로서 연구개발의 성과가
병원이 추구해야할 공익성(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
성이 미흡한 실정임.

◦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중심병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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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여 더 나은 의료기술 개발, 의료비 비

용 경감,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
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1.

2 주요 연구내용

◦ 병원

연구개발 성과의 선순환체계 구조 마련을 위한 병원 연구개발 발전방

향 제시와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및 산병협력단 제도 도입을 위해 다음 연구
수행함
<표 1-1>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총괄

연구목적

병원이 보유한 의료기술을 활용하여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병원 연구 개발에 재투자하여 연구개발 역량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산병 협력 활성화 방안 제시

연구내용

주요 연구범위

연구중심병원
Ÿ
사업성과 및 한계
Ÿ
분석
Ÿ
의료공공성(공익성) Ÿ
제고를 위한
Ÿ
연구중심병원의
역할

연구중심병원 지정이후 주요 성과 및 한계점 분석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내․외부적 제도개선 요구사항 분석
보건의료 공공성(공익성)의 개념 고찰
병원 연구개발 활성화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병원 연구성과를 통한 의료기술발전과 공공성(공익성)간의 관계정립
-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및 치료 능력의 향상 등 연구개발 성과 기

술사업화가 보건의료 공공성(공익성)에 기여하는 논리구조 마련
Ÿ
병원의 연구개발
성과 기술사업화
정책 현황 및
해외사례 조사

국내 병원의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분석
- 산·학·연·병 협력, 기술사업화 사례, 연구개발 및 사업화의 추진체계
(전담조직·법인 등) 조사, 연구개발 추진 관련 애로사항 조사
* 특수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익법인 등 개설주체 구분

Ÿ

해외 병원의 기술사업화 정책 조사
- 해외 병원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 환류 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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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사업화 성공사례 조사 및 우리 연구중심병원과의 비교 분
석
* 주요 선진국 병원의 연구개발 성과물이 사업화 성공 사례 조사・
분석, 병원의 연구개발 성공사례가 공익적 목적(병원에 재투자
등)에 기여한 사례 조사 등
- 해외의 병원 연구개발 활성화 정책이 주는 시사점 도출
* 병원의 공공적 성격과 사업화와의 관계, 사업화에 따른 수익
Ÿ

의 귀속 및 재투자 구조, 연구 성과물의 파급력 등
역량있는 병원이 연구개발의 투자 및 지원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
록 연구중심병원 확대 방안 검토

대안 제시 (병원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Ÿ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 현행 제도상의 한계 및 인증제도 도입 등 대안 제시
병원의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
- 산병협력단(의료기술협력단) 등 바람직한 지원 방안 도출(주요
기능, 병원과의 관계 정립)
- 산학협력단(산학협력법) 등 현행 제도와의 차별성 제시

- 대안별 예상되는 정책 이슈(주요쟁점사항) 분석 및 대응방안
Ÿ 관련 법제 기초 조사·분석
- 병원 연구개발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규제 법제 조사 분석
- 학교, 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활성화 법제 조사 및 시사점 도
출

법률적 근거 마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참고
Ÿ

현행 법령(보건의료기술진흥법 상의 연구중심병원 육성 규정 등)과의
관계를 고려한 법률안 제시 및 대략적인 하위법령 위임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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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중심병원 현황
2.1 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 성과
2.2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성과
2.3 인증평가 지표 개선(안)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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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정사업 성과
2.1.1 지정사업 평가지표

□ 기본역량 평가 지표
◦ 연구조직,

시설·장비, 연구인력, 연구실적 등으로 구성된 평가항목에 대해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후 Pass/Fail로 평가
- 2013년 지정평가 및 2016년 재지정평가는 최소충족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표 2-1> 연구중심병원 기본역량 평가지표 및 기준 (2016년)
항목

연구조직

시설 및 장비

평가지표
연구행정관리체계
인사제도
연구비계정
연구비 회계기준
연구관리 전담조직
연구 윤리 및 연구관리시스템
생명자원은행
임상시험센터
연구시설
연구장비
산·학·연 공동연구 인프라
연구참여임상의사
(총 의사 대비 연구참여 임상의사 비율)

연구인력

연구전담의사
(연구전담의사 수)
연구전담요원
(선임급 연구전담요원 수)
교육·훈련과정 운영
연구논문
(최근 3년간 핵심연구인력이 단독,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1인당 SCI(E)급 논문 수)

연구실적

의료서비스 수준

지식재산권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지식재산권 건수)
연구비
(최근 1년간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비율)
의료기관 인증

주) 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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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기준

구비여부

구비여부

상급종합병원

20%

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5명
종합병원*
3명
(연구참여임상의사 수 * 0.3 +
연구전담의사 수)
운영 여부
상급종합병원

4편

종합병원*

2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인증여부

15건
5건
5%
3%

□ 연구역량의 질 평가 지표
◦ 재지정평가 시 운영계획 이행실적과 향후 3년 운영계획에 대해 서면·구두평
가를 거쳐 100점 만점 60점 이상 획득 시 재지정을 승인함
- 운영계획 이행실적에 60%, 향후 3년 운영계획에 40% 가중치를 부여함

<표 2-2> 연구중심병원 연구역량의 질 평가기준 (2016년)
항목

연구인력 확보

연구비 투자 및
연구인력 양성

연구분야

평가지표
운영계획 이행실적 (60%)

향후 3년간 운영계획 (40%)

연구참여임상의사 수

7점

연구전담의사 수

7점

선임급 연구전담요원 수

6점

의료수익 대비 총 연구비 비율

6점

총 연구비 대비 자체 연구비 비율

연구인력확보 및 지속 계획

15점

15점

6점

연구비 투자 및 확보계획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투자비율)

연구인력 양성 실적

8점

연구인력 양성계획

10점

중점연구 추진계획

10점

-

핵심성과 목표 및 달성 계획

10점

임상연구관리역량

임상연구관리 지원조직 구축 및
실적

20점

임상연구관리 지원조직 구축 및
운영계획

10점

산·학·연·병 공동연구
개발 네트워크

산·학·연·병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교류 실적

20점

산·학·연·병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교류
계획

10점

개방형
중개·임상연구 기반
구축 및 운영

연구자원 개방 및 지원 실적

20점

개방형 중개·임상연구 기반 구축
및 운영계획

10점

연구개발의 사업화

-

-

연구개발사업화 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10점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중심병원 재지정평가 지침서, 2016

- 10 -

2.1.2 지정사업 지표별 성과
가. 연구인프라

□ 연구비
◦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비중)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비중은 2013년 10개 병원
평균 8.1%에서 2016년 10.2%로 증가 추세임
- 평균 의료수익은 2013년 572,792백만원에서 2016년 693,736백만원으로 21% 증가
- 평균 연구비 총액은 2013년 52,878백만원에서 2016년 69,625백만원으로
32% 증가

◦ (총 연구비 대비 자체 연구비 비중) 총 연구비 대비 자체연구비 비중은 2013년
10개 병원 평균 9.7%에서 2015년 12.6%까지 증가하였으나 2016년 9.1%로 소폭
감소
- 평균 자체연구비 총액은 2013년 5,634백만원에서 2014년 7,632백만원으로
증가 후 2015년 7,393백만원, 2016년 6,017백만원으로 지속적 감소

<표 2-3> 2016년 연구비 지표별 현황

지표

지정사업
기본역량평가
기준

최소값

평균값

중앙값

최대값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비중

5% (3%)

5.8%
(7.8%)

10.2%
(7.8%)

10.8%
(7.8%)

16.1%
(7.8%)

자체연구비 비중

-

4.8%

9.1%

8.5%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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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인력
◦ 핵심연구인력 수는 지정 전(2012년) 10개 병원 총합 1,803명에서 1차 재지정
(2016년) 시 2701.67명으로 증가하였음
※ 2016년부터 FTE(Full Time Equivalent)값을 적용하여 산출

- 연구참여임상의사는 2012년 1,213명에서 2016년 1,657명으로 36.6% 증가
- 연구전담의사는 2012년 78명에서 2016년 148.67명으로 90.6% 증가
- 선임급 연구전담요원 수는 2012년 512명에서 2016년 896명으로 75.0% 증가
7,487

핵심연구인력수(명)

6,962

총연구비(억원)
6,325
5,897
5,288
2,633

2,702

2,795

2015

2016

2017

2,271
1,998

2013

2014

[그림 2-1] 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 연구인프라 성과
<표 2-4> 2016년 연구인력 지표별 현황
지표

기본역량평가
기준

최소값

평균값

중앙값

최대값

연구참여임상의사 비중

20%
(15%)

23.7%
(28.7%)

33.0%
(28.7%)

32.4%
(28.7%)

44.1%
(28.7%)

연구전담의사 수

5명 (3명)

9명
(14.3명)

14.9명
(14.3명)

13.8명
(14.3명)

30.5명
(14.3명)

수

-

41명

90명

78명

172명

비중

연구참여임상
의사의 30%

33.1%

45.9%

45.7%

59.0%

선임급
연구전담요원

- 12 -

나. 기술실용화

◦ (특허) 연구중심병원 지식재산권 지표 실적은 지정 전(2012년) 10개 병원 평
균 74.5건에서 1차 재지정(2016년) 시 215.8건*으로, 최소충족기준**을 상회
- 상급종합병원 평균 실적은 2012년 77.9건에서 2016년 233.6건으로 증가
- 종합병원 실적은 2012년 3년간 실적 44건에서 2016년 56건으로 증가
※ 2016년 실적은 최근 3개년(2014년~2016년) 실적을 기준으로 함
※ 기본역량평가는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건수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5건,
종합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 경우 5건을 최소충족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

- 연구중심병원 10개 병원 총합 지식재산권 건수는 2013년 547건에서 2015년
644건, 2017년 1,011건까지 증가
ㆍ 국내 등록특허건수는 2013~2016년간 342건~443건임
ㆍ 해외 출원특허 및 PCT 출원특허건수는 2013~2016년간 2015~336건임

◦ (기술이전 수입) 연구중심병원 10개 병원 종합 기술이전건수는 2013년 65건에
서 2016년 126건으로 증가하였으며, 기술이전수입액은 2013년 2,429백만원에서
2017년 6,600백만원으로 증가

[그림 2-2] 연구중심병원 기술이전 성과 현황 (201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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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연구중심병원 10개 병원 창업 건수는 2013년 1건에서 2017년 47건으로
대폭 증가함
< 연구중심병원 주요 창업 사례 >
- (뉴라클사이언스) 알츠하이머, 치매 등 퇴행성 신경계 질환 치료제 개발, 100억원의 지분 투자유치
- (PROLAGEN) 알러젠(알레르기항원) 수입 의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중심병원 R&D를 통해
한국형 알러젠 면역치료제 개발, 창업 연구중심병원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협력기관으로 참
여하여 전문연구인력 400여명이 창업기업에게 임상컨설팅을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연구중심병원, 보건산업 창업 생태계 핵심으로 육성”, 2018년 1월 19일자

창업(건)

기술이전수입(억원)

특허(건)

1,011
735
547

13

14

59

779
644

15

24

16

17

13

36

14

66

47

32

15

16

17

1

3

8

13

14

15

24

16

17

[그림 2-3] 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 기술실용화 성과

다. 인프라 개방

◦ 연구자원

개방 및 지원 실적은 개방형 중개·임상연구 기반 구축 및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며, 2016년 실적을 살펴볼 때 각 병원은 연구중심병원
특성에 따라 분야별로 뚜렷하게 다른 분포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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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 연구인프라 개방 성과
항목

산업체
컨설팅

건수

연구설계 등

1,196

검사장비대여

290

유효성평가

319

동물실험

177

세포·병리·판독

226

임상·전임상 자문

524

기술컨설팅

429

임상
시험
자문

전임상
자문

세포,
병리,
판독

동물
실험

유효
성
평가

검사
장비
대여,
분석

보고서,
논문
작성,
연구
설계

합계

병원A

114

병원B

327

병원C

258

병원D

243

병원E

121

병원F

189

병원G

145

병원H

195

병원I

111

병원J

441

2,144

[그림 2-4] 2016년 병원별 연구자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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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육성사업 성과
2.2.1 육성사업 핵심 성과지표

◦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의 목적 및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 가능한 핵심
성과지표는 총 7개로, 연구중심병원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해 특허등록지수,
SCIE 논문지수, 병원 R&D자립도, 병원 R&D 집약도 지표를 검토함

<표 2-6>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의 핵심성과지표
I단계 II단계
지표명

지표정의

측정산식

특허등록지수

연구중심병원육성사업의
연구성과로서
출원된 특허 중 등록을
확정한 특허성과

SCIE
논문지수

연구중심병원육성사업의
연구성과로서
SCIE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성과

병원 R&D
자립도

병원의 총 R&D 수입 중
중앙정부가 아닌
주체로부터 받는 R&D
재원의 비중

∑ (국내 및 미국 특허 등록 지수)
∑ (등록특허 건수)
∑ (개별 논문의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
∑ (연구중심병원육성사업 전체
SCI 논문 건수)
 병원 i의 R&D 자립 비율 (i = 1,2,3...N)
N(주관기관 수)

병원 R&D
집약도

병원 전체 수입에서 R&D
관련 수입 규모의 비중

플랫폼
구축지수

사전 승인된 플랫폼 구축
계획 대비 구축 정도

∑ (각 플랫폼의 구축률)
N(플랫폼의 수)

O

임상승인지수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을
통해 임상시험단계 진입
및 임상시험 후속단계
진입성과

(의약품 임상1상 승인 건수) × 3 +
(의약품 임상2상 승인 건수) × 2 +
(의약품 임상3상 승인 건수) × 1 +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건수) × 2 +
(신의료기술 인증 건수) × 2

O

플랫폼
활용지수

사전 승인된 플랫폼 활용
계획 대비 활용 정도

∑ (모듈의 당해연도 활용목표 달성 건 수)
∑ (모듈의 당해연도 활용목표 계획 건 수)

‘16년

‘17~
’19년

O

O

O

O

병원 i의 R&D 집약 비율*


O

N(주관기관 수) (i=1,2,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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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표 2-7> ‘특허등록지수’ 성과지표명세서
성과지표 1

특허등록지수

지표의 개념(정의)

연구중심병원육성사업의 연구성과로서 출원된 특허 중 등록을 확정한 특허성과

지표설정 사유/근거

 연구중심병원육성사업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수준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기술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등록지수를 성과지표로 선정함

측정산식

 국내 및 미국 특허 i 등록지수 (i = 1,2,3...N)
등록특허 i (i=1,2,3...N)


특허등록지수 =



 HT Dream에 검증 및 등록이 완료된 당해연도 국내 및 미국 등록 특허 실적을
대상으로 SMART 지수를 활용하여 특허등록지수를 산출

측정방법

측정기간 및 시기

실적

목표치 설정방법
및 근거

등급

점수

등급

점수

AAA

9

BBB

6

CCC

3

AA

8

BB

5

CC

2

A

7

B

4

C

1

측정성과의 유형

지표의 유형

측정 단위

기술적 성과

질적지표, 결과지표

지수

’14년

’15년

’16년

3.0

-

4.38

0.20

목표
가중치

점수

 사업연도 기준 당해 실적을 차년도 상반기에 측정

지표의 특성
실적 및 목표*

등급

0.20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3.9

4.1

4.3

4.5

4.7

5.0

5.3

0.20

0.20

0.20

0.20

0.10

0.10

0.10

 제공한 특허실적에 따라 목표치 재설정
· ‘16년도 목표치는 ‘14년 실적치(3.0)의 130% 상향으로 설정
·

2단계는 ‘16년 목표치(3.9)의 매년 105% 상향으로 설정

* 전년도 성과 실적에 따라 목표치 상향 가능
**연평균증가율: 직전 3개년도의 CAGR
자료 :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성과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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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SCI 논문지수’ 성과지표명세서
성과지표 2

SCI 논문지수

지표의 개념(정의)

연구중심병원육성사업의 연구성과로서 SCI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성과

지표설정 사유/근거

 SCI 논문지수는 개방형 R&D 플랫폼 구축과정에서 해당 플랫폼의 질적 우수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초기 성과지표로 설정

∑ (개별 논문의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
=
∑ (연구중심병원육성사업 전체 SCI 논문 건수)

SCI 논문지수

측정산식

측정방법

측정기간 및 시기

SCI급 논문별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

=

해당분야 SCI급 저널 총 수
- 저널의 해당분야 IF순위
해당분야 SCI급 저널 총 수 - 1

∑ (

× 100 )

논문이 속한 학문분야 수

 NTIS 및 HT Dream에 검증 및 등록이 완료된 당해연도 논문 실적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전체 논문 수로 나누어서 SCI 논
문 지수를 측정

 사업연도 기준 당해 실적을 차년도 상반기에 측정
측정성과의 유형

지표의 유형

측정 단위

과학적 성과

질적지표, 결과지표

지수

지표의 특성
실적 및 목표*

’14년

’15년

’16년

실적

46.7

74.3

72.77

-

66.6

0.20

0.20

목표
가중치

목표치 설정방법
및 근거

0.20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제공한 mrnIF에 따라 목표치 재설정
· ‘16년도 목표치는 직전 2개년도(‘14~‘15) 실적치 평균(60.5)의 110% 상향으로 설정

* 전년도 성과 실적에 따라 목표치 상향 가능
**연평균증가율: 직전 3개년도의 CAGR
자료 :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성과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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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병원 R&D 자립도’ 성과지표명세서
성과지표 3

병원 R&D 자립도

지표의 개념(정의)

병원의 총 R&D 수입 중 중앙정부가 아닌 주체로부터 받는 R&D 재원의 비중

지표설정 사유/근거

 병원의 R&D 자립도는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에 따른 병원의 연구역량강화 정도
를 계량화하는 지표로서 연구중심병원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음

병원 R&D
자립도

=

병원 i의 R&D 자립 비율* (i = 1,2,3...N)


N(주관기관 수)

측정산식

정부지원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병원 i 의 R&D
=
자립 비율

측정방법

측정기간 및 시기
지표의 특성
실적 및 목표*

병원 전체 연구개발비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병원 전체 R&D 연구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R&D연구비 값을 병원 전체 R&D 연구비 값으로 나누어서 산출한 병원별
R&D 자립 비율의 평균을 내어 계산
 사업연도 기준 당해 실적을 차년도 상반기에 측정
측정성과의 유형

지표의 유형

경제적 성과

결과지표, 질적지표

’14년

’15년

’16년

측정 단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목표

28.%

28.4%

28.8%

29.3%

29.8%

30.3%

가중치

0.20

0.20

0.20

0.30

0.30

0.30

실적

목표치 설정방법
및 근거

 병원 R&D 자립도의 2단계 연차별 목표치는 전년도 목표치 대비 +0.4%p 상향하
도록 목표치 설정
 병원 R&D 자립도의 3단계 연차별 목표치는 전년도 목표치 대비 +0.5%p 상향되
도록 목표치 설정

* 전년도 성과 실적에 따라 목표치 상향 가능
**연평균증가율: 직전 3개년도의 CAGR
자료 :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성과분석 보고서

- 19 -

<표 2-10> ‘병원 R&D 집약도’ 성과지표명세서
성과지표 4

병원 R&D 집약도

지표의 개념(정의)

병원 전체 수입에서 R&D 관련 수입 규모의 비중

지표설정 사유/근거

 병원의 R&D 집약도는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에 따른 병원의 연구역량강화 정도
를 계량화하는 지표로서 연구중심병원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음

병원 R&D
집약도

병원 i의 R&D 집약 비율


=

N(주관기관 수) (i=1,2,3...N)

측정산식
*병원 i의 R&D
집약 비율

측정방법

측정기간 및 시기
지표의 특성
실적 및 목표*

=

병원의 R&D 관련 수입
병원 진료수입 + 병원의 R&D 관련 수입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병원 R&D 관련 수입을 병원 전체 수입(진료
수입+R&D관련수입)으로 나누어서 산출한 병원별 R&D 집약 비율의 평균 계산
· 병원 R&D 관련 수입 = 병원 전체 연구개발비 + 플랫폼 기반 수입 +
기술이전(기술료) 수입 + 기타 병원 R&D 관련 수입

 사업연도 기준 당해 실적을 차년도 상반기에 측정
측정성과의 유형

지표의 유형

경제적 성과

결과지표, 질적지표

’14년

’15년

’16년

측정 단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목표

11.8%

12.3%

12.8%

13.5%

14.3%

15.2%

가중치

0.10

0.10

0.10

0.20

0.20

0.20

실적

목표치 설정방법
및 근거

 병원 R&D 집약도의 2단계 연도별 목표치는 전년도 목표치 대비 104% 상향하도록 설정
 병원 R&D 집약도의 3단계 연차별 목표치는 전년도 목표치 대비 106%씩
상향하도록 설정하여 최종 목표치(‘22년)인 15.2%달성

* 전년도 성과 실적에 따라 목표치 상향 가능
**연평균증가율: 직전 3개년도의 CAGR
자료 :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성과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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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육성사업 지표별 성과
가. R&D 자립도

◦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의 지원을 받는 8개 병원 중 6개 병원의 R&D 자립도
평균은 2013년 23.9%에서 2014년 26.8%, 2015년 27.2%로 지속적으로 증가
- 이는 육성사업 뿐 아니라 지정사업을 통한 연구문화 개선, 연구추진
거버넌스 확립, 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영향을 받은 성과
- 병원별로는 E 병원과 A 병원이 40%를 상회하는 자립도를 보여 가장 높았고,
2013년에서 2015년 증가폭은 B 병원이 13.6%로 가장 높아 연구중심병원 지정・
육성사업을 통한 자립도 개선 효과가 컸음

[그림 2-5] 병원 R&D 자립도 (6개 병원 평균)

<표 2-11> 병원별 R&D 자립도
병원

2013년

2014년

2015년

A 병원
F 병원
H 병원
C 병원
E 병원
B 병원
평균

39.6%
11.6%
14.4%
28.1%
43.0%
6.7%
23.9%

43.7%
14.3%
19.6%
18.2%
44.7%
20.1%
26.8%

41.4%
15.6%
21.1%
21.9%
42.9%
20.3%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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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5년
증가폭
1.9%
4.0%
6.7%
-6.2%
-0.1%
13.6%
3.3%

<표 2-12> 2013년 병원별 R&D 자립도
(단위: 백만원)

병원

총 연구개발비
(A)

정부지원 연구비
(B)

정부지원제외
연구비
(C=A-B)

R&D 자립도
(C/A)

A 병원

18,856

11,398

7,458

39.6%

F 병원

78,909

69,740

9,169

11.6%

H 병원

58,104

49,722

8,382

14.4%

C 병원

8,472

6,092

2,380

28.1%

E 병원

57,822

32,931

24,891

43.0%

B 병원
평균

13,541
-

12,634

907

-

-

6.7%
23.9%

<표 2-13> 2014년 병원별 R&D 자립도
(단위: 백만원)

병원

총 연구개발비
(A)

정부지원 연구비
(B)

정부지원제외
연구비
(C=A-B)

R&D 자립도
(C/A)

A 병원

26,709

15,029

11,680

43.7%

F 병원

83,829

71,839

11,990

14.3%

H 병원

51,296

41,232

10,064

19.6%

C 병원

26,381

21,580

4,801

18.2%

E 병원

57,603

31,861

25,742

44.7%

3,905

20.1%

B 병원
평균

19,411
-

15,506
-

-

26.8%

<표 2-14> 2015년 병원별 R&D 자립도
(단위: 백만원)

병원

총 연구개발비
(A)

정부지원 연구비
(B)

정부지원제외
연구비
(C=A-B)

R&D 자립도
(C/A)

A 병원

32,645

19,115

13,530

41.4%

F 병원

73,660

62,143

11,517

15.6%

H 병원

60,874

48,030

12,844

21.1%

C 병원

28,838

22,515

6,323

21.9%

E 병원

63,688

36,362

27,326

42.9%

B 병원

36,906

29,401

7,505

20.3%

평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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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나. R&D 집약도

◦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의 지원을 받는 8개 병원 중 6개 병원의 R&D

집약도 평균은 2013년 7.9%에서 2014년 9.6%, 2015년 10.9%로 지속적으로 증가
- 이는 육성사업 뿐 아니라 지정사업을 통한 연구문화 개선, 연구추진 거버넌스
확립, 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영향을 받은 성과
- 병원별로는 F 병원이 3년 모두 11%를 상회하는 높은 집약도를 보였고,
C 병원과 B 병원은 2013년에서 2015년 증가폭이 7% 이상으로 연구중심병원
지정・육성사업을 통한 집약도 개선 효과가 컸음

[그림 2-6] 병원 R&D 집약도 (6개 병원 평균)

<표 2-15> 병원별 R&D 집약도(2013~2015년)
병원

2013년

2014년

2015년

A 병원
F 병원
H 병원
C 병원
E 병원
B 병원
평균

7.1%
12.4%
8.1%
4.7%
8.4%
6.8%
7.9%

8.5%
13.0%
7.5%
11.3%
8.2%
9.1%
9.6%

9.8%
11.8%
8.1%
11.7%
10.0%
14.1%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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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5년
증가폭
2.7%
-0.6%
-0.1%
7.0%
1.6%
7.3%
3.0%

<표 2-16> 병원별 R&D 집약도 (2013년)
(단위: 백만원)

병원

병원 의료수익 (A)

병원 R&D 관련 수입 (B)

R&D 집약도 (B/(A+B))

A 병원

360,382

27,526

7.1%

F 병원

827,715

116,647

12.4%

H 병원

871,758

77,341

8.1%

C 병원

264,193

13,151

4.7%

E 병원

984,937

90,539

8.4%

B 병원

276,297

20,081

6.8%

평균

-

-

7.9%

주) 병원 R&D 관련 수입 = 연구개발비 + 기술료 + 플랫폼 기반수입(임상시험용역수입 포함)

<표 2-17> 병원별 R&D 집약도 (2014년)
(단위: 백만원)

병원

병원 의료수익 (A)

병원 R&D 관련 수입 (B)

R&D 집약도 (B/(A+B))

A 병원

372,583

34,390

8.5%

F 병원

871,540

130,222

13.0%

H 병원

939,276

76,423

7.5%

C 병원

272,960

34,861

11.3%

E 병원

1,061,225

95,301

8.2%

B 병원

265,054

26,558

9.1%

평균

-

-

9.6%

주) 병원 R&D 관련 수입 = 연구개발비 + 기술료 + 플랫폼 기반수입(임상시험용역수입 포함)

<표 2-18> 병원별 R&D 집약도 (2015년)
(단위: 백만원)

병원

병원 의료수익 (A)

병원 R&D 관련 수입 (B)

R&D 집약도 (B/(A+B))

A 병원

383,504

41,619

9.8%

F 병원

910,799

121,501

11.8%

H 병원

1,052,168

92,139

8.1%

C 병원

297,240

39,565

11.7%

E 병원

934,905

103,557

10.0%

43,469

14.1%

B 병원
평균

264,535
-

-

주) 병원 R&D 관련 수입 = 연구개발비 + 기술료 + 플랫폼 기반수입(임상시험용역수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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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다. 특허등록지수

□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
◦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은 2014~2016년간 총 215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22건의 특허가 등록되는 성과를 창출
- 특허출원 수는 2014년 2건에서 2015년 65건, 2016년 148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허등록 수는 2014년 1건에서 2015년 0건, 2016년 21건임

[그림 2-7] 출원 및 등록특허 수 (2014~2016)

<표 2-19> 병원별 출원 및 등록특허 수 (2014~2016)
차
수
1차

2차
3차
4차

병원명
A 병원
F 병원
H 병원
C 병원
E 병원
B 병원
D 병원
G 병원
합계

2014

2015

2016*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1
1
-

0
1
-

27
13
9
2
12
2

-

2

1

65

-

65
7
25
5
21
13
8
4
148

10
2
1
0
5
1
2
21

2014~2016
출원
등록

93
21
34
7
33
15
8
4
215

10
3
1
0
5
0
1
2
22

* 2016년 수치는 등록의 경우 NTIS 등재 실적 18건과 제출된 실적 3건을 포함 출원의 경우 NTIS 등재 실적 145건과 제출된 실적 3건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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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국가별 비중
◦ 2014~2016년간

출원된 특허의 출원국별 비중은 한국이 153건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국제출원이 11%(24건), 미국이 7%(15건),
유럽, 일본특허가 6건으로 각 3-4%씩 차지, 중국이 2%(3건)을 차지함
- 대부분의 특허는 한국에서 출원하였으며 해외출원특허의 경우 미국 출원과
국제출원 특허가 39건으로 전체 해외출원특허의 63%를 차지함
※ 2016년 수치는 NTIS 등재 실적 145건과 제출된 실적 3건을 포함

[그림 2-8] 국가별 출원특허 수 비중

<표 2-20> 국가별 출원특허 수
출원국

2014년

2015년

2016년

2014~2016년

한국

2

46

105

153

국제출원

-

7

17

24

미국

-

5

10

15

유럽

-

2

6

8

일본

-

1

6

7

중국

-

-

3

3

기타

-

4

1

5

합계

2

65

148

215

주) 기타국가는 호주, 브라질, 태국, 베트남,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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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국가별 비중
◦ 2014~2016년간 등록된 특허의 등록국별 비중은 한국이 19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였으며 유럽, 미국, 일본특허는 각 1건을 차지함
※ 2016년 NTIS 등재 실적 18건과 제출된 실적 3건을 포함

[그림 2-9] 국가별 등록특허 수 비중

<표 2-21> 국가별 등록특허 수
등록국

2014년

2015년

2016년

2014~2016년

한국

1

-

18

19

유럽

-

-

1

1

미국

-

-

1

1

일본

-

-

1

1

총합계

1

-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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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지수
◦ 특허등록지수는

국내·외에 등록된 특허들의 질적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국내특허와 미국특허에 대해 한국발명진흥회 제공 특허평가시스템 SMART를
활용하여 등급을 부여
SMART 점수 합
특허등록지수 =
(국내등록특허 수 + 미국등록특허 수)

◦ 연구중심병원육성사업이

2014~2016년간 창출한 등록특허의 특허등록지수는

2014년 3.00에서 2016년 4.16으로 증가하였으며, 2014~2016년에 등록된 모든
특허의 특허등급 평균은 4.10
※ 2015년 NTIS상 등록특허가 없어서 특허등록지수 산출불가
※ 2016년 수치는 NTIS 기준 한국/미국 등록특허실적 16건과 제출된 3건의 실적을 포함

[그림 2-10] 등록특허수 및 특허등록지수 (20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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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병원별 특허등록지수 (2014~2016)
2014

차
수

2015

2016*

2014~2016

병원
등록특허수특허등록지수등록특허수특허등록지수등록특허수특허등록지수등록특허수특허등록지수

1차

A

-

-

-

-

9

3.67

9

3.67

F

1

3.00

-

-

1

5.00

2

4.00

H

-

-

-

-

1

4.00

1

4.00

C

-

-

-

-

-

-

E

-

-

5

4.80

5

4.80

B

-

-

-

-

-

-

D

1

3.00

1

3.00

G

2

5.00

2

5.00

19

4.16

20

4.10

2차
3차
4차
합계

1

3.00

-

-

* 2016년 수치는 NTIS 기준 한국/미국 등록특허 16건과 제출된 실적 3건을 포함

◦ 2014~2016년

등록된 특허의 특허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특허등급 5에 가장

많은 수치인 6건이 분포하며, 다음으로 특허등급 4에 5건이 분포함
※ 2016년 수치는 NTIS 기준 한국/미국 등록특허 16건과 제출된 실적 3건을 포함

[그림 2-11] 특허등급별 국내외 등록특허 수 (20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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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 대표특허
연도

병원명

2016

A

2016

국가

등록번호

특허등록지수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수용체 항진제를
포함하는 근감소증 치료용 약학 조성물

한국

10-1661332

6

A

기준상태 데이터에 대한 시간대 정보 없이 T2
변화 성분만 반영할 수 있는 fMRI 영상법

한국

10-1674326

5

2016

A

MRI용 다채널 RF 코일 어레이

한국

10-1690428

5

2016

A

포스파티딜이노시톨 포스페이트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약물 전달체의 제조방법

한국

10-1676121

5

2016

F

자가항체를 이용한 제1형 당뇨병 진단방법

한국

10-1681217

5

2016

E

HSP27 변이 (S135F)매개의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동물모델

한국

10-1586337

6

2016

E

뇌내 약물 주입장치와 뇌내 약물 주입장치
설치용 조립체

한국

10-1614881

6

2016

G

세포 배양용 폴리비닐 알코올 나노섬유
구조체의 제조 방법

한국

10-1665918

5

G

후코이단을 함유하는 세포 부착증이 개선된
나노구조체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후코이단을 함유하는 세포 부착능이 개선된
나노구조체

한국

10-1684698

5

2016

특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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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별

특허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6개의 병원이 등록특허 성과를 창출하였

으며 특허등록성과 최고점은 6점으로 A병원에서 1건, B병원에서 2건 창출

차
수

1차

특허등급

1

2

3

4

5

6

7

8

9

병원별평균

A 병원

3.67

F 병원

4.00

H 병원

4.00

C 병원

-

E 병원

4.80

B 병원

-

D 병원

3.00

G 병원

5.00

2차

3차

4차

구간별 합계
구간별 비중(%)

2
11

0
0

4
22

4
22

5
28

3
17

-

-

-

20

주) 2016년 수치는 NTIS 기준 한국/미국 등록특허 16건과 제출된 실적 3건을 포함

[그림 2-12] 병원별-특허등급별 특허건수 (2014~2016)

◦ 병원별 특허등록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A병원, F병원, E병원은 지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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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병원별 특허등록지수 추이 (2014~2016)
A 병원

F 병원

H 병원

C 병원

E 병원

B 병원

D 병원

G 병원

주)2016년 수치는 NTIS 기준 한국/미국 등록특허 16건과 제출된 실적 3건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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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CIE 논문지수

□ SCIE 논문건수 및 영향력지수(IF)
◦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은 2014~2016년간 총 283건의 SCIE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논문이 게재된 저널의 연도별 영향력지수(IF) 평균은 2014년
2.67, 2015년 4.38, 2016년 3.93으로 나타나며, 2014~2016년 평균은 4.06

[그림 2-13] SCIE 논문건수 및 IF(2014~2016)

<표 2-25> 병원별 SCIE 논문건수 및 평균 IF (2014~2016)
차
수
1차
2차
3차
4차

병원명
A 병원
F 병원
H 병원
C 병원
E 병원
B 병원
D 병원
G 병원
합계

2014년
SCIE
평균 IF
논문건수
1
2.67

1

2.67

2015년
SCIE
평균 IF
논문건수
18
3.01
35
4.93
4
3.70
1
2.05
17
4.25
9
5.73

84

4.38

2016년
SCIE
평균 IF
논문건수
31
2.80
55*
4.55
20
4.07
12
2.72
39
4.54
33
3.81
3
2.84
5
3.13
198**
3.93

* : 2016년 F 병원 1건의 논문 IF 미존재
** : 2016년도 논문 수치는 NTIS 실적 183건과 병원에서 제출한 실적 15건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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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6년
SCIE
평균 IF
논문건수
49
2.88
91
4.68
24
4.01
13
2.67
56
4.45
42
4.23
3
2.84
5
3.13
283
4.06

◦ 영향력지수(IF)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IF 2.5이상 5미만인 저널에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4%, IF 2.5 미만인 저널에 24.8%의 논문을 게재
- IF가 10이상인 저널에는 전체의 4.3%인 12건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이 중
F 병원에서 게재한 논문이 5건으로 가장 많았음

IF

1차

0~2.5

2.5~5

5~7.5

7.5~10

10이상

병원별 합계

A 병원

49

F 병원

90

H 병원

24

C 병원

13

E 병원

56

B 병원

42

D 병원

3

G 병원

5

2차

3차

4차

구간별 합계
구간별 비중 (%)

70
24.8%

145
51.4%

48
17.0%

7
2.5%

12
4.3%

주) 총 283건의 논문 중 1건을 제외한 282건만이 IF가 존재하는 저널에 게재됨

[그림 2-14] 병원별-IF구간별 SCI 논문성과 (20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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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표 2-26> 영향력지수(IF) 10 이상인 저널 게재 논문
No.

논문명

저널명

IF

성과연도

병원명

1

Digenome-seq: genome-wide profiling of
CRISPR-Cas9 off-target effects in human cells

NATURE
METHODS

25.33

2015

F 병원

2

A Double-Chambered Protein Nanocage Loaded
with Thrombin Receptor Agonist Peptide (TRAP)
and gamma-Carboxyglutamic Acid of Protein C
(PC-Gla) for Sepsis Treatment

ADVANCED
MATERIALS

18.96

2015

B 병원

3

Telomere maintenance through recruitment of
internal genomic regions

NATURE
COMMUNIC
ATIONS

11.33

2015

F 병원

4

Increased TRPC5 glutathionylation contributes to
striatal neuron loss in Huntington's disease

BRAIN

10.10

2015

F 병원

5

CD82/KAI1 maintains the dormancy of long-term
hematopoietic stem cells through interaction with
DARC-expressing macrophages

Cell Stem
Cell

22.39

2016

F 병원

6

Infection-specific phosphorylation of glutamyl-prolyl
tRNA synthetase induces antiviral immunity

Nature
immunology

19.38

2016

E 병원

Circulation

17.20

2016

F 병원

European
Heart
Journal

15.06

2016

B 병원

Annals of
the
rheumatic
diseases

12.38

2016

E 병원

7

8

9

Diabetes-induced Jagged 1 overexpression in
endothelial cells causes retinal capillary regression
in a murine model of diabetes mellitus : Insights
into diabetic retinopathy
Intracoronary dual-modal optical coherence
tomography-near-infrared fluorescence
structural-molecular imaging with a clinical dose of
indocyanine green for the assessment of high-risk
plaques and stent-associated inflammation in a
beating coronary artery
Pleiotropic roles of metallothioneins as regulators
of chondrocyte apoptosis and catabolic and
anabolic pathways during osteoarthritis
pathogenesis

10

A single gene of a commensal microbe affects
host susceptibility to enteric infection

Nature
Communicati
ons

11.33

2016

H 병원

11

Clinico-genetics in Korean Charcot-Marie-Tooth
disease type 2Z with MORC2 mutations

Brain

10.10

2016

E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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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mrnIF)
◦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이 2014~2016년간 게재한 논문의 표준화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Modified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는 2014년 46.51,
2015년 74.19, 2016년 72.12로 나타나며, 2014~2016년 평균은 72.64
- 표준화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는 논문이 게재된 저널의 학문분야별 영향력
지수(IF) 순위에 기반한 지수로서 0~100 구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더 우수한 저널에 논문이 게재되었음을 의미

[그림 2-15] SCIE 논문건수 및 mrnIF(2014~2016)
<표 2-27> 병원별 SCIE 논문건수 및 mrnIF (2014~2016)
병원명
A 병원
F 병원
H 병원
C 병원
E 병원
B 병원
D 병원
G 병원
합계

2014년
SCIE
평균
논문건수
mrnIF
1
46.51
-

1

46.51

2015년
SCIE
평균
논문건수
mrnIF
18
61.70
35
75.61
4
83.13
1
66.83
17
77.91
9
83.47

84

74.19

2016년
SCIE
평균
논문건수
mrnIF
31
61.74
55*
75.45
20
78.19
12
64.09
39
71.79
33
76.69
3
59.94
5
75.21
198**
72.12

주) 2016년 F 병원 1건의 논문 IF 미존재
2016년도 논문 수치는 NTIS 실적 183건과 병원에서 제출한 실적 15건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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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6년
SCIE
평균
논문건수
mrnIF
49
61.72
91
75.19
24
79.01
13
64.30
56
73.65
42
78.14
3
59.94
5
75.21
283
72.64

◦ 표준화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mrnIF)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mrnIF 80 이상
90 미만인 논문이 27.7%로 가장 많았고, mrnIF 60 미만인 논문이 24.5%
- mrnIF가 90 이상(논문이 게재된 저널의 학문분야별 영향력지수 순위가
상위 10% 이내)인 논문은 총 56건으로 F 병원이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
음은 E 병원이 56건, B 병원이 42건순임
- mrnIF가 99이상(논문이 게재된 저널의 학문분야별 영향력지수 순위가 상위
1% 이내)인 논문은 총 6건으로 F 병원이 3건, E 병원이 2건, H 병원이 1건

mrnIF

0~60

60~70

70~80

80~90

90~100

A 병원

1차

병원별 합계

49

F 병원

90

H 병원

24

C 병원

13

E 병원

56

B 병원

42

2차

3차

3

D 병원
4차

5

G 병원

구간별 합계
구간별 비중 (%)

69
24.5%

30
10.6%

49
17.4%

78
27.7%

56
19.9%

주) 총 283건의 논문 중 1건을 제외한 282건만이 IF가 존재하는 저널에 게재됨

[그림 2-16] 병원별-mrnIF구간별 SCIE 논문성과 (20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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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표 2-28> mrnIF 99 이상인 저널 게재 논문
No.

논문명

저널명

mrnIF

성과연도

병원명

1

Adiponectin Deficiency Contributes to Sensitivity
in Human Skin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100.00

2015

F 병원

2

Digenome-seq: genome-wide profiling of
CRISPR-Cas9 off-target effects in human cells

Nature
Methods

100.00

2015

F 병원

3

Diabetes-induced Jagged 1 overexpression in
endothelial cells causes retinal capillary
regression in a murine model of diabetes
mellitus : Insights into diabetic retinopathy

Circulation

99.59

2016

F 병원

4

Elevated Galectin-10 Expression of
IL-22-Producing T Cells in Patients
with Atopic Dermatitis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100.00

2016

H 병원

5

Pleiotropic roles of metallothioneins as
regulators of chondrocyte apoptosis and
catabolic and anabolic pathways during
osteoarthritis pathogenesis

Annals of the
Rheumatic
Diseases

100.00

2016

E 병원

6

Inhibition of BATF/JUN transcriptional activity
protects against osteoarthritic cartilage
destruction

Annals of the
Rheumatic
Diseases

100.00

2016

E 병원

◦ 병원별

표준화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지수가 다소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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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병원별 표준화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mrnIF) (2014~2016)
A 병원

F 병원

H 병원

C 병원

E 병원

B 병원

D 병원

G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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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중심병원별 1단계 사업 성과

□ 연구중심병원 개요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에 따라 10개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각 병원은 중점 연구분야에 따라 차별화된 연구를 추진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
※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세브란스병원

<표 2-30> 각 연구중심병원의 중점 연구분야
병원명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중점연구분야
노인성 뇌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대사성 질환 (비만, 당뇨, 고지혈증)

심뇌혈관질환, 대사성질환, 암 진단 치료, 생체조직 · 장기재생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백신(감염, 면역), 의료기기 진단(감염, 면역, 암, 심혈관), 환자 맞춤형
치료제(근골격, 암, 심혈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유전체(암, 정신), IT융합, 줄기세포(유도만능, 성체), 신약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성질환 극복
차세대 호발 질환 진단/치료기술 개발 및 상용화

삼성서울병원

암, 심장뇌혈관질환, 뇌신경질환, 장기이식, 유전체 기반 맞춤의학, 줄기세포
재생의학 ,의공학

서울대학교병원

암, 대사·염증, 융합 의료기기, 뇌·신경과학, Biotherapeutics(세포·조직·장기)

서울아산병원

신약개발지원(5대 항암 신약, 감염성 질환, 신약, 노인성 중증질환, 신약,
분자영상 기술개발), 세포치료, 의료기기, 빅데이터

아주대병원

면역질환(알레르기, 자가면역, 피부면역질환), 뇌혈관질환, 난청, 골관절염,
노인정신질환

세브란스병원

면역/감염 지로한, 심뇌혈관 질환, 대사성 질환, 뇌신경 인지, 암,
줄기세포/재생의학, 의료기기/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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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병원 주요 성과
◦ A병원의 1단계(2013~2015년도) 지표별 실적은 다음과 같음
- (핵심연구인력) 총 의사 대비 연구참여임상의사 비율은 향후 3년간 점진적
으로 증가하여 평균 30% 이상 유지할 계획
※ 연구참여임상의사는 2012년 80명에서 2013년 84명, 2014년 83명, 2015년 109명으로 증가
※ 연구전담의사는 2012년 6명, 2013년 7명, 2014년 7명, 2015년 10명으로 증가
※ 선임급연구전담요원은 2012년 35명에서 2013년 40명, 2014년 43명, 2015년 46명으로 증가

- (논문 수) 논문 건수는 향후 3년간 평균 300건 이상 유지할 계획
※ 논문 건수는 2012년 294건, 2013년 310건, 2014년 238건, 2015년 375건

- (특허 등록, 출원 수) 특허는 향후 3년간 국내 등록 50건 이상, 해외 출원
20건 이상 유지할 계획
- (기술이전 건수 및 수입액) 향후 3년간 기술이전 건수 11건, 기술이전 수입
액 200백만원 이상 유지할 계획

<표 2-31> A병원 기술사업화

81
65

실적

64
56

43
20 30

39
19

17
19

12
6
2
2012
국내출원

기술이전
계약건수

기술이전
수입액

2012

3

66백만원

2013

7

96백만원

2014

9

137백만원

2015

11

221백만원

18
18
12

17
6

3
2013
해외출원

연도

2014
PCT출원

2015
국내등록

해외등록

자료 : 연구중심병원 홍보브로셔

[그림 2-17] A병원 지식재산권 실적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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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홍보브로셔

◦ A병원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산학연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기업과의 비즈니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이전을 통한 제
품화를 추진함
※ A병원-카이스트-고영테크놀러지는

공동연구를

통해

AOCT(Angiographic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시스템 관련 연구와 임상 자문, 사업화 방향 정립,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자료 : 연구중심병원 홍보브로셔

[그림 2-18] A병원 산학연병 네트워크

자료 : 연구중심병원 홍보브로셔

[그림 2-19] A병원 산학연병 공동연구 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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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확립) A병원을 통해 산학연병 공동연구 유치, R&D
컨설팅, 유효성 검증 서비스 제공, 기술이전에 따라 수익 창출을 위한 계획
수립
- (2-Track 기능 구성을 통한 자체 역량 고도화) Track 1에서는 A병원 연구중심
병원의 지속가능한 자립화를 위해 기술이전이 가능한 ‘플랫폼 기술’을 개발
하고, 동시에 ‘파이프라인 요소기술’ 개발을 병행하여 자체 기술개발 역량
및 수익모델의 고도화를 추진

자료 : 연구중심병원 홍보브로셔

[그림 2-20] A병원 자체역량 고도화 계획

- 의료기기 개발 플랫폼 사업화 계획은 기술이전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POC
진단기기 개발 및 사업화’, ‘AOCT 수술 현미경 개발 및 사업화’, ‘수술 중
혈류영상 기기개발 및 사업화’, ‘뇌동맥류 가상 수술 환경 플랫폼 구축 및
사업화’를 추진

자료 : 연구중심병원 홍보브로셔

[그림 2-21] A병원 의료기기 개발 플랫폼 사업화 계획

- 43 -

□ B병원 주요 성과
◦ B병원의 1단계(2013~2015년도) 지표별 실적은 아래 그림과 같음

자료 : 연구중심병원 홍보브로셔

[그림 2-22] B병원 1단계 주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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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병원은

KICK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질환 및 기술별 분류를 통하여 의료기

기 플랫폼과 진단기기 플랫폼 기반, 시장 진출 인프라 플랫폼의 지원 하에
사업의 성과를 도출
※ MISS(Minimally Invasive Surgery System) Global 의료기기 플랫폼 : 병원 중심 산학연병 협력 체
계를 구축하여 신경계, 근골격계, 대사, 심혈관계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개발, 사업화
하여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구축
※ 나노소스칩 진단기기 플랫폼 : 자동 소형화 통합형 분자진단 시스템 기술에 기반한 2개 세부사업
구성으로 신속 정확한 진단기기 개발을 통해 사업 성과 도출
※ 퀄리파잉 글로벌 시장 진출 플랫폼 : 기술 사업화 평가를 통해 투자 및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의
개발 참여를 독려하여 시장성 확보, 개발 후 ODM 방식의 의료기기 해외 수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프라 지원체계 형성

자료 : 연구중심병원 홍보브로셔

[그림 2-23] B병원 KICK 프로젝트 성과

- 또한, 병원-기업 협력 의료기기 개발용 오픈 플랫폼으로, 초음파, 내시경,
생체신호 측정 관련 아이디어 발아부터 사업화까지 개발 전주기를 지원하
는 플랫폼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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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병원 주요 성과
◦ C병원은 NEJM, LACET Oncology, JAMA, Nature, Science 등 세계 최고 수준
의 과학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있어 질적 수준 향상을 확인할 수 있고
IF 10점 이상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증가하고 있음

<표 2-32> C병원 논문 성과

자료: 연구중심병원 홍보 보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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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병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3년간 임상시험기관 103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임상시험 질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함

<표 2-33> C병원 임상시험 수행 실적
연도

phase
1

phase
2

phase
3

총 건수

2014

51

56

150

257

2015

49

61

143

253

자료 : 연구중심병원 홍보브로셔
자료 : 연구중심병원 홍보브로셔

[그림 2-24] 임상시험 수행병원 비중

◦ C병원의 1단계 기타 핵심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음
<표 2-34> C병원 기타 핵심 연구 성과
구분

지식재산권

2013년

2014년

2015년

국내

187

185

205

해외

46

55

40

PCT

16

27

22

기술이전 건수

9

8

8

기술이전 제품화 건수

2

1

1

9

2

3

등록/출원 건수
출원 건수

기술이전

신의료기술인증건수
자료 : 연구중심병원 홍보브로셔

◦ C병원은 연구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연구자원을 개방, 기술지주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등 산학연 연구네트워킹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
- (연구 네트워킹 강화) C병원 / LIBD(Lieber Institute for Brain Development)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양 기관 간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뇌질환 연구역량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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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원 개방) C병원 연구 인프라 개방(2014년 74건, 2015년 78건)과 함께
국책연구기관(한국전기연구원) 및 벤처기업(퀀타매트릭스)에 연구 공간을
배정하여 원천 기술 연구진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
- ((주) OOOO Venture 설립)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이익 창출로 연구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재투자 및 사회 공헌에 기여하고자 OOOO Venture를
설립
- (조인트 벤처-인더스마트(주)) C병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이 의료기기 전문벤처
기업을 설립하여, 내시경 국산화를 위해 공동연구개발 진행 중

◦ C병원은 의학연구 플랫폼을 구축하여 임상연구 활성화에 노력

자료 : 연구중심병원 홍보브로셔

[그림 2-25] C병원 의학연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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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병원 주요 성과
◦ D병원의 1단계(2013~2015년도) 지표별 실적은 다음과 같음
- (핵심연구인력) 선임급 연구전담요원, 연구전담의사, 연구참여임상의사 등
핵심연구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 연구참여임상의사는 2012년 89명에서 2013년 122명, 2014년 125명, 2015년 141명으로 증가
※ 연구전담의사는 2012년 10명, 2013년 9명, 2014년 12명, 2015년 14명으로 증가
※ 선임급연구전담요원은 2012년 230명에서 2013년 238명, 2014년 246명, 2015년 267명으로 증가

- (연구비 비중) 국가과제, 민간과제 등을 통해 총 연구비 규모를 유지하고
공통 기반연구 투자,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체연구비 투자를 지속 확대
※ 의료수익 대비 총 연구비 비중 : 2012년 12.1, 2013년 26.88, 2014년 24.57, 2015년 24.64

- (논문 건수) 전체 논문 중 중증질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
※ 2013년 전체 논문 839건 중 중증질환 분야 논문은 538건, 2014년 전체 논문 793건 중 중증질환
분야 논문은 464건, 2015년 전체 논문 900건 중 중증질환 분야 논문은 496건

◦ D병원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
- 산학연병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MOU 체결 및 공동연구 과제 지속 추진
※ 제약사, System Integration(SI) 기업, 출연(연), 국내외 대학 등과 공동연구 및 솔루션 개발 협약 추진
※ 대학·연구소와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KIST, 성균관대학교 등) 및 의료기기, 체외진단 등 기업
체 연계과제 수행

- 산업체와 협력연구를 위한 기업 개방 연구시설 운영
※ 양성자센터 내 의공학연구센터 연구공간 등 연구시설을 개방하여 의료기기, 항체신약, 바이오인공간
개발 협력 연구 수행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TGen, Johns Hopkins 대학 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바이오의료커넥트센터(BMCC)를 통한 혁신 바이오 기업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 Business Round Table(BRT) 개최를 통해 의료기기 산업 주체 간 현황 및 애로사항 공유
※ 우수 바이오 기술 보유 비상장기업의 투자설명회 개최 : “나는 바이오벤처다”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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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병원 주요 성과
◦ E병원은

1단계(2013~2015년도)동안 높은 특허 출원 목표 달성율(324%)을 보

이며, PCT 및 국제 특허 출원을 활성화(61건)함
- 국내 특허는 목표 대비 415%(166건/40건), 해외 특허는 290%(29건/10건) 달성
- 높은 국내특허 등록율(84건, 50%)을 보임
- 평면이동형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장치, 심정지액 투여장치 등 중점분야 특
허 등록으로 기술사업화를 앞당김
- 3년(2013년~2015년) 간 PCT 32건, 해외특허 29건을 출원하고 2건의 국제
특허를 등록
- Stimulation device having wireless power feeding by magnetic induction 등 중점
연구분야 해외특허를 등록

◦ 목표 대비 기술이전 성과를 150% 이상 달성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조영제 분야
실용화를 추진
- 기술이전 건수 목표 대비 157% 달성(39건/25건)
- 기술이전 수입액 목표 대비 150% 달성 (7.5억원/5억원)
- 연차별 기술이전 실적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2년 대비 연 기술이전
건수는 4.6배 증가함
※ 2013년 : 상자성-이노시플 포스페이트 복합체를 이용한 자기공명영상 조영제 기술 대웅제약 등 9개 기술이전 계약 체결
※ 2014년 : 가중퍼지 소속 함수 신경망을 이용한 제세동기 쇼크 신호 검출, 라디안 기술 이전
※ 2015년 : 복령피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동아 ST에 측허 이전 등 23개 기보유 특허 기술이전

< E병원 주요 기술이전 실적 >
- 암특이 자기공명 조영제(대웅제약) 등 6건의 주요 기술이전 실적 (2.7억 수익)
- 내부 기술이전으로 휴대용 자동 제세동기 제품화 및 상용화에 성공
- 전주기적 공동 개발로 무선 초음파기기(SONON) 싱용화에 성공
- 자궁경부암 유발 바이러스 진단용 고품위 유전자칩용 슬라이드 글라스 (M cell) 상용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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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병원 주요 성과
◦ F병원은 중점질환(면역질환, 뇌혈관질환, 난청, 골관절염, 노인정신질환)에 대
해 사업화 성과 창출에 최적화된 플랫폼(임상중개, 재생의료,면역조절제/이중
항체, 의료정보)을 운영하며, 활발한 연구 협력이 이뤄지고 있음

자료 : 연구중심병원 홍보브로셔

[그림 2-26] F병원 의학연구 플랫폼

- (연구협약 지원) F병원은 1단계(2013년~2015년)동안 총 1,145건의 연구 협약
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 기준 393건 중 임상연구 관련 협약이 16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인 40% 내외를 차지
※ 2013년 364건, 2014년 388건, 2015년 39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연구협약 393건 중 임상연구 협약이 163건, 미래부/교육부 97건, 보건복지부 56건 순

- (외부기관 협력) F의료원 생화학 교실 김유선 연구팀이 개발한 RIP3 발현
촉진 특허기술은 10.3억원 기술 실시료를 받고 동화약품에 이전, 이후 산업
통상자원부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사업화를 위해 향후
3년간 30억 규모 정부 지원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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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 F병원-동화약품 협력 성과
네트워크 체결
- 15년 4월 동화약품과
체결
· 공동연구 추진
· 신약 연구개발 협력
· 보유시설, 인적자원,
네트워크 공동 활동

→
MOU

강화
협력
등

기술이전 체결

- 15년 10월 동화약품과
10.3억원 기술이전 계약
체결
· 경상기술료 포함
· 다양한 암종 연구 확대

→

추가사업화 지원

- 15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가 지원하는 바이오의료기
기산업 핵심사업으로 선정
되어 향후 3년간 30억 정부
지원을 받게 됨

자료 : 연구중심병원 홍보브로셔

< F병원 외부기관 협력 추진 사례 >
-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융합연구를 통한 중개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16.04)
· 산학연병관 연구협력을 통해 동방성장을 통한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하고 동반 성과 창출을
통해 중개연구 활성화 추진
- 특히, 생명연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다양한 원천 기술 및 특허 등 국내 최고의 연구 인프라
를 바탕으로 아주대의료원의 차별화된 의료 인프라와 결합해 향후 질병 진단 및 치료, 헬스케어
분야 육성에 대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
-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가 융복합 및 중개연구 관련 사업 공동 추진, △바이오 및 의료
현장 수요 충족을 위한 목표 지향적 공동연구 추진, △연구개발 및 인력·정보 교류, △연구시설·장
비 공동 활용,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 교류회 공동 추진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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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 F병원 최근 3년 주요 연구성과

자료: 연구중심병원 홍보 보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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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병원 주요 성과
◦ G병원은 신약, 의료기기, 빅데이터, 세포치료를 중점 연구분야로 설정
- (신약) 새로운 물질 개발 및 발굴로부터 임상적용까지 신약개발 과정을 통
합적으로 관리·추진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지원센터 운영
- (의료기기) 의공학연구소 중심 각종 진단 시스템 개발 및 3D프린팅 임상
적용, 스텐트, 수술기기 등 치료기기 개발을 추진하여 임상 적용 및 치료에
활용
- (세포치료) 줄기세포센터에서 서울아산병원 기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상품화 추진
- (빅데이터) 의료정보, 유전체정보, 생활정보로 구성된 의료빅데이터 연구 집중
추진, 빅데이터센터 운영

◦ G병원은

2012~2015년간 국내출원 178건, 해외출원 87건, 국내등록 66건, 해

외등록 16건의 특허 성과를 창출하였고, 28건의 기술이전 계약 성과를 달성
- 논문 실적은 2012년 949건에서 2013년 986건, 2013년 1,232건, 2015년 1,317건
까지 증가
63

<표 2-37> G병원
48
42

41

26

26
28

13

17
13 6

8

6

4

2
2012

2013
국내출원

해외출원

기술사업화 실적
연도

기술이전계약
건수

2013

6

2014

6

2015

16

4
2014

국내등록

2015
해외등록

[그림 2-27] G병원 지식재산권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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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OO의대 실적 불포함

□ H병원 주요 성과
◦ H병원은

암, 면역/감염, 심뇌혈관, 줄기세포/재생의학, 대사성질환, 뇌신경인

지, 의료기기/IT 7개 중점 연구분야를 선정하여 사업화 가치 창출과 목적 중
심의 R&BD 포트폴리오 구축 추진

◦ H병원의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중심병
원 지정 이후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

자료 : 연구중심병원 홍보브로셔

자료 : 연구중심병원 홍보브로셔

[그림 2-29] H병원 기술이전 계약 건수

[그림 2-28] H병원 특허출원 및 등록

- (우수 기술이전 성과)

㈜에이티젠과 위암 표적 치료용 약학 조성물에 대해

200억 규모 기술이전 계약 체결
※ 타겟기술 홍보와 글로벌 사업화에 따른 라이센싱 전략이 주요 성공 요인으로 작용

- 2015년 보건의료 TLO 협의체 우수 성과기관 선정
- 교원 창업기업

㈜노보믹스는 종양

예후 관련 분자진단법을 개발하여 2014

년 5개 VC로부터 약 40억 원 투자금을 유치함

◦ H병원의 1단계(2013~2015년)동안 임상시험 수행실적은 2013년 총 601건에서
2014년 1,112건 2015년 1,240건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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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8> H병원 임상시험 수행 건수
단계

2013

2014

2015

1상

22

34

34

2상

56

59

70

3상

94

141

137

4상

37

37

39

기타,후향적

317

813

924

PMS

75

38

36

자료 : 연구중심병원 홍보브로셔

◦ H병원은

산학연병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 H의료원 연구 네트워크(Y-HRN)

구축, 산학융복합의료센터 설립, OO HeTAC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을 통해 글로벌 연구 산업화 역량 확보
※ H의료원 연구 네트워크(Y-HRN: Yonsei-Health Research Network) : H의료원 연구자 및 연구업적
을 공개하여, 국내외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연구소 등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활성화
※ OO HeTAC(Health Technology Acceleration and Commercialization) : 의료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운영되
는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으로서, H의료원 교수진과 현장 전문가 강연 및 컨설팅 자문으로 의료현
장 사업화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업화 아이디어가 상품화될 수 있도록 협력

자료 : 연구중심병원 홍보브로셔

[그림 2-30] H병원 글로벌 기업 및 연구소 공동연구협력 대표 사례(3M, 스위스, TPH,
존슨앤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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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병원 주요 성과
◦ I병원은 난치성질환과 차세대 호발질환 분야에서 연구를 중점 추진하고 성과
를 창출함
<표 2-39> 난치성질환 분야 줄기세포 치료기술 개발 실적
세계 최초 성인 체세포핵치환 만능줄기세포주 제작
(Cell Stem Cells 2014)

세계 최초 성인체세포핵치환 줄기세포 분화효율
증대법 개발 (Cell Stem Cells 2015)

신경전구세포(NPC) 치료기술 개발 (파킨슨병)

배아유래 망막전구세포(hES-RPE) 치료기술 개발
(황반변성)

제대혈/EPO 병합치료 기술 개발 및 바이오마커 발굴
(뇌성마비)

탯줄유래줄기세포(UC-MSC) 치료기술 개발 (뇌졸중)

자료 : 연구중심병원 홍보브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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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0> 차세대 호발질환 진단/치료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주요 실적
불임치료 신기술 개발 및 조기진단 기술 개발

연골 손상 및 퇴행성관절염 세포 치료제 개발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신의료기술 개발

줄기세포 기반 항노화 치료법 개발

지방줄기세포 (AD-MSC) 치료기술 개발 (연골손상, 요추디스크)

자료 : 연구중심병원 홍보브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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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병원 주요 성과
◦

J병원은 1단계(2013~2015년도)동안 기술이전 실적 16건(수입액 722백만원)
중 제품화 14건을 진행하였고, 특허 실적의 경우 국내 등록 92건 해외 출원
29건을 창출하였으며, 이외 임상시험 185건, 논문 1,100건 등 풍부한 연구 실
적을 보임

자료 : 연구중심병원 홍보브로셔

[그림 2-31] J병원 주요 성과

<표 2-41> J병원 주요 자회사
회사명

㈜오스힐

㈜바이오젠텍

대표이사

송O룡

아O정

주요제품

골성형단백질(BMP-2)/초음파골절치료기
하이드로켈팩&일렉트로포레이션 등

뇌척수액분석기/말라리아분석기 등

설립일

2014년 11월

2015년 12월

자료 : 연구중심병원 홍보브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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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분야와 진단/치료제 분야에서 중점 연구를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함
- (백신 분야) 신종 감염병 백신에 대한 수요 발굴, 원천기술 고도화, 백신 개
발, 전임상/임상시험, 사업화 및 백신 효능·효과 평가 등 백신 R&BD 전단
계를 아우르는 병원 주도 신종 감염병 백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ㆍ 백신 관련 기초/기전 연구, 임상역학연구(질병부담, 백신효과 평가 등) 및
임상정책 연구 등 전 단계에 걸쳐 연구를 폭넓게 수행
ㆍ 백신개발 플랫폼에 대한 개방형 연구네트워크 운영

자료 : 연구중심병원 홍보브로셔

[그림 2-32] J병원 백신분야 플랫폼

- (진단/치료제 분야) 의학, 공학, 자연과학 등 기초 및 중개연구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 발전을 도모하고, 이러한 기반기술로 의료기기 제품화 실현을 위해
Microlectromechanical systems(MEMS) 기반의 의료기기, 광학기기, 재활기기
등 연구 수행
※ 광학 및 전기전자 하이브리드형 Cell Counter, 감염질환 테스트 칩, 줄기세포 분화 및 증식 기술
기반 의료기기, 암 진단 및 죽상동맥경화증 판별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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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바이오프린팅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지지체 개발 및 Fiber bundle 및 경성
내시경 기반 멀티 모드 복합 마이크로 이미징 시스템 개발 연구 수행
ㆍ 재생의학 연계 기초/기전 연구, 근골격계, 피부, 혈관 등 질환 치료 연구
및 임상시험 수행
ㆍ 암세포 특이적인 항원과 결합하는 압타머를 제조하고 이를 약물전달 나
노파티클에 접목하여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약물 전달 시스템
개발

◦

J병원은 의료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OO대 J병원 연구중심병원을 기반으
로 G-valley 컨소시엄을 구축하고자 함
※ 기술경영최고경영자과정(MOT-AMP) 신설(2016.03), 메디컬-바이오 융합학과 (대학원) 신설(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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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정사업 및 육성사업 제도적 개선요구사항
2.4.1 기술사업화 지원

□ 산촉법 개정
◦ (배경) 연구중심병원이 체계적인 산학연병협력 및 이를 통한 기술사업화를 추
진하기 위한 법제가 미비한 상황이고,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같이 기존의 산
학연협력조직을 활용하기에도 한계가 있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에 근거한 특수법인
으로 대학의 산학협력 사업을 관리ㆍ지원하는 전담조직

- 연구중심병원 10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설립된 학교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으로, 산학협력단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추진 중
이며, 그 외 6개 기관은 대학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관으로써 사업화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산학협력단과 같은 조직이 없음

<표 2-42> 연구중심병원 사업화 지원
산학협력단 존재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아주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부재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길병원, 분당차병원

존재) 학교법인이 대학에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

한 경우, 부속병원이 이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연구개발 선순환에는 한계
- 대학 부속병원은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를 활용하여 사업화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하나, 모두 교비회계로 전출되어 병원 연구개발 재투자 한계

※

산학협력단의 부서로 의료원 산학협력단이 존재하더라도, 산학협력단에 유입된 병원의 기술이전
수익이 다시 병원에 재투자되는데 사립학교법의 회계 구분에 따른 제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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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학교법인 병원과 산학협력단 관계도
관계도

해당병원
산학
협력단

학교법인

대학

의료원

단과
대학

의과
대학

Ÿ 아주대병원
의학
연구
원

병원

산학
협력단

학교법인

대학

단과
대학

의료원
산학
협력단

의료원

의과
대학

병원
①

병원
②

Ÿ 연세세브란스병원
Ÿ 고대구로병원
Ÿ 고대안암병원

의학
연구
원

<표 2-44>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附屬病院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산병협력단

부재) 학교법인 병원 외 법인격(특수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

법인, 의료법인)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은 체계적으로 법제화된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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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의 연구성과를 관리하고 이를 사업화하여 그 수익을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법제화된 조직이 필요
※ 학교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엽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여
기술이전, 사업화, 지식재산권 관리,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

- 법제화된 사업화 관리조직의 부재로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
는 수익이 다시 병원 연구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저해

◦ 이에, 병원의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물이 사업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직
적․체계적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술협력단’ 추진 필요
-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수익, 기술이전수익 등이 병원으로 환류되어 연구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로써 ‘의료기
술협력단’ 설치 및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의
역량 강화를 통해 우수한 연구 성과물의 사업화 연결 촉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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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병원 기술사업화 동향
3.1 미국
3.2 일본
3.3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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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미국
가.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 환류 정책 현황

□ CTSA (Clinical and Translational Science Awards)
◦ (CTSA 도입 배경) 미국 NIH 산하 NCATS는 기초연구 성과의 임상 적용을 촉
진하기 위해 기초연구 성과를 임상진료(clinical practice)로까지 발전시키기 위
한 목적으로 CTSA라는 중개·임상연구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NCATS: National Center for Advancing Translational Sciences

- NIH에서는 기초연구 성과의 임상적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개연구 및
임상연구를 핵심요소로 판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 “Clinical and translational science is critical to the success of the NIH mission”(www.nih.gov)

- NIH는 임상연구 강화를 위해 ’60년부터 GCRC (Reneral Clinical Research
Center) 프로그램을 통해 75개 기관을 지원해 왔으며, 중개연구와 통합한
CTSA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06년부터 현재까지 60개 이상의 컨소시엄을 지원
해오고 있음
[NIH의 임상연구 및 중개연구의 정의]
- 임상연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및 연구
- 중개연구: 1) 실험실 연구, 전임상연구를 통한 발견을 임상연구 및 시험으로 적용하는 프로세스, 2) 주민에게
best practice 적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3) 예방, 치료 전략의 비용-효과성 연구

◦ (CTSA 개요) CTSA는 성공적 연구중심병원 지원 정책으로 손꼽히는 프로그램
이며 허브(Hub)라고 불리는 의학연구소들의 국립네트워크로서, 중개·임상연구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다양한 연구주체간
의 컨소시엄을 유도하고, R&D 단계별 프로세스의 통합연계를 통해 보건의료
R&D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음
- (지원 규모) CTSA 센터로 지원받는 의료기관들이 해마다 증가하여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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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에서 2017년 31개 주 약 50개의 컨소시엄을 지원

[그림 3-1] 미국 내 CTSA 컨소시움 분포

- (지원 대상) 의료기관, 대학, 대학 내 학과, 연구소, 커뮤니티의 컨소시움
ㆍ CTSA는 산-학-연-병 컨소시엄 구성 및 지역 기반의 연구협력을 유도하
며, 중개연구 촉진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으로서 중개연구자 및 연구관
리 인력 양성이 강조된 의과대학 기반 프로그램임
ㆍ 중개·임상연구의 특성상 기초연구(대학, 연구소)-임상연구(병원)-상용화
(기업)의 통합 연계가 필요하며, 연구주체들 간의 끊임없는 협력 및 피
드백이 필요
※ CTSA로 지정된 Harvard Catalyst의 경우 컨소시움 기관으로 병원(MGH, Brigham and Women's
Hospital 등 13개 병원), 협력 대학, 연구소(MIT, Broad Institute), 하버드 대학(의대, 치대, 보건대,
법대, 경영대, 교육대학원, 공과대, 이과대, 행정대, 신학대 등)이 참여

- (지원 기간 및 예산) CTSA는 컨소시엄 당 5년 단위로 지원하며 종료 시
갱신이 가능하고, 컨소시엄 당 연간 약 100억원을 지원(’17년 기준)
ㆍ 2017년 전체 CTSA 컨소시엄(연구기관)에 약 5,804억원(5.1억달러) 수준을
지원하여 2017년 NCATS 예산(약 7,691억원)의 75.4%를 차지
※ 2017년 기준 CTSA 전체 예산(Grand total)은 약 5,804억원($516,124,810)이며, 이 중 CT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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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Hubs awards의 예산은 약 5,023억원($447,800,122) 규모(hub awards 수는 57개)임
(출처: CTSA 홈페이지)
※ 2017년 기준 NCATS 예산은 약 7,691억원($684,114,022) (출처: CTSA 홈페이지)
※ FY2012~FY2016 기간 동안의 NCAT의 예산 규모는 약 500,000천달러 중반~600,000천달러이며,
이 중 CTSA의 예산규모는 약 400,000천달러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어 전체 NCATS 예산의 약
80%를 차지 (출처 : JST. 2015. 国立先進トランスレーショナル科学センター（NIH-NCATS）臨床
橋渡し科学資金（CTSA）プログラム概要.)

- (지원범위) 지원 범위별 지원 비중에는 차이가 있으나, 타겟 확인부터 시판 후
안전성 평가 단계까지 전단계 지원
ㆍ CTSA 외부평가 보고서(Miyoka, et al., 2011)에 따르면, 연구 참여인력의
21%는 기초생물의학연구, 52%는 임상연구, 26%는 시판후 안전성 연구
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지원주체) NIH 내 NCRR(National Center for Research Resources)이 지원하
다가 효율적 운영 및 다른 연구기능과의 통합연계를 위해 ’11년 NCRR이
해체되면서 NIH 주도하에 NCATS를 설립하여 통합 지원
ㆍ NCATS는 CTSA 중개·임상연구 컨소시엄을 선정
- (지원 내용) 연구비 지원을 포함하여 연구주체에게 임상연구에 필요한 핵심 자
원과 중개임상연구 주체의 주도적인 연구를 위한 지원을 제공함
ㆍ 핵심적인 자원, 멘토링과 훈련, 기존 역량을 활용한 혁신적인 접근과 기술
개발의 기회 제공
ㆍ 중개임상연구의 질, 안전성, 효율성, 개발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
연구를 확대·확산할 수 있도록 함
<표 3-1> CTSA의 연구비 외 지원내용
구분

항목
- 임상에 필요한 자원 공유
- 장·단기 훈련과정, 세미나, 워크숍

지원 내용

- 연구를 위한 장비, 데이터
- 임상연구 전문가의 협조와 자문
- 임상연구를 위한 행정적 절차 지원
- Pilot 연구를 위한 연구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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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SA 지원 구조 및 지향점 변화 추이) CTSA는 NCATS에서 규모가 가장 큰
프로그램으로 의료기관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 및 지
원하는 사업에서 특정 임상시험이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환을 시도

자료: JST(2015) 国立先進トランスレーショナル科学センター(NIH-NCATS）臨床橋渡し科学資金
CTSA）プログラム 概要; 2017년 연구중심병원육성사업 특정평가보고서, KISTEP, 2017 재인용

[그림 3-2] CTSA의 지원 구조 및 지향점 변동 추이

- CTSA 1.0 (2006~2010): 컨소시엄의 양적 확대, 각 컨소시엄의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에 초점 (기관 내에서의 조직 정비에 주력)
ㆍ CTSA의 세부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출범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U54와 추가
지원 요소로 양분되며, U54는 UL1, KL2, TL1로 다시 세분화됨
※ KL2, TL1은 각각 박사 연구자, 박사과정·박사연구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
※ UL1은 통합적 연구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데, 파일럿 그랜트(pilot grant), 의학정보학, 데이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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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스템, 생물통계학, IRB,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를 포괄

- CTSA 2.0 (2011~2015): 전 컨소시엄을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사업 모색 (지역·
주 내 기반 정비로 범위 확장)
※ 임상환자 모집, 바이오마커 공동 개발, 의료정보의 합리적 공유와 이용 등

- CTSA 3.0 (2016~): IOM의 ‘CTSA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관한 보고서’ 정책
제언을 반영하여 전국화를 도모
※ 2013년 의료연구원(Institute of Medicine; IOM)에서 거점간 협력 촉진·NCATS 거점으로의 관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CTSA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관한 보고서(The CTSA Program at NIH: Opportunities for
Advancing Clinical and Translational Research)가 발표되면서, IOM의 정책 제언을 반영
※ IOM의 제언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거점간 네트워크화를 위해 2015년부터 X02 pre, 거점간 공동연구
지원 그랜트인 U01 full, 다기관실시 임상연구시험을 지원하는 TIC(U24), 환자 리쿠르트 지원그랜트
인 RIC(U24)이 신설

◦ (CTSA 사업목표) 병원의 연구 및 교육훈련 환경을 개선하여 중개임상연구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증진

CTSA 사업의 목표
1. 중개 연구 역량 강화
(Train and cultivate the translational science workforce)
2. 모든 중개연구 단계에 환자 및 지역사회 활용
(Engage patients and communities in every phase of the translational process)
3.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 중개연구 촉진
(Promote the integration of special and underserved populations in
translational research across the human lifespan)
4. 임상중개연구의 질과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프로세스 혁신
(Innovate processes to increase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translational
research, particularly of multisite trials)
5. 첨단 인포매틱스 활용 확대
(Advance the use of cutting-edge informatics)
자료: CTSA 웹사이트(www.ncats.nih.gov/ct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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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SA 전략목표) CTSA의 5대 전략목표로 국가 중개･임상연구 역량 강화,
중개･임상 연구자들의 경력개발 향상과 훈련 제공, 컨소시엄의 전체적인 협력
강화, 커뮤니티와 국가 보건 증진, 중개연구 향상을 설정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핵심기능으로 임상연구관리, 교육 및 경력
개발, 정보학, 지역사회 참여 및 비교효과연구, 중개적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연계
- CTSA에서는 연구결과를 임상현장에 중개하기 위한 역량 및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보건서비스 및 보건정책 연구, 비교효과 연구, 근거기반 의학의 실행,
세대연구 등 다양한 국민 보건증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
※ 지역사회 커뮤니티 참여는 공중보건 향상 및 보건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참여, 발견, 응용, 과
학의 확산을 감안한 연구자와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간의 효과적인 파트너십의 확인 및 개발, 중
개･임상연구의 결과를 임상현장 및 공중정책에 중개하기 위한 전략임

- CTSA는 중개·임상연구를 위한 의과학자 양성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특히 중개연구는 종종 새로운 아이디어가 신약 또는 의료기기 등이 될 수
있으므로 중개 연구를 추진하는데 있어 비즈니스 중심의 접근 방식이 중요
하여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
ㆍ (혁신 및 사업화 육성 및 촉진을 위한 교육 예시) 노스캐롤라이나의 중
개 및 임상과학연구소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Kenan-Flagler Business
School과 긴밀히 협력하여 Carolina KickStart를 설립하고, 생물의학의 기
업화 및 상용화를 육성 및 촉진함으로써 생물의학 혁신의 영향력을 높
이는 것을 목표로 함
※ Carolina KickStart는 교수진과 학생들에게 그들의 상업화 방법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코칭
및 조언, 유망 기술에 대한 기금 마련 기회, 수석 비즈니스 관리자 및 컨설턴트와 교수진을 연결하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Entrepreneurs in Residence의 멘토링 지원을 제공

ㆍ CTSA 컨소시엄은 국가적 차원에서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산학
협력을 위한 역량(a set of competencies)을 개발하였고, 이는 신약 및 의
료기기 개발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들에게 관련 지침을 제공
※ 산학협력을 위한 역량은 신약 개발, 규제 프로세스 관리, 공동연구자 모집, 임상시험 프로토콜 설계,
예산 및 contracts 준비, IRB 요구사항 해결 및 데이터 안전 모니터링 수행, 신약 또는 의료기기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실행 등을 성취하는 방법에 중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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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SA 운영 조직 구조) CTSA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CTSA 내에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전략목표위원회 등 다양한 거버넌스를 설계하였으며, 산·학·연·병
컨소시엄을 지원함과 동시에 컨소시엄간의 협력을 강조

NCATS Director

Executive committee
Steering committee

Strategic goal committee

Child health oversight committee

[그림 3-3] CTSA의 운영조직

<표 3-2> CTSA 운영조직의 주요 역할
거버넌스 종류

역할

Executive committee
(집행위원회)

5명의 CTSA 연구책임자를 선출하여 운영하며, CTSA 책임자, NIH/NCATS와
다른 위원회 간의 우호적인 상호관계 증대

Steering committee
(운영위원회)

전 컨소시움에 대해 전략적 우선순위, 새로운 프로젝트의 승인, 진도 검토,
정책 및 절차의 개발·보급을 포함한 컨소시움의 리더십과 경영 제공

Child health oversight committee
(아동보건관리위원회)

아동 보건 임상 및 중개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적 기회를 제공하고자,
CTSA 연구자와 NIH 연구자들을 위한 국가적 포럼 개최

Strategic goal committee
(전략목표위원회)

NIH 지도자와 CTSA 연구책임자로 구성하며, 각 전략목표위원회의 목적
및 마일스톤을 달성하기 위한 컨소시움 간의 노력을 발견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함

◦ (CTSA 성과)

Bench-to-Bedside-to Community 중개 전영역에 있어 5,725 논문

을 지원하였으며, 핵심 인프라 및 파일럿 연구를 지원하여 2011년 기준으로
7,834개 grant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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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시험 등록 측면에서 CTSA의 공공성) CTSA 컨소시엄이 후원 및 협력한
임상시험의 환자 등록에 CTSA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CTSA가 임상시험 환자 등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서,
CTSA 지원은 임상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치료법 및 치료능력 향상
등 보건의료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출처: Lie at al., Assessing the Impact of the NIH CTSA Program on Institutionally Sponsored
Clinical Trials, CTS, 6(3)

- 연구목표: 임상 시험 등록이 일반적으로 임상 연구 활동의 표식으로 사용
되었기 때문에, NIH CTSA 프로그램이 CTSA 컨소시엄 기관이 후원/협력한
임상 시험에 환자 등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자료 및 방법: ClinicalTrials.gov에서 공개적으로 입수 할 수 있는 임상 시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CTSA 컨소시엄 기관에서 시행된 임상 시험에 등록한
환자수의 변화를 확인
- 결과: CTSA가 아닌 기관과 비교하여 CTSA 컨소시엄은 CTSA 지원을 받은
후 환자 등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CTSA 지원을 받은지 338
일 후에 새로운 환자 등록 동향이 나타나는 변화 지점을 발견함(같은 기간
동안 CTSA가 아닌 기관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음)
- 결론: 평가 결과는 CTSA가 임상시험 환자 등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제공

◦ (지역 및 국가의 건강 증진 측면에서 CTSA의 공공성) CTSA 기관은 지역 사
회가 건강 문제와 임상 연구에 대해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공공보건전문가, 건강 관리 제공자, 연구자 및 지역사회 기반
그룹과 협력하여 지역 건강 수요(health needs)를 정의하고 업데이트된 건강
정보가 널리 활용되도록 하고 임상 시험 및 연구에의 접근 및 정보 제공
※ 출처: CTSA 홈페이지(https://ncats.nih.gov/ctsa_2011/ch5.html)

- (지역사회 신뢰 구축 및 연구 참여 확대) CTSA 컨소시엄 구성원은 건강 증
진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중개연구 결과에의 지역 참여 역할을
중요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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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사례1. Community-based center의 St. Louis 거주자에게 건강, 연구 기회를
제공) Washington University Institute of Clinical and Translational Science는
St. Louis의 남동부 지역에 지역 기반 서비스 센터인 ‘HealthStreet’를 만들어
주민들을 연구 조사에 등록하고, 성병에 대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HealthStreet’는 2011 년 10 월 기준 HealthStreet가 2,852명의 거주자를 관련 연구에 연결 시켰다고
보고했고,

연구 조사에 1,033 명의 개인을 등록 시켰으며 그 중 80 %가 소수 집단이었으며, 지역

주민에게 총 8,657 건의 의료 및 위탁 서비스를 제공

ㆍ (사례2. Sentinel Network는 연구가 어려운 그룹의 연구 참여를 늘리고 지
역의 건강 요구를 충족시킴) 5개 CTSA 기관의 공동프로젝트인 지역 기
반 Participatory research를 위한 Sentiel Network는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
여 특히 여성, 노인, 인종 및 소수 민족, 농촌 지역 사회 환자 등의 임상
연구에 지역 사회 참여를 늘리는 방법을 모색
- (지역사회 수요 충족을 위한 협력) CTSA를 지원하는 직원은 이웃서비스 및
커뮤니티 센터 뿐 아니라 모바일 장치를 통해 연구와 홍보를 실시하며, 비만,
고혈압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치과 질환 및 약물 중독을 비롯한 다양한 조건
의 교육, 예방 및 관리가 포함
ㆍ (사례1. 당뇨병 예방 및 치료모델) 샌디에고에서는 Scripps Translational
Science Institute가 Scripps Whittier Diabetes Institute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당뇨병 관리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동 모델은 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멕시코
계통의 주민들을 위한 당뇨병 예방 및 치료를 개선하기 위해 고안됨
ㆍ (사례2. Southern California의 건강 증진) Irvine Institute for Clinical and
Translational Science는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Community
Action Planning Group 및 기타 여러 지역 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Orange
County Center for Community Health Research를 설립하였으며, 동 센터를
통해 이 그룹들은 오렌지 카운티의 우선 건강 이슈를 파악하고 이러한 지
역 사회 건강 문제를 타깃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개발
※ Orange County Center for Community Health Research의 목표는 학술 연구자와 지역 사회 조직
간의 양방향 의사 소통, 공동 작업 및 교육을 촉진하여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소외된 인구의 건강
을 개선하는 것임

-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국민건강

문제

해결)

CTSA의

지원을

받는

investigators는 지역 사회의 건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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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협력하고 있으며, CTSA 컨소시엄은 이러한 지식 기반을 바탕으로 정
보를 수집하여 천식과 같은 미국의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
ㆍ 여러 CTSA 기관이 NIH가 지원하는 Inner-City Asthma Consortium (ICAC)
에 참여하고, ICAC는 도심부 어린이들의 천식 특징을 조사하기 위한
multi-study, multicenter initiatives로서, 도심부 어린이 인구의 유병률과 중증
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천식 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면역 기반 치료법
을 개발할 수 있음
※ ICAC 및 그 연구는 NIH의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의 지원을 받아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이 주도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CTSA
기관들은 연구에 참여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데이터를 선별하여 처리하고 수집

ㆍ 참여한 CTSA 기관은 알레르기 관련 천식에 시달리는 도심의 청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발견에 임상 및 시설 전문 지식을 제공
ㆍ ICAC는 최근 천식 표준 치료에 덧붙여 알레르기 항원 IgE의 반응을 차
단하는 omalizumab이라는 약물을 복용 한 도시 청소년이 천식 조절 능력
이 뛰어나고 천식 발병 가능성이 적었으며 천식으로 인한 입원이 적었
음을 확인

◦ (CTSA 프로그램

종합평가 결과 CTSA의 의의) CTSA 프로그램은 중개·임상

연구의 질 제고, 기관간/연구분야간/연구자간 협력 증진, 중개·임상연구 활성
화를 위한 역량 강화 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
※ NIH는 2009~2012년까지 진행된 CTSA 프로그램의 종합 평가(수행기관: 웨스타트)를 통해, CTSA
프로그램이 실제 임상 및 중개연구에 필요한 기관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 (출처: The CTSA National Evaluation Final
Report(NIH, 2012))

- CTSA 프로그램은 기관내 인력과 자원이 모이는 포탈의 역할을 수행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간 협업이 촉진되었고, 중개·임상연구의 효율성 개선
및 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 특히, CTSA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요한 변화들이 프로그램 그 자체에 의해
시작되었다기보다는 동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인프라 및 자원을 통해 장려
(encouraged)되고 촉진(facilitated)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개·임상연구의 질 제고) CTSA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연구를 통해 도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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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발견과 임상연구로부터 제기되는 질문이 서로 효율적으로 연결되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연구자들이 CTSA 프로그램의 자원을 활용하여 논문
출판 및 후속 연구 자금 확보에 도움을 받고 있음을 확인
ㆍ CTSA 프로그램 시작 이후 26,274명의 연구자가 연구 인프라 및 자원을
활용하였으며,

가장

많이

활용된

자원은

생물통계(biostatistics)/역학

(epidemiology)/실험설계 지원(45%)이었고, 그 밖에는 임상시험 지원 및 연구
지원(research coordination)(34%), 초기연구 지원(pilot studies)(33%), 시험분석
(laboratory assays)(23%) 등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됨
ㆍ 총 302명의 응답 중 80% 정도가 CTSA 자원의 품질(quality), 접근성
(accessibility),비용(cost)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88%는 다시 사용
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 (기관간/연구분야간/연구자간 협력 증진) CTSA 프로그램을 통해 기관의 문
화와 규범(norms)과 같은 전반적인 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초연구자와 임상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연구 개발이
가능해진 것으로 판단
ㆍ 설문에 응답한 302명의 사용자 중 약 44%가 CTSA 프로그램을 통해 새
로운 공동연구를 시작하였으며 25%의 응답자가 기존 협력체계의 강화를
보고함
※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 내 학과 간 협력(75%), 학과 내 협력(44%), 학교간 협력(43%) 순으로 새
로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ㆍ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동연구를 통한 논문 발표가 증가하고 있음에서도
확인 할 수 있음
- (중개·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CTSA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은 중개·임상연구 인력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며, CTSA에서 지원하는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고 프로그램
참가 이전(33%)보다 참가 이후(83%)의 긍정 평가가 높아 사업의 성과를 판
단할 수 있음
ㆍ CTSA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준 것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또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신진
연구자 육성과 중개·임상연구자의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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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SA 컨소시움의 기여도) 국가 단위의 CTSA 컨소시움의 효과성에 대해서
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제시되고 있으며,

컨소시움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는
- 있으나 효과성을 입증하기에는 이른 면이 있고, CTSA 참여기관이 늘어나
면서 국가 단위의 협력체계 구축이 좀 더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
ㆍ CTSA 컨소시엄은 기관간 정보 공유에 유용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현재의 위원회 및 작업그룹 구조의 비효율성과 결과(outcome)보다는
과정(process) 이행에 집중하고 있는 운영 형태의 문제점을 지적

- 78 -

나. 미국 주요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사업화 현황
1) MD Anderson Cancer Center

□ 기술사업화를 위한 조직 운영
◦ 기술사업화를 위한 SIV (Strategic Industry Ventures) 운영
- MD Anderson의 SIV (Strategic Industry Ventures)는 암 환자의 이익을 위해
시장에 신약(new drugs), 진단(diagnostics), 의료기기(devices), 이미징 에이전트
(imaging agents) 및 정보 솔루션(information solutions)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MD Anderson을 시장에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
ㆍ 연구개발 결과물들(inventions)의 활용 분야는 device, diagnostic assay,
diagnostic imaging, education/arts/music, target, research tools (cell lines,
etc.),

software,

therapeutics/biologics

(antibodies,

etc),

therapeutics/drugs

(small molecules, etc.) 등으로 구분됨
- SIV의 목표는 크게 협력(collaboration)과 사업화(commercialization)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음
ㆍ (Collaborations) SIV는 회사와 접촉하고자 하는 연구자 뿐 만 아니라 연구
자와 협력하고자 하는 회사를 지원하여 연구자와 회사 간 중개 역할을
하며, 필요에 따라 전략적 제휴 및 파트너십을 시작, 협상, 운영 관리함
ㆍ (Commercializations)

SIV는

기술사업화

부서(Offic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TC)를 운영하며, 주요 목표는 산업 파트너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MD Anderson 연구자가 개발한 아이디어와 연구개발
결과물(inventions)을 사업화 하는 것이며, 사업화 도구는 주로 특허 및
라이센스 계약임

- 79 -

[참고] 기술사업화 부서(Offic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TC) 개요

◦ MD Anderson

사업화 및 라이센싱 그룹은 신약, 진단, 장치, 치료법의 상

업용 시장 진입을 가속화함으로써 건강 위협요소인 암을 제거하려는 MD
Anderson의 미션을 지지하는 것을 목표(goal)로 함

◦ OTC는

환자에 대한 특허기관(Institution resources)의 신중한 투자, MD

Anderson의 아이디어 및 발견을 산업계에 마케팅 및 라이센싱, 신규 기업
(start-ups) 창업, 라이센싱 수입과 지분 가치의 장기적인 관점을 통해 목표
를 달성하고자 함

◦ OTC는 연구자들로부터 ‘Invention Disclosure Report'를 제출하도록 하여 연구
개발 결과물(invention)의 특허 가능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며, 연구자
들은 동 리포트를 특허 출원 준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OTC의 기술사업화 분석가(Techonology commercialization analyst)의 주된
목적은 새로운 연구개발 결과물(invention)의 공개를 촉진하는 것이며, 연구
개발 결과물(invention)의 상업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추가 연구에 대해 조언하고, 기술평가, IP 전략, 라이센싱, 마케팅 등을
지원함
ㆍ (기술평가) 모든 새로운 연구개발 결과물(invention)에 대한 특허 가능성
및 시장 잠재력 평가
ㆍ (IP 전략) 상업적으로 가치있는 특허로 이어질 수 있는 특허 청구 및
연구활동에 대해 지침 및 조언 제공
ㆍ (라이센싱) Licensee와의 라이센스 계약 준비, 협상 및 마무리
ㆍ (마케팅) 새로운 연구개발 결과물의 라이센싱에 관심있는 회사를 확인
하고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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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정책 운용) “Intellectual Property Rules contained in Series 90000 of the

Regents’ Rules and Regulations”에 근거
- 모든

지적재산권(IP)는

기술사업화부서(OTC)에

공표되어야

하며,

MD

Anderson의 승인 없이는 IP를 공개할 수 없음
- IP를 개발하고 사업화할지 여부는 MD Anderson 사장의 단독 재량에 달려
있으나, IP를 사업화한 경우 제작자는 MD Anderson이 받은 라이센스 수입
의 일부를 분담할 권리가 있음
ㆍ 비용(우선 사용료 또는 기타 라이센스 지급액) 상환 후 라이센스 수입의
나머지(라이센스 비용, 선불로열티, 최소 로열티, 러닝로열티 및 서브 라
이센스 지불비를 포함)가 공유됨
※ 예외적으로 MD Anderson 50%, creator 50%로 배분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MD Anderson이
보유하고 있는 50% 중 15%는 creator의 연구기관, 10%는 creator의 부서장, 25%는 MD
Aanderson에 배분될 수 있음

- IP의 사업화로부터 MD Anderson이 받은 투자 자산(investment equity) 또는
투자 자산으로부터의 발생한 공채이자(dividends) 또는 수입(proceeds)은 MD
Anderson의 모든 상환비용과 지출에 우선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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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MGH)

□ 기술사업화 현황 및 관련 조직
◦ 메사추세츠 병원(Messachusetts General Hospital; MGH)는 전세계에서 가장 규
모가 큰 연구지향적 병원이며, 보스턴 지역에서 바이오 및 의료산업 지식의
창출자로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지식창출자로서 뿐 만 아니라 지식의
확산 및 산업화를 통해 재원을 확충
- 연구자들의 연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연구성과물에 대한 수익 분배 등의
제도적 정비를 통한 동기부여를 제공
ㆍ MGH는 기술이전이나 License의 Royalty 수입을 발명자에게 1/4, 발명자
실험실에 1/4, 발명자 소속 학과에 1/4, MGH에 1/4로 배분
- MGH 의사들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기업을 창업하는 등 연구 성과물
에 대한 산업화 활동이 활발함

◦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MGH)의

RVL

(Research

Ventures

and

Licensing) 부서는 병원과 민간 부문 간의 주요 인터페이스로서, MGH의 기술
상용화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
- 연구 및 물질 이전 동의 협상, IP 관리, 산업에의 적용 기회 및 시장 아이
디어 확인, IP의 사업화에 대한 Agreements 발굴, 스타트업 창업 기회 조언,
Consulting Agreement 리뷰 제공 등

□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성공사례
◦ MGH는 대규모 R&D 인력 확충 및 투자를 바탕으로 다수의 신약 개발 및 높은
연구수익을 창출
- 미국 MGH의 전체 인력 중 연구 인력은 44%에 달하며, 연 4.5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연구비를 통해 17개의 신약 개발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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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바이오제약의 미래와 기회, 병원중심의 메디클러스터 전략

- MGH는 연구를 통해 사업화시킨 제품만 17개에 달하며, 가장 성공한 제품인 류
마티스성 관절염 주사제 ‘엔브렐’임
※ 2004년 기준 MGH의 기술개발 상업화 제품은 약 17개로 총 6,300만달러(630억원)의 기술료 수입
을 창출
※ 2009년 기준 MGH의 기술료 수입은 총4억3,300만달러

◦ MGH 수입(revenue)의 23.4%(’12년 기준)를 연구수익으로 올리고 있음
- 2012년 기준 MGH의 총 수입은 32조2백억달러이며, 이 중 연구 수익(Direct
research revenue + indirect research revenue)은 7조5천억달러로 전체 수입 중
약 23.4%를 차지
※ 자료: Massachusetts Genreal Hospital: Statistics and Financials 2012

◦ (엔브렐 개발 및 사업화) MGH 소속 Brain Seed 교수는 관절염 치료제인 Enbrel
(생물의약품)을 개발하여 Amgen에 기술이전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구자 및 병
원에 라이센싱 수입을 창출
- MGH는 1990년대 초 산학협력을 통해 Hoechst AG (현재의 Sanofi)의 지원을 받
아 HIV가 세포내로 들어가는 과정에 결합하는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도록
decoy receptor를 만들어 HIV 예방/치료를 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 MGH는 1998년 Immunex(Amgen의 전신)에 동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4천
만달러에 기술이전하였고, Immunex에서 브루스보이틀러 박사가 동 기술의 추
가 개발을 통해 면역치료제(관절염 치료제)에 적용하여 엔브렐의 개발에 성공
함
- 엔브렐은 FDA의 허가를 받아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2002년 Immunex가
Amgen에 인수되면서 엔브렐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
- 엔브렐의 한 해 매출은 약 9,203억원(8,262억달러; ’17년 기준)에 달하며, 병원은
매년 25%의 기술료를 받았음
※ MGH는 기술이전이나 License의 Royalty 수입을 발명자에게 1/4, 발명자 실험실에 1/4, 발명자 소속
학과에 1/4, MGH에 1/4로 배분해왔으며, 2006년에는 Amgen과의 법정 공방 및 협의 끝에 일시불로
기술료를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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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브렐은 세계 최초로 출시된 TNF-α 억제제(생물학적 제제 중 최초의 류마
티스관절염 치료제)로서, 엔브렐 출시를 계기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인식과 평가방법에 큰 변화가 있었고 새로운 치료법 개발로 보건의료분야
의 공공성을 확보
ㆍ 엔브렐의 개발은 난치로만 인식되던 류머티스질환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관절염증을 유발하는 TNF-α의 작용을 억제
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로 출시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음
ㆍ 엔브렐 출시 이후 보이틀러 박사는 엔브렐 개발업적을 인정받아 2011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고, 이는 엔브렐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
는 계기가 됨
ㆍ 엔브렐은 혁신성을 바탕으로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해왔으며
환자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가운데, 승인시점으로부터 2015년 1월까지
누적된 데이터에 따르면 엔브렐에 대한 경험은 총 4,556,990명/년에 달함
- 엔브렐은 과거에 이어 현재도 지속적인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엔브렐은 추가적인 적응증 획득을 통해 치료범위를 확대하고, 생물학적제제나
소분자 약물을 포함해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광범위한
제품 파이프라인을 구축 및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ㆍ 엔브렐은 작용 기전을 바탕으로 류마티스질환 및 자가면역질환에서 다
양한 적응증으로 확장해왔으며, 현재는 6개 질환(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소아특발성관절염, 건선, 건선성관절염, 방사선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축성척추관절염)에 대해 승인 받음
ㆍ 주 1회 주사제나 실온보관 주사제처럼 환자 편의성에 맞추어 진화하고
있으며, 임상의 처방 편의성과 아직 충족되지 않은 환자들의 니즈에 초
점을 맞춰 대응하고 있음
ㆍ 임상자료의 지속적 개발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엔브렐 출시 후 임
상경험 누적기간은 전세계적으로 15년으로 오랜 기간 동안 처방되어 왔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임상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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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리블렌드 클리닉

□ 기술사업화 관련 조직
◦ Cleveland Clinic Lerner Research Institute는 Cleveland Clinic의 모든 기초연구,
중개 및 임상 연구의 중심이며, 인간 질병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미션으로 삼고 R&D 혁신 및 사업화를 위해
‘Cleveland Clinic Innovations (CCI)’를 운영함
- CCI는 클리블랜드 클리닉 기술의 도입을 통해 개선된 질환 치료에 대한 혁
신을 증진시키기 위해 2000년에 설립된 벤처창업의 핵심 기관임
※ 2012년에

CCI는

Global

Corporate

Venturing지가

선정한

세계

4대

보건의료벤처창업기관

(healthcare corporate venturing units) 중 하나로 선정됨

- CCI의 임무(미션)은 스핀오프 회사, 기술이전, 컨설팅 및 합작 투자(joint
venture)를 통해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 및 기능을 사
업화하여 획기적인 혁신을 시장에 도입하는 것을 포함함
- CCI의 직원은 매년 250건 이상의 연구성과물(disclosures)을 관리하고, 매년
35개의 기술이전 및 수십 개의 기타 거래를 실시하며, 매년 수많은 새로운
기업을 창업 및 자본화하고 운영함
ㆍ R&D 성과 창출이 활발한 부서는 심장 및 혈관 연구소, 신경학 연구소,
마취학, 생체공학 및 정형외과이며, R&D 산출물별로는 의료기기 58%,
소프트웨어 23%, 치료제 11%, 진단방법 7%, 생물학적 재료 1%의 비중
을 차지함
- CCI의 주요 기능은 사업 개발(business development)이며, 핵심 기능은 적절한
기회에 새로운 회사 창업을 포함하여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임상의 및 연구
자들이 창출한 R&D 성과물(inventions)의 혁신, 평가, 보호,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임

◦ CCI는 의료 기술 개발, 인큐베이팅 및 상업화 분야의 국제 리더가 되기 위해
다기관 글로벌 심혈관 혁신 센터(GCIC) 및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가속화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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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위한 NIH 센터(NCAI-CC)를 운영하기 위해 주 및 연방 기관과 파트너
십을 맺고 있으며, 동 센터들을 통해 유망한 프로젝트와 회사는 기술을 상용
화하기 위해 업계 경험이 풍부한 지침을 받을 수 있음
- (GCIC) 오하이오 주립 대학의 세 번째 프론티어 프로그램으로부터 6 천만
달러의 교부금으로 가능하게 된 심혈관 제품 개발 컨소시엄으로서, 오하이오
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심혈관 회사의 형성,
홍보, 확장 및 유지에 중점을 둠
※ GCIC: Global Cardiovascular Innovation Center

- (NCAI-CC) 클리블랜드 클리닉과 파트너 기관이 설립한 의료기술 촉진 프로
그램으로서, 연구개발 초기부터 상업적 문제와 산업 스타일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 고려하여 기술이전 또는 신생기업 창업을 위해 잘 설계된 비즈니스 사
례를 창출
ㆍ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6개 파트너 기관(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신시내티 대학교, 신시내티아동병원 의료센터, 미
시건대학교, 노스웨스턴 대학교)과 새로운 혁신의 환자 증진 프로그램인
NCAI (National Center for Accelerated Innovation)를 설립하였고, 클리블랜
드 클리닉에 본사를 두고 있음
ㆍ NCAI-CC는 NIH의 NHLBI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가
자금을 지원하는 약 250건의 연구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꾸준히 프로젝
트 개발 기회를 제공하며, NHLBI가 정한 우선 타겟과 관련된 신제품의
개발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 있음
※ NCAI-CC: NIH Center for Accelerated Innovations at Cleveland Clinic

□ 기술사업화 현황
◦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2015년 의료 외 수익은 5,922억원으로 의료 수익 대비
11.8%를 차지하며, 2000년 이후 76개의 의료기술 회사를 만들어 전 세계 의
료 시장에 진출

◦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기술사업화 활동(technology licensing activity)이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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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음
- 2016년을 기준으로 236건의 신기술(new invention disclosures) 개발, 기술이
전(licenses issued) 31건, 미국 특허 등록(US Patents issued) 55건, 스타트업
창업 1건(16년까지 누적 43건)의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2016년 기술이전 수입
(gross licensing income)이 $10,719,890, 총 연구비 지출은 $260,000,000이었음
※ 출처: 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 (2016)
https://www.bizjournals.com/columbus/news/2018/01/05/ohios-top-technology-licensing-earners-seek.html
※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벤처 기업 및 스핀 오프(spinoffs)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입이 매년 1,000 만 ~ 3 천만 달러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클리블랜드 클리닉 벤처(Cleveland Clinic Ventures)가 회사의 포트폴리오

가치를 관리하고 확장하

기 시작

- 2017년을 기준으로 53건의 신기술(new invention disclosures) 개발, 기술이전
(licenses issued) 20건, 미국 특허 등록(US Patents issued) 98건, 스타트업 창
업 1건(17년까지 누적 44건)의 성과를 창출
※ 출처: Lerner at a glance, Cleveland clinic Lerner research institut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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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환 구조
◦ Cleveland

Clinic Innovations (CCI)가 선순환 구조((virtuous cycle; 상업화 인프

라)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음
※ 출처:

Innovation the Cleveland Clinic Way: Powering Transformation by Putting Ideas to Work,

Thomas J. Graham

자료: Thomas J. Graham, Innovation the Cleveland Clinic Way: Powering Transformation by Putting Ideas
to Work

[그림 3-4]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선순환 구조(virtuous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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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원 중심 R&D 클러스터

◦ 미국에서는

병원이 보건의료분야 시장 수요의 핵심주체이며, 기업, 연구소,

대학의 R&D 추진에 있어 병원과의 협업을 통한 실용적 연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보스턴 지역의 CIMIT와 텍사스 지역의 TMC는 비즈
니스 주도형 연구지원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우수 기술의 사업화 연계를 위
한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집중적·대규모 지원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병원중심 HT 산학연 R&D 클
러스터 육성
- R&D 클러스터를 산업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 육성

<표 3-3> 미국 병원 중심 R&D 클러스터 비교
구분

보스톤 바이오클러스터(CIMIT)

- MGH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의
의료사업 지식창출자로서 중심점 역할
특성

*MGH: 하버드 의과대학 부설 종합병원으로
연구비 규모 세계１위인 연구중심병원
- MGH의 기술이전 및 산업화 활동 활발
- 보스턴 지역 우수 기관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중개연구 지원

주요성과

- MGH 기술사업화 제품 17개로 기술료 수입
창출 (460여개 특허 취득)
- 병원 연구성과물로 총 70개 이상의 기업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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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메디칼센터(TMC)

- M. D. Anderson Cancer Center 중심
- 병원 내 다양한 연구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기술개발 사업화를 위한 병원 내 지원부서
운영

- M. D. Anderson 암센터 구축
- 세계 최초 인공심장 이식성공 등

가) CIMIT (Center for Integration of Medicine and Innovative Technology)

□ 개요
◦ CIMIT는 보스턴 지역의 병원, 연구소, 의과대학 및 공과대학들로 구성된 비
영리 조직인 보건의료 기술진척을 위한 산학연 공동작업 촉진센터로서, 미국
보스턴지역의 12개 의학 및 공학 연구기관, 60여개의 산업체 파트너들의 컨소
시엄으로 구성된 조직임
- CIMIT는 임상의, 과학자, 발명가, 기업가의 강점을 이끌어내는 임상 중심의
컨소시엄이며, 의료기술 혁신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브릿지, 혁신 촉진을
위한 네트워킹 환경제공, 연구성과물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여 새로운
의료기술 투자를 통해 최첨단 아이디어를 환자 진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도록 협력
ㆍ CIMIT의 미션은 혁신 기술의 발굴, 개발,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자,
엔지니어, 임상의들의 협력 촉진을 통해 환자 진료를 증진시키는 것임
- CIMIT은 미국 매사추세츠병원, 하버드 의과대학, 보스턴 대학, MIT 등과
수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바이오클러스터로서, 병원 R&D 결과가 사업화된
사례가 많음
ㆍ (대학/연구소) Harvard 대학, MIT, Dana-farber 암 연구소 등이 원천기술 개
발, 인재공급, 벤처창업의 토대 제공
ㆍ (병원) 메사추세츠 병원(Messachusetts General Hospital; MGH)을 포함하여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지원을 받는 TOP5 병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임상,
의료니즈를 발굴
ㆍ (글로벌 제약사) Merck, Novartis, Bigen, Genzyme (Sanofi-Sanifi) 등 기업이
원천기술 상업화 주도, 신시장 창출 역할
- CIMIT는 임상의 니즈를 잘 알고 있지만 진료에 바쁘고 외부의 기술 변화를
잘 모르는 임상의, 첨단 기술적 변화들을 주도하고 있지만 임상의 니즈를 잘
모르는 과학자 및 공학자,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대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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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의 소통이 어려운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 CIMIT은 의료기술 혁신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브릿지 역할을 수행
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네트워킹 환경 제공 및 연구 성과물에 대한 다
양한 서비스를 지원함
- CIMIT의 운영방식은 매년 회원 기관의 연구자와 의사들로부터 1쪽짜리 연구
아이디어를 접수 받아서 하버드 의대의 교수들이 심사한 후 유망한 프로젝트
에 연구비를 지원으로써 병원, 대학, 기업 사이의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
ㆍ 즉, CIMIT은 연구 아이디어가 'bench to bedside'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도움
을 주는 역할을 하며, 단, 환자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서는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요소임(Industry Liaison Program에 의해 운영)

□ 주요 사업화 Initiatives 및 Awards
◦ (CRAASH course) CIMIT는 상용화를 통해 학술 연구실의 의료 혁신을 가속
화하기 위해 건강 관리 상용화 과정인 CRAASH (Commercialization Results
Accelerator) 코스를 제공
- CRAASH는 학술연구실에서 상용화 및 임상 실습으로 emerging하는 의료
혁신을 가속화 및 촉진하는 10주 프로그램으로서, CIMIT의 선구자적인 수
십 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의료 상용화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임
※ CRAASH course는 NIH의 NIBIB가 지원(U54EB015408)하나, 내용은 전적으로 CIMIT의 책임이며,
NIH의 공식의견을 대변하지 않음

- CRAASH course는 MIT, Yale 및 기타 대학의 커리큘럼을 포함한 프로그램
뿐 아니라 Coult Foundation C3i 프로그램 및 NSF I-Corps 프로그램을 포함
- CRAASH는 환자, 임상의, 납부자, 규제자 및 자금 제공자와의 직접 대면을
통해 실험실 외부에서 학습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CRAASH는 모두
성공한 건강관리기업가의 멘토링 하에 수행됨
- CRAASH course의 주간 활동은 팀 당 약 40시간이 소요되며, 경제적 구매
자 확인 및 검증, 임상 수요 및 가치 제안 정의 및 테스트, 지속가능한 비
즈니스모델(BM) 수립, 규제 승인, IP, 투자자에 정보 제공 등과 같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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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에 대해 전문가 패널과 논의함
ㆍ CIMIT Accelerator Team의 executives는 성공적인 의료 기업가, 상용화 전
문가 및 투자자이며, 일대일 작업뿐 아니라 매주 각 팀의 주간보고를 검
토 및 비판하며, 다양한 트레이드오프에 참여하여 프로젝트의 균형을 맞
추고 피드백을 제공
ㆍ 팀은 Entrepreneurial Lead가 'Captain'이고 팀의 작업을 조정하는 책임이
있는 3명의 회원으로 구성
※ 기업 리더(Enterpreneurial Lead): 전반적인 비즈니스 목표, 고객 정의, 사업 계획 등에 중점을 둠
※ 임상 리드(Clinical Lead): 의료 및 의료 전달 문제에 초점을 맞춤(기술 담당 의사, 임상 부서 관리
자가 될 수 있음)
※ 기술 책임자(Technical Lead): 기술 옵션, 요구 사항 및 구조적 이슈에 초점을 맞춤

[참고] CIMIT CRAASH course 참여 예시
- 2016년에는 노스웨스턴 메디슨(Northwestern Medicine)과 캐롤라이나 헬스케어시스템(Carolinas Healthcare
System) 등 2개 ILN팀이 CRAASH에 참여함
- Northwestern Medicine는 CRAASH 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시력 검사를 재정의하는 BOLD Diagnostics사의
팀을 장려하였고, CRAASH 과정을 마친 후 2016 RICE Business Plan Competition에서 4위를 차지
*ILN (Innovation Learning Network): 국제 건강 관리 혁신 네트워크로서, 2005년에 VHA Health Foundation
은 혁신을 확산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혁신에 종사하는 의료 단체의 전국 학습 네트워크를 시작하기
위한 보조금을 수여하기 시작

◦ (CIMIT Accelerator Initiative) CIMIT은 지적 재산 보호, 특허 및 라이센스, 기술
구현, 규제 문제, 기금 조성, 상용화 등에 대한 지원과 전문 지식을 혁신가에게
제공하기 위해 Accelerator를 구성하고, 의료기기 등의 사업화 촉진을 지원
- CIMIT Accelerator Awards는 12~18개월 이내에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프로
젝트의 촉진 및 실행 비용을 지원하여 업계에 전달될 수 있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데, 비교적 짧은 기간이므로 CIMIT Accelerator team은 프로젝트 팀
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술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솔루션을 실제로 구현하
기 위한 완벽한 전략을 개발 및 실행함
ㆍ Accelerator Executives는 팀에 합류하여 기관의 기술이전 사무소와 긴밀
하게 협력하여 산업계로의 신속한 이전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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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Accelerator Awards를 통해 최소한의 실행 가능한 제품(MVP; Minimally
Viable Product)이 판매되거나 회사가 최종 상용화 및 규제 승인 단계의
제품을 가지고 있도록 함
- CIMIT Accelerator Initiative는 현금 투자 이외에도 시장, 경쟁력, 재무 및 지
적자산 분석 뿐 아니라 기술 도입(라이센스, 신규회사 설립 등)에 대한 최
선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당한 서비스를 지원함

□ 사업화 및 제품화 현황
◦ CIMIT는

보건의료 R&D의 사업화 연계를 위한 혁신 시스템 구축을 통해

460여개의 특허 취득 및 70여개의 회사 창립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고, 총 사
업화 비율은 약 30%에 달함
- (사업화 현황) 지원한 프로젝트 중 77%가 사업체(business entity)에서 사업
화중이며, 10%는 사업주체가 회사를 인수하거나 솔루션을 추가 개발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사업화 진행 중임 (나머지 14%는 기업이 더 이
상 사업화를 진행하지 않음)
※ 지난 수년간 지원해온 혁신적인 솔루션(프로젝트) 중 78개가 사업화 되도록 연계하였으며, 사업화
파트너가 추가 개발을 실시하고 있음

- (제품화 현황) 기업 상황과 연관되어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수익(revenue)을
창출하고 있으며, 약 1/4는 아직까지 개발 중임
ㆍ 지원한 프로젝트 중 65%는 제품화하여 판매되고 있고 22%는 제품이 파
이프라인 상에 있으나 아직 판매되지는 않는 상황(development)이며, 나
머지 13%는 제품화가 중단되거나 판매되지 않음
- (사업화 주체)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새로운 스타트업 창업을 통해 사업화됨
ㆍ 지원한 프로젝트 중 61%는 스타트업, 20%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참
여한 회사(licensee), 19%는 프로젝트 시작부터 협력한 회사(collaborator)
가 사업화 주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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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현황

제품화 현황

사업화 주체

자료: CIMIT 홈페이지 (https://cimit.net/web/cimit/sucesses)

[그림 3-5] CIMIT의 사업화 및 제품화 현황

◦ CIMIT은 15년 이상 의료 혁신을 가속해왔으며, 600개 이상의 peer-review 및
공동 작업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하여 250개 이상의 솔루션 개발을 지원
- 임상연구를 통해 의료혁신의 사업화 성공은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고 의료
계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더 많은 혁신자들을 유치함
으로써 선순환을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

□ 주요 연구개발 성과
◦ (심장마비

치료법

개발)

CIMIT의

지원으로

MGH

Wellman

Center

of

Photomedicine에서 심장마비 치료법을 개발
- Laser Speckle Imaging이라 불리는 레이저불빛을 사용하는 신기술은 심장마
비를 야기하는 죽상경화성 플라크(atherosclerotic plaques)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임

◦ (응급실

질병 진단체계 개발) 응급실에서 환자의 응급한 정도, 빠른 진단과

전염성이 있는 질병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
형 분광계(spectrometer)기술을 적용하여 호흡을 분석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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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응급실과 진단실에서 쉽고 간편하게 사용

◦ (미래 수술실

설계) CIMIT은 처음으로 최대 규모로 환자 관리 환경인 미래

수술실(Oprating Roon of the Future; ORF)을 재설계하였으며, 이는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및 New York-State Hospital과 같은 선도적 인
의료 기관을 비롯하여 수술실 설계에 국가적 및 국제적 영향을 미침
- CIMIT 프로그램 리더는 여러 분야의 팀이 ORF를 개발하도록 유도했고, 참여
기업은 개별 트래킹을 위한 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capability와 시
각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실시간 통합 정보 대시 보드를 제공하였고, 이는 현재
미국 전역의 주요 병원 시스템에서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음
- ORF 팀은 성과에 대한 세부 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해 수많은 논문, 초록
및 보고서를 출판하고 대학원 과정 및 국내 / 국제 현장 방문을 주최
- ORF는 공간 재설계, 프로세스 및 기술 혁신이 환자 안전, 운영 효율성 및
환자 / 공급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습 연구소(learning
laboratory)'가 되었으며, 이는 외래 진료 실습 및 신생아 집중 치료실을 비
롯한 환자 관리 환경을 재설계하기 위해 CIMIT이 자금을 지원하는 기타
사업에 종사하는 팀이 모방함

□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성공사례
◦ (Neuromuscular assessment) 전기

근전도(Electrical impedance myography; EIM)

장치를 개발하여 의료기기로 사업화에 성공
- 신경 또는 근육 손상을 연구하기 위한 전통적인 근전도(Electromyogra;
EMG)는 침습적이고 비싸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비침습적 신경
근육학 평가를 위해 전기 근전도(Electrical impedance myography; EIM) 장치
를 개발
- 융합 의료기기로 상업화하였고, Prizer Life로부터 백만달러를 지원받음

◦ (Radiofrequency ID tracking) 기업과 협력하여 웹브라우저 인터페이스가 있는
액티브 RFID를 개발하고, 미국에 제품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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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으로 장비/환자 흐름(flow)을 추적하는 병원 기반 시스템이 부족함에
따라, 실시간 추적을 통해 자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환자 흐름을 최적화 하
는 웹브라우저 인터페이스가 있는 액티브 RFID를 개발
- 액티브 RFID는 Future initiative의 operating room의 한 부분으로서 기업 파
트너와 함께 개발하였으며, SBIR과 VC 펀딩에서 수백만달러를 지원받았으
며, 미국에 제품을 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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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MC (Texas Medical Complex)

◦ TMC는

미국 텍사스 지역의 대학, 병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규모 Medical

Complex로서 병원 중심 기술사업화 선진 모델의 하나임
- 세계 의료의 허브가 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병원의 고급 인력을 활용
하기 위해 휴스턴에 집적되었음
- TMC는 MD Anderson Cancer Center, Texas Heart Institute 등 병원을 중심으
로 의료클러스터가 자생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첨단의료기술 및 신약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The University of Texas Health Science Center at Houston (UTHealth)
◦ (기술사업화 현황) UTHealth는 매년 꾸준히 R&D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사업
화하기 위해 특허 출원 및 등록, 기술이전, 스타트업 창업 등의 IP 활동
(Intellectual Property Activity)을 실시
- 2017년을 기준으로 60건의 R&D 성과물을 창출, 41건의 미국 특허출원 및
11건의 특허 등록, 11건의 스타트업 창업, 120건의 기술이전 및 약 50억
7,910만원($4,551,981)의 기술이전 및 로열티 수입을 달성
※ UTHealth의 2017년 전체 수입(revenue)이 1조6,547억원($1,482,754,212)임을 고려하면, 기술이전
및 로열티 수입은 미미

- UTHealth의 경우, 'UT System Intellectual Property Policy'와 'UTHealth HOOP
Policy Number 201'에 따라 라이센스 및 특허 비용의 일정 부분이 재취득된
후 로열티를 배분함
ㆍ 발명가 50%, UTHealth 특허 기금 30%, 발명가 소속기관 5%, 발명가 소
속 부서 5%, 발명가 소속 실험실 5%, OTC (Office of Technology
Management) 5%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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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UTHealth의 IP 활동
(단위: 건,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발명 공개
(Invention Disclosures)

63

72

67

64

52

63

46

60

미국 특허출원
(New U.S.Patent applications files)

48

49

37

49

46

43

52

41

기술이전/실행된 옵션
(Licenses/Optiions executed)

25

22

23

29

29

26

23

31

기술이전&소득 창출 옵션
(Licenses&options generating income)

92

87

83

92

102

105

99

89

미국 특허 등록
(U.S.Patents Issued)

11

12

6

9

23

14

7

11

스타트업 회사 창업
(Startup companies formed)

3

2

4

3

2

6

0

7

로열티&기술이전료 수입**
(Royalty&License Fee income)

$3,768
,534

$3,439
,654

$3,247
,380

$3,434
,536

$3,348
,169

$3,999
,520

$4,427
,744

$4,551
,981

*2017년 데이터는 2016년 9월 1일~2017년 8월 31일에 해당
**License Management Fees 및 equity sales 포함
자료: The University of Texas health science center at houston, Fact book 2018

◦ (기술사업화

성공 사례) UTHealth에서 휴대용 유체 워머 장치(portable fluid

warming device)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 및 스타트업 창업을 통해 기술사업화
에 성공
- Texas University Health Science Center의 찰스 콕스 주니어 (Charles Cox Jr.)
박사와 Brijesh Gill 박사는 외상 환자에 대한 저체온증이 엄청난 충격임을
인식하고 정맥혈과 유체(fluid) 워머(warner)로 작동 가능한 프로토 타입 시스
템을 공동 발명하고 제작
ㆍ 미국

육군

원격진료

및

첨단기술연구센터(The

United

States

Army

Telemedicine and Advanced Technology Research Center)에서 초기 연구 및
개발 자금 400만 달러를 지원받음
- 이 새로운 장치는 두 건의 특허가 등록되었으며, 2009년 초에 신생 회사 인
EMIT Corporation이 설립되고 Texas University Health Science Center에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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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라이센스를 부여받음
ㆍ EMIT Corporation은 텍사스 기반 의료기기 투자 펀드 및 비즈니스 차업
보육 센터인 CitareTx Investment Partners로부터 240만 달러를 추가로 모금
- EMIT는 2011 년 초 미국에서 장치 판매를 위한 FDA 허가를 받았으며,
HypothermX HX100으로 등록되었고, 초기에는 군사 및 정부기관에 판매될 예
정이지만 근해 에너지, 병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장에 적용될 수 있음
※ HypothermX HX100은 저체온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주입된 정맥 주사액, 혈액 또
는 혈액 제품을 따뜻하게 하도록 설계된 특허로 보호된 휴대용 유체 워머 장치(portable fluid
warming device)

ㆍ 즉, HypothermX HX100는 군대 뿐 아니라 구급차 또는 눈 덮인 스키
슬로프 또는 해양 석유 굴착 장치와 같은 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운송
되는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어, 보건의료 공공성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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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본
가.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 환류 정책 현황

◦ 일본의 경우 병원에 기반한 중개연구 관련 사업은 문부과학성 및 후생노동성을
양대 축으로 하여 추진되어 왔으나, 2015년부터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의
주요 사업 범위 중 하나인 ‘혁신적 의료기술 창출 거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통합됨
- 2015년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 Agency for Med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창설과 함께 의료분야의 기초부터 실용화 연구까지 단절없이
진행되도록 사업 추진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 의료분야 기술개발 사업
들은 AMED 주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병원 기반 중개연구 사업이었던 문부성의 ‘중개연구지원거점
사업’ 및 후생성의 ‘임상연구중심병원 관련 사업’ 역시 병원 기반 중개연구를
지원하는 ‘혁신적 의료기술 창출 거점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음

자료: 厚生労働省(2016a). 「臨床開発に係る取組（クリニカルイノベーションネットワーク）」, 第３回
次世代医療機器開発推進協議会 資料

[그림 3-6] AMED ‘혁신적 의료기술창출거점 프로젝트’의 세부사업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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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 의료기술 창출 거점 프로젝트’ 실시 주체는 AMED로 일원화되었지만
자금을 지원하는 부처는 기존과 동일하며, 지원 부처의 특성에 따른 연구개발
단계별·사업별 역할 분담도 계속 유지되고 있음
- (문부과학성) ‘중개연구 지원거점 관련 프로그램(=중개연구가속네트워크프
로그램)’은 기초 연구단계~비임상 연구단계에 중점을 두며, 인재 확보·육성
을 포함한 거점 기능 강화와 네트워크화를 목적으로 한 여러 기반 정비 사
업과 시드를 육성
- (후생성) 임상연구중심병원을 포함하는 ‘임상연구거점 등 정비사업’은 주로
비임상~실용화 단계를 포괄하며, 실용화를 목표로 중개연구와 의사 주도 임상
시험을 지원
ㆍ 임상연구거점 등 정비사업은 임상연구중심병원 정비사업, 조기·탐색적
임상연구시험거점정비사업, 일본주도형 글로벌 임상연구거점 정비사업,
미승인 의약품 등 임상연구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2015년부터 AMED에 의해 일원화되어 추진되게 되는 사항이므로
사업 목적 및 내용이 AMED에서 수행되는 ‘혁신적 의료기술 창출 거점
프로젝트’의 내용과 일치
※ 단, 후생성은 문부성과는 달리 단일한 프로그램 형태가 아닌, 임상연구품질확보체제정비사업 및
의료법상의 임상연구중심병원 사업을 통해 병원기반 중개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사업에 의한
정비를 진행하여 임상연구품질확보체제 정비사업을 순차적으로 의료법상 임상연구중심병원 사업으로
이관하고 있는 중임

◦ ‘혁신적 의료기술 창출 거점 프로젝트’ 이외에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임상 연구
부문에서는 대학 등의 기초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실용화에 잇는 체제를 구축
하기 위해 중개 연구 지원 거점 및 임상 연구 중심 병원 등의 일체화를 진행
- 인재 확보 · 육성을 포함한 거점 기능 강화, 네트워크화, 시즈의 확대 등을
더욱 촉진
- ICH-GCP 준수의 질 높은 임상 연구 및 임상 시험을 실시하고, ARO
(Academic Research Organization) 기능을 활용하여 다기관 연구 지원을 실시
하는 등의 체제 정비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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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해 그 적절한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실용화의 길 명확화 등에 이바지하는 연구, 연구 개발에서 승인 심사,
시판 후 대책에 이르기까지 규제 등에 대해 과학 기술과 사회적 요구를 조화
시키는 연구를 추진

<표 3-5> AMED의 주요 프로젝트 및 세부사업
분야

임상연구
/임상
시험

프로젝트명
(2018년)

혁신적
의료기술 창출
거점 프로젝트

세부사업
(2018년)

세부내용

기초연구단계부터
실용화까지 이음새
없이 실시할 수
있는 거점의
강화·충실을
도모함과 동시에
혁신적 의료기술
실용화를 촉진

2014년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 추진사업

- 중개연구전략추진프로그램(=
중개연구 가속네트워크 프로그램)
- 임상연구품질확보체제정비사업
(=임상연구중심병원정비사업)
- 의료법상 임상연구중심병원
- 의료기술 실용화종합촉진사업

- 임상연구 가속화 네트워크
프로그램(=중개연구 가속
네트워크 프로그램)
- 임상연구중심병원정비사업

- 선진의료 등 실용화 시범사업
- 혁신적인 의료 시즈 실용화
연구사업
- 신약개발 등 생명과학연구
지원기반사업
- 혁신적인 바이오의약품 창출
기반기술개발
- 혁신적인 첨단연구 개발지원
사업
- 창약기반추진연구사업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

All-Japan에서
의 의약품
창출

대학, 산업계와
연계해나가며
신약의 개발,
혁신적 의약품,
희귀병 치료제 등
연구개발 지원

- 차세대 치료·진단 실현을 위한
신약개발기반기술개발사업
- 임상연구·시험추진연구사업
- 임상 혁신 네트워크 추진 지
원사업
- 의약품 등 규제 조화·평가연
구사업
- 신약 부스터 (신약개발종합
지원사업)
- 창약 시즈 실용화 지원 기반
정비 사업
- 신약 정보학 시스템 구축
- 희소질병용의약품 지정 전
실용화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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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학연구지원기반사업
- 최첨단 기반개발연구
- 임상응용기반연구
-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지원
- 혁신적 바이오의약품 개
발기반기술개발사업

분야

프로젝트명
(2018년)

세부사업
(2018년)

세부내용

2014년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 추진사업

- 의료분야연구성과 전개사업
(첨단 계측 분석기술·기기
개발 프로그램)
- 의료분야 연구성과 전개사업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출추진
프로그램)
- 산학 공창 기초기반연구프로그램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

All-Japan에서
의 의료기기
개발

일본의 높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의료기기 관련
기술 seeds 창출,
기술 실용화에
연계되는 연구개발

- 의료기기개발추진연구사업
- 국산의료기기창출촉진기반정비
등 사업
- 개도국·신흥국 등의 의료기술
등 실용화연구사업
- 미래의료를 실현하는 의료기기·
시스템 연구개발사업
- 로봇 개호기기개발·도입촉진사업

- 첨단 계측 분석기술·기기
개발 프로그램
- 미래의료를 실현하는 의
료기기·시스템 연구개발
사업
- 의공연계 사업화 추진사업
- 국산 의료기기 개발촉진
기반정비사업
- 심사의 신속화·질의 향상
및 안전대책 강화

- 로봇 개호 기기 개발·표준화사업
- 의공연계사업추진사업
- 의약품 등 규제 조화·평가연
구사업
- 재생의료실현거점 네트워크
프로그램
- 재생의료실용화연구사업
재생의료의
실현화
하이웨이 구상

세계
최첨단
의료
실현

iPS 세포 등
사용한 재생의료의
신속한 실현을
지원하며, iPS 세포
등을 사용한 창약
연구를 지원

- 재생의료임상연구촉진
기반정비사업

- 재생의료 실현화 거점
네트워크 프로그램

- 재생의료 산업화를 위한
평가기반기술개발사업

- 재생의료 실용화 연구사업

- 의약품 등
규제조화·평가연구사업

- 재생의료 실용화 연구실시
거점 정비사업

- iPS 세포 등
임상연구추진모델사업

질병극복을
향한 게놈
의료 실현화
프로젝트

바이오 뱅크의
구축, 게놈
해석정보 등의
데이터 해석을
행하며 질환에
관련한 유전자의
동정 등을
추진하며, 게놈
의료실현을 향한
임상연구를 함께
시행

- 동북 메디컬 메가 뱅크 계획
- 맞춤의학의 실현 프로그램
- 게놈 연구 바이오뱅크사업

- 맞춤의료 실현 프로그램

- 게놈의료실현추진
플랫폼사업

- 토호쿠 메디컬·메가뱅크
계획

- 임상 게놈 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정비사업

- 메디컬 게놈 센터

- 게놈 창약 기반
추진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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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프로젝트명
(2018년)

세부내용

Japan Cancer
Research
Project

기초연구의
유망성과를
엄선하여 실용화를
향한 연구를
추진하며,
임상연구, 시험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기초연구에
환원하여 암
치료의 실용화를
가속화

세부사업
(2018년)

2014년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 추진사업

- 차세대 암치료창생연구사업
- 혁신적인 암의료
실용화연구사업
- 미래의료를 실현하는
의료기기·시스템
연구개발사업
- 임상 게놈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정비사업

- 차세대 암연구 우수성과
전략적 육성 프로그램
- 혁신적 암 의료 실용화
연구사업
- 암 조기진단·치료를 위
한 의료기기 개발

- 차세대 치료·진단 실현을
위한 신약개발기반기술개발

- 분자 이미징 연구전략
추진 프로그램

뇌 및 정신
건강 대국
실현 프로젝트

인지증·정신질환 등
극복을 향한
대응을 가속

- 뇌과학 연구 전략 추진
프로그램/혁신적인 기술에
의한 뇌기능 네트워크 전체
해석 프로젝트/전략적 국제
뇌과학연구 추진프로그램
- 치매연구개발사업

질병영역

- 장수과학연구개발사업

신흥·재흥
감염증 제어
프로젝트

난치병 극복
프로젝트

국내외 다양한
감염증의 병원체에
관한 연구를
행하며, 병원체의
전체 게놈 정보
등을 집적하여 그
해석을 행하여
약제 타겟 부위의
특정 등으로 연계
희소병, 난치병을
극복하기 위해
병태의 해명,
획기적인
진단법/진료법,
예방법 개발을
노리는 연구개발
추진

- 뇌영상·임상·IT
융합에
의한 알츠하이머 조기진
단 실현
- 인지증 연구개발사업
- 뇌과학 연구전략 추진
프로그램
- 혁신적 기술에 의한 뇌
기능 네트워크 전체해석
프로젝트

- 감염연구 국제 전개전략
프로그램

- 감염병 국제연구 네트워
크 추진 프로그램

- 감염 연구 혁신 이니셔티브

-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
염병 연구사업

- 감염 실용화 연구사업

- 난치병 극복 연구사업
- 난치성 질환 실용화
연구사업

- 질환특이적 iPS세포에서
분화 유도된 세포를 이
용한 치료법 개발 연구
- 질환 특이적 iPS세포를
활용한 난치병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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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프로젝트명
(2018년)

세부사업
(2018년)

세부내용

2014년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 추진사업

- 장애인 대책
종합연구개발사업

건강·의료
전략추진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기타

생활습관병,
소아/장애자/여성
등 특유의 과제,
에이즈/간염,
통합의료 등
의료현장 및
넓게는 사회의
니즈에 따라
질환에 대한 병태
해명, 새로운
예방·진료·보건

- 순환기 질환·당뇨병 등
생활습관병 대책
실용화연구사업
- 여성의 건강종합지원
실용화연구사업
- 산학연계 의료 이노베이션
창출 프로그램 기본 계획

-

- 연구성과 최적 전개 지원
프로그램
- 글로벌 보건 문제 해결
추진을 위한 연구사업
- 내셔널 바이오 자원
프로젝트
- 기타 등등

CiCLE

혁신적인 의약품 ·
의료 기기 등의
창출을 위해 정부
출자를 활용하여
산학관이 연계하여
대처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또한 그
환경의 정비를
촉진

- 의료연구개발혁신기반창성사업
(CiCLE) 제1회~제2회
- 의료연구개발혁신기반창성사업
(CiCLE) 제3회

자료: AMED 홈페이지(2018년 9월 기준);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종햡전략(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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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상연구거점 등 정비사업

◦ 임상연구거점

등 정비사업은 임상연구중심병원 정비사업, 조기·탐색적 임상

연구시험거점정비사업, 일본주도형 글로벌 임상연구거점 정비사업, 미승인
의약품 등 임상연구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
- 임상연구거점 등 정비사업은 기존에 후생성에 의해 지원되던 사업이나
2015년부터 AMED에 의해 일원화되어 추진됨에 따라, 사업 목적 및 내용이
AMED에서 수행되는 ‘혁신적 의료기술 창출 거점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추진됨

□ 임상연구중심병원(臨床硏究中心病院) 정비사업
◦ 일본은

2015년 혁신적인 의약품·의료기기 창출 등을 목적으로 국제 수준의

임상연구, 난치병 등의 의사 주도 임상시험 및 시판 후 임상 연구 등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임상연구중심병원을 정비하는 ‘임상연구중심병원 정비사업’을
런칭하고, 12개의 ‘임상연구중심병원’을 지정
- 일본의 기초연구는 강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실용화 연구는 부족하
다고 판단하여 병원과 의사 중심으로 임상연구를 강화하기로 함
- 일본의 아베 정부는 의료 분야의 기초연구 성과를 실용화로 연결시키기 위
해서는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2015년 초 한국에 대표단을
보내 연구중심병원을 벤치마킹하고 일본 임상연구중심병원의 기준을 마련함
ㆍ 일본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종합전략(’14.01, 5개년)’의 의료분야 연구
개발 과제 해결을 위한 10대 전략에서, ‘기초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체제 구축’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새로운 체제 구축’의 관점
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임상연구 추진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임상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추진
ㆍ 일본 후생노동청은 “혁신적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료기술 개발에 필요한
임상연구를 위해 병원과 의사가 중심역할을 할 수 있다”며 임상연구중심
병원을 지정해 실용화를 위한 연구에 나설 것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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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5년간 지원을 받으며, 제출한 정비 계
획에 따라 임상연구 지원 체제, 연구 윤리 심사 체제, 홍보체제 등의 기반
구축을 실시함
ㆍ 후생노동성은 임상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기관 당 기반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최대 5억엔)하고, 정비 사업과 연동하여 국제 수준의 임상
연구 등을 위한 연구비를 보조함
ㆍ 기반 구축 사항: (1)스스로 국제 수준의 임상 연구 등을 기획 · 입안하고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의료 기관이 실시하는 임상 연구를 지원할
수있는 체제, (2)윤리성, 과학, 안전성, 신뢰성의 관점에서 적절하고 투명
성 높은 윤리 심사를 할 수있는 체제, (3)관계자에 대한 교육, 국민 · 환
자에게 보급 계발, 홍보 체제 등

*기입된 예산은 2014년도 투입 금액
자료: 일본의 보건의료 정책 및 연구개발 전략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HT R&D 이슈리포트, 2014

[그림 3-7] 일본의 새로운 보건의료 연구개발 지원체계(임상연구중심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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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ㆍ 전국의 특정 기능 병원, 국립 고도 전문 의료 연구 센터 등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실시한 후, 사업 공모를 실시(51개 기관에서 응모함)
ㆍ 임상연구·법률 등의 전문의약품·의료기기 업계 대표 및 일반 대표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설치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서면평
가를 실시
ㆍ 서면평가 결과를 근거로 동 회의체에서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최종적으
로 후생노동성에서 임상연구중심병원을 선정함

<표 3-6> 일본 임상연구중심병원 지정 현황
승인일자

병원명

2015.08.07

국립암연구센터 중앙병원

2015.08.07

토호쿠 대학병원

2015.08.07

오사카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2015.09.29

국립암연구센터 동 병원

2016.01.27

나고야대학 의학부 부속 병원

2016.01.27

규슈 대학 병원

2016.03.25

도쿄 대학 의학부 부속 병원

2016.03.25

게이오 대학병원

헤세이 29.03.23

치바대학 의학부 부속 병원

헤세이 29.03.23

교토 대학 의학부 부속 병원

헤세이 29.03.23

오카야마 대학병원

헤세이 30.03.23

훗카이도 대학병원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18년 9월 기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tyukaku.html

◦ 일본산 혁신적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 개발에 필요한 질이 높은 임상
연구· 임상시험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 수준의 임상연구 및 의사 주도 임
상시험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병원으로 승인
- 지역의 의료 및 간호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계법률 정비 등에 관
한 법률(2014년 법률 제86호)을 기반으로 승인 심사 진행
- 임상연구중심병원 주요 승인요건
ㆍ 특정 임상연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능력 보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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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기타 병원 또는 진료소와 공동으로 특정 임상연구를 실시할 경우, 특정
임상연구 실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여부
ㆍ 기타 병원 또는 진료소에 대하여, 특정 임상연구의 실시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조언, 기타 지원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여부
ㆍ 특정 임상연구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여부
ㆍ 후생노동성 법령에서 정하는 진료과 보유 여부
ㆍ 후생노동성 법령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환자에 대한 입원 시설 보유 여부
※ 출처: 의료법을 기반으로 한 임상연구중심병원 승인요건 검토회, 후생노동성(2015.01)

◦ 일본은

2015년부터 임상연구중심병원 정비사업에 착수했고 컨소시엄별 5년

지원 예정이므로 동 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등을 파악하기 이른 시점

□ 의료기술 실용화 종합 촉진 사업
◦ 국제

수준(ICH-GCP 준수)의 임상 연구 등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후생

노동성이 승인하는 의료법에 근거한 임상연구중심병원 등의 지원 및 임상
연구 · 임상 시험에 대한 환경 정비 등을 통해 일본의 혁신적인 의약품 · 의
료 기기의 개발 등에 필요한 양질의 임상 연구 · 임상 시험을 추진
- (임상연구·임상시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2011년부터 후생노동성은 질
높은 임상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임상연구중심병원이 중심이 되어 임상
연구·임상시험 종사자 등의 양성 연수를 실시하며, 2016년부터 ‘임상연구·임
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AMED 관할에서 실시
ㆍ 향후 거점 외 시즈의 실용화 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임상연구중심병원이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 기능도 활용하면서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일본 전체
임상 연구·임상시험의 실시 체제, 연구 개발 수준 제고 가속화를 도모하고
일본의 혁신적 의료기술 실용화에 연결해가는 것을 목표로 함
ㆍ 특히 임상연구중심병원에 소속된 사람 이외의 인재 육성을 주안점으로
두고 일본 전체의 레벨 업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임상연구·임상
시험 종사자 교육(의사), 상급자 임상연구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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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기관 생명 윤리위원회 위원 양성 연수, 데이터 매니저 양
성 연수를 실시
- (의료계 벤처에 대한 대처) 후생노동성의 ‘벤처 등 지원전략실’ 설치를 통
해 의료계 벤처(의약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 분야의 벤처)에 대
해 임상연구중심병원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며, 일본에서 seeds의 신속한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세계 최초로 실용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기여함
ㆍ 의료계 벤처가 임상연구 및 임상시험 등을 실시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담당 부서인 ‘벤처 등 지원전략실’을 설치
하고 담당자를 배치함으로써, 의료계 벤처 및 임상연구중심병원간의 연
계를 담당
ㆍ 담당 부서는 의료계 벤처가 개발하는 시즈에 대한 의학적 평가 또는
ARO 기능의 서비스 제공(시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프로토콜 작성을 지원
하는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다양한 협력 등) 등을 실시
ㆍ 또한, 'MEDISO(Medical Innovation Support Office)'라는 종합포털사이트를 오
픈하고, 학계 및 벤처기업들로부터의 연구개발, 약사 승인, 해외 전개 등의
상담을 받고 있음
- 그 외, 의료기술 실용화 종합촉진사업 등은 세부적으로 임상 연구 품질 확보
체제 정비 사업, 생물 통계 전문가 육성 지원 사업, 연구 윤리 심사위원회보
고 시스템 운용 업무, 임상 연구 윤리 지침 적합성 조사 업무, 윤리 심사위원
회 인증제도 구축 사업, 중앙 기관 생명 윤리위원회 · 중앙 윤리위원회 기반
정비 사업, ARO 기능 평가 사업 등으로 구성됨

□ 선진의료 등 실용화 시범사업
◦ 임상연구중심병원 중에서 채택된 몇 군데의 기관에서 "유전자 패널 검사"를
포함한 선진 의료 시험 계획서의 작성 지원 등을 시범 실시하고, 그 체계 구
축으로 선진 의료를 활용한 의료 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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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인 의료 시즈 실용화 연구 사업 등
◦ ‘혁신적인 의료기술 창출 거점 프로젝트’에서 발굴 및 육성된 seeds 등을 임
상연구중심병원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빨리 실용화에 연결하는 사업
으로서, 혁신적인 의료기술창출거점의 기초부터 실용화까지 완벽하게 일관된
연구 개발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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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MED CiCLE 프로그램

◦ CiCLE 프로그램(Cyclic Innovation for Clinical Empowerment)은 2017년 10월~2027
년 3월까지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보건의료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를 가속화
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 CiCLE 프로그램은 임상 환경에서의 필요성에 부응하고 연구 개발의 의약
품에 대한 실제 적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급진적인 변형을 위한
기반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정부, 학계 및 민간 부문의 공동 노력을 통해 의료 연구 및 개발 분야의 개
방형 혁신 육성을 강력하게 초진하는 환경 조성을 추진
- R&D 단계는 Basic Study, Applied Study, Nonclinical Study/Pre-clinical Study,
Clinical Study, Clinical Trials, Post Marketing, Clinical Research 등이며, R&D
활동은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원함
ㆍ (Improving the environment for medical R&D type) 약물, 의료 기기, 재생
의학 제품 및 의료 기술의 실용화 및 인적 자원 교육을 위한 연구 개발
에 기여하는 공동 기반 개발 환경 개선
ㆍ (R&D type) 산학 협동 또는 산학 협력을 기반으로 한 회사, 대학 및 연
구소 팀과 약물, 의료 기기, 재생 의학 제품, 의료 기술의 실제 응용을
목표로 한 R&D 유형
ㆍ (Practical realization development type) 의약품, 의료 기기, 재생 의학 제품,
의료 기술의 실용화를 seeds (특허 등)에 기반한 산학 협동 체제로 구현

◦ CiCLE 프로그램은 2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 (CiCLE 제1회-2회) 자세한 임상 정보의 수집 · 데이터베이스화 및 검체 은행의
보유 등 대학의 강점과 대상이 되는 새로운 분자 및 바이오 마커의 탐색 기능
등 기업의 강점을 발휘하는 협동 연구 개발과 그들을 실현하는 거점 정비 등
차세대 rTR (reverse Translation Research)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구축
- (CiCLE 제3회) 여러 기업의 비경쟁 영역에 대한 협력 혹은 기업 ·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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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의 협력 하에 실시하는 "의료 분야의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형성
· 강화"와 산·학·관 제휴로 실시하는 의약품, 의료 기기, 재생 의료 등 제품,
의료 기술 등 "의료 분야의 실용화 개발 '도 본 사업의 대상으로 지원
ㆍ 스타트업 벤처 기업이 출구 전략을 가지고 단기간에 수행할 의약품과
의료 기기, 재생 의료 등 제품, 의료 기술 등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
개발과 환경정비를 지원하는 '시작형 ViCLE (Venture Innovation for
Clinical Empowerment)'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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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연구 전략추진 프로그램(=중개연구 가속네트워크 프로그램)

◦ 중개연구 전략추진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의약품이나 의료 기기 등을 효율적 ·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유망한 기초 연구 성과의
임상 연구 · 임상에의 중개를 가속화하기 위해 중개 연구 지원 거점을 충실·
강화함
- (1기 중개연구 지원 추진 프로그램; 2007~2011) 7개 기관을 중개 연구 지원
을 실시하는 거점 기관으로 지정하였고, 학계에서의 기초 연구 성과를 실용
화로 연결하는 중개연구지원 거점의 기반(인력, 시설 등)을 구축하는데 초점
※ 7개 기관: 홋카이도 임상 개발기구(홋카이도대학, 삿포로 의과 대학, 아사히카와대학), 동북 대학,
도쿄 대학, 교토 대학, 오사카 대학, 첨단 의료 진흥 재단, 규슈대학

- (2기 중개연구 가속 네트워크 프로그램; 2012~2016) 전국 9개의 기관의 중개
연구 지원 거점의 네트워크화를 도모하고, 1기에서 완성된 파이프라인을 정착
및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단계의 seeds 육성 능력의 강화(seeds 발굴 및
후속 개발 지원) 및 영구 거점 설립을 추진
ㆍ (Seeds 육성 기능 강화) 거점 내외의 시즈를 탐색하고 다양한 개발 단계에
있는 시즈를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도중에 중단없이 임상 및 제품화까지
연결되는 R&D 파이프라인을 확립
ㆍ (네트워크 구축) 거점간의 네트워크화에 의한 시즈의 실용화 가속 도모
ㆍ (거점 자립화) 라이센싱 등을 통한 외부수입 기반의 확립, 인원의 정직원화
등 촉진
※ 9개 기관: 홋카이도 임상 개발기구(홋카이도대학, 삿포로 의과 대학, 아사히카와대학), 동북 대학,
도쿄 대학, 게이오 대학(헤세이 26 년도 신규 채택), 나고야 대학, 교토 대학, 오사카 대학, 오카야
마 대학(2014 년도 신규 채택), 규슈대학

- (3기 중개 연구 전략 추진 프로그램; 2017~2021) 전국 10개의 중개연구 지원
거점을 설정하고, 일본 전체에서 중개 연구를 추진하는 체제를 더욱 강화·발
전시켜 일본에서 혁신적인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창출함으로써 세계 제일의
건강 장수 사회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함
ㆍ 중개연구체제를 완성형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거점 이외 기관의 지원/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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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강화를 위한 거점 기능 강화, 시즈 육성, 수준 높은 연구실시체제 강화
를 추진
ㆍ 기초 연구로부터 획득된 혁신적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큰 목표로 하는 한편, 중개연구프로그램으로서 보다 적절한 지표의 달성,
거점 강화에 의한 인원의 정원화 등을 통한 자립화를 목적으로 체제 정비를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설정

◦ 중개연구 전략추진 프로그램은 AMED가 선정한 전국 10곳의 중개 연구 지원
거점의 기반을 활용하여 산학 협력 거점 외부 기관의 연구 과제를 적극 지원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 시설 등을 정비하고, 시즈 탐색부터 실용화까지의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시즈 육성 능력을 강화하며, 일본 전체적으로 학계
등에 의한 혁신적인 기초 연구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실용화 하는 체제를 구축
- 중개 연구 지원 거점에서는 자기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시즈 발굴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개발 단계에 있는 시즈 개발 단계에 따라
시즈 A, B 및 C로 분류하여 거점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 연구 지원을 실시
ㆍ (시즈 A) 관련 특허 출원을 목표로 하는 기초연구과제
ㆍ (시즈 B) 전임상 POC (개념증명) 획득 및 임상시험 신청을 목표로 하는 과
제
ㆍ (시즈 C) 임상시험 및 선진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인간 POC 획득을 목표로
하는 과제

◦ (1기 사업 성과) 의학·의료계에서 중개연구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중개연구 거점
형성을 거의 완성하여 세계 기준에 따른 본격적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파이프라인을 완성
- 2007.8~2012.말까지(5년5개월) 임상시험 진입 18건, 기술 라이선싱 15건, 선
진의료 승인 7건, 의료보험 급여 인정 2건, 제조판매승인 신청 4건, 제조판
매승인 취득 3건의 성과를 창출
- 대학들의 R&D 파이프라인을 분석하여,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개발에
전략적 투자가 가능해졌으며, 대학의 R&D 파이프라인의 형태가 뚜렷이 확
립되었으며 신규 의약품·의료기기 의 원천기술이 차례로 중단됨 없이 치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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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가는 체제 완성

◦ (2기 프로그램 사후평가 결과)
- (필요성 부문) 유망한 기초연구 성과에 대하여 거점이 적극적으로 임상개발
을 포함한 실용화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 방침인 라이프 이노베이션
추진에도 합치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음
ㆍ 대학에서 개발된 혁신적 의약품/의료기기를 실용화하기 위하여 개발 초기부터
산업계와 연계하고 지원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2기 프로그램에
서는 각 거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즈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공개, 기업과의
매칭 시도 등 각 거점의 오픈 액세스화가 잘 추진된 것으로 평가됨
ㆍ 전국적인 중개연구 가속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거점의 오픈 액세스화와 함께
거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제2기
프로그램에서는 거점을 통해 각 지역에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의 다
기관 공동연구 사무국으로서도 그 기능을 적절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
- (유효성 부문) 시즈 발굴기반이 정비됨에 따라 지원 시즈 수(2012년 200개

→2016년 4월 기준 797개) 및 연구비를 지원하는 시즈 B, C의 채택지원수
(2012년 11개 과제→2016년 23개 과제)가 증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됨

ㆍ 한편, 약사승인/인증을 취득한 시즈 수는 14건, 건강보험에 포함된 시즈
는 9건으로 나타나 국민에게 환원된 수준은 다소 미흡함을 지적
ㆍ 현저히 증가한 보유 시즈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재 및 의료로
서 국민에게 환원시킬때까지 로드맵을 작성하는 인재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여, 이를 위한 인재확보 및 육성방법을 검토할 것을 권고
- (효율성 부문)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나, 거점 외 시즈의
지원 촉진이 전체의 2, 3할 수준에 불과하여 거점 외 시즈 지원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ㆍ All-Japan의 지원 거점으로의 활용 부문에 있어, 동 프로그램의 성과로 오픈
액세스화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All-Japan의 지원거점으로의 체제는 다소 미흡
함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거점 외 시즈 지원 부문의 미진함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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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공연계사업화추진사업

◦ (목표) 첨단 제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벤처 등 의료 기기 분야에 신규
참여와 의료기관과의 연계 · 협력 사업을 촉진하고 의료 현장의 요구에 부응
하는 의료 기기의 개발 · 사업화

◦ (히스토리) 헤세이 22년도부터 ‘과제해결형 의료기기 등 개발사업’으로, 2014
년도부터는 ‘의공연계사업화추진사업’의 실증 사업으로 실시, 149개 과제를
지원하여 59개의 제품이 국내외 시장에 출시됨

◦ (개요) 의공연계사업화추진사업은 고급 제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벤처
등의 의료 기기 분야에의 신규 참여와 의료기관과의 연계 · 협력 사업을 촉
진하고 안전성과 조작성의 향상 등 의료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료 기기
개발 · 사업화를 촉진
- (지원 대상) 제조 중소기업, 제조 판매 담당 기업, 의료 기관을 포함한 컨소
시엄을 구성한 체제로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ㆍ 임상평가와 과제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ㆍ 사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조기술을 가지는 중소기업
ㆍ 제조 및 판매를 응시하고 감정하는 기업 코디네이터
ㆍ 첨단 기술을 제공하고 평가하는 대학·연구기관 등
- (지원기간) 3년 이내
- (지원 내용) 의료기기 개발·사업화를 위한 연구 및 컨설팅 지원
ㆍ (개발·사업화 사업(보조사업)) 채택된 컨소시엄에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개
발, 양산, 비임상시험, 임상 평가 등 장비의 개발을 추진하고, 약사, 지적 재
산권, 판매·물류 전략 체제의 구축 등 사업화를 위한 준비를 진행할 때 약
사 사업화, 지적 재산권, 기술면 등의 반주 컨설팅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실시하고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실시
ㆍ (의료기기 개발 지워 네트워크(위탁사업)) 향후 의료 기기 정책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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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공 연계를 통한 의료기기의 개발·사업화가 자
율적으로 진행하도록 의료 기기 개발 사업자가 약사, 지적 재산권, 기술
적,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일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와 지역 협
력 네트워크를 추진

[참고] 일본 의공연계를 통한 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 사례
※ 자료: 일본의 의료기기 산업융합 그리고 강원도, 강원발전연구원, 2013

□ 산학연 및 의공 연계를 통한 티타늄 안과수술용 기구 개발
◦ (주)샤르망은

수술현장 수요 파악, 차별화된 티타늄 가공기술, 인체공학적

디자인 개발, 산학연관 협력으로 ‘티타늄 안과수술용 기구’ 개발 및 사업화에
성공
- 일본의 의료기기 제조·판매 회사 (주)샤르망은 키타자토대학 안과교수의 회사
방문 및 제안을 계기로 티타늄 안과수술용 기구 개발에 착수
- 산학연관 제휴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안경테 생산기술을 첨단기술과 융합
ㆍ 2008년 오사카대학 접합과학연구소와 레이저 미세접합실용화 공동연구 실시
ㆍ 2009년 도호쿠대학과 Ni free 티타늄 형상기억합금 실용화 공동연구 실시
ㆍ 2013년 경제산업성 ‘이노베이션 거점입지추진사업’으로 채택되어 지원받음
- 의공연계로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
ㆍ 의료현장 수요와 기업 제공 가능 기술을 융합
※ key doctor와의 관계 개선으로 제품의 적합성 판단결과 입수, 기술자·수술보조자·VTR 등을 통해
수술현장 수요 파악

ㆍ 3개 티타늄 합금을 레이저 미세접합으로 기능성을 향상시킴
ㆍ 잡기 쉽고 조작이 용이한 인체공학적 디자인 설계

□ 의과대학 공동연구를 통한 마이크로 니들(needle) 개발
◦ 일본 기업 ASTI(주)는 2011년 요코하마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니들 끝 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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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주사바늘 시제품을 개발에 성공
- ASTI(주)사의 중핵사업으로서 사출성형과 미세가공기술의 융합은 10년에 걸
친 연구개발성과임
ㆍ 개발초기에는 일반 제조기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미세가공에 놀라 제조
기술을 습득하는 데 많은 시간 소요
ㆍ 시행착오를 거듭, 제조기구, 측정기구 등을 자체 제작해 가면서 기술습득
- 미세가공기술과 사출성형기술을 융합하여 피하주사 시 통증을 수반하지 않는
마이크로 니들을 완성
ㆍ 마이크로 니들은 고강도·생분해성(생체적합성) PGA 수지를 사용, 피하층을
문지르는 것으로 통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사바늘 수를 늘려서 치료
효과도 발휘
ㆍ 바늘의 극세화, 바늘과 홀더의 분리, 바늘 수 및 깊이 조정, 가변형 경사
조절방식 등의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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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사업화 현황

① 일본여자의대와 와세대학이 공동설립한 TWIns 연구소
◦ 일본은 고베의료산업도시특구, 의공융합연구교육시설(TWIns) 등 기존에 설립
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의료분야 연구개발의 가속화 추진

◦ 선도적 보건의료 융합연구를 위하여 동경여자의과대학과 와세다 대학이 연계
하여 의공융합연구교육시설인 TWIns를 설립(2008.4)하였는데, TWIns는 병원과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합작 연구소로서 연구중심병원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
고 있음
※ TWIns : Tokyo Women's Medical University-Waseda University Joint Institution for Advanced
Biomedical Sciences

- (규모) 전체 면적 22,000m2, 세포시트공학 연구 공간이 약 13%차지
- (특징) 분산되어 있었던 첨단생명의과학연구소를 집결시키고, 일부 공간을
기업의 연구실 실험실로 활용하여 기업 및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추진
(Medical Innovation laboratory)
ㆍ 기초ㆍ임상분야가 협력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만들고, 협동박사 과정
등을 도입해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출처 : 더스쿠프(http://www.thescoop.co.kr)
- (주요연구분야) 세포시트공학, 온도 응답형 마이크로그래피, 지능형 수술실,
수술 디바이스 로봇, 의료환경지원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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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영국
가.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 환류 정책 현황
1) AHSC (Academic Health Science Center)

□ 개요
◦ 영국 보건부는 혁신적 치료기술 개발, 의료인력 양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병원과 대학의 연구 인력이 협업할 수 있는 인프라와 연구환경 구축을 위해
영국형 연구중심병원 체제 (중개연구선도센터)인 AHSC을 지정 및 운영 중
- 2000년대 런던시민의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의 양성, 신약 발굴, 새로운
진단 및 치료법개발 등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병원과 대학의 연구 인력이 협업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연구 환경을 갖춘 센터 필요
ㆍ 영국 내 의학의 특징인 ‘연구’ ‘ 교육’ ‘ 공공부문의 환자 치료’라는 3대
미션에서의 구조적 분절을 극복하기 위해 의과대학과 파트너 NHS 기관의
협업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연구 인프라를 갖춘 Centre of Excellence
필요
ㆍ 영국 정부는 헬스케어 R&D의 큰 문제점 중 하나인 R&D로부터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서비스(사망률 감소, 장애 감소, 의료전달체계 효율화, 의료비
절감 치료 프롵토콜 개발, 새로운 치료법, 새로운 진단법 개발 등)를 제공
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에 대한 해결책으로 병원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검토
- 이에 영국 정부는 병원과 협력 연구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연구센터들을
해외 경쟁자들과 동일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영국인 공식적인 AHSC
지정을 결정(2008년)
ㆍ 2009년 3월 국제 패널 심의를 거쳐 제1기 AHSC(2009.4월

～2014.3월, 5년

지원) 5개를 지정
※ 제1기 AHSC 기관으로는 (1)임페리얼 AHSC, (2)캠브리지대학교 헬스 파트너스, (3)킹스 의료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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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스, (4)맨체스터 AHSC, (5)런던컬리지파트너스 등 5개 지정

ㆍ 제1기 AHSC 5개 지정기관은 지정 종료 후 제2기 AHSC(2014.4월~2019.4
월)로 재지정 되었으며 2013년 옥스퍼드 AHSC가 신규 지정되어 제2기
AHSC는 총 6개 기관을 지정
※ 제2기 AHSC 기관으로는 (1)임페리얼 AHSC, (2)캠브리지대학교 헬스 파트너스, (3)킹스 의료 파트
너스, (4)맨체스터 AHSC, (5)런던컬리지파트너스, (6)옥스퍼드 AHSC 등 6개 지정

◦ 영국 AHSC는 기초연구 및 중개임상 연구, 환자 진료, 의학교육 분야에서 다른
나라의 연구중심병원을 Best Practice의 모델로 삼아 주요 대학과 NHS 헬스
케어 기관(NHS Trust, NHS Foundation Trust 등)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
- (NHS Trust) 대처 정부의 병원 개혁의 핵심으로 1991~1995년까지 모든
NHS 병원이 공공소유이 자치기구인 NHS Trust로 전환하여 담당지역에 공
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건부 장관에게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음
ㆍ 각 Trust는 직원의 고용, 계약 조건과 서비스 내용, 자산의 소유와 처분,
이윤의 보유, 정부와 민간부문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고 지역 보건당국과 기금보유 일차 진료의사와의 계약으로 수익 창출
- (NHS Foundation Trust) 2004년부터 의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병원평가
실시 후 최상위 등급(별3개)을 획득한 병원 중 보건부장관으로부터 지원서
를 승인받은 병원에 한해 노동당 정부 하에서 모든 NHS Trust를 4~5년 이
내에 Foundation Trust로 전환함
ㆍ 보건부의 중앙통제로부터 벗어나 스텝에 대한 보상의 유연화 등 상당
부분에서 관리의 자율성을 갖고 있으며, 보건부장관이 지명한 독립적인
조정자인 Monitor에 의해 관리된다는 점에서 기존 NHS Trust와 차별화
ㆍ 지역에서 선출된 이사회(Board of Governors)를 신설해 주민과 환자의 병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
※ NHS (National Health Service): 1948년 설립되어, 영국 거주 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의료 필요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직접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하고 있으며, NHS 관리주체는 보건부이며 전체 재원의 약 90%를 일반조세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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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영국 AHSC 1기 지정 현황 및 특징
지정기관명

특징
- 영국 최초의 AHSC

임페리얼 AHSC
(Imperial Academic
Health Science
Centre; IAHSC)

- 2009년부터 폐고혈압치료제 개발을 위해 IAHSC를 중심으로 미국의 8개 연구센터와
중개연구를 시작하여 1,000명 이상의 환자가 프로그램에 참가
- 임상시험 유닛(Clinical Trial Unit; CTU)을 포함하는 다수의 중개임상연구를 위한 부
속기관 설치
- 치료방법, 기기, 의약품의 상업화와 라이센싱을 지원하는 임페리얼 Innovation plc
설립

캠브리지대학교
헬스 파트너스
(Cambridge
University Health
Partners; CUHP)

킹스 의료 파트너스
(King's Health
Partners)

- 설립 당시 CHUP의 역할을 파트너 기관들을 위한 공동사업의 매개체로 제시
- 심혈관 질환, 치매 및 노인성 정신질환, 비만, 당뇨로 연구-임상시험유닛(Clinical Trial
Unit, CTU)을 구성하여 임상시험 관리 및 조정, 품질 관리, 데이터 구축 등의 업무
수행
- 정합된 교육 플랫폼 제공을 위해 CHUP파트너들과 협력한 기관들이 CUHP:RIEC를 구
성
- 일관성 있으며 체계적인 임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 학술군(Clinical
Academic Group)구축
- 런던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약 3백만 명의 인구에 접근하며 대규모의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여 환자 이익에 직접 중개 가능
- 교육과 연구의 강점을 자본화하고 보건 체계 혁신을 공유하여 환자 치료의 지속적
향상시키는 새로운 체계 준비

맨체스터 AHSC
(Manchester
Academic Health
Science Center;
MAHSC)

- 열악한 환경의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
- 암, 심혈관, 감염, 정신건강, 인간 발달 분야 임상 학술 그룹을 운영하여 교육, 훈련,
사업개발, 의학 실험 등 수행
- 최근, 해외 투자 유치, 기업 합병, 산업계 전문가 영입 등을 통해 산업계와의 협력
방안 모색
- 가장 큰 규모의 AHSC로 시급한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런던컬리지파트너스
(University College
London Partners;
UCL Partners, UCLP)

* 투자 효율성에 특히 집중하여 결과지향의 해결책 개발에 집중
- 탐색연구와 연구결과 실시에 집중하여 AHSC 파트너십의 성과가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
- 인문학, 사회학 등을 포함한 다학제적 접근 시도
-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 보증책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환자, NHS, 고등교육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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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영국 AHSC 제1기 지정 기관 개요 비교

구분

임페리얼 AHSC
(Imperial
Academic Health
Science Centre;
IAHSC)

캠브리지대학교
헬스 파트너스
(Cambridge
University Health
Partners; CUHP)

킹스 의료
파트너스
(King's Health
Partners)

맨체스터 AHSC
(Manchester
Academic Health
Science Center;
MAHSC)

런던컬리지파트너
스 (University
College London
Partners; UCL
Partners, UCLP)

설립연도

2007.10.

2008.12.

2009.01.

2008.07.

2008.08.

AHSC
지정연도

2009.03.
- Imperial
College
Healthcare
NHS Trust
- Imperial
College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 King’s College
London

- University of
Manchester

- Barts Health
NHS Trust

- Cambridge
University
Hospital NHS
Foundation
Trust

- Guy’s and St.
Thomas’ NHS
Foundation
Trust

- Central
Manchester
University
Hospitals NHS
Foundation
Trust

- Great Ormond
Street Hospital
for Children
NHS
Foundation
Trust

- Manchester
Mental Health
and Social
Care Trust

- Moorfields Eye
Hospital NHS
Foundation
Trust

- Salford Royal
NHS
Foundation
Trust

-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 Cambridge
and
Peterborough
NHS
Foundation
Trust
파트너십
구성기관

- Papworth
Hospital NHS
Foundation

- King’s College
Hospital NHS
Foundation
Trust
- South London
and Maudsley
NHS
Foundation
Trust

- University
Hospital of
South
Manchester
NHS
Foundation
Trust
- Salford Clinical
Commissioning
Group(formerly
NHS Salford)
- Christie NHS
Foundation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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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yal Free
London NHS
Foundation
Trust
- University
College
London
- University
College
London
Hospitals NHS
Foundation
Trust

구분

목표

임페리얼 AHSC
(Imperial
Academic Health
Science Centre;
IAHSC)

캠브리지대학교
헬스 파트너스
(Cambridge
University Health
Partners; CUHP)

- 지역사회에
최상의
보건의료제공

- 지식
창출(Knowledg
e Production)

- 특정 치료
분야에서
세계적 특화

-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지식 응용
(Knowledge
Application)

- 글로벌 수준
연구로 혁신적
편익 전달
- 우수한 교육과
전문가 발굴로
뛰어난 능력의
스태프 유인
및 유지

주요
연구분야

대사질환, 뇌
과학 및 질환,
호흡기 및
심혈관질환,
감염질환,
염증질환,
외과, 종양 및
혈액학, 여성
건강, 신생아
및 소아과학

연구
단위조직

임상시험 유닛
(Clinical Trial
Unit; CTU)

거버넌스

Joint
leadership and
management

운영재원

- 지식 전달
(Knowledge
Transmission)
- 지식 경제
(contributing
to a
knowledge
based
economy)

킹스 의료
파트너스
(King's Health
Partners)

맨체스터 AHSC
(Manchester
Academic Health
Science Center;
MAHSC)

런던컬리지파트너
스 (University
College London
Partners; UCL
Partners, UCLP)

- 특정 질환
의료･학술분야
세계 10대
기관

- 혁신적 연구
개발･적용으로
주민 건강과
복지 향상

- 바이오메디컬
전 분야 기초
연구 강화

- 의료 분야기술
혁신의 국내외
전파

- 시급한
보건의료
문제로의
통합적 투자
및 효율성
극대화

- 보건관련학생
교육･훈련

- 효과적
보건의료/생명
의학 교육
실행

- 직업 계발
장려프로그램
개발･운영･
공유
- 정신･신체건강
서비스 제공

- 지역경제 발전
혁신
-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영입

- 광범위한
파트너들과
함께
결과지향적
해결책 개발
- 임상의학과
사회학,
자연과학,
인문학 및 타
분야학문 활용

- 의료비용
감소와 진료의
질 향상

당뇨, 뇌졸중,
정신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암,
호스피스

신약개발,
정보과학, 개인
맞춤형 치료,
일차 진료
예방 및 공중
보건

연구-임상
시험 유닛
(Clinical Trial
Unit; CTU)

임상학술그룹
(Clinical
Academic
Group, CAG)

암, 심혈관,
인간 발달,
감염 및 수복,
정신 건강,
인구 건강 및
이행

임상학술그룹

신경학적 장애,
심혈관질환,
면역학,
전염성질환,
안과질환,
소아건강,
여성건강, 암,
구강질환,
정신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

Joint partnership board

- R&D 재원은 주로 정부 지원금, 기부금, 기업 투자 등 외부 지원과 일부 구성기관의 자체 투자
로 구성
- 파트너십 기관 운영을 위한 연간 예산은 3-5백만 파운드 정도로 각 참여 기관(NHS Foundation
Trust, 대학 등)의 출자금으로 구성

자료: 국민 의료 복지 향상을 위한 영국의 중개연구선도센터-영국의 AHSC,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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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SC 개념) AHSC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대학 간의 제휴 관계를 의미
하며 AHSC 모델은 영국, 캐나다, 싱가폴, 스웨덴, 네덜란드에서 잘 나타남

- 좋은 연구진의 훌륭한 연구 성과와 그로 인한 수익창출은 결과적으로 병원의 이
익증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병원의 임상연구
역량 강화와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

◦ (AHSC 미션) 첨단 치료법과 치료 기술을 바탕으로 런던과 영국의 보건의료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향상시켜 AHSC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

- 신질환 영역과 영국 국민의 다발성 질환에 대응하는 치료법 개발
-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런던과 영국에 제공
- 환자관리, 연구, 인력양성에서 영국의 세계적 선도국가로의 부상을 위해 세계
적 인재들이 모여 혁신적인 보건의료연구를 진행하는 센터 설립
- AHSC를 지역 및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

◦ (AHSC 전략목표) 설립목적인 ‘의료 선진화를 통한 환자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 설정

- 의료서비스와 중개연구 향상을 통해 10년 내 글로벌 Top5 진입
- HT 산업화와 의료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 Best Research for Best Health
- 기초연구성과의 임상적용을 통하여 환자의 삶의 질 제고
- 임상유의성(Proof of Concept)을 통한 제품화 촉진

□ 거버넌스 및 운영시스템
◦ 별도의 추가 재정 지원 없이 AHSC의 경쟁력 관리를 충족요건으로 하는 조건부
지정제도 운영

- 영국 보건부가 교부한 지정서에는 지정기관 파트너의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지속적 충족 의무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건
명시
- AHSC 공식 지정 발표 후 뒤따른 당장의 추가 재정 지원은 없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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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SC 지정으로 의과대학과 NHS 협력 파트너 기관간의 공적 지지를 통해
기관의 명성을 높이고 장래의 투자에 대한 기대를 제고
- 지정기관들은 공식 지정으로 현재의 연구와 교육 투자 흐름의 유지, 보건
의료 혁신을 위해 배정된 정부 투자 보장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한 연구비
수주 경쟁에서 이점을 얻을 것으로 기대

◦ 영국 보건체계 등이 고려된 ‘unlinked partners’모델이라는 특유한 거버넌스 체계
운영

- 미국은 각각의 주체로 분리되거나 통합된 거버넌스로 운영되나, 영국 내
대학-병원의 관계는 소위 ‘unlinked partners’모델로 의과대학과 파트너 수
련병원은 구조적으로 융합된 채 별도의 거버넌스 배열로 운영

의회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DBIS)

보건부(DH)

고등교육 및
연구 자금 위원회(HERFC)

Health Education
England

대학

지역 교육 훈련
이사회(LETB)

의과대학

NIHR

NHS England

지역팀

임상위원
회
(CCG)

경제적
규제기관
Monitor
(economic
regulator)
&
의료 질
위원회
(CQC)

NHS Trusts / foundation trust & GPs

주) DBIS: 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 Skills
DH: Department of Health
Higher education & research funding councils
NIHR: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
LETB: Local Education & Training Boards
CCG: Clinical Commissioning Groups
CQC: Care Quality Commission
자료: Ovseiko et al., Improving accountability through alignment: The role of academic health science
centres and networks in England, 2014, Technovation 재가공

[그림 3-8] 영국 내 대학-병원 간 ‘unlinked partners’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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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HSC을

제외한 나머지 AHSC들은 모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대학병원과

다수의 NHS*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성
※ NHS 병원 Trusts, NHS 일차 진료 Thrust, NHS Foundation Trust

◦ 계층적 거버넌스 배열을 가진 IAHSC를 제외한 나머지 4개 AHSC가 선택한
수평 거버넌스 배열은 센터 내의 동의와 협력을 전제로 하는 “네트워크”로
귀결

대학

보건정책당
국

AHSC 리더십 및 관리

의과대학

NHS Foundation
monitor(규제)

대학

의과대학

NHS
FT

NHS
FT

NHS
FT

AHSC 위원회

NHS Trust

[그림 3-10] AHSC형 구조(Imperial 제외)

[그림 3-9] IAHSC형 구조

자료: 이명선·김현철, 국민 의료 복지 향상을 위한 영국의 중개연도센터 영국의 Academic Health Science Centre(AHSC), 2014

◦ 정부연구비는 연구단계별로 MRC와 NIHR로 지원되는 이원화된 체계
- AHSC의 외부연구비 확보는 주로 연방 정부(NIH, NSF), 주정부, foundation 및 기관,
자선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미국과 대동소이함
- 정부연구비의 경우 미국은 NIH로 일원화된 체계이나, 영국은 연구 경로
(단계)별로 MRC (BIS)와 NIHR (DoH)로부터 자금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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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평가

채택

확산

새로운 사물, 아이디어, 기술 및 연구법
창출

평가

채택

확산

기초연구

응용연구

검증

환자치료

MRC

NIHR

Commissioners

NHS 서비스공급자

Better Quality

Better Value

[그림 3-11] 연구경로별 재원 출처

□ AHSC 주요 성과 및 의의
◦ 영국

정부는 임상치료를 교육으로 확대하는 AHSC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산학연 파트너십을 통해 연구중심시스템을 구축해 의료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으며, 가시적인 성과물들을 도출
- 정책 입안자들은 AHSC가 다른 센터들과 세계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의도
된 것이라고 명시 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이는 생물 의학 연구가 영국 경제
에서 중요한 추진력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함

◦ AHSC

인증은 의과 대학과 NHS 파트너의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고, 이들

단체의 명성을 높이며, 현재의 교육 및 연구 자금 흐름을 보호하고, 새로운
연구 및 보건 혁신 자금을 확보하며 우수한 직원을 유치 할 것으로 기대됨
- AHSC로의 공식 지정은 각 기관별 연구 프로그램을 위한 국내외 자금 지원
유치와 우수 연구인력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 상위 20개 병원 중 특히 5개 AHSC들은 최고-수행 평가에서 상위
20% 차지(85.7 대 100.3, P<0.01) (Wynick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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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복지부 보도자료, 한-영 연구중심병원 국제포럼, 서울에서 열려(2014.06.03)

◦ 정부 지정에 따른 공신력 확보로 재원 조달 및 견고한 협력 체계 확대
- 공식 지정에 따른 이미지 상승으로 자금 유치의 유리한 위치 확보
- 다학제간 융합 연구와 지역 연계 다기관 협력을 통해 견고한 협력체계 구축

◦ 실용적 융합 및 주목할 만한 산학협력 운영 사례 도출
- 신약의 타겟 연구에 중요한 molecular imaging 사용 제한을 개선하는 등
산업체와 AHSC간 Open Innovation 활성화
※ Imperial 병원 부근에 위치한 Clinical Imaging Centre(CIC)인 Imanova는 GSK로부터 2007년부터 4천
7백만 파운드의 시설 및 장비를 투자 받아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 산학협력 모델
※ Imanova 내에 기초 의학 연구자 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자체훈련을 실시하기도 하며, 생화학
또는 분석 등은 대학에서의 훈련 또는 의견 자문으로 협업
※ 내부 직원 이외에도 Cardiff나 Bristol 대학 등 다른 기관에서도 이용 중

<표 3-9> Imanova 혁신사례
항목
기관명
(소재지)

내용
Imanova Limited
(Burlington Danes Building, Imperial College London, Hammersmith Hospital, Du Cane
Road, London, W12 0NN, UK)

파트너 기관 MRC, Imperial College London, Kings College 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on
센터 운영비 GSK 등 제약 회사, MRC, Welcome Trust 및 Cancer Research UK 등에서 지원

산학 협력
목표

∙ PET과 MR방법론, 이미징 과학의 중개적용에서 선도적 연구 센터로서의 CIC의 전통 계승
∙ 이미징 방법론과 적용 분야에서 과학자 및 의사의 훈련을 위한 선도적 센터
∙ 제약 및 생명과학 기업이 의약 및 진단 개발 프로그램에서 PET과 MRI 이미징을 실행하는데
있어 세계적인 ‘파트너 선택 기관’
∙ 최고 수준의 품질 및 규제 기준 실행

연구 수행
분야

∙
∙
∙
∙

Radiochemical Sciences
Pre-clinical and Clinical Imaging
Image Analysis & IT
Clinical Capabilities

- 대학과 병원의 공동 지원으로 임상연구 기관인 Cambridge Clinical Trial
Unit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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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Cambridge Biomedical Research Centre의 일부로 2010년에 설립되었으며,
Addenbrooke’s Hospital과 Cambridge 대학 및 대학병원으로부터 joint fund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병원과 대학의 협력 연구 기관
ㆍ Cambridge Clinical Trials Unit은 다수의 초기 임상시험을 수행 중이며 대
부분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IIT)을 진행
ㆍ GSK

등의

기업이

병원

건물에

상주하며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commercial trial(SIT) 연구를 수행하거나 병원이 제약회사의 CRO 역할을
대신해 주기도 하는 등 명확한 주체별 역할 분담을 통한 대학과 병원,
기업의 체계화된 협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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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HSN (Academic Health Science Network)

□ 개요
◦ (AHSN 추진 배경) 영국 정부는 AHSC의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지역 내 협력 네트
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혁신 전달체계인 AHSN (Academic Health
Science Network)를 구축하고 지원하고자 함
- AHSC의 지역 내 파트너십 형성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 AHSC별 특화 분
야의 성과를 지역 내 활용을 넘어 영국 전체, 나아가 국제적으로 확신시키고자
NHS 전반에 걸친 새로운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1년 AHSN을
추진(Department of Health of UK, 2011)

◦ (AHSN

지정) 영국 정부는 세계적 확산 추세인 'Academic Health Science

System (AHSS)' 개념을 도입하여 AHSC 활동 지원과 혁신적 성과 확산의 가
속화 모델을 만들고자 2013년 5월 23일에 15개 신규 AHSN을 지정 및 지원
※ 15개 AHSN 지정 현황: 1. East Midlands, 2. Eastern, 3. Greater Manchester, 4. North East and
North Cumbria, 5. North West Coast, 6. Imperial College Health Partners, 7. Oxford, 8. South
London, 9. South West Peninsula, 10. Kent, Surrey and Sussex, 11. UCL Partners, 12.
Wessex, 13. West Midlands, 14. West of England, 15. Yorkshire and Humber

- AHSC는 환자가 치료를 받는 대학병원과 같은 특정 위치라는 함축적 의미
를 가진 반면, AHSS는 전통적인 의료 센터뿐만 아니라 지역 병원 및 의료
의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통합적 의료 전달 시스템임
- 개별 AHSC들은 AHSS로의 개념 확장을 통해 ‘과학적 발견의 임상적용
(from bench to bedside)’뿐만 아니라 ‘국지적 임상적용에서 전국 및 세계적
의료서비스로 확산(from bedside to population)’을 시도하는 추세
※ (참고) AHSC와 AHSN의 차이점: AHSC는 대학과 병원의 협력관계를 위해 정부에서 지정한 개별
센터이며, AHSN은 지역별 파트너십(네트워크)으로 같은 아젠다 및 전략을 공유하여 함께 일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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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영국 ASHN

◦ (AHSN

목표) 기존의 AHSCs, NIHR 의생명 연구 유닛 및 센터(BRUs and

BRCs), NIHR과 CLAHRCs의 리더십 협력, 보건 혁신 및 교육 클러스터
(HIECs) 및 NHS 혁신 허브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교육, 임상 연구, 정보처
리학, 혁신, 의료 전달의 훈련 및 교육을 제휴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

･

결과를 실제 적용하고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발 실행함으로서 환자와
지역 주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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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SN 핵심기능) AHSC의 적용범위 및 기능을 확장하여 AHSN의 6대 핵심
기능을 (1)연구 참여의 장려, (2)중개연구 및 시술, (3)교육 및 훈련을 위한
협력, (4)서비스 향상 추진, (5)정보 확보, (6)국부 창출로 설정
- AHSN은 NHS의 연구, 혁신, 의료서비스 전달 방법의 단계 변화를 통해 환자에게
보다 효율적이며 비용-효과적인 치료 및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내 NHS와 대학, 산업계를 횡적으로 연계하는 파트너십
※ AHSN과 달리 AHSC는 해당 범위 및 조직이 소규모이며, 기초연구와 중개임상연구의 초기단계에
더 집중하며, 대학과 NHS 의료기관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운영

<표 3-10> IAHSC의 IAHSP/N로의 확장 사례
구분

IAHSC

IAHSP/N

관련 NHS Trust

1개

11개
(일차 진료 대표 추가)

연간 NHS 예산

900 백만 파운드 이하

30억 파운드 이하

환자 수

650,000명 이하

2,000,000명 이하

T1
중개연구단계
T2 ~ T4

자료: 이명선·김현철, 국민 의료 복지 향상을 위한 영국의 중개연도센터 영국의 Academic Health Science Centre(AHSC),
2014,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재가공

□ AHSN 성과 및 의의
◦ AHSN은 대담한 아이디어(bold ideas)를 취하여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극
적인 결과(dramatic results)로 그 영향을 극대화함
- 200건 이상의 innovations 창출, 건강 증진 및 NHS, 산업계 파트너들 지원을
위해 AHSN들에 의해 3.3억유로 이상의 레버리지를 받음(leveraged), 5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수백명의 commercial innovator 육성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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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증진 측면의 성과) AHSN은 중재, 연결, 촉매 작용을 하며, 서로 대화하
기 위해 힘들어하는 지역 및 국가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고, 건강과 보살핌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주요 국가 기관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점점 더 독립성에 대한 가치 있는 시스템 변환 역할
수행하고 있음
- 예를 들어 Sustainability and Transformation Partnerships (STPs)와 긴밀하게 협
력하고 새로운 치료 모델을 설계하는 것과 같은 깊이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점차 늘리고 있음
- AHSN이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관리(healthcare)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ㆍ NHS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최고의 혁신을 찾고, NHS가 속도와 규모로 채
택하도록 지원하는 Horizon scanning
ㆍ 혁신 및 개선된 지식을 사용하여 치료를 변경하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리더로서 로컬 STP 및 관련 프로그램 지원
ㆍ QI (Quality Improvement) 방법론을 사용하여 지속적인 개선 및 경로 재설계
를 지원하고 복잡한 경로 전반에 걸친 속도와 규모의 혁신 확산을 위한 비
옥한 기반 조성
ㆍ 뱅가드(Vanguards) 및 지정된 '테스트 베드(Test Beds)' 사이트의 전문 지식
을 활용하여 새로운 케어 모델 개발에 기여
ㆍ 영국 및 다른 국가의 건강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인력 계획
및 전달을 지원
ㆍ 진료(care)를 개선하는 디지털 솔루션의 지역 배달 지원
ㆍ 공공 및 산업 간의 새로운 공동 설계 및 생산 방법 조종(piloting)
- (사례1: 심방세동의 최적 치료로 인한 뇌졸중 감소) 한 지역에서만 심방 세
동 감지로 256회의 뇌졸중이 방지되어 잠재적으로 NHS 자원에서 약 5.6백
만 파운드를 절약 할 수 있음
ㆍ '항 응고 치료를 기다리지 말 것(Don't wait to anticoagulate)'은 NHS와 심방
세동(Atrial fibillation; AF) 치료의 최적화에 중점을 둔 산업계 간의 혁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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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뇌졸중 예방 협력 관계임
ㆍ AF 환자는 정상적인 심장 리듬 환자보다 뇌졸중으로 고통 받는 확률이
5배 높으며 AF는 모든 뇌졸중 중 1/5을 차지하여 1 년에 12,000건 이상
의 뇌졸중 발생
※ AF 환자의 절반은 적절한 뇌졸중 예방 요법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뇌
졸중 위험이 있음

ㆍ 이 유형의 뇌졸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다른 뇌졸중 환자보다 생존율이
낮고 결과가 더 나빠질 수 있으며, 각 AF-related stroke에는 첫해에만 약
£12,000의 비용이 소요됨
ㆍ 따라서 AF의 최적 치료로 인해 뇌졸중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한 지역
에서만 AF 감지로 256회의 뇌졸중이 방지되어 잠재적으로 NHS 자원에
서 약 5.6백만 파운드를 절약 할 수 있음
- (사례2: 정신질환자의 건강 증진) 신체 건강 검토 템플릿(physical health
review template)을 활용하여 정신질환자를 위한 적절한 신체 건강 검사를
실시하면 환자 당 £237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ㆍ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일반 인구보다 20년 일찍 사망
할 위험이 있으며, 신체적인 건강 문제가 확인되고 조기에 치료를 받으면
많은 사망이 예방 될 수 있음
ㆍ 신체 건강 검토 템플릿은 정신 질환자를 위한 적절한 신체 건강 검사를
통해 의료 전문가를 안내하며, 이 템플릿은 고혈압, 당뇨병 및 심혈 관계
문제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됨에 따라, 600개 이상의 조직과 74개이 임
상 커미션 그룹이 템플릿을 채택
ㆍ York Health Economic Consortium의 평가에 따르면, 10년 동안의 건강 검진
중재(health check intervention)의 점진적인 혜택이 환자 당 £237이고,
47,713건의 건강 검진을 통해 한 지역의 비용 절감 효과만 해도 향후 10
년 동안 1,130만 파운드로 추정함
- (사례3: 당뇨성 족부 궤양 영상 개선) 당뇨성 족부 궤양을 진단할 수 있
는 새로운 3D 상처 영상 및 정보 시스템 개발을 통해 절단 수술 감소 및
당뇨병성 발 궤양 치료비용을 15~20% 감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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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Silhouette®이라는 새로운 3D 상처 영상 및 정보 시스템은 AHSN 및 두
회사(Entec Health 및 Aranz Medical)를 포함한 파트너십에 의해 개발 중
이며, 이를 통해 정확하고 일상적인 당뇨병 성 발 궤양 치료를 가정에
더 가까이 전달할 수 있음
ㆍ 당뇨병성 발 궤양을 가진 모든 환자는 정기적인 치료와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당뇨병을 앓고 있는 최소 6,000명의 사람들은 매년 영국에서
다리, 발 또는 발끝 절단술을 받고 있으나 그 중 많은 부분은 피할 수 있음
ㆍ 현재 이러한 검진은 급성 병원 외래 진료소에서 실시되며, 지역 사회 기
반의 다학제 팀이 절단 수술 횟수 감소 및 삶의 질과 사망률 감소 등을
포함한 당뇨병성 음식 궤양 결과를 개선 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음
ㆍ 치료 세션의 30%를 지역 클리닉으로 옮기면 전체 당뇨병성 발 궤양 치료
비용을 15~20% 감소 할 수 있으며, 한 지역에 대한 예상 연간 절감액은
최대 180만 파운드임
ㆍ NHS를 통한 Silhouette®의 확산은 AHSN의 지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구현은 빠르고 간단함

◦ (혁신 보급 측면의 성과) AHSN은 frontline innovation의 힘을 열어 생명과 돈
을 절약 할 수 있는 독창적인 위치에 있으며, 연구, 생명 과학 산업 및 건강관
리 간의 갭을 메우고 관계를 강화
- AHSN은 전통적인 분야 경계를 넘어 산업 파트너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함으
로써 혁신적인 기술이 더 많은 환자에게 더 빨리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였
으며, AHSN은 500명이 넘는 일자리 창출, 수백명의 상업 혁신가 참여, 수
백만 파운드의 투자를 활용
- AHSN은 영국보건산업협회(ABHI), 영국제약산업협회(ABPI), 영국체외진단
협회(BIVDA) 및 생물산업협회(BIA)를 포함한 많은 국가 기관과 협력하였으며,
지역적으로 각 AHSN은 MediLinks 및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과 같은 많은
상용 조직 및 개발 조직과 협력
- AHSN은 전문 지식 및 전문가(expertise)를 공유하고 지역 네트워크와 협력
하여 혁신 확산 및 채택에 대한 장벽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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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SN은 전국 규모로 확장 할 경우 가장 큰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혁신을
확인하기 위해 SBRI Healthcare와 NHS Innovation Accelerator와 같은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가 전역과 지역 간 및 지역 내 혁신의 채택 및 보
급이 가속화됨
※ SBRI Healthcare: 제품 구현을 위한 제품의 초기 단계 개발을 지원하고, 이는 독창적으로 유망한
아이디어를 투자 할 가치가 있는 유형의 혁신적인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도우며 혁신 확산 및
채택을 준비하는 것을 도움
※ NHS Innovation Accelerator: 15개의 모든 AHSN과 협력하여 제공되는 NHS 영국 이니셔티브로서,
영향력이 큰 혁신에 대한 이해를 가속화하고 국가 전략을 알리기 위해 확산에 대한 실시간 실용적
인 통찰력을 제공함. 4개의 NIA 혁신은 2017년 4월에 생방송 된 새로운 NHS 혁신 및 기술 관세
(ITT)에 대한 사양을 충족하며, ITT를 통해 CCG는 이러한 혁신을 조달하고 영국 NHS에서 상환
할 수 있음

- (사례1: 응급 수술 사망률 감소 및 환자 치료 개선) 응급 개복 수술을 받는
환자의 치료를 개선하고 사망률, 합병증 및 입원 기간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치료법을 통해 위험조정사망률은 첫 3개월 동안 18% 감소했고 병원 입원
기간은 8.5% (1.5일) 단축
ㆍ Emergency Laparotomy Collaborative (ELC)는 응급 개복 수술을 받는 환자
의 치료를 개선하고 사망률, 합병증 및 입원 기간을 줄이기 위해 개발
된 치료법 모음(bundle)임
※ 응급개복술(Emergency laparotomy)은 영국에서 매년 3만~5만명이 받는 주요 외과 수술이며, 2012년
연구에 따르면 수술 후 30일 이내에 14.9%의 환자가 사망, 80세 이상은 24.4%가 사망하고, 25% 이
상의 환자가 수술 후 20일 이상 병원에 머물러 NHS의 연간 비용은 2억 파운드 이상임

ㆍ Emergency Laparotomy Collaborative (ELC)를 통해 위험조정사망률은 첫 3
개월 동안 18% 감소했고 병원 입원 기간은 8.5% (1.5일) 단축
- (사례2: 병원 감염 폐렴 예방) 병원에서의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을 치료하
는 통풍 유브인 PneuX를 개발하여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발생률을 21%

→

10.8%로 감소시킴
ㆍ PneuX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에서 주요 사망 원인인 인공호흡기 관련 폐
렴을 치료하는 장치로서 환자의 니즈를 파악한 임상적 기업가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동 장치는 모든 표준 튜브와 관련된 문제인 박테리아가
폐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커프닝 된 통풍 튜브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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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은 매년 2만명에 이르고 30%의 사망률을 보이며, 각 사례 당 NHS 1~2만
파운드의 비용이 소요됨

ㆍ 심장 수술을 받은 240명의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무작위 통제 시험에서
PneuX는 표준 기내 튜브(standard endotracheal tube)에 비해 인공호흡기

→

관련 폐렴 발생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21% 10.8%로 감소)
ㆍ 이 혁신은 ITT (Innovation and Technology Tariff)에 따라 영국의 NHS Trust
에 무료로 제공되며, AHSNs는 ITT를 통해 PneuX의 광범위한 사용을 지원
하고 있어 NHS의 더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임
※ NHS Innovation Accelerator (NIA) 프로그램을 통해 AHSN의 지원을 받은PneuX는 ITT (Innovation
and Technology Tariff)의 일부임

- (사례3: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온라인 지원) myCOPD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폐 질환 환자의 직접 관리 및 의사의 원격 진료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급성 입원을 줄이고 환자의 삶의질을 향상시킴
ㆍ myCOPD는 COPD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보다 효과



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시스템이며, 의료 전문가에게 원
격으로 환자 진료를 계획, 모니터링 및 관리 할 수 있는 대시 보드를 제
공하고, 폐 재활 치료를 받는 환자가 직접 접근 할 수 있음
※ COPD는 병원 입원을 하는 두 번째로 많은 원인이며, 연간 8억 파운드의 입원 비용이 소요됨

ㆍ myCOPD는 My mHealth Ltd가 개발했으며 SBRI Healthcare와 NHS
Innovation Accelerator를 통해 AHSN의 지원을 받았으며, ITT에 따라 영
국의 NHS Trust에 무료로 제공됨
ㆍ myCOPD 플랫폼은 다른 임상적 개입 없이 흡입기 오류의 98%를 교정하여
급성 입원을 줄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ㆍ 이 플랫폼은 현재까지 32,000명이 넘는 환자에게 혜택을 주었으며 임상
커미션 그룹(Clinical Commissioning Group) 영역 당 평균 1년 동안 2십만
파운드의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함
- (사례4: 전립선 비대증의 비용효과적인 최소침습적 치료) 양성 전립선 비
대증(BPH)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치료법인 UroLift®를 개발함으
로써, 외래 진료 시간 및 합병증 발병 등을 감소시킴
ㆍ 양성 전립선 비대증(BPH)은 50대 남성에서 3명중 1명 이상, 70대 이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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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서는 80%에서 발병되며, 매년 2만건이 발생하여(평균 3일간의 입원
체류) NHS 비용 5,400만 파운드가 지출되고 추가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합병증에 1억900만 파운드가 추가로 지출됨
ㆍ UroLift®는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치료법으로,
UroLift®는 NHS Innovation Avvelerator (NIA) 프로그램을 통해 AHSN의 지
원을 받아 개발됨
ㆍ UroLift®는 30분 미만의 시간이 소요되며 문제 영역의 타겟팅에 대한 정
확도가 높으며, UroLift® 치료를 통해 병원에서 오래 걸리는 불필요한 체
류를 예방하고 더 나은 결과와 치유를 유도 할 수 있음
ㆍ 양성 전립선 비대증(BPH) 수술 환자의 40%에서 UroLift®를 사용하면, 전국
규모로 측정 한 경우 연간 24,000일의 침대 사용 시간과 8,000시간의 병원
진료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으며, 외래 진료에 대한 요구 사항을 줄여 전국
적으로 8,000건 이상의 진료를 감소시킬 수 있음
ㆍ 또한 이를 통한 합병증 위험 감소는 2천2백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됨
- (사례5: 임신성 당뇨 환자의 진료) 임신성 당뇨 환자들의 혈당 관리를 위해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및 적용한 결과, 더 나은 포도당 조절과 클
리닉 방문 횟수 25% 감소 성과를 창출함
ㆍ 임신성 당뇨병(GDm)은 임신 10건 중 1건으로 매년 영국 전역의 약 10
만명의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며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엄마와 아기
에게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음
ㆍ 성공적인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혈당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통적인 치료법은 종이 일기(paper diaries)와 2주에 2회씩 병원
에서 검진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임산부에게 시간 낭비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
ㆍ 이에 임상의와 연구자 및 엔지니어가 혁신적인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임신 중에 당뇨병을 앓는 여성이 자신의 상태를 더 잘 관리하고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이도록 돕고 있음
※ AHSN 지원은 2017년 2월에 상용화 파트너(Drayson Technologies)를 확보하여 영국 전역의 4개
지역에서 추가 테스트 및 개발을 한 후 가속화 된 확산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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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한 AHSN 지역 내 2,000명에 가까운 여성들에게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을 적용한 후 검사한 결과, 더 나은 포도당 조절과 클리닉 방문 횟수 25%
감소 성과를 보였으며, 한 시간 단위로 매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고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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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사업화 현황
1) Imperial academic health science centre (IAHSC)

□ 개요
◦ 혁신적

치료기술 개발, 의료인력 양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Imperial

College Healthcare NHS Trust와 Imperial College London이 제휴하여 함께
영국의 첫 AHSC인 IAHSC (Imperial academic health science centre)를 구성하
고 운영 중
- (제1기 IAHSC) 2009년 3월 9일에 영국 정부로부터 병원과 대학의 협업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연구 인프라를 갖춘 연구중심병원으로서 AHSC 제1

～2014.3월)로 공식 인증을 받음

기(2009.4월

ㆍ IAHSC CEO 산하에 Imperial College Healthcare NHS Trust와 Imperial
College London이 공동협의체(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해 대학의 연구
기능과 병원의 임상기능을 통합·조정하여 대학의 연구역량과 NHS Trust
소속 병원의 임상연구역량을 결합한 모델로 기능
※ Imperial College Healthcare NHS Trust: 영국 전역에서 가장 큰 NHS Trust 중 하나이며,
Charing Cross hospital, Hammersmith
Mary’s

hospital, Queen Charlotte’s & Chelsea

hospital, St

hospital, The Western Eye hospital 등 5개 병원으로 구성됨

ㆍ 협의체 산하에 연구, 임상, 투자기획, 인력양성 4개 보드를 설치하고 인원은
대학과 Trust에서 1/2씩 파견하여 구성하여 AHSC의 연구 활동을 진행

～

- (제2기 IAHSC) 2014년에는 AHSC 제1기 종료 후 AHSC 제2기(2014.4월
2019.3월)로 새롭게 공식 인증을 받음

ㆍ 제1기의 Imperial College Healthcare NHS Trust와 Imperial College London에
더하여 2016년에는 The Royal Marsden NHS Foundation Trust와 Royal
Brompton & Harefield NHS Foundation Trusts가 AHSC 공동업무협약에 서명
하고 IAHSC의 회원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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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HSC 비전)

기초 과학 발견을 환자 및 인구 건강 혜택으로 전환함으로

써 인간 질병의 부담을 감소

◦ (IAHSC 목적) 파트너의

전문 지식을 조율함으로써 보건 연구, 교육 및 임

상 진료 분야에서 국가 기반의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제공

◦ IAHSC는

최고의 연구기관 지향을 위해 4가지 핵심 질환 분야와 3가지 범용적

의료 기법을 선정
- 핵심질환분야
ㆍ Strategic ambition 1: 심혈관질환(심부전)
ㆍ Strategic ambition 2: 내분비내과, 신진대사, 당뇨병
ㆍ Strategic ambition 3: 만성염증(관절염, 위궤양 등)
ㆍ Strategic ambition 4: 감염증(HIV, TB, 계절감기, pandemic influenza,
생물학 테러)
- 범용적 치료기법: 유전체학(게놈분석), 첨단이미징기술(MRI, PET), HT를 이용

◦ 보건의료연구와 진료에 필요한 인력 양성 기관 역할 수행
- 의사, 약리학(Pharmacology), 임상전문가(Clinical Fellow), 간호사, 보건전문가 양성
- 대학원 과정 개설, 임상프로그램 개시, Wellcome Trust로부터 장학금 펀드 유치

□ 주요 성과
◦ AHSC에 지정된 이후 임페리얼 의대의 인지도 상승 뿐 아니라 재정안정에도
기여하여 각종 기부금 및 외부지원이 연평균 11% 이상 증가

◦ Imperial

innovation이 치료방법, 기기, 의약품의 상업화와 라이센싱을 지원하

였으며, 상업화 시도 결과 Imperial College Healthcare NHS Trust의 전체 연구
비 수입(R&D income)은 2016/17년 5천1백만 파운드, 2017/18년 4천7백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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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드에 달함
※ 출처: Imperial College Healthcare NHS Trust, Annual report 2017/18

◦ 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증유한책임회사(Imperial Academic Health Science

Partnership, IAHSP) 설립
- 임페리얼 병원과 런던 북서부지역의 11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1천9
백만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꾀하기 위해 보증유한 책임회사
(company limited by guarantee)를 시작하기 위한 새로운 AHSP를 만들기로
2011년 11월 25일에 발표하고 2012년 6월 19일에 회사 설립을 공표

□ 기술사업화 관련 조직 운영
◦ 지적재산권

기반 비즈니스 개발업체인 IP Group plc은 자회사로 ‘Imperial

Innovation’을 설립하였으며, Imperial Innovation은 Imperial College London과
독점적으로 협력하여 기존 기업에 라이센스를 제공하거나 신생 기업을 창업
함으로써 신기술 개발, 보호 및 상업화 함
- Imperial Innovation은 IAHSC에서 개발한 치료방법, 기기, 의약품의 상업화와
라이센싱을 지원
- Imperial Innovation과 Imperial College London과의 관계는 대학에서 개발된
방해받지 않는 지적재산에 대한 독점적 상업화 권리를 부여하는 기술파이
프라인 계약에 의해 커버됨
- Imperial Innovation은 매년 평균적으로 임페리얼 직원에 의해 개발된 발명품
400건 평가, 30~40건의 라이센스 거래 완료, 8개의 신생기업 창업, 60개의
신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실시

□ 기술사업화 성공 사례
◦ Imperial Innovations의 지원을 받아 진단 기술의 기술이전 성공
- National Heart & Lung Institute의 임상 연구 펠로우(fellow)인 Justin Davies
박사는 수학, 유체 역학, 심장 지식 및 임상 경험을 결합하여 인체의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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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보다 잘 모델링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 기술은
혈관확장제가 필요 없는 동맥경화 진단기술인 iFR (=instant wave-free ratio)
를 개발
- Imperial Innovations를 통해 iFR 관련 첫 번째 특허를 2006년에 신청(filed)
- 2011년 첫 파일럿 연구가 진행되고 미국심장전문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에 게재됨
- 동 기술은 하드웨어 및 와이어를 제조 및 배포하는 Volcano Corporation사
(현재 Phillips의 일부)에 기술이전 되었으며, 추가 연구를 통해 창출된 iFR
에 관련된 새로운 지적재산 또한 Volcano Corporation에 추가 기술이전 함
- iFR은 2014년 3월 미국 FDA에서 임상 용도로 승인 받았으며, 지난 수년간
연구자는 Volcano사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여 iFR이 기존 기술인 FFR 만큼
임상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증거를 수집 (iFR은 FFR보다 열등하지 않다고 결
론지었고, 환자에 부작용을 10배 이상 감소시킴)
- 2017년 5월 DEFINE FLAIR와 iFR Swedeheart의 두 가지 주요 연구 결과가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됨
- 연구결과가 실제 임상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필립스와 지속적인 협력
이 필요하며, 현재까지도 임상 데이터는 계속 수집되고 있음
- 임상 지침은 iFR을 동맥 건강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기술로 권장할 수 있
으며 연구자는 지속적으로 기술개선을 해내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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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캠브리지대학교 헬스 파트너스(Cambridge university health partners; CUHP)

◦ 캠브리지대학교 헬스 파트너스(CUHP)는 세계선도적 학술의학 파트너십 구성,
의료 교육 및 연구, 의료서비스 제공의 혁신과 통합을 통한 국민건강 강화를
사명으로 설립(2008년 12월 19일)되었으며, AHSC 중 하나로 지정됨
- CUHP 미션은 NHS, 산업계, 학계를 통합하여 환자의 건강 관리를 향상
시키는 것이며, 협력을 강화하고 조직함으로써 캠브리지 및 그 주변 지역에
기반을 둔 세계 수준의 연구, 임상의 및 산업의 혜택을 환자가 얻도록
보장함
- CUHP 구성 기관: Cambridge University Hospital NHS Foundation Trust
(CUH), Cambridge and Peterborough NHS Foundation Trust (CPFT), Papworth
Hospital NHS Foundation (PHFT), University of Cambridge (UoC)

◦ 전략 목표
- 지식 창출(Knowledge Production) : 연구와 보급을 통한 국제적 지식 축적을
더해 연구 역량을 구축하고 서비스 전달에서의 혁신을 육성
-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지식 응용(Knowledge Application) : 중개 및 응용 연
구를 통해 과학적 발견을 임상 적용으로 촉진
- 지식 전달(Knowledge Transmission) : 교육, 훈련 및 체계적 조사와 투자를
통해 넓은 범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자들을 근거 중심의 의료 업무를 수
행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 제공
- 지식 경제(contributing to a knowledge-based economy) : 캠브리지 소구역뿐
아니라 동부 잉글랜드 및 영국 전체에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

◦ 핵심 연구 분야: 심혈관 질환, 치매 및 노인성 정신질환, 비만, 당뇨
◦ 특징: 연구-임상 시험 유닛 (Clinical Trial Unit; CTU)을 구성하고 임상시험 관
리 및 조정, 품질 및 안전 관리, 데이터 관리 및 통계를 구축하였으며, CTU

- 146 -

포트폴리오는 CTIMPs의 지원하에 캠브리지대학 병원과 캠브리지 대학에 의
해 주로 수행

□ 주요 성과
◦ CUHP는 기금 지원을 받아 R&D를 수행하였고 다양한 성과를 창출
※ 자료: CUHP 홈페이지

- 암을 공격하기 위해 환자 자신의 세포를 유전공학적으로 조작
- 난치성 백혈병 치료를 위해 유전자 조작 면역 세포를 처음으로 사용
- 암에 대한 새로운 T세포 치료의 임상 시험
- MRI 뇌 스캔으로 초기 파킨슨병을 발견
- 초기 알츠하이머병의 징후 발견
- 일차 진료에서 Barrett's oesophagus 진단
- 암 환자의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중 유전자 DNA 시퀀싱을
NHS에서 런칭
- 암 백신을 테스트하기 위한 신규 면역치료제의 임상 시험

◦ CUHP는

2014/15년에 산업계와의 파트너십 발굴을 포함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한 성과를 창출
※ 자료: CUHP annual report 2014/15

- CUHP 파트너십을 통한 탁월성은 AstraZeneca (AZ)의 케임브리지로의 이전
결정에서 중요한 요소였으며, 영국에서 AZ의 기반을 확보하고 향후 3년 동안
2,000명의 직원이 지역 경제에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며 신약 개발 역량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갖게 될 것임
※ 새로운 AZ 빌딩, Papworth 병원 및 CUHP의 Cambridge Biomedical Campus 포럼을 포함한 기타
주요 개발의 건설 가치는 약 13억 파운드이며 프로젝트의 전체 가치는 약 20 억 파운드임

- CUHP의 중개 연구 사무소(Office for Translational Research)는 산업계와의 효
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잠재적인 파트너에게

- 147 -

효과적인 포털을 제공하고, 잠재적인 관심사로 간주되는 광범위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협상, 계약 등을 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
ㆍ CUHP의 산업계 파트너는 UCB, Pfizer, Lilly, Novo, Siemens 및 Genzyme이
포함되며, 특히 AstraZeneca/Medimmune 및 GSK와의 주요 전략적 제휴 관
계를 강조
※ 사례) AstraZeneca/Medimmune와 함께 PhD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암 연구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보유

ㆍ 각각의 경우에 공동 작업은 정기적으로 만나고 프로젝트를 확인하고 성
공적임을 확인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합동 운영위원회(JSC;
Joint Steering Committee)에 의해 감독됨
※ 사례) Cambridge-GSK JSC는 염증에 특히 중점을 둔 7가지 고부가가치 프로젝트를 감독

ㆍ CUHP는 2014 년 7월 여러 산업 파트너의 주요 지원(input)과 함께 케임
브리지

면역

치료

및

전염병

연구소(Cambridge

Institute

for

Immunotherapeutics and Infectious Disease)를 위해 Research Partnership
Infrastructure Fund로부터 2,500만 파운드를 확보
ㆍ CUHP는 새로운 파트너십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시작된 케임
브리지 신 치료학 포럼(New Therapeutics Forum)을 공동 창립하고 정기적인
과학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동 포럼은 케임브리지와 뉴타운에서 새로운
치료제 개발 및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업계 및 학계의 모든 과학자들에게
열려 있음
ㆍ CUHP와 AstraZeneca는 과학 리더십과 협력 관점에서 케임브리지의 위치를
강조하기 위해 2014년 12월 하원(House of Commons)에서 공동 행사를 개

최했으며, 정치인과 핵심 이해 관계자는 산업계, NHS, 학계, 연구계 간의
긴밀한 협력이 어떻게 환자 결과(patient outcomes)를 개선하는지에 대해 들
었고, AstraZeneca와 Papworth의 절박한 움직임을 포함하여 Cambridge
Biomedical Campus의 핵심 개발 내용에 대해 업데이트하였음
- 또한 CUHP는 제약 및 다른 분야의 연구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촉진하였
는데, 2015년 4월 MedImmune은 University of Chemical Engineering과 5년간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대한 연구에 3.5 백만 파운드를 투자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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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HP는

2015/16년에 산업계와의 파트너십 발굴을 포함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한 성과를 창출
※ 자료: CUHP annual report 2014/15

- CUHP 케임브리지 생물 과학 분야가 이 지역의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한 보고서*는 지역의 200개 기업에 가까운 생물 과학 클러스터가 18개
과학 공원(science parks or sub-clusters)에 걸쳐 약 13,800개의 일자리를 담당
하고 있다고 추산하였으며, AstraZeneka가 들어서기 전인데도 총부가가치
(GVA)를 9억7백만 파운드로 추산함에 따라, 기여도가 영국의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음
ㆍ 케임브리지 생물 과학 분야는 또한 6,000명 이하의 직원과 실제 3억1천만
파운드가 넘는 GVA (2013년 수치) 등 영국 경제 전체에 걸쳐 상당한 간
접적이며 유도된 효과가 있음
ㆍ 각 100개의 Bioscience 직무는 다른 부문에서 창출된 80 개의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하고, Bioscience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100 파운드가 될 때마다
다른 곳에서 생산된 69 파운드가 추가 부가가치로 발생
※ 경제 성장에서 CUHP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케임브리지 생물 과학이 지역 및 국가 경제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요 연구가 케임브리지 공중 보건 연구소(Cambridge Institute of Public
Health)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동 보고서는 CUHP가 경제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The Cambridge Bioscience Impact Assessment Study, 2015년 10월, NIHR
BRC Cambridge)
※ 동 보고서는 케임브리지 생물 의학의 지역 경제 기여, Cambridgeshire 내의 더 넓은 경제에 대한
생물 의학 분야의 최근 성장의 비용 및 이익, 생물 의학이 만들 수 있는 지역 및 국가 경제 기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학·관의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함

ㆍ CUHP는 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 계획을 개발하는 데 계속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CUHP 파트너와 협력하여 시티 딜(City Deal)의 일환으로
케임브리지의 광범위한 발전에 대한 정책 및 결정을 구체화하여 이 지역
의 미래에 투자 할 것임
- 산업계와의 파트너십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CUHP Office for Translational
Research는 인간 건강 공동체(human health community)를 위한 산업계 파트너
링 및 중개연구 이전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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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CUHP Office for Translational Research는 자매 부서인 BioScience Impact
Team과 협력하여 광범위한 대학 및 병원의 연구, 개발 및 지식 이전 전
문가 네트워크를 운영
ㆍ 산업계와의 파트너십 유지 및 개발은 CUHP의 핵심 우선순위이고, 산업계
와의 파트너십은 컨설팅(예: 과학 자문위원회), 계약 및 공동 연구, 자료 및
데이터 교환부터 기술이전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CUHP는 위의
모든 영역에서 매우 적극적임
ㆍ CUHP는 약 450개의 산학 협동 프로젝트가 있으며 산업계와의 협동 연
구는 번창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업계와의 파트너십을 확보하기
위해 1억 파운드 미만이 확보됨(2015/16 기준)
※ 산학 협동 프로젝트: University of Cambridge 169건; NHS Partners 283건(사업화 201건, 공동연구 82건)

ㆍ CUHP는 특히 생명 공학 및 디지털 건강 분야의 케임브리지 클러스터의
기술 회사의 폭 넓은 커뮤니티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Cambridge
Wireless, OneNucleus 및 Cambridege Network를 포함한 관련 네트워크와
협력

□ 기술사업화 관련 조직 운영
◦ CUHP는

두 개의 기술 이전 조직인 Cambridge Enterprise (CE)와 Health

Enterprise East (HEE)의 지원을 받으며, 이 기관들은 긴밀히 협력하여 대학과
NHS 직원이 효과적인 기술 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CE는 파트너의 연구 활동을 기반으로 여러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 중에서도
XO1은 2015년 3월 Janssen Pharmaceuticals에 인수된 University and CUH의 직
원이 개발한 완전히 새로운 항체 항응고제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됨
- CE는 2015년 2월~2016년 3월까지 12개월 동안 19건의 특허 신청서를 제출
하고 파트너사의 업무와 관련된 28건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 HEE는 125개가 넘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회원국 NHS 기관의
혁신을 기반으로 여러 회사를 설립했고,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건은 귀
의 교정을 위해 Earfold라는 의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North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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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Innovations Ltd 설립이며, Northwood Medical Innovations는 2015년
11월 Allergan plc가 인수함
- 또한 CUHP는 소규모 창업 보조금 및 멘토링을 통해 연구원 및 임상의를 지
원하기 위해 CE 및 HEE와 Judge Business School을 포함하는 멀티 파트너 혁
신 허브(multi-partner Innovation Hub)를 설립하였고, 기금 소지자 중 한 명은
Small Business Research Initiative 기금을 성공적으로 신청하여 '응급실에서 환
자 흐름 관리를 위한 지원 도구'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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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킹스 의료 파트너스(King's Health Partners)

□ 개요
◦ King's

Health Partners는 킹스 컬리지 런던과 3개의 NHS 파트너들의 통합으

로 파트너십 구축하여 2009년 1월 15일 설립되었고, 이후 AHSC로 지정됨
- King's Health Partners는 2백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남부 런던
(Lambeth, Southwark, Lewisham, Croydon, Bexley, Bromley, Greenwich) 지역 내
킹스 컬리지 런던과 가이즈앤세인트 토마스 병원 NHS Trust, 킹스 컬리지 병원
NHS Trust, 사우스 런던 앤 모즐리 NHS Trust가 통합됨

◦ King's

Health Partners는 의료서비스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 진료, 교육 훈련을 통합하여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비전을
바탕으로 6가지 미션을 수립
- 임상학술그룹(Clinical Academic Group, CAG)을 통해 환자를 위한 연구개발,
교육훈련, 치료의 통합 주도
- 환자의 건강상 요구에 대한 다방면의 고려
- 다양한 사회와 인종에 걸쳐 불평등 해소 노력을 통해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도모
- 의학, 기초과학, 사회과학, 법학, 인문학 등 모든 학문분야 전문지식 활용

･

- 위험군 그룹을 유전학 생활습관으로 규명하고 질병으로부터 안전성 확보
- 이해당사자간의 혁신적 업무를 통해 홈케어를 포함하는 환자 진료 방법 개선

◦ King's

Health Partners의 4개 파트너 기관들은 임상학술그룹(CAG; Clinical

Academic Group)을 구축하고, 연구와 교육이 연계된 신속하고 일관되며 체계
적인 임상 서비스를 제공함
- 주요 연구영역 설정 후 CAG를 통한 중개연구를 수행: 알레르기, 암, 심혈
관, 치과, 피부과, 당뇨병, 감염 및 면역, 신경과학 및 정신 건강, 생식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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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를 주요 연구영역으로 설정하고, 신약개발, 정보과학, 개인 맞춤형
치료, 일차 진료 예방 및 공중 보건의 4개의 중요 영역 강조(King‘ Health
Partners, 2010)
- King’ Improvement Science Program을 통해 의료 서비스 향상을 통한 주민
건강 향상 계획 마련
- NHS Foundation Trust 파트너들을 통해 급성 및 정신 건강 의료 서비스, 2
백만 명 이상 인구 거주 지역 100여 곳에 정신건강 및 심리학 서비스 및
약 5백만 명의 주민 또는 도시 인구의 약 60%를 포함하는 광범위 수용인
원을 아우르는 특수 서비스 제공

□ 기술사업화 관련 조직 운영
◦ King's

Health Partners는 최우선 중기 전략으로 기관 내 IP 생성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 수입의 다양화와 세계적 교육 기관과 민간 회사와의 협력
으로 보건의료 연구에 통합적 접근을 통해 중개연구 촉진을 통한 가치 창출
추구

◦ King's Commercialization Institute는 킹스 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과
킹스 헬스 파트너스(King's Health Partners)에 생명 과학 및 건강 연구 기술의
상업화를 제공하며, 이와 동시에 대학생들에 대한 기업가 정신 인식, 교육
및 활성화 기회를 제공
- King's Commercialization Institute는 King's Health Partners를 구성하는 킹스
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과 NHS Foundation Trusts 내에서의 성장
하는 기업 커뮤니티를 창출하기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자 함
- King's Commercialization Institute의 목표는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활동으로
인한 상업적 혜택 및 공공 혜택을 가속화하고 성장시키며, 기업가가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King's Commercialization Institute는 기업적 인식도와 기술 개발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지원하고 제공하며, 초기 사업화 중개와 King's Health
Partners에서 도출된 사업적으로 돋보이는 생명과학 연구 프로젝트의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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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게 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귀중한 자산(valuable assets)의 개발 및 사
업화를 위해 직접 기술이전하거나 외부 자금 지원 및 스핀 아웃 회사 설립
을 촉진하는 것임
- King's

Commercialization

Institute는

objectives

management,

~~

project

development, entrepreneurship 등의 업무를 수행함
ㆍ (objectives management) King's Health Partners에서 수행된 폭넓은 연구들
중 특히 상업적 잠재력이 요구되는 뛰어난 프로젝트로 식별되는 포트폴
리오에 대해 매년 상업화 동료평가(commercial peer review)를 수행
※ 프로젝트는 세부적이고 마일스톤 중심의 프로젝트별 사업화 개발 계획 수립을 가이드하기 위해 규
제 개발 방법, 시장 매력도와 같이 임상 및 건강 경제 효용을 포함하는 상업적 차원에서 평가됨
※ 사업화 개발 계획에는 Technology / Invention Overview, Project Team Profile, Current Stage of
Development,

IP

Status,

Competitor

Analysis,

Market

Assessment,

Route

to

Market,

Development Roadmap, Milestones and Budgets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ㆍ (program management) 연구자 및 King's IP&Licensing와 함께 일하는 선택
된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화 개발, 산업 협력 및 외부 투자를 주도하며,
주요 지원 분야는 투자 마일스톤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의 개발 진전, 라
이센싱/투자 제안의 명확화, 마일스톤 종료가 가까운 각 포트폴리오 프로
젝트에 대한 타겟 licensees 및 투자자 확인 등임
ㆍ (project development) 포트폴리오 업데이트를 알리는 정기적인 계약 및
회의 개최를 통해 산업 파트너 및 투자자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강화하



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활동의 일환으로 산업 및 투자 파트너를 대상
으로 연구 및 상업적 매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및 시너지 효과가 있는
여러 프로젝트를 파악하고자 함
ㆍ (entrepreneurship) 산업체, 규제 및 투자 전문가와의 상업화 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가로서의 필요한 기술 및 혜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재학생들과 졸업생들로 하여금 King's의 연구원들 및 경험 있는 산업 컨
설턴트들과 함께 특정 King's의 생명 과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연
구를 혁신적인 제품으로 바꾸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 2017년에는 특허가 있는 지적 재산권이나 신규성이 있는 King's Health
Partners 연구 프로젝트 76건을 확인하고, 잠재적인 임상 및 자원 유용성, 시
장매력도 및 개발 위험(시간, 돈, 규제경로의 명확성)을 기반으로 우수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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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 매력을 가진 프로젝트 11건을 선정하여 사업화 개발 계획을 지원함
※ 사업화 개발 계획 지원을 위해 선정된 11개 프로젝트는 치료제 2건, 디지털 건강 1건, 바이오마커
3건, 의료기기 5건이며, 상업화 포트폴리오 관리자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으며, 사업화 거래
준비 및 프로젝트 진출 시 발생하는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 업체의 컨설팅을 제공

[그림 3-13] 2017 King's Commercialization Institute 포트폴리오 프로세스 및 outcome

□ 주요 성과
◦ King's Health Partners의 파트너 기관들은 매년 거의 4.8백만명의 임상시험 환자
계약(patient contract)을 체결하며, 22개의 임상학술그룹(CAG)은 암 서비스,
당뇨병, 어린이 및 청소년 정신 건강에서부터 치과 및 영상에 이르기까지 환자
및 서비스 사용자 치료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환자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파급효과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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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King's Health Partners 임상학술그룹의 혁신 성과 사례
임상학술그룹(CAG) 명칭

주요 파급효과
약물 및 알콜 치료 서비스에서의 폐질환 진단

중독
(addictions)

알레르기, 호흡기, 집중치료,
마취제, 고통
(Allergy, Respiratory, Critical
Care, Anaesthetics
and Pain)

- 흡연과 관련된 호흡기 질환이 약물 및 알코올 중독 환자의 초과 사
망률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 사회의 마약 및 알코올 치료 서비스
에서 폐 질환 검진이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님
-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King's Health Partners는 King's
College Hospital의 Addictions and Resporatory Medicine 협력으
로 파일럿 주간 폐 건강 진료소(pilot weekly drop-in Lung Health
Clinic)를 설립
심각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치료를 위한 향상된 임상 실습
- 최근 완료된 임상 시험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의 중증도가
생명을 위협 할 때 환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임상 사례의 변화로
이어질 것
이미징을 통한 결과 및 건강 경제의 전환

영상 및 생체공학
(Imaging and Biomedical
Engineering)

- Transforming Outcomes and Health Economics through
Imaging(TOHETI)은 Lambeth와 Southwark가 환자 경험과 결과
(outcomes)를 핵심으로 하여 영상화(imaging)의 미래에 대한 비전
을 개발하는 4 년간의 프로그램임
- 학술 연구와 서비스 개선을 통합함으로써 TOHETI는 이미징을 진단
및 치료 도구로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
는 방법을 보여주고 비용 효과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간, 신장, 비뇨기, 이식,
위장/장 수술
(Liver, Renal, Urology,
Transplant, Gastro/Gastro
Intestinal Surgery)

영국에서의 최초 로봇 신장 수술
- 영국에서 최초의 로봇 신장 이식을 실시했고, 이로 인해 신장 이식
수술이 처음으로 최소한의 침습적인 방식으로 수행 될 수 있었으며
수술 후 환자의 회복 속도와 신속한 퇴원 속도에 큰 효과가 있었음

자료: Innovation impact stories, King's Health Partners 홈페이지

◦ (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 사례)
- (1형 당뇨 치료를 위한 면역치료법) 제1형 당뇨병(T1D)의 근본 원인에서자
가 항원에 대한 면역계를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된 연구용 6- 펩티드 면역
요법인 MultiPepT1De를 개발하여 UCB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중임
※ King's college london의 면역생물학과장이자 King’s College Hospital NHS Foundation Trust의 명
예 컨설턴트인 Mark Peakman 교수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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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MultiPepT1De는 Wellcome Trust Award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 공식적인
전임상 개발을 완료했고 현재 UCB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있음
ㆍ King's

Health

Partners는

UCB와

연계하여

1형

당뇨

환자에서

MultiPepT1De의 임상1상을 진행하여 안전성을 결정할 뿐 만 아니라
효능의 지표를 찾고 있음
- (유전자치료법을 강화하는 아데노연관바이러스 플랫폼) 아데노연관바이러
스 감염 환자의 특정 조직 및 세포 하위 유형에 대한 표적화 및 '표적 제
거'를 허용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여 화이자에 기술이전 성공
ㆍ 환자의 특정 조직 및 세포 하위 유형에 대한 표적화 및 '표적 제거'를 허
용하는 새로운 아데노연관바이러스(AAV) 플랫폼을 개발하고, 다양한 질
병에 대해 매우 유익 할 수 있는 뇌 조직에서 독특하고 유리한 형질 도
입 특징을 갖는 신규 벡터(AAV2*)를 생성
※ 생물학적 활성이 개선 된 새로운 AAV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AAV 벡터의 현재 한계를 해결할 수
있고, 더 적은 양의 바이러스를 사용하여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상업 생산 규모를 줄일 수
있으며, 새로운 AAV 벡터가 필요한 조직 내에서 유전자 발현의 확산을 개선하여 유전자 치료의
효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社(Pfizer Inc)에 독점 라이센스 계약되어 현재 화이자의

ㆍ 동 기술은 화이자

연구 주제이며, 협동 연구 지원(collaborative research award)과 함께 유전자
치료의 경쟁 분야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흥미 진진한 연구
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보건의료 공공성 측면에서의 성과 사례) King's Health Partners는 신규 치료법
개발 및 치료 능력 향상 등을 통해 보건의료 공공성 측면에서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R&D 성과를 창출
- (심장수술을 보조하는 3-D 프린팅 기술 개발) 연구 및 교육을 위해 사용해
왔던 3D 모델을 임상적으로 적용한 첫 사례이며, King's Health Partners 내
에서 개척 연구(pioneering research)가 어떻게 환자 혜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임
ㆍ King's College London의 연구원은 MRI 이미징 스캔으로 작업하는 3D 프
린터가 환자 장기의 물리적 복제본을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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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St Thomas Hospital에 있는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연구원과 임상의
들이 연구 및 외과 수술에 사용할 3차원 심장 모델을 제작할 수 있음
ㆍ 외과의사는 플라스틱 장기 복제품을 이용하여 장기를 관찰, 측정, 보관
할 수 있으며 수술 전에 수술을 맞출 수 있음, 특히 장기가 매우 작은
어린아이들의 수술 시 유용함
※ 적용 사례: 2세의 미나(Mina)는 이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입은 영국 최초의 환자 중 한 명이었으며,
출생시 심한 심장 변경으로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나, MRI 3D 이미징 기술과 3D 프린터를
이용한 정확한 플라스틱 심장 복제본을 바탕으로 Evelina London Children's Hospital에서 심장 사
이의 정확한 구멍의 크기와 위치를 보고 패치를 설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치료가 가능하였음

- (어린이 건강: 태아 심장 3D 이미징 기술 개발) 심한 선천성 심장 질환에
대한 산전 진단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태아 의학 연구진과 뇌 개발 센터의
연구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태아의 태아 발달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태아 심장 3D 이미징 기술을 개발
ㆍ 태아 심장을 이미지화하기 위한 새로운 MRI 기술은 King 's College
London 및 iFind 프로젝트와 공동으로 Evelina London Children 's Hospital
에서 개발
ㆍ King's Health Partners만의 고유한 기술로 태아의 심장 움직임을 수정하
여 태아의 심장을 자세하게 재구성 할 수 있고, 스캔을 사용하여 의심되
는 심장 상태를 확실하게 진단 할 수 있으므로 아기가 태어나면 보다
정확한 애프터 케어 플랜을 만들 수 있음
ㆍ 개발한 3D 이미지를 다른 고급 초음파 및 MRI 방법과 결합하여 심장
및 폐, 발달중인 뇌 및 태반을 통한 혈액 흐름을 측정함으로써 태아 심
혈관 시스템의 독특한 해부학 및 생리학적 프로파일을 각 환자에게 생성
할 수 있음
※ 이러한 방법을 다른 비침습적인 진단 검사 및 산모의 과산소화와 같은 잠재적 치료 방법과 결합시
키는 윤리적 승인이 현재 시행 중

ㆍ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전통적으로 출생 전에 진단하기 어려웠던 태아
대동맥 축착, 우심실 대동맥 궁 및 일부 형태의 좌상 좌심실 증후군에
대한 즉각적인 임상적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 서비스는
Guy, St Thomas 및 영국의 다른 센터에서 약 100건의 추천(referrals)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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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당뇨 관리 프로그램 개발) Prediabetes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제2형 당
뇨로 발전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변화를 탐색하고 이끌어냄으로써 체중 감소
및 신체 활동 증가 등 특정 목표에 대한 개인의 동기를 강화하도록 당뇨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ㆍ 현재 추정치에 따르면 영국 성인 인구의 1/3 이상(약 1,440만명 이상)이
prediabetes를 가지고 있어 2형 당뇨 발병 위험이 높음을 의미하며,
prediabetes 환자의 경우 생활 습관의 변화를 촉진하는 빠른 개입이 당뇨
병의 발병을 예방하여 약물 및 관련 건강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
※ 2형 당뇨병으로 인해 매년 영국에서 약 22,000 명이 조기 사망하고, 시간당 NHS 100만 파운드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ㆍ King's Health Partners와 영국의 고성장 기술 회사 중 하나인 Buddi Ltd.는
Innovate UK의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부서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정신 및 신체 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당뇨 예방 프로그램인 nujjer를 공동
개발함
ㆍ nujjer 프로그램은 개인 고유 데이터에 대한 맞춤형 동기부여 피드백이
가능한 고감도 손목밴드와 앱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교육 모듈
및 개인화된 동기부여 메시지를 결합함
ㆍ nujjer 프로그램은 2016년 9월 시작되었으며, 웨어러블 기술을 사용하여
제2형 당뇨병 예방 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해 NHS와 협력하는 상용기술회
사(commercial techonology company)의 첫 번째 사례임
ㆍ nujjer

프로그램은

개인별

동기화

된

정보(personalised

motivational

information)와 함께 웨어러블 기술 개입이 제2형 당뇨병의 두 가지 중요
한 위험인자인 체중 감소 및 신체활동 증가를 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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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맨체스터 AHSC (Manchester Academic Health Science Center; MAHSC)

□ 개요
◦ 맨체스터의

대학 및 병원들은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 하의 다수의 주민들에

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통 연구 거버넌스 및 자료 공유 메커
니즘을 바탕으로 하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영국 AHSC 중 하나로
지정됨
- MAHSC는 2008년 7월 맨체스터 대학과 맨체스터 주(Greater Manchester) 내
센트럴 맨체스터/맨체스터대학병원 어린이병원 NHS Trust, 크리스티 NHS
Trust, 맨체스터 정신건강 사회 치료 Trust, 살포드 일차 진료 Trust, 살포드
왕립 NHS Trust, 사우스 맨체스터 대학병원 NHS Trust의 파트너십 구성으
로 설립
- MAHSC 파트너 기관들은 학문, 임상서비스 제공, 연구 관리 및 교육 분야
에서의 뛰어난 결합으로 가장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 하의 다수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 MAHSC는 공유 가능한 맨체스터 주 내의 보건 연구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공하고, 지역 내 다수의 세계적 수준의 연구 프로그랩을 확립하고자 함

◦ MAHSC는 혁신적인 응용 의료 연구와 의료교육을 통해 영국 내 및 세계적인
선도 센터가 되기 위한 7가지 비전을 제시
- 연구와 교육의 제휴에 의한 서비스 제공

･

- 경영을 포함하는 보건의료 다종 전문가 양성 개발
- 미충족 임상 수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치료법, 기술 및 헬스 서비스 개발
가속화
- 조직 전체 내 혁신의 수용에 대한 문화적 단계적인 변화의 도입
- 보다 나은 건강성과를 이끌어내는 향상된 보건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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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맞춤화된 환자 치료 기회의 반응성 향상
- NHS 지역, 전국뿐만 아니라 계획을 넘어설 만한 수용 능력 증대와 e-헬스
구현을 통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근거-중심 변화의 실행

◦ MAHSC는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4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고, 7가지 목표를 설정
- (4대 추진전략) (1)미충족 의료 수요의 평가, (2)연구로의 통합적 접근 확립,
(3)연구와 혁신의 실행, (4)‘해야 할 일’의 결과에 대한 평가

① 혁신적인 보건의료와 연구의 개발･적용을 통한 주민의 건강과
복지의 향상, ② 기술과 의료 분야 혁신의 국내외 전파, ③ 인력 개발 지원

- (7대 목표)

하에 보건의료, 보건의료 관리 및 생명 의학의 모든 측면에서 효과적인 교육

④ 의료의 질 제고와 주민의 참여 유도, ⑤ 상업 부문과의 더 넓고 이
로운 제휴, ⑥ 도시 지역과 잉글랜드 북서지역에서의 기업과 경제발전 혁신
에 기여, ⑦ 국내외 가장 우수한 의료 연구자와 인력 영입
실행,

□ 기술사업화 관련 조직
◦ MAHSC는 사업 개발 그룹을 운영하여 North West e-Health, Manchester는 통
합의료･기술 혁신 및 모바일-헬스 생태계를 포함, 국제적 공인된 플랫폼 구
축과 7개 파트너들을 아우르는 산업 및 사업 접점 지원
-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로 28개의 스핀-아웃 회사 창업, 다국적 기업과 다수
의 ‘최초’ 파트너십 구축 등
※ 출처: Manchester Academic Health Science Centre, 2009)

◦ MAHSC

설립 및 지정 당시의 투자 목표 및 재원 조달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Translational Board를 구성하고 산업계와의 다각도 협력을 추진
- 파트너 기관들은 MAHSC의 비즈니스 관리를 위한 Transitional Board 내 핵
심 행정 인력 비용을 각자 출자하기로 동의하고 해외 투자 유치, 클러스터
조성, 산업계 전문가 영입, 지식재산권 관리 협력 계약 체결 등 산업계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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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도 협력 방안 모색
- 그 결과, 중국 투자회사인 Yuan Zhen Limited와 중국 노인인구의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1백만 파운드의 계약 확보, 지식재산권 기반 비즈니스 개발 업
체인 IP Group plc와 맨체스터 대학의 기술이전 기업인 UMI3 의 상업화 계
약 체결 등 가시적 성과 창출
※ 출처: Manchester Academic Health Science Centre, 2013

◦ MAHSC을 구성하는 맨체스터 대학은 기술이전기업인 UMI3(The University of
Manchester Innovation Group)은 UMIP와 UMIC 2개 부서로 구성되며, 개발 기
술의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
- UMIP는 지적재산권의 사업화를 담당하며, 가장 적합한 경로(판매, 라이센스,
스핀아웃)를 통해 모든 faculties, commercialises로부터의 연구의 사업화 잠재
력을 확인, 보호 및 평가함
※ UMIP(THE UNIVERSITY OF MANCHESTER INTELLECTUAL PROPERTY): 영국에서 가장 경험
많고 성공적인 IP 사업화 사무소 중 하나이며, IP 사업화 관련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
(licensing,

patents/trademarks/copyright,

profft-of-principle

funding,

IP

agreements,

venture

opportunities, spin-out comppany, business palnning, marketing/legal/financial issues)
※ UMIC(THE UNIVERSITY OF MANCHESTER INNOVATION CENTRE): 신규 생명공학 및 기술회
사에 건물(최첨단 연구실 및 사무실 공간) 제공 뿐 아니라 전문가 및 연구자들을 위한 주문형 회
의 및 행사 시설 제공

□ 기술사업화 성공 사례
◦ MAHSC을 구성하는 맨체스터 대학은 새로운 MRI 기술을 개발하여 Bioxydyn
Ltd라는 새로운 진단 이미징 도구 및 이미징 서비스의 개발 및 적용을 전문
으로 하는 스핀 아웃 회사 창업하였음
- Bioxydyn Ltd의 설립자인 Geo Parker 교수는 연구팀이 폐 영상 분야의 상업적
잠재력을 인식하고 UMIP에 접근하여 연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받았으며, UMIP는 관련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지침뿐만 아니라 분사
회사 설립을 위한 실제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
- 이 기술은 환자에게 제로 방사선을 노출시키는 독특하고 강력한 비침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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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공명 영상 (MRI) 도구를 기반으로 하며 만성 폐질환의 진단 및 모니
터링을 상당히 개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폐질환 뿐 아니라 염증성 질
환 및 신경 과학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 Bioxydyn Ltd는 다양한 질병 분야의 임상 시험에서 이미징 바이오 마커를
제공하기 위해 제약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임상 사용을 위한
진단 이미징 기술을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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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런던컬리지파트너스 (University College London Partners; UCL Partners, UCLP)

□ 개요
◦ 런던컬리지파트너스(UCL Partners, UPCL)는 런던컬리지와 4개 의료기관(NHS
Trust)의 파트너십으로 설립된 후 2009년 3월 AHSC로 공식 지정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파트너 기관 합류로 유럽 내 최대 규모의 AHSC로 성장
- UCLP는 연간 150만 명 이상의 환자를 담당하고, 연 매출액이 약 2조 파운드
이며, 약 3,500명의 과학자와 선임연구원 및 컨설턴트들로 구성된 유한 책임
회사임
- 2008년 8월 오몬드스트리트병원 아동 NHS Trust, 무어필즈 안구 보건 NHS
Trust, Royal Free Hampstead NHS Trust (현재 Royal Free London NHS
Foundation Trust), 런던컬리지(UCL) 및 런던컬리지 병원 NHS Foundation
Trust가 UCLP를 구성하였으며, 2009년 3월 AHSC로 공식 지정됨
- 2009년 10월 바트 앤 런던 NHS Trust, 퀸 메리, 런던대학교가 UCLP 합류하
였고, 2012년 4월 Barking, Havering and Redbridge University Hospitals NHS
Trust가 UCLP에 합류
※ 현재 UCLP 파트너십 구성 기관: Barts Health NHS Trust, Great Ormond Street Hospital for
Children NHS Foundation Trust, Moorfields Eye Hospital NHS Foundation Trust,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Royal Free London NHS Foundation Trust, University College 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on Hospitals NHS Foundation Trust, Barking, Havering and Redbridge
University Hospitals NHS Trust

◦ UCLP는

파트너십을 통해 건강과 보건 분야에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가장 시급한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결과지향의 해결책을 개발하는데 철저히 집중
- 파트너십을 통한 접근으로 환자 집단, 지자체 및 사회 치료 기관, 행정기관의
장, 대학, 산업계 및 정부에 이르는 광범위한 파트너들과 함께 해결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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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인종 사회에서의 암 검진에 대한 문화적 장벽과 같은 광범위한 주민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상의학을 거쳐 사회학 및 자연과학, 인문학
및 다른 분야 학문의 활용에 집중하고 학계, 임상의사와 지역 주민간의 대화
촉진

◦ UCLP는 주요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단계적 연구분야 확대를 추진
- 2009년부터 신경과학, 소아건강, 안과질환, 여성 건강, 심장 질환, 이식, 면
역 및 감염의 7개 분야에 대한 중점 연구 시작
- 이후 연구 분야를 확대하여 2012년에는 신경학적 장애, 심혈관질환, 면역학,
전염성질환, 안과질환, 소아건강, 여성건강, 암, 구강질환, 정신질환, 이비인
후과 질환의 총 11개 분야의 임상 프로그램 운영
※ Thomson ISI Essential Science Indicators에 따르면, UCLP는 안과학 연구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으며, 신경과학은 세계 2위(유럽 내 최고), 임상의학은 유럽 내 1위, 면역학 분
야는 유럽 내 2번째로 많이 인용됨 (출처: UCLP 홈페이지)

- 2016/17년에는 다음 6개 분야의 '아카데믹 의료 센터'(AMCs)를 통해 지속적
으로 제휴를 확대해옴: 1) 신경 과학; 2) 아동 건강; 3) 감염, 면역 및 염증;
4) 암; 5) 심혈관; 6) 눈과 시력

◦ UCLP는

혁신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헬스케어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신중하게 투자하는 단계별 비즈니스 모델
(4단계)을 운영
- 1단계: 보건의료 난제에 대한 지역 주민과 환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우선시
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
- 2단계: 파트너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 실험하여 운영 시작
- 3단계: 파트너들과 함께 개발한 해결책을 규모에 맞춰 적용하고 채택 촉진
- 4단계: 해결책을 파트너 기관들 내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도록 자리 잡게
한 후, UCLP 포트폴리오로부터 국내외로 널리 확산

□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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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LP는 R&D를 통해 새로운 치료모델 및 개발 플랫폼 구축, 질환 정보 공
유시스템의 적용 확대 등 다수의 성과를 창출
- 런던 전역에서 사망률을 현저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뇌졸중 치료를 위해 만든
새로운 치료 모델을 파트너 기관들 간 협력으로 시행한 결과 파트너 기관
모두 런던 북중부 지역 왕립 내과 대학(Royal College of Physicians; RCP)
표준 7개 획득
※ 뇌졸중 치료 모델을 통해 2014년을 기준으로 런던 북중부 지역에서의 뇌졸중에 의한 사망률은
10% 미만(전국 평균 22%) 및 혈전용해 치료율 12% 달성(전국 평균 3-5%)

- Whittington Health은 환자와 지역주민의 필요에 따라 한 기관과 다른 병원
또는 지역 일차 진료소와의 연결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장기 요양
환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런던 북부를 아우르는 통합 암 치료 프로젝트 프
로그램 수행
- 새로운 치료법 개발로 뇌종양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였고, 범세계적
적절한 R&D 프로그램 기회의 제공 등 뇌종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
의 플랫폼 구축
- 무어필즈 안과병원 및 안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환자 자신이 소유한 환자
임상 전자기록을 환자와 임상 흐름 양측 모두의 요구에 따라 설계하는
“pen Eyes”적용 확대

◦ UCLP는 부의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2015/16년에 중요한 성공사례를 창출
※ 자료: UCLParners annual report 2015/16

- 2015/2016년에 약 4,000만 파운드의 아폴로 치료제 기금(Apollo Therapeutics
Fund)이 조성되어 대학 연구가 새로운 의약품으로 중개되는 속도와 잠재력
을 크게 향상시킴
ㆍ 상기 이니셔티브는 AstraZeneca, GlaxoSmithKline, Johnson & Johnson
Innovation과 Imperial College London, UCL 및 Cambridge 대학의 기술 이
전 사무소 간의 협력의 결과물임
- 2개의 Syncona Immunotherapy 회사(Freeline Therapeutics, Autolus)가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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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spin-out 되었음
ㆍ Syncona는 Wellcome Trust의 독립적인 자회사이며, 회사의 시리즈 A 파
이낸싱에 5,500만 파운드를 투자
ㆍ Freeline Therapeutics는 출혈 및 기타 쇠약 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 및 상용화 할 예정
ㆍ Autolus는 혈액 및 고형 종양에 대한 차세대 설계 T세포 요법의 개발 및
상업화에 주력 할 예정
- 아테나 비전(Ashena Vision)은 UCL에서 실시된 연구를 기반으로 안과 질환을
위한

유전자

치료법

개발에

주력하는

새로운

회사로

설립되었으며,

MeiraGTx Ltd.와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UCL 안과 연구소에서 수행한
아테나의 안구 유전자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및 상용화 함

◦ UCLP는
성과를

2016/17년에 산업계와의 파트너쉽을 포함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한
창출하였으며, UCLPartners, UCL의 Translational Research Office

(TRO), UCL Business (UCLB), NHS Trust R&D 지사의 노력을 통해 2016/17
년에 더욱 많은 성공을 거둠
※ 자료: UCLParners annual report 2016/17

- (신규 치료법에 대한 투자) 4천만 파운드(£)의 아폴로 치료제 기금(Apollo
Therapeutics Fund)의 조성 이래, UCLPartners (AHSC)는 망막 변성 치료를
위한 세포요법(Moorfields UCL IoO stem cells) 개발에 2백만 파운드,
Bardet-Biedl 증후군 (£ 873k)의 치료를 위한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 개발에
873k 파운드의 자금을 지원
- (회사 spin-out) Syncona, F-Prime Capital 및 UCL Technology Fund로부터의
투자를 통해 3개의 회사가 성공적으로 설립됨
ㆍ Achilles Therapeutics Ltd는 암 치료를 위한 면역 요법 개발에 1,320만
파운드의 기금을 조성
ㆍ Orchard Therapeutics는 1차 면역 결핍, 대사성 질환 및 혈액 질환의 정상
적인 유전자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해 2,100만
파운드의 series A 기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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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SmartTarget Ltd는 전립선 암 검출을 위한 새로운 CE 인증 장치 출시
(2016년 9월)
- (중소기업과의 협력)
ㆍ UCL은 2014년 Stevenage Bioscience Catalyst (SBC)에서 3개의 실험실을 운
영하면서 입지를 확립하였으며, SBC는 3개 지역(Puridify, Algafy 및
Keregen) UCL 스핀아웃을 위한 실행가능한 옵션을 지속함
ㆍ 한 프로젝트는 GSK, MRC, Experimental Medicine to Explore New
Therapies (EMINENT) 네트워크의 4개 대학과 함께 염증 및 섬유증 분야
에서 1,600만 파운드의 협동 이니셔티브(cooperative initiative)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음
ㆍ 동남아시아 중소기업과의 강력한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계 도전 과
제를 다루는 학계를 겨낭한 ‘Collatorate to Innovate' 펀딩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홍보하는 등 MedCity와 긴밀히 협력
ㆍ 2016/17년에 18개의 중소기업이 자금조달계획(funding scheme)에 신청서
를 제출한 UCLH/UCL 학계와 성공적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였고, 이 중
5개의 협력 신청(joint application)이 성공함

◦ UCLP는

2017/18년에 산업계와의 파트너쉽 발굴을 포함하여 경제성장에 기

여한 성과를 창출
※ 자료: UCLParners annual report 2017/18

- Grail은 UCL 및 UCLH와 임상 시험 계약을 체결(2017년 10월)하고 폐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1만 5천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CT 스크리닝과 관련된
바이오 마커 연구를 수행
ㆍ 상기 협력 계약은 2천 4백만 파운드 규모였으며, Grail이 임상시험에의
초기 접근 불과 1년 만에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었음
- Athena Vision / 이전 MeiraGTx UCL / MEH 스핀 아웃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현재 활성화 된 5가지 유전자 치료법(genetherapy)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
ㆍ 유전자 치료법 연구(genetherapy)는 CNGB3, LCA2 및 RGPR에 대한 세
가지 치료 시험(therapeutic trials)이며, LCA2 및 CNGB3에 대한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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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추적 연구임
ㆍ 세계 최초의 인간 대상 안구 유전자 치료법을 훨씬 더 큰 규모로 옮겨
가고 있음
- NIHR GOSH BRC spinout Orchard Therapeutics은 GSK가 승인받아 연구중인
희귀 질환 유전자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Orchard로 이전하여 환자를 위한 프로
그램 및 접근의 지속적인 개발을 보장한다는 전략적 합의를 발표(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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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중심병원의 공공성 확보
4.1 의료의 공공성
4.2 보건의료기관의 공익성
4.3 연구중심병원의 공공성 확보
방안

- 171 -

4.1 의료의 공공성
1) 공공성의 개념

◦ 공공성(publicness)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즉, ‘공중의, 일반 국민의, 공공에 속하는’이라는 의미
와 ‘공적인, 공무의’라는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개의, 공공연한’이라는
의미임(유명순 외, 2013)

◦ 공공성의

첫 번째 의미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공공성

으로 규정한 것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활동들을 의미하며, 이는 법
적이고 제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정부가 행사하는 정치적 권위
와

공권력을

특징으로

함.

나아가

사생활과

대립되는

의미의

'공식성

(officiality)'을 의미함

◦두

번째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 혹은 보편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공

공성으로 규정함. 이 의미에서의 '공공성'은 공통의 이익·재산, 공통적으로
타당한 규범, 공통의 관심사 등을 의미함. 공익은 소수의 특정 이익에 치우
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중적 의미를 전제로 함(백완기, 2008)

◦ 공공성의 마지막 사전적 의미는 개방성(openness)을 의미하는 것으로 누구에
게나 열려있고 누구의 접근도 거부하지 않는 공간이나 정보 등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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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
공공성의 종류

공적인 것 (Official)

공통적인 것 (Common)

공개된 것 (Open)

의미

국가에 관계된 공적인 것

모든사람과 관계된 공통적인
것

누구에나 열려있는 것

내용

국가가 법이나 정책 등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활동

공동의 이익이나 재산,
공통적으로 타당한 규범,
공동의 관심사

누구와 접근도 거부하지 않는
공간이나 정보

함의

강제, 권력, 의무

특정 이해에 치우치지 않음

공공사업, 공공투자,
공적자금, 공교육, 공안

공공의 복지, 공익, 공동의
질서, 공공심

공공연합, 정보공개, 공원

민간의 사적활동

사권, 사리, 사익, 사심

비밀, 프라이버시

예

대비

※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하버마스와 아렌트를 넘어서, 2009)

◦ 공공성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그 다의성을 반영한 다양

한 요소가 나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조대엽(2012)은 공공성을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고 각 수준에서 구분해낼 수 있는 공공성의 주요 구성요
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표 4-2> 공공성의 차원 및 요소
공공성의 차원

공공성의 요소

가치

공민성

규범과 제도

공익성

행위

공개성

◦ 공공성의 제1요소로의 ‘공민성’은 '공적 시민'으로서의 공민이 공공성의 주체
로 강조되는 것으로, 공민적 주체를 우선시하는 가치의 수준에서 민주주의,
정치적인 것, 인권 등의 요소를 포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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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의 두 번째 핵심적 요소는 ‘공익성’으로, 이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 가치 혹은 효용적 편익설비의 요소를 의미함. 또한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공적관리체계, 제도 및 다양한 수준의
사회규범 등이 공익성의 범주에 포함됨

◦ 마지막으로 공공성은 행위의 차원에서 '공개성'의 요소를 포함하는데, 민주주
의 정치 질서에서 대부분의 제도와 절차는 공식적 혹은 형식적으로 개방되
어 있지만, 실제 운영과 미시적 행위의 수준에서 공개성의 원칙이 관철되는
지가 공공성의 현실적 구현과 관련된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를 의사소통적
행위의 차원으로 강조함. 공개성은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에서 '공론성
(publicity)'의 요소와 상통하는 것으로 공정, 평등, 정의 등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고, 보편적 접근성, 공유성 등의 내용을 포괄함

2) 보건의료의 공공성

◦ 현대국가의

합리적 가치로서 공공성에 관한 논의는 ‘공익’ 또는 ‘공익성’에

관한 논의의 형태로 출현됨

◦ 일반적으로

공익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며 공익은 사익의 대척점에 놓여 있

으면서도 사익과 전혀 무관하거나 사익의 단순 총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으며 ‘당대에 보편화된 가치와 외연성(externality)을 지닌 공통 이익으로, 보
다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 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
됨

- 175 -

[그림 4-1] 보건의료에서 공익과 사익

◦위

그림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일반적인 공익에 대한 강조가 사익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

◦ 즉,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처럼 공익의 우선성이 사익에 일정한 제한
을 가할 수는 있으나, 공익 우선의 정당성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함이 없이, 오히려 국민 대다수의 기본권적 사익과 공익이 일치
함으로써 확보되는 것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
다.

◦ 우리 사회가 의료에 거는 가치 역시 공공성과 무관하지 않음
◦ 의료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심한 영역이며(소비자 무지),

이로 인해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함. 즉 보건의료서비스
는 외부효과가 큰 재화로서 수요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장진입이 자
유롭지 못하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전적으로 시장기
능에만 의존하기 어려움

◦ 더욱이

국가마다 정치 체제나 경제수준에 따라 추구하는 핵심가치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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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더라도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권리인 건강권 실현을
본질적인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가치를 공유함. 따라서 재화를
소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들도 의료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 규범으로 존재함

◦ 이에 따라 보건의료는 상품성보다는 공공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음. 보건의료는 인간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사회구성원에게 보장하는 가
장 유력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보건의료 분야 여러 주체들의 다양한 사익에
대하여 공익 혹은 공공성의 우의가 정당성을 갖게 됨(김용익,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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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보건의료기관의 공익성

◦ 공익성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보건의료조직을 포함한 비영리 기관의 주요

역할 및 기능은 크게 두 가지 개념적 특징을 통해 설명 가능함. 첫 번째는
이러한 분야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보는 것
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분야가 어떻게 정당화 되는지를 도구적 측면과 가치
/규범적 측면에서 보는 것임(유명순 외, 2013)

1) 수요 측면

◦ 비영리 기관은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
으로 생각됨. 수요 측면에는 기술적(descriptive) 요소와 규범적(normative) 요
소가 있음
- 기술적(descriptive) 요소
ㆍ 전통적으로 비영리 기관은 시장이나 정부가 충족시키지 못한 중요한 수
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였음. 기술적 측면에서는 비영리 기관을 '빈
공간/틈을 채우는 기관 (Gap filling entities)'으로 볼 수 있음
ㆍ 문맹, 약물중독, 폭력 같은 것들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음
- 규범적(normative) 요소
ㆍ 규범적 측면에서는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적, 정치적 책임에 중점을 두어
야 하며, 사회 취약층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함
ㆍ 이 부분에서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욕구(needs)를 얼마나 잘 또는 잘못
충족시켰는지를 통해 기관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해야 함

2) 공급 측면

◦ 공급 측면은 비영리 기관을 사회적 기업가, 공헌가 및 자원봉사자의 아이디
어나 자원들이 유입되는 흐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임. 이 측면 또한 기술
(descriptive) 측면과 규범(normative) 측면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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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요소
ㆍ 기업가의 비영리적 활동에 질을 강조함
ㆍ 고객의 수요보다도 사회 기업의 정신을 강조하고, 각 기업이 과거의 비
영리 조직 관리의 틀을 깨고 혁신하는지를 중요히 여김
ㆍ 비영리 기관이 단순히 공공이나 정부의 미충족 부분 또는 시장실패로
인한 특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gap filling이 아닌 복잡한 역할과 책무를
가지는 것으로 봄
ㆍ 사회적 기업가, 공헌가 및 자원 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는 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자선 기부금 및 자발적 헌신 등이 이 분야에 내재한
실질적 드라이빙 포스로 작용하기 때문임
- 규범적 요소
ㆍ 고객들이 비영리 기관에 요구하는 도덕적 권리들의 재검토가 필요한 부
분임
ㆍ 사회는 비영리 기관 활동에 유입되는 민간 자원(자원봉사자, 핵심 행위
자 및 기부자)의 관심과 이들의 가치를 보호 및 수용해야 하며, 이들의
관심과 가치가 비영리 활동에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여김

3) 도구적 측면

◦ 비영리 기관 활동은 지역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완수하는데 중
요한 도구로 간주됨
ㆍ 사회에 중요한 서비스를 더 광범위하게 제공하도록 도움을 주며, 직업교
육, 노숙자 보호 시설 제공, 범죄 순찰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성공
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줌

4) 가치/규범적 측면

◦ 비영리 기관은 개개인으로 하여금 일, 자원봉사 등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
는 가치나 헌신도(commitment)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준다는 면에서 그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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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

◦ 아래 표는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공익성 측면에서 갖는 비
영리 기관의 주요 역할 및 기능을 수요와 공급, 그리고 도구적 측면과 가치/
규범적 측면에서 살펴봄

<표 4-3> 공공성 지향 민간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
수요 측면

공급 측면

도구적 측면

(필수 서비스 제공) 정부나 시장이 실패하는
영역에서 요청되는 서비스를 제공함

가치/규범적
측면

(주민 참여와 사회적 자본 활성화)
지역사회에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하면서
주민 참여를 도모하여 건강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활성화시킴

(사회적 기업 채널) 공공성 추구와 민간의
이해를 통합시키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창출, 발전시키는 기반이자 채녈 역할을 함
(공공성 추구의 가치와 신념 확산) 종사자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업무와 제반
활동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 추구의 가치와
신념을 가지도록 함

※ (Frumkin, 2002)

◦ 그러나 비영리 기관은 본질적으로 시장 또는 정부와 공존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에 노출됨. 이들 대부분은 비영리 기관이 시장이나 정부와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제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기관이 가지는 다양한 역할의 균형이 중요함

<표 4-4> 비영리 기관의 문제점 및 쟁점
수요 측면

도구적
측면

가치/규범
적 측면

공급 측면

(필수 서비스 제공)
1. 핵심문제점: 수익성주의(Vendorism)
2. 증후/증상:
Ÿ 정부 재정지원 의존으로 인한 자율성 약화
Ÿ 비영리공급 규모에 지나친 집중
Ÿ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감소
(주민 참여와 사회적 자본 활성화)
1. 핵심문제점: 양극화현상(Polarization)
2. 증후/증상:
Ÿ 기관간의 제한된 파벌
Ÿ 로비활동에 애매한 경계
Ÿ Grassroots와 지도자 사이의 단절

※ (Frumkin, 2002)

- 180 -

(사회적 기업 채널)
1. 핵심문제점: 상업주의(Commercialism)
2. 증후/증상:
Ÿ 서비스 불충분 지역 방치
Ÿ 기관 임무 수행의 이동/변형
(공공성 추구의 가치와 신념 확산)
1. 핵심문제점: 개별주의(Pariticularism)
2. 증후/증상:
Ÿ 특정사례의 제외 또는 차별 현상
Ÿ 책무성의 문제

5) 보건의료조직의 공익성에 대한 기존의 국내 논의

◦ 공공의료기관으로 국한되어있던 기존의 공공성 논의가 민간의료기관으로 넓
혀지면서 의료 기관의 공익성 정의를 위해 국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개
진됨

◦ 보건의료조직의

공익성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조직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

비스의 공익성(내용과 적정량)이나 혹은 여기에 더해 조직 운영 과정에서의
민주성이나 거버넌스가 조직의 공익성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함(유명
순 외, 2013)

◦ 진수일

등(2005)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공익성을 갖는 영역을

기존연구보다 체계화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함.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현
재로서 병원의 연구개발 영역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공익성을
갖는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표 4-5> 공익성을 갖는 보건의료서비스 영역
구
분

서비스영역

1

공공,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서비스(public health)

Ÿ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편익이 여러 사람
및 집단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전염병 질환 관리, 예방
접종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적 중재가 필요한
의료서비스

Ÿ

2

3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essential health care)

일부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회적
개입, 중재를 통한 개인 선택의 제약,
사회적 편익을 향상하려는 서비스
개인의 권리로서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영역
사회의 성격,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상이
특정 집단, 특정 조건의 인구집단 성격 상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경우

금연, 예방, 질병의
조기발견,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등
예방, 건강증진, 재활 및
사회복귀 등 다양한
수준으로 전개 가능

4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보건학적 중재

5

환경에 대한 보건학적 중재

◦ 이와

특징

Ÿ
Ÿ
Ÿ

Ÿ

비배제성, 비경합성

예시

노인, 영유아, 임산부,
학교, 산업장 등
환경위생, 방역, 검역,
소독 등

함께 의료기관 운영과정에서의 공공성 역시 보건의료기관의 공익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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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중요 한 기준이라고 제시한 연구로는 정영호 등(2006)의 연구를 들
수 있음. 이 연구에서는 보건의료부문이 사회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추구하는
공익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의 이익 보호라는 형태에서의 감시
및 규율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 및 책임에 충실하도록 하는 제3자에 의한 감
시, 규율이 중요하다고 봄. 즉, 개별 의료기관이 내적, 외적으로 시장 원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공공적 성격 및 사회적 책
임을 달성하기 위한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에 관한 방안이 검토, 논의가 필
요하다고 주장함

◦ 또한

이건세 등(2006)은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민주적 소유 및 지배구조 확보와 함께 경영투명성을 의료기관의 공익성 평
가의 지표로 제시하기도 함

◦ 최근에는

조직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조직운영과정에서의

공공성을 모두 평가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
음

◦ 이건세 등(2006)은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과 관련한 논의에서 공공의료의 개
념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관장되는 보건의료서비스 개념,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망 역할의 개념, 재원조달을 국가의 세입으로 운영하는 측면의 개념, 동
일한 의료욕구의 충족을 가진 구성원들에게 동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형평성의 원리 즉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필수적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개별적 의료서비스가 아닌 다수를 대상으로
포괄적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 개인의 편익보다는 사회의 편익을
더 우선시하는 측면의 정의로 세분하여 설명함. 위의 개념 범주에 따라 공공
성 평가 지표는 아래 표와 같았음
<표 4-6>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공성 평가 지표(이건세 외, 2006)
범주

소범주

1. 지역사회 및 소비자 관련
취약계층
취약계층 진료지원

지표

취약계층 진료비 경감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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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
환자중심 운영 및
권리보장
사회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급여수급자)
환자 만족도 조사
환자 알 권리 보장
환자 민원 및 불편사항 처리
긴급 구호 활동
건강 교육

정기적인 환자 만족도 조사 여부
비급여항목 가격정보 제공 여부
환자 민원 및 불편사항 처리 담당자 및 부서 여부
재해지역 구호 활동 여부
지역주민 대상 교육 활동
입원 및 외래환자 교육 활동

2. 서비스제공 관련
안전

환자진료

의료서비스의 질

적시성/접근성

환자안전 예방 활동
병원감염 관리 활동
질 향상 활동 인프라(인력, 조직)
질 향상 활동
임상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심평원 평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 결과)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
결과)
의료인력의 양적 수준(환자 대비 의사·간호사 수)
중환자실 환자 관리
응급의료 제공 기능(공공보건정책 반응성으로)
휴일 의료서비스 제공 기능(공공보건정책 반응성으로)

3. 공공보건정책 반응성 관련
전염병관리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특수진료
사회적 서비스
4. 소유 및 지배구조 관련
민주적 소유 및
지배구조 확보

예방접종 등록
전염병 감시활동 참여
암 등록관리 참여
정신보건사업 참여
기관연계
국가시범사업 참여
특수진료 제공
지역사회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설립주체
민주적 참여
전략
회계 및 감사

경영의 투명성
정보공개

예방접종기록 보건기관 보고
표본 감시 의료기관 선정
암 통계자료 협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참여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보건소와의 협력체계
지역사회재활 시범사업 참여
개방병원사업 참여
특수진료 제공(결핵, 한센병, 진폐증 등)
가정간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
설립주체의 공공적 성격
병원 운영위원회 구성
지역사회 대상 회의, 간담회 비율
비전과 미션 설정 유무
회사 회계준칙 적용 유무
감사 유무
공개입찰 유무
정보공개제도 우므
회의록 공개 유무
조직 및 업무분장 유무

◦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의 공익성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주로
조직 활동의 결과물(output)이나 절차(process)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
위 선행 연구들은 어떤 보건의료서비스가 공익적인지, 조직의 공익성을 높이

- 183 -

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이 산출해야 하는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구체
화했다는 점, 결과물 뿐 아니라 조직의 운영 과정 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것들만의 측정으로는 어떤 조직이 왜 다른 조직에 비해 공공
의 가치를 지닌 공적 결과물을 더 많이 내어 놓는 것인지, 혹은 어떻게 해야
조직의 공익성 활동을 더 북돋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
음. 즉, 조직 활동의 동기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환경과 같은 투입물
(input)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빈약함

6) 의료기관의 공익성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

◦ 의료기관의 공익성은 대략 다음과 같은 개념적 틀로 분석해 볼 수 있음
◦ 이는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투입-과정-산출이라는 세 요소 모두에 대해 살펴

보는 시스템적 접근방식으로, 투입은 의료기관의 공공지향 가치나 소유권,
정치적·경제적 권한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과정 및 절차의 경우에는 조직
의 책무성 수준과 거버넌스 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서, 마지막으로 산출은 의
료기관이 수행하는 공공의료서비스 활동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음

[그림 4-2] 보건의료조직의 공익성 분석을 위한 개념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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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물
- 투입 측면에서의 조직의 공익성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로 조직이 지향
하는 가치나 소유구조, 혹은 정치적, 경제적 재량정도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핵심 접근법, 영역별 접근법, 규범적 접근법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과정 및 절차 - 책무성 및 거버넌스
- 과정 및 절차 측면에서의 조직의 공익성이란 결국 조직이 그 책무를 다하
고 좋은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의미함
- 우선 조직의 책무성이란 조직이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기대, 가치, 인식을
반영하려는 대화의 책임과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려는 대응 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의미함. 즉, 보건의료 조직의 책무성은 응답성과
가치 창출의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 가능함
- 응답성은 "법적이며 제도적 요구에 대한 순응"이며, 가치 창출은 "다수 이
해관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높은 수준으로 새롭고 적절한 편익을 제
공하는 것"임
- 이러한 기준에 근거해 의료기관의 조직 책무성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
소를 살펴봄으로써 평가할 수 있음
ㆍ 법적 책무성: 의료기관이 조직에 부여된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법적 의
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법과 규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조직을 최
적화하는 항상적인 활동 역량을 의미함
ㆍ 사회적 책무성: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높이는 활동을 벌이는 역량을 의
미함
ㆍ 경제적 책무성: 증거에 기반하여 경영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여 궁
극적으로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ㆍ 임상적 책무성: 적정 진료를 제공하고 신뢰조직을 구축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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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거버넌스란 조직을 책임성 있게 유지하는 통제 기전으로서, 이사회
선출, 감독 범위와 양태, 분배와 협상 등에 있어 관리 재량의 범위를 정하
는 일련의 의사결정 및 조직 통제의 절차임과 동시에 조직의 방향성을 제
시하고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기대하는 책무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조를
마련하는 것임
- 따라서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조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
는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지, 조직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
고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지, 조직운영은 얼마나 안정적인지 등을 평가함으
로써 거버넌스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 산출물 - 의료기관의 공익적 활동 영역
- 의료기관의 공익적 활동의 범주를 크게 세 가지 측면의 이슈에 따라 정리
해 볼 수 있음
-

①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②제공 대상자, ③서비스 제공 수준이 바로 그
것임. 이 세 가지는 국내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과도 일치하는데, 적정 진
료 제공,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망 기능, 필수 의료 서비스이나
수익성이 낮은 부서의 운영 등이 이에 해당됨

-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ㆍ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공익적 의료서비스의 내용은 크게

①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서비스 영역과

②외부효과가

큰 서비스들로 구

성할 수 있음
ㆍ 응급의료, 일부 감염병 질환 치료 등과 같이 필수적이지만 수익성이 낮
아 민간이 기피하고 있는 일부 서비스가 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전염병 관리,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등과 같이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편익이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거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편익의 향상 역시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
ㆍ '동일한 니드에 대해 동일한 치료'라는 의료이용의 수평적 형평성 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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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조직의 공익성 활동의 한 범주로 고려할 수 있음
ㆍ 이는 의료접근성 수준이 열악한 특정 인구집단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보장하는 활동임
ㆍ 노숙자 병동, 장애인, 의료급여환자 진료 등이 해당됨
- 어느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ㆍ 이는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어떠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것으로, 표준진료 지침의 모범적 수행, 항생제 적정 투여율 달성 등과
같이 적정진료를 수행하는 것 역시 의료기관의 공익적 활동이라고 정의
하는 것임

4.2.1 공공성 측면에서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사업화 추진에 대한 사회
적 우려
1)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사업화 촉진과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과거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유사점 논란
Ÿ
Ÿ
Ÿ

Ÿ

Ÿ
Ÿ

Ÿ

박근혜정부는 4차 투자 활성화대책을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대폭 늘리고 이 부대사업을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로 허용함으로서 비영리병원의 사실상의 부분적 영리병원화의 길을 열어놓았음.
또한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영리병원의 개설허가규칙을 2014년 11월 바꾸어 사실상
국내영리병원 형태로 허용하도록 길을 열어 주었음. 2012년 대폭 완화된 내용을 더욱 완화시킨 것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은 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10%) 기준 삭제 ② 의사결정기구의 장은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하는 규정 삭제 ③
의사결정기구의 장과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 이상을 운영협약 맺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는 규정 삭제 등임.
이후 줄기세포 치료를 주로 하는 싼얼병원을 허가하려다 중국의 모기업이 부도가 난 상태라는 것이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의 폭로로 알려지자 뒤늦게 허가를 승인하는 것을 포기했음. 그러나 이와 거의 똑
같은 병원설립계획을 제출한 국제녹지병원을 허용하여 최초로 국내에 영리병원을 허용하였음.
병원 인수합병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시도하였음. 이는 대형 영리형 병·의원네트워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큼.
이명박 정부때 부터 시도하던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다시 시도하고 있음. 최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통해 이를 법 개정이 아닌 행정 가이드라인으로 시도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큼. 이미 허용된
병원의 영리자회사과 함께 병원경영지원회사가 허용된다면 이는 사실상 대형 영리병원 허용하는 효과를
지니게 될 가능성이 큼.
한국에서는 이미 비영리병원이나 개인병원, 심지어 국립대병원도 상업화된 진료를 하고 있음. 이러한
상태에서 병원의 상업화/영리화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규제를 완화한 병원산업화 정책은 의료비
앙등과 과잉의료를 더욱 촉발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큼.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국회의원 윤소하 정책토론회,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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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사업화와 영리법인병원

◦ 시민사회계,

‘연구중심병원의 병원산업화는 과거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

◦ 병원 이익배당→의료왜곡초래→영리병원화...‘특정 대기업 지원책’ 의혹 제기
※ (국회의원 윤소하 정책토론회, 2016.7.19)
※ (의협신문, 2018.08.27)

◦ 영리법인병원과 관련된 법적 규정
의료법 제33조(개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
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
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의 사명)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
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50조(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
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
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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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법인병원과 비영리법인병원의 비교
<표 4-7> 영리법인병원과 비영리법인병원의 비교
구분

영리법인병원

비영리법인병원

투자 및 운영목적

이윤극대화 및 투자자의 부 극대화

이윤추구의 목적이 아닌 특정하게 주어진
다양한 임무수행
교육, 연구의 수행 목적으로 운영

투자분배
가능여부

이윤의 일정부분 투자자 분배 가능

이윤분배 불가

조세혜택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 지불, 세금혜택 없음

다양한 조세혜택 있음

병원해산시
재산처분
※ (정영호 외, 2006)

자유로움

제약있음

◦ 영리법인병원과 연구중심병원의 차이점
- 영리법인병원의 여부는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주주 등 투자자의 이익
을 도모하고 해당 법인의 이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를 통해 경제적인 이
익을 주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 즉, 영리병원은 진료를 통해 발생하는 운영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연구중심병원을 포함한 국내 모든 병원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이익금 전부
를 시설보수, 근로자 임금지급, 의료기 구입 등을 통해 병원에 재투자하고
있어 비영리법인병원에 해당
<표 4-8> 영리법인병원, 비영리법인병원 연구중심병원 비교
비영리법인병원
구분

병원 운영 구조

영리법인병원
연구중심병원 외 병원

연구중심병원

진료에 집중

진료+연구 균형

이윤 극대화를 위해
진료에 치중

병원 운영 목표

이윤 극대화

국민건강에 이바지

의료질 향상
가능성

경쟁을 통해 질 향상 가능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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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에 이바지+
연구역량 시스템 구비 및
연구개발을 통한 산업화
성과 창출
연구를 통해 의료질 향상
가능

- 현재 연구중심병원이 아닌 병원은 진료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연
구중심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를 위한 시설확충, 연구조직 구성, 연구
인력 충원, 연구비를 투자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연구 환경을 개선
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하여 실용화 할 수 있는 의료기술을 개발하고자 경
주중에 있음
- 연구중심병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병원이 연구를 통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연구기술을 실용화시켜 다시 병원에서 쓰이게 함으로써 의료질 향
상을 도모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임
- 이는 영리법인병원과 비교할 때 비영리법인병원의 최대 단점으로 꼽는 양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부족 및 의료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기술로 보완 및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연구
중심병원이 ‘개발한 의료기술을 사업화-제품개발-공공의 진료현장에 적용’
하도록 하는 선순환 체계구축은 현 제도 내에서는 한계가 있음

3) 사회적 우려 해소 필요

◦ 연구중심병원에서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의사) 입장에서는 이해

상충 해결,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의 공공 목적 재투자 구조 확립, 보건의료
계에서는 R&D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

- 산병협력단 설치 등 연구중심병원의 수익이 병원회계로 유입되어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지난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과
유사하다고 오해되는 이슈를 해결해야 함
- (이해상충 해결) 의료분야의 특성상 의사 자신이 개발한 제품을 직접 병원
현장에서 소비할 수 있어,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기 쉬움
- (수익의 공공 목적 재투자)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산병협력단, 기술지주회
사 설립 등을 추진할 경우 병원들이 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
음을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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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구중심병원의 공공성 확보 방안
1) 공익적 활동 보고 및 공시 제도

◦ 목적
-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사업 활동에 대해 보고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의
료기관의 공공성 관점에서 병원의 성과를 요약하고 집계
-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사업 활동과 관련한 전반의 주요정보를 객관적이
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 활동 보고 및 공시 의무화는 연구중심병원의 비영리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하고,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근거로 활용

◦ 내용
- 연구중심병원의 제반 연구개발 사업 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사업 활동 전반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
- 연구중심병원 공시정보의 구체적 범위, 공시횟수 및 시기를 규정

2) 공익적 활동 평가제도

◦ 목적
-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사업 활동에 대해 의료기관의 공공성 관점에서
연구자 및 병원의 성과를 평가
-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제도적 혜택 제공에 대한 근거로 활용

◦ 내용
- 연구중심병원의 제반 연구개발 사업 활동에 대한 공공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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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중심병원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지표 마련
- (목적) 연구개발 수익의 병원 직접 유입에 따라 치료의학, 공익의료가 매몰
될 우려 해소
- (절차 지표)
ㆍ 연구중심병원 내 이해상충위원회 설치·운영
ㆍ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수익 재투자의 공익성 위반에 대한 감시체계
및 제재 절차 마련
- (결과 지표) 치료의학 연구비 비중을 설정하거나 소외될 우려가 있는 의료
를 일정 이상 의무화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대변하는 아웃컴을 정의하고
지표화
※ 예시 :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의료 R&D기술 수요를 조사하고 개발하게 하여 달성 수준을 평가

3) 수익의 공공목적 재투자 방안 마련

◦ 연구중심병원의 수익 배분 방식을 비영리기관 제도에 맞게 조정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연구개발 사업 지출금액을 포함하는 지원 내용에 관
한 홍보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3. 의료법인이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 기관 차원에서 사회적 목적으로 수익을 활용하도록 제도 고안
※ 연구중심병원의 반대 해소 대책 필요

4) 병원 연구개발의 공공성에 관한 홍보 확대
- 연구개발은 수익성이 높지 않아 민간에서 과소 투자되지만, 원천기술 확보, 일
자리 창출, 의약품·의료기기 제품 국산화를 통한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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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가 절실
- 국민건강 향상과 직결되어 있어 비용 대비 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으므로 정부
가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 선투자해야 하는 영역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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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학협력단과 산병협력단
5.1 산학협력단
5.2 산병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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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산학협력단

□ 산학연협력 개념 및 유형
◦ (개념) 대학,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
하는 활동으로서, 산학연협력은 ʻʻ대학, 산업체, 연구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산학연협력의 참여주체들이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술이전, 기술자문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호 작용 또는 협력하는 것ʼʼ으로 정의
※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산학협력 길라잡이-산학협력 업무매뉴얼, 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15

1)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ㆍ 산업계와 학계 간의 교육활동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학계, 산업계 유관
기관 사이에 공동 계획과 지도하에 장차 산업계에서 일하고자 하는 학
생을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실리를 추구함과 동시에 산업경영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한 일체의 노력*”으로 정의됨
※ 이무근(2003), ʻ직업교육학 원론, 서울:교육과학사

ㆍ 대학과 산업체가 협력하여 위탁교육, 현장실습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것
2)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ㆍ 학계에서 연구한 결과와 발굴된 지식을 산업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기술의 혁신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산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연구 투자 등으로 상호 협력하는 것
ㆍ 공동연구, 기술개발, 연구비 보조, 사업화 등을 의미하며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확산에 그 목적을 둠
3)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등
ㆍ 정부와 학계 등에서 창출한 지식과 기술을 산업기술 발전을 위하여 산업체로
기술이전, 실시권 설정, 산업자문 등의 산학연협력활동을 의미
4)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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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및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를 통하여 학연교수 제도를 통한 인력 활용,
NTIS를 통한 시설과 장비의 공동 활용 등 보유 자원을 활용하는 것

◦ (유형) 산학연협력 유형은 경제 발전의 수준, 주요 산업기반, 해당사회 내 위치,
연구역량, 사회문화적 환경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한 가지 유형이 독립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두 개 이상이 결합해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함
※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산학협력 길라잡이-산학협력 업무매뉴얼, 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15

<표 5-1> 산학연협력 유형
구분
산학연협력
주체간 협력관계

산학연협력 유형
-대학주도형
-기업주도형
-정부 및 지자체 주도형

산학연협력
추진내용

-

공동(위탁)연구개발 수행
교육 및 훈련
지식 및 기술이전
기술자문
창업
인력 및 정보교류
기자재나 장비 등의 기반 공유

산학연협력
추진체계

-

지역경제를 기반으로 한 연구단지 집적유형
연구중심 대학에 기반을 둔 기초연구 중심의 산학연협력
컨소시엄 형태의 산학연협력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산학연협력
스핀오프 기업지원 형태의 산학연협력
학교기업을 통한 산학연협력

산학연협력 방식

-

공동/위탁연구
인적교류활동
시설 및 설비의 공동 이용
지식 및 정보교류
공동행사

자료: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산학협력 길라잡이-산학협력 업무매뉴얼,
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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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산학연협력 조직(산학협력단)의 역할
◦ 산학협력단은

대학 내 산학연협력 총괄 기획·조정자로서, 대학의 공급역량

(Seeds)과 기업의 수요(Needs)를 매칭하고 양자 간 관계를 발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대학의 산학연협력 활성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대학 내 부서로 존재하나 학교 법인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
-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촉진에 관한 업무
-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 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촉진 등에 관한
업무

◦ 필요성 및 설립배경
- 1. 산학연협력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제가 필요
ㆍ 대학과 정부, 산업체 간 증가하는 산학연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내 체제가 미흡
ㆍ 비효율을 개선하고 이러한 활동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
- 2. 산학연협력 계약 및 성과 관리의 주체가 필요
ㆍ 대학은 법인격이 없어 자기 책임 하에 산학연협력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기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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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대학 하부조직으로 법인격을 갖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어 산학협력단이
계약의 주체가 되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업무를 수행
- 3. 산학연협력을 위한 재원을 통합 관리할 조직이 필요
ㆍ 대학에서 산학연협력 사업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과 관련
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할 별도의 회계가 필요
- 4. 산학연협력 전담 지원조직의 설치로 산학연협력 참여 주체 간 신뢰와 안정성을 제고
ㆍ 일원화된 산학연협력 창구의 부재로 산학연협력 참여주체 간 신뢰 구축
이 어렵고 협력 기여자에 대한 성과 보상이 부족
ㆍ 산학연협력 전담 지원조직의 설치로 주체간의 신뢰를 제고하고, 교수,
학생 등 참여자에 대한 보상 확대,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도모

◦ (산학협력단의 법적 성격)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조직으
로 특수법인의 성격을 가짐
- 대학의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의 주체
- 산학연협력계약의 주체
- 대학의 산학연협력 관련 회계의 사용 및 관리 주체

◦ 대학유형별 산학협력단의 법적 성격
- (국공립대학의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은 국·공립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하위 자치단체로서의 성격과 대학자치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짐
※ 국·공립대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한 국립대학교의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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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대외협력처

산학협력단
(법인격 보유)
기술이전센터,
기술지주회사 등

자료: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산학협력 길라잡이-산학협력 업무매뉴얼, 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15

[그림 5-1] 국공립대학 산학협력단 구조

- (사립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 법인 산하의 하부 자치단체의 성격과 특수법
인의 성격을 가짐
학교법인 (이사장)

법인
사무국

교무처

대학의 장

학생처

기획처

대외협력처

산학협력단
(법인격 보유)
기술이전센터,
기술지주회사 등

자료: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산학협력 길라잡이-산학협력 업무매뉴얼, 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15

[그림 5-2] 국공립대학 산학협력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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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의 조직 구조
◦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수행

하는 일부 업무가 대학본부의 연구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각 대학
에서는 연구처와 산학협력단의 조직을 다양한 형태로 운영함
- 2015년 대학 산학협력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구처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
고 산학협력단만 운영하는 대학(독립형, 통합형)은 조사대학 기준 2012년
66% (244개)에서 2015년 70%(260개)로 증가 추세를 보임

<표 5-2> 산학협력단 조직 구조 현황
구분

독립형

병렬형

연계형

통합형

합계

대학수

140

43

53

120

356

(%)

(37.8%)

(11.6%)

(14.3%)

(32.4%)

(100%)

주) 2015년 4월 1일 기준
주) 2015년 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에 참여한 425개 대학 중 산학협력단을 설치한 356개 대학 기준

◦ 대학 조직구조 및 연구기능에 따른 구분
- 대학 본부 내 연구처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산학협력단을 운영하는 형태
ㆍ (독립형) 대학의 부속시설로 운영, 교내연구는 타본부 부서에서 담당하고
산학협력단은 교외 연구만 담당
ㆍ

(통합형) 본부 부서형으로 통합·관리하는 형태로 교내외 연구를 모두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하여 수행

※ 성균관대학교, 포항공대, 강원대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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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교무처

학생처

총장

기획처

산학
협력단

교무처

[그림 5-3] 독립형 구조

학생처

산학
연구처&
협력단

기획처

[그림 5-4] 통합형 구조

- 대학 본부 내 연구처와 산학협력단을 모두 운영하는 형태
ㆍ (병렬형) 본부 부서로 운영하며, 연구처(교내연구)와 산학협력단(교외연구)
의 역할을 분리하고, 연구처장과 산학협력단장은 겸임하지 않음
※ 고려대학교 등

ㆍ (연계형) 대학의 부속시설로 운영하는 형태로, 연구처(교내연구)와 산학
협력단(교외연구)의 역할을 분리하고 연구처장, 일부 직원이 연구처와 겸임함
※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등

총장

교무
처

학생
처

기획
처

총장

연구
처

산학
협력단

교무
처

학생
처

기획
처

연구
처

산학
협력단

[그림 5-5] 병렬형 구조
[그림 5-6] 독립형 구조

◦ (산학협력단 하부조직) 산학협력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부 조직을 둘 수 있으며, 매뉴얼에서는 7개 부서를 필요 부서
로 예시하고 있음
※ 기획예산부서, 협약정산부서, 재무회계부서, 구매자산부서, 성과관리부서, 감사부서, 인사총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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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산학협력 길라잡이-산학협력 업무매뉴얼,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5

[그림 5-7] R&BD 흐름에 따른 산학협력단 조직 체계

<표 5-3> 일반적인 산학협력단 하부 부서 예시
부서

역할

기획예산부서

-

연도별 연구계획의 수립·추진
기관 내 연구관리제도의 마련 및 개선, 연구심의위원회 운영
연구사업 예산 편성·조정, 연구단가 및 비목별 구성비 분석 등
부문별 예산의 효율성 분석 및 조정

협약정산부서

- 산학연협력 계약의 체결 및 변경
- 산학연협력 연구의 연구비 정산
- 협동/공동/위탁연구의 협약·계약 체결 및 연구비 정산

재무회계부서

-

자금운용계획 수립·운영
연구비 청구, 지급, 증빙서류 관리 등
회계전표 결의서 작성 및 장부 기록 유지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작성
예산집행 통제 및 예실대비표 작성

구매자산부서

-

내·외자 물품 수급계획 수립·운영
고정자산, 재고자산 관리 및 기록 유지
구매, 공사, 일반용역, 임대차, 자산매각 및 수리 등 계약 체결
저장품운영, 물품 반출입 및 검수, 통관·운송 등

성과관리부서

- 논문,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및 관리 등
-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기술료 산정 등

감사부서

- 연구기관 내에서 작성되는 회계검증보고서 검토·확정
- 일상감사, 정기감사 및 비정기감사 계획 수립 및 실시

인사총무부서

- 연구원, 연구지원 인력의 임용, 재계약, 퇴직 등 관리
- 소속 인력의 출장·파견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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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주회사
◦ (정의) 기술지주회사란

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을 출자하여 독자적인

신규회사의 설립, 외부기업과의 합작(조인트벤처)설립, 기존기업의 지분인수
등의 형태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화하기 위한 전문조직(주식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8호에서 정의하는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자료: 전북테크노파크, 기술지주회사 지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Issue&Tech 51호, 2016

[그림 5-8]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기본 개념도

◦ 기술지주회사의 특징
- (직접 사업화 가능)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사업화 목적의 독립된 전문조직으
로서 의사결정의 전문성, 자율성, 책임성을 부여하고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사업화 기능을 강화
- (전략적

기술사업화)

기술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암묵적

지식

(tacit

knowledge)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사업화 측면에서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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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대학의 비영리적 속성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회사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높은 기대수익을 가짐

◦ (필요성) R&D와 기술사업화 선순환 구조를 위해 기존 기술사업화 유형의 단
점을 극복·보완하는 새로운 적극적인 모델 확립이 필요
<표 5-4> 기존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제도의 한계점
사업화유형

한계점

산학연구

기업의 수요에 따른 제한적 R&D, 연구비 외 수익 한계

기술이전

기업의 사업화 역량에 의존적, 지속적 기술료 수입 확대의 어려움

창업보육센터

외부기업 중심, 기술적 협력 및 대학의 실질적 이익 미미

실험실창업

교수 개인 창업, 대학의 실질적 이익 미미, 대학 내부의 부작용 가능성

학교기업

현장교육(실습)을 통한 인력양성이 주요목적, 적극적 수익창출에 한계

자료: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산학협력 길라잡이-산학협력 업무매뉴얼, 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15

자료: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산학협력 길라잡이-산학협력
업무매뉴얼, 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15

[그림 5-9] 대학의 R&D와 기술사업화 선순환
구조

◦ (설립방식)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대학이 보유한 기술 출자하여 사업화를 추진
하기 위해 설립하는 형태로서 top-down방식(하향식) 설립이 일반적
※ 예외적으로 학교기업이나 연구소기업, 실험실창업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이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이고, 이를 하나의 관리(지배)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하여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되는 방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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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산학협력단(없는 경우 학교법인), 연구기관
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자회사의 전체
지분의 50% 초과 보유
ㆍ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
※ 일반적인 지주회사는 당해 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자산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

자료: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산학협력 길라잡이-산학협력 업무매뉴얼, 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15

[그림 5-10]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출자와 수익 흐름

◦ (업무범위) 기본 업무는 자회사의 설립·경영관리 및 지원이며, 목적사업에 부합
하는 수익사업 및 기타 기술사업화 업무를 할 수 있음
- 각 대학 특성에 따라 산학협력단 조직(TLO, 창업보육센터, 기업가센터 등)
과 협력하여 기술이전, 인큐베이팅, 교육 등으로 업무범위가 확대됨

◦ (자회사

설립 유형) 단독설립방식, 조인트 벤처방식, 자회사 편입방식 등이

있음
- (단독설립방식) 대학이 보유한 유망기술을 기반으로 기술과 자본을 초기 출
자한 기술지주회사가 단독으로 자회사 설립
ㆍ 출자대상기술의 완성도가 높고 단기간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중심
ㆍ 독자적인 사업화 검증 시스템과 현금 출자에 대한 부담이 있음
- (조인트 벤처 방식) 대학이 보유한 유망기술과 외부기업(기관)과 합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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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설립
ㆍ 대학은 기술 출자와 연구인력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 기업은 자본과 마
케팅, 경영관리 및 상용화 개발에 대한 부분을 담당
ㆍ 대학은 상용화 개발 위험에 대한 부담을 절감하고, 기업은 대학의 우수
기술 확보를 통한 전략적 R&D 자원 발굴이 가능
ㆍ 파트너 기업 발굴과 상호협력의 범위 및 역할, 지분 구도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절차를 합의하는 것이 중요
- (자회사 편입방식) 대학이 보유한 유망기술 분야 유관기업에 기술을 출자하
고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을 인수, 자회사로 편입
ㆍ 일반적으로 사업 초기기업이며 기술적 관련성이 높은 사업이 대상이 됨
ㆍ 현금출자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기술지주회사의 경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함

자료: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그림 5-11] 자회사 설립 유형별 주요 프로세스

◦ 기술지주회사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연구소기업, 학
교기업 등이 있으나, 제도별로 관할 부처가 다르고 설립주체, 설립 목적 및
요건 등에 차이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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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유형별 비교
유형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연구소기업

학교기업

근거
법령

산업기술혁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

대덕특구법

산업기술혁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설립
주체

대학, 산학협력단

대학,
기업 공공연구기관

특구내 공공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학교
산학협력단

설립
목적

산학협력진흥 인재양성

창업촉진

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직접 사업화

현장적응형 인재양성

설립
요건

지분 50% 초과
(30% 이상 기술출자)

기술출자 20% 이상
or
(대학은 주식회사의
주식 10% 이상 보유)

기술출자 20%이상

대통령령(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관할
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김경환, 산학기술지주회사 설립 운영과 과제, 2009 참고

◦ 의과대학 및 사립대학 병원은 의료기술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독자적 기술
사업화를 위한 별도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산학협력단과의 MOU 체결 등으로 가능하다고 간주하고 있어 MOU 등 업무
협조만으로 불충분함을 주장할 필요 있음
- (현황)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이 설립하는 것으로, 대학 내 여러 개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단독형 또는 여러 대학과 연합
하여 공동형으로 설립하는 것은 가능
※ 기술지주회사 설립현황(’17년 9월 기준) “ 58개 (단독형 51개, 공동형 7개)

- (문제점) 대학 내 의료기술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독자적 기술 사업화 조
직 부재로 의과대학 별도로 독자적인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기에 한계 있음
- (교육부 검토의견) 대학병원은 대학의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인 산학협력단과
MOU 체결,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을 통해 의료 분야 기술사업화를 추진 가
능하므로, 별도의 산학협력단과 지주회사 설립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 상 자법인 설립 가능여부가 불명확하므로,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명확화하여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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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의 발전방향
◦ 우리나라 산학협력정책은 지금까지 정부주도의 각종 사업을 통해 topdown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산학협력의 기초가 되는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이나 학과 등 조직이나 지역자치단체 차원의
bottom-up전략이 필요함
◦ 이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방법으로는 대학 내에서 산학협력의 지원을 유도
하기 위해 산학협력에 대한 지표를 대학평가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선정과 평가에서 연구실적 뿐 만 아니라 특허실적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직접적인 지원방법으로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인프라로서 교수나 학생이
특허에 대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억기 쉽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국가차원의 개인수상이나 훈·포장 제도를 마련하고 언론에 홍보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개인차원의 산학협력분야의 포상과 대학차원의 산학협력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포상과 지원도 필요함(김형주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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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산병협력단
□

산병협력단의 설치의 필요성

◦ 현재

사회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의료에서는 정밀의학 및 맞춤치료가 그

화두가 되고 있음. 산학협력단의 순기능이 현재 대학에는 적용되고

있으나

병원에 이를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과거의

대학부속병원이라는 획일화된 논리적 접근으로 병원 내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종 (임상교수 등)들의 연구개발을 증진시키는 데에는 제한이 있음,
따라서 병원은 분명한 독립적 연구개발의 주체로서의 역할 인정받아야 함.
이제는 법제도가 현실적인 다양성을 포용하고 다듬어져야 하는 시점이 되었
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산병협력단은 고려의 대상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의료기술의

개발은 의료현장과 개발이 가능한 장소로 최대한 근접하는 이

가장 효율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은 해외와 국내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지적된 사항임. 따라서 병원이 주체가 되어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함.

◦ 기존

산학협력단의 경우 병원 내 연구개발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과 단기적

인 기술평가 기준으로 인해 기술의 평가 및 발굴에 한계가 있으므로 산병협
력단의 설치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의료기술의 발굴 및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산학협력단과 산병협력단의 관계의 검토

◦ (개념) 병원성과의 기술사업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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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의 법인격에 따라 대학 산학협력단이 병원 연구성과에 관여하는 경우와 그
렇지 못한 경우로 구분 가능함
- 산학협력단이 병원 연구 성과에 관여하는 경우
ㆍ 의과대학 교수가 병원 의사를 겸직하는 경우, 의사의 소속은 대학*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등 창출한 연구 성과가 산학협력단으로 귀속되는 경향
※ 대학교수는 부설병원, 협력병원 등에 파견되는 형태로 대학교수와 대학병원 의사를 겸직

ㆍ 산학협력단이 ‘대학교수가 창출한 연구 성과’를 관리함에 따라 병원은 진
료, 대학은 연구로 역할 분담되어 병원과 연구가 분리되는 현상 발생함.
※ (예시) 기업은 실질적인 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싶지만, MOU 주체는 산학협력단장임

ㆍ 연구중심병원 R&D 결과물이 대부분 대학 산학협력단과 연계되고, 산학
협력단을 통한 R&D 결과물도 연구중심병원 성과로 인정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이 병원 연구성과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
ㆍ 병원이 대학과 별도법인인 경우, 병원에 귀속되는 성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법체계가 부재하여, 대학 산학협력단과 적극 협력하여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나 분명한 한계가 존재함
※ 대학은 교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병원은 임상의사에게 연구장비, 시설 등 연구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학과 병원 모두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가 있음
※ 성과 창출자가 자체적으로 연구 성과의 대학/병원 귀속 비중을 판단

□ 산병협력단의 설립 필요성

◦ 다양한 관점에서 설립 필요성에 대한 수요가 높음
[클러스터·산업체]
- 보건의료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병원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새로
운 지원체계로서 산병협력단 설립이 필요
ㆍ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경우 병원의 중개연구 및 제품화 과정에서 타 산업
대비 긴 개발시간이 소요되어 타산업과 차별화된 사업화 지원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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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 학교법인 외 별도법인*인 병원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해 줄 법적
지원체계가 부재하여 병원 자체적으로 대학 산학협력단 기능을 수행하고
기술지주회사가 산학협력촉진에 대한 법률(산촉법) 에 규정되어 있는 혜택
을 받기 위해 산병협력단 설립이 필요
※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특수법인이고,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은 재단법
인.

- 연구중심병원을 병원에서 발생하는 R&D 과정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개념을 재정의하고, 내·외부 협력할 수 있는 체제로서
산병협력단 설립을 검토
[학계]
- 의료인 관점에서 진료·임상 현장에 주안점을 두고, 의료와 산업기술혁신을
중개하는 지원체제로서 산병협력단 설립이 필요
ㆍ 연구중심병원 사업 목적은 사업화 및 산업육성 외 보건의료 분야 수요
해결을 위한 의료체계 고도화를 포함함
ㆍ 사업화 추진 시 임상 현장 관점에서 소외되는 영역을 찾아 지원하는 방
향으로 차별화 검토

□ ‘산병협력단’의 새로운 명칭 필요- 의료기술협력단
- ‘산병협력단’ 명칭은 산학협력단의 대응 개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진료
와 연계하여 연구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법체계로서 명칭
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 (명칭) ‘의료기술협력단’이라는 표현이 적합함.
- 산학협력단과 대립구도라는 인식를 피하고, 사업화라는 영리 추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용어를 피하는 것이 필요.
- 의료기술이란 진료와 연구, 진단·치료기술의 융합적인 용어를 포함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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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산병협력단(의료기술협력단)의 기능과 도입 시기, 방안에 대해 논의
- 산학협력단의 기능 중 학교기업에 대응되는 병원기업의 경우는 병원의 공
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학교기업(병원기업)은 실제 물건을 제조하고 판매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

- 기술지주회사 설립은 산병협력단(의료기술협력단)의 주요한 기능으로서 병원
의 연구개발성과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함
ㆍ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ㆍ 산학협력단이 일부 지분을 갖는 연구성과의 경우, 이를 이용하여 창업
및 자회사 설립이 가능함
ㆍ 산병협력단(의료기술지주회사)에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
로 부터의 이익 배당과 수익금은 연구개발 활동이나 의료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출자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 제기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를 두어 이익을 배당받는, 학교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문적인 기술사업화 관리 시스템으로, 산학협력단은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음

- 연구중심병원 공동으로만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음
※ 일본 지역 TLO 사례는 있으나, 지역 특화 거점 사업의 계속적 지원이 있어서 가능한 것으로 보임
※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 성과 배분이 어렵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책임소재 구분이 어렵다는 우려

- 연구관리 기능 및 연구원 고용 기능은 필요
ㆍ 의과대학이 아닌 병원 자체 소속 연구성과는 병원에서의 자체적 관리에
대한 수용가 높음
ㆍ 병원 자체적인 연구관리 조직이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대학의 산학협력
단과 성과 배분 비중 등에 대해 협의 가능함

◦ (공공성 확보방안) 비영리기관 틀에 맞추어 이익 배당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해
상충을 피하고, 공익적 목적의 투자를 하게 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희귀질환 치료기술·의료기기 등을 개발하여 환자치료와 국내 다른 병원에
공급하여 의료비 절감을 가져오는 경우 공공성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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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경쟁력 확보) 의료기술지주회사의 경우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검토하여 추진
되어야 함.

- 창업과 기술이전, 오픈 이노베이션 등이 환자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수행
되어야 함.
- 공익성을 추구하면서도 경쟁력이 갖출 수 있도록 설립의 초기부터, 운영에 대
한 확실한 목적과 전략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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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을 위한 법률안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학협력단의 역할은 비영
리대학에서 지향하는 R&BD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대학 교육기능과 연계한
학연산협력(

學硏産協力)

-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시, 산합협력단의 교육기능을 배제하고 보건복지부의 고
유 기능을 수행하며 진료 연계 연구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법체계 구성이 필요
의료기술협력단
역할
연구중심병원에서 지향하는 R&BD 개념 구현을 위한
병원 진료기능과 연계한 병산학연협력(病産學硏協力)

의료기술협력단 해결과제

1. 연구중심병원만의 ‘대학과 분리된’ 고유한 R&D 결과물이 있는지?
- 연구중심병원의 대부분 연구자는 대학교수(전임·비전임) 및 대학원생
- 대부분의 연구중심병원 R&D 결과물은 대학 산학협력단과 연계
- 산학협력단을 통한 R&D 결과물도 연구중심병원 성과로 인정하고 있음
2. 산병협력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 산학협력단의 교육 기능은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나, 미미할 것임
- 산학협력단의 외부 연구비 관리 및 지적재산권 관련 기능은 현재 제도에서도 가능
-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 기능은 현재 제도에서 불가능
3. 산병협력단이 필요한 경우는?
- 대학 부속병원 등 학교법인은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됨
- 협력병원 등 학교법인 외 연구중심병원은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기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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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검토사항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ㆍ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ㆍ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7. "학연교수"란 대학과 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8.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9. "자회사(子會社)"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의료기술협력단 적용 시
고려사항

병원에서 시행하는
교육기능이란?

병원에서 시행하는
산업교육이란?
병원에서 학연교수를
자체적으로 임명할 수
있을지?
산병협력단은
“병산학연협력기술지주
회사”(자회사 포함)
설립의 필수조건일지?

제3조(학생의 진로 지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원이 학생을 모집하여
지도할 수 있는지?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병원이 산업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지?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단기 산업교육시설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산병협력단이 설치할 수
있는 산업교육시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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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협력단 적용 시
고려사항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융합인재 및 청년창업가 양성
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산병협력단이 설치할 수
있는 특별교육과정이란?

제9조(산업자문 등) ① 산업교원은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의 산업체등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산업자문이 필요한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이나 산업교원에게
산업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문을 요청 받은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산업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산업교원과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기술의 개량ㆍ개발 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업체등의 연구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산업자문과 연구기기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①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자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그 시설ㆍ설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는 교육 개편,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산학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④ 산학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ㆍ장비ㆍ인력ㆍ지식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⑤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이나 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체결한
산학연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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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산병협력단)은
산업교원을 채용할 수
있는가?
산업자문은 무엇인가?
병원의 연구기기는
무엇인가? 진료기기와
분리될 수 있는가?

병원(산병협력단)이
실험실습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가?

산병협력단은 교육부
산하인가, 복지부
산하인가?

산학협력단장은
교육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기관장
<교육 근간 산학협력>
산병협력단은 진료 근간
연구를 장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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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대학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⑤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이자수입(利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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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협력단 적용 시
고려사항

산학협력단은 대학교육
기반 산학협력 개념을
정립 후 이를 통한
산학협력 주도 별도
법인을 수립
산병협력단은 병원 진료
기반 산병협력 개념을
정립 후 이를 통한
산병협력 주도 별도
법인을 수립해야 함

산학협력단은 대학
교육을 기반으로
산학연협력을 주도하는
별개 법인으로 사업화
업무를 명시

대학의 장을 총장으로
명시
병원의 장은 병원장?
의료원장? 총장?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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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협력단 적용 시
고려사항

제3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7. 제38조에 따른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제36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업교육기관 회계(국ㆍ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말한다)
2.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학협력단 회계
③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2.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기관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제36조의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① 대학의 교직원 및 연구기관의 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직 또는 휴직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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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가치
vs.
진료의 가치

동일 기관 소속의
산학협력단과
산병협력단의 계약이
가능한지?
동일기관 소속의
산학협력단과
산병협력단이 타 기관과
각각 중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의과대학의 교수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의료기술협력단 적용 시
고려사항

제37조(협력연구소) ①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19조,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ㆍ기자재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지의 임대 또는 지상권 설정의 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끝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은 해당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대학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대학 설립자
vs.
병원 설립자

제37조의2(인력의 공동활용) ①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제2조제5호가목의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연구기관만 해당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상호 합의하여 인력의 공동 활용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대학 교원은 원 소속 기관장과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당 연구기관의 학연교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원 소속 기관장과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당 대학의 학연교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사의 주체는
누구인지?

제37조의3(파견) 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국공립대학 교원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기관에 파견할 경우에는 소속
대학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시 급여는 파견받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 기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을 가는 사람은 파견으로 인한 신분상ㆍ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다음은 보건산업진흥 및 산병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산병협력단(의료기
술협력단)과 인증제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함께 작성한 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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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산업진흥 및 산병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안
(

)

의료기술협력단 + 인증제 연구중심병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기술을 이용한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한약 등과 관련된 산업
나.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과 관련된 산업
2. “보건의료기술”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5.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6.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7. “한약”이란 「약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8. "연구기관"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9. "산병연협력"이란 병원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나. 산업체등으로의 보건의료기술 이전과 산업자문
다.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10. "산병연협력의료기술지주회사"(이하 "의료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제19조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11. "자회사(子會社)"란 병원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의료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보건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세제·기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보건산업 진흥을 통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보건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건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보건산업의 진흥
제5조(보건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건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2. 보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3. 보건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보건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에 관한 사항
5. 보건산업 통계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6. 보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보건산업진흥시행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산업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종합계획의 해당 연도 집행계획으로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 ① 보건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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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협력단 + 인증제 연구중심병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건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보건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차관급 공무원
2.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산업 관계자 및 전문가
3. 그 밖에 보건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의료기관, 보건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건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산업의 진흥과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보건산업에 대한 통계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보건산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보건산업에서의 국제기준 조사·분석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보건산업의 창업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산업에 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가진 보건산업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보건산업의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3. 자금,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보건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외 현지 창업 지원
2.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자문 및 투자유치 지원
3. 보건의료기술 및 보건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 활동
4. 보건산업 관련 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5. 보건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거점의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보건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건의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의 이전 또는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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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중심병원
제14조(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같은
법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연구중심병원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인증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② 연구중심병원은 제1항에 따라 그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제19조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 및 제33조에 따른 의료기술지주회사를 해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연구중심병원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연구중심병원의 인층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연구중심병원의 책무)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해당 의료기관 연구개발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 등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중심병원의 지원) 정부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이 아니면 연구중심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장 산병연협력의 촉진
제19조(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의료기술협력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의료기술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의료기술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병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의료기술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병원을 개설한 자에게 귀속한다.
⑥ 의료기술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의료기술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20조(산병연협력계약)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병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병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산병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③ 산병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장비·인력·지식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2.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제21조(정관) 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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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단장,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 단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22조(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병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병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병원의 연구개발 및 진료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병원 직원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병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병원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5조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제23조(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 ① 의료기술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병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병원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병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의료기술협력단의 조직) 의료기술협력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25조(사업연도)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병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수입)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병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병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병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의료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6. 그 밖에 이자수입(利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병원의 개설·경영자는 의료기술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의료기술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27조(지출)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의료기술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병원의 연구개발 및 진료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
4.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5. 의료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6. 제41조에 따른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7. 그 밖에 산병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의료기술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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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회계원칙 등)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의료기술협력단에는 의료기술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병원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직원에게 의료기술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①의료기술협력단은 산병연협력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의료기술협력단은 산병연협력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의 사업화 및 산병연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취득·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술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기술의 이전·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기술의 이전·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보호,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술사업화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활용 범위, 기본 요건 등에 관한 사항
3. 기술의 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자(발명자) 또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의 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기술협력단장이 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의료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다른 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장(그 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기관
② 의료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의료기술협력단(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의료기술협력단이 의료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이로써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의료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와 의료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의료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자회사의 설립 방식) ① 의료기술지주회사는 의료기술협력단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의료기술지주회사는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를 통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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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제34조(자회사의 출자 등) ① 의료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의료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는 "기술"은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이어야 하며, 정관을 인증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의료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된 기술을 현물출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의료기술지주회사 현물출자 시의 평가액을 자회사의 현물출자액으로 할 수 있다.
④ 의료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의료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의료기술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료기술지주회사의 명칭) ① 의료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병원(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의 명칭과
의료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술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의료기술지주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6조(이익배당의 사용제한) ①의료기술협력단등이 의료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병원의 연구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병원의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이 의료기술지주회사에서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연구개발 활동이나
의료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37조(직원의 겸직 및 휴직) ① 병원 및 연구기관의 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직 또는 휴직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38조(의료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료기술지주회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2조제2항 각 호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3조제4항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한 경우
3. 제36조의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39조(「상법」의 준용) 의료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상법」을 준용한다.
제40조(산병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의료기술협력단, 산병연협력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병연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2. 산병연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산병연협력 업무담당자 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산병연협력의 촉진 및 산병연협력 성과의 홍보 등
제41조(산병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정부는 산병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기술협력단이나 그
밖에 산병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병연협력을 촉진·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2조(산병연협력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산병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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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산병연협력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기초 자료의
작성·유지·관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43조(보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인증의 취소
2. 제38조에 따른 의료기술지주회사 인가의 취소
제45조(과태료) ① 제43조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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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및 인증기준(안)
6.1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6.2 인증제도 지표설계 기본방향
6.3 인증평가 지표 개선(안)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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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 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은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지원을 받기 위한 전단계의

R&D사업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연구중심병원의 고유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증제도로 개편이 필요함.
-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에 따른 법부처적인 인프라 및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도
록 함
- 연구중심병원은 시스템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과정과 절차의 변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증제도의 도입이 합리적임

◦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도와 인증제도의 차이
-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도
ㆍ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
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같은 법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심병원의 지정 등)

』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연구

ㆍ 연구중심병원이란 병원의 임상지식을 기반으로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를 통해 의료서비스 고도화 및 최신의료기술선도를 추구하는 세계적 수
준의 병원을 뜻한다. 보건복지부가 국내 병원 연구개발(R&D) 및 보건의
료기술(HT)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대상으로 지정
하고 있다. (위키피디아)
-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도
ㆍ 인증(사전적 의미):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 기관이 증명함
ㆍ “병원의 임상지식을 기반으로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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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및 최신의료기술선도를 추구하는 세계적 수준의 병원으로서 이
러한 과정(경험과 SOP 등)을 가지고 있음”을 국가기관이 증명하는 것

◦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 관련 법제의 인증제로의 전환 필요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 15조_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등) 기초연구와 임상연
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10개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고 이 중 9개(2018.02 기준) 연구중심병원의 육
성을 지원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 17조_연구중심병원의 지원)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은 병원의 연구역량 확보,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중심병원 육성
을 위해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
- 보건의기술진흥볍 제15조와 17조의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대한 내용을 연구
중심병원 인증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 개정 필요

<표 6-1> 연구중심병원사업 유관법령 및 주요 내용
법률

주요 내용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같은 법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7조
(연구중심병원의 지원)』

· 정부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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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인증제도 지표 설계 기본방향
가. 연구중심병원 사업 단계별 목표 달성 유도

◦ (1단계: 도입기) ‘16년 재지정평가는 연구중심병원 지향 목표를 중심으로 연구
인력 및 연구조직을 중점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연구플랫폼 구축 여부를 점검

◦ (2단계:

성장기) ‘19년 재지정평가는 ‘기술사업화 기반조성’이라는 성장기

목표 달성을 점검하기 위해 사업화 평가지표 신설
- 연구개발 수익 재투자 계획, 연구개발사업화 체계 구축 계획 등의 평가지표
실효성을 제고
- 중소·중견, 창업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및 자원 개방 실적,
병원

發 창업실적을 평가하여 ‘R&D 선순환’을 목표로 하는 성숙기로의 안정적

진입을 유도하고자 함

◦ (인증기준) 연구중심병원 인증의 기준(안)은 지난 6년간의 연구중심병원 지정
사업성과와 3단계(2019년~2021년)의 목표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 우수연구성과(논문, 특허) 기준을 상향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수연구성과 지표를 기본역량평가 항목으로 전환하고 인증과 R&D 육성
사업 평가제도를 연계하는 등 지표 관리 강화를 통해 선순환 체계 구축
지원
- 병원 내 기술사업화 지원 시스템을 통해 병원

發

창업을 유도하고 이들

기업의 수입이 병원으로 유입될 수 있는 R&D 선순환 시스템을 통해 연구·
산업화 수입비중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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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연구중심병원 사업 목표
구분

도입기(’13~’15)

성장기(’16~’18)

성숙기(’19~’21)

목표

지속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기술사업화 기반조성

고부가가치 제품·서비스
창출, R&D 선순환

(상급) 5→8%

(상급) 8→12%

(상급) 12→15%

(상급외) 3→5%

(상급외) 5→8%

(상급외) 8→10%

연구·산업화
수입 비중*

주) 병원·의과대학 등 포함 R&D 수주액, 기술료 수입 등

나. 인증평가의 실효성 제고 및 질적 향상

◦ 연구중심병원

인증의 기본역량평가에서 질적 향상을 위한 지표를 제시하고

평가하여 연구중심병원의 우수성과를 견인
- (논문) mrnIF 90 이상 논문 비중 등
- (지식재산권) 삼극특허*와 같이 해외출원/등록국을 명시하여 우수 특허를 대표
하는 지표를 개발
※ 삼극특허(Triadic Patent Families)란 국가별 특허건수를 비교하기 위해 OECD가 개발한
지표로서, USPTO (미국특허청), EPO (유럽특허청), JPO (일본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를
말함

◦ 병원이 기수행한 연구과제*의 연구인프라를 유지·관리하여 연구성과를 확산·활용
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연구관리 역량을 정성적 지표로 고려

다. 유사 평가지표의 통합을 통한 연구중심병원의 행정부담 완화

◦ 지정사업과

육성사업은 평가지표 중 유사 지표에 대해 서로 다른 산출식을

사용하고 있어 행정부담을 초래하여 인증사업의 경우 인증(안)의 지표의 통
합, 단일화 지표를 사용하여 R&D지원 사업(육성사업 등)과의

연계방안을

고려할 필요
- (지정 평가지표) 의료수익대비 총 연구비 비중 및 총연구비 대비 자체연구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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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성사업 평가지표) 병원 R&D 집약도 및 병원 R&D 자립도

<표 6-3> 지정 및 육성사업 유사 지표 비교
지정사업
의료수익대비 총
연구비 비중

=

총 연구비 대비
자체연구비 비중

=

육성사업
총 연구비
의료수익

R&D집약도

=

R&D자립도

=

병원자체연구비

병원R&D수입
(진료+병원 R&D수입)

정부지원제외연구비

총 연구비

병원전체연구비

◦ (R&D 집약도로 통합)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개연구 플랫
폼으로서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고 자립 가능한 병원을 만드는 것임

◦ (R&D 자립도로 통합) 연구중심병원은 개념상 정부 지원 없이도 연구수익 비
중이 높은 병원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이를 대표하기 위해 정부지원
을 제외한 연구수입 비중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

라. 국내 보건의료 산업 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을 휘한 노력 등 사회적 가
치구현 지표 신설을 통한 사회적, 공익적 가치 실현 유도

◦ 연구중심병원의

‘사회적 가치구현’ 평가 항목 신설을 통해 연구중심병원의

사회적,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유도
- 의료 질 향상·공익성 확보를 위한 노력
- 보건신기술(NET) 인증제품 활용 및 지원 계획
- 보건의료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연구자원 개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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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고려 사항

□ 의료인 포함 핵심연구인력 관리 강화
◦ (나)군

인력((구)연구전담의사)의 진료시간 제한 기준은 4시간으로 유지하며,

진료시간 4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자는 (가)군 인력((구)연구참여임상의사)로
서 연구할 수 있도록 유도
※ 기초의학 교수(의사면허 소지자)의 경우, 임상진료는 없지만 임상과의 협력 강화와 기초의학의 발
전을 위하여 연구전담의사로 임명되어 연구중심병원의 핵심연구인력에 포함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다만, 의사면허 소지한 기초의학 교수가 연구전담의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의 지원
과 임상과의 공동연구·협력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함.

- 별도의 Research fellow track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모범 사례임
※ (가)군 인력((구) 연구참여임상의사) : 진료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30% 이상을 연구에 투입하는
의사(전공의 미포함)
※ (나)군 인력((구)연구전담의사) :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최근 3년간 연구논문실적이 있고
연구업무 이외 다른업무를 겸하지 않는 의사 (겸직 미포함)로서 진료시간 평균은 주당 4시간 초과
하지 않아야 함 (주 업무의 10%)

□ 네트워크 및 연구자원 개방성과 관리 강화
◦ 네트워크 및 연구자원 개방 실적은 연구중심병원의 플랫폼 성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연구중심병원의 발전 정도를 고려하여 정성적 수준을 검토할 필요
있음
- 기존 지정 및 재지정 시에는 ‘공동연구 개발 네트워크’ 및 ‘연구자원 개방’을
위한 인프라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표 구성을 항목화
하여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유무를 점검하였음

□ 연구개발의 기술사업화 실적을 연계
◦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위해서는 기초-중개-임상에 이르는 연구개발 선순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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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강화하여야 하며, 기술사업화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술이전과 이에 따른 공동연구개발(MOU 및 공동연구수행 확인) 또는 제품
화, 신의료기술인증 등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향후 발전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인증 취소 기준 마련
◦ 현재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의 2에 근거하여
가능하나, 구체적인 지정 취소 절차 및 사유는 청문 외 부재한 상황
- 인증제도로 개편 시 취소 기준 마련하여 반영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며, 지정 취소 절차 등 필요사항은 지정서 반납 외 명시된 바가 없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의2(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②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연구중심병원 지정서 반납)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연구중심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심각한 의료법 위반 행위, 심각한 형사상의 연구윤리 위반, 심각한 생명윤리법
위반 등의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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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법을 준용하여 제56조 등에 따라 지정·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병원에 한해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인증을 취소를 검토
할 수 있도록 법제화
- 취소 이전에 사전 경고 및 유예기간을 두어 연구중심병원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

생명윤리법 제56조 주요 내용
Ÿ 다음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
‐
‐
‐
‐
‐
‐
‐
‐
‐
‐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의무
인간 복제의 금지
이종간의 착상 금지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의무
배아 생성 시 준수사항 준수 의무(임신 외 목적
배아생성 금지, 금전적 목적의 이용 금지 등)
배아 생성을 위해 난자 또는 정자 채취 시 동의 구득 의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폐기 의무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무상 제공 의무
난자 기증자의 보호 의무
배아 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준수 의무(동의서
준수,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철저한 관리 등)
잔여배아의 희귀·난치병 치료 연구목적의 이용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의무
체세포복제배아 등의 연구 심의 의무

‐
‐
‐
‐
‐
‐
‐
‐
‐

배아연구기관의 중대한 위해 발생 시 연구중단 의무
인체유래물 제공 시 익명화 의무
인체유래물의 타당한 사유 없는 사용 폐기 손상 금지
유전자치료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신고 의무
유전자치료기관의 치료목적, 치료 예후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 후 서면 동의 구득 의무
유전자검사기관의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한
유전자검사 금지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대상물 채취 전 서면 동의
구득 의무
유전자검사기관의 동의서, 유전자검사 결과,
검사대상물 제공 기록의 기록·보관 의무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대상물의 제공과 폐기 등에
관한 규정 준수

Ÿ 다음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자료 보고·제출 명령 / 연구 및 연구성과 이용의 중단 명령
‐ 배아줄기세포주 등 대상물 폐기 명령
Ÿ 관계공무원의 시설, 장비, 관계장부나 서류, 그밖의 물건의 검사, 질문 또는 시험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시료
수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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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증제도 지표 설계
6.3.1 지표 및 기준 설계 프로세스

◦ 연구중심병원

인증지표 기준을 설계하기 위해 현재 지정사업 지표 및 육성

사업 성과지표 진단 및 성과 현황 분석, 이해관계자 수요를 파악하여 지표
를 설계하고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를 확정함

지정사업 지표 및 평가 현황 파악
ŸGap 분석

육성사업 지표 및 성과 현황 파악
ŸGap 분석

해외 사례 분석

지표
기준설계
기본방향
설정

인증제도
지표 및
기준(안)
설계

인증제도
지표 및
기준(안)
타당성
검토

인정기준
지표 및
기준(안)
확정

Ÿ시사점 분석

이해관계자 수요 파악

[그림 6-1]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도 지표 및 기준 설계 프로세스

- (지정사업 지표 및 평가 현황 파악) 연구중심병원 지정 지표 및 평가 현황
을 파악하여 한계점과 시사점 도출
- (육성사업 지표 및 성과 현황 파악)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성과지표 및 평가
현황을 파악하여 지정사업과 육성사업의 유사지표를 파악
- (해외사례 분석) 해외 유관 사업 및 연구중심병원 사례의 시사점을 반영
- (현장 수요 파악) 지방 국립대학병원 연구부원장 또는 연구원장 등을 대상으로
한 FGI를 하여 인증기준(안)에 대한 적절성 평가
- (지표 및 기준 개선(안) 설계) 지정사업 및 육성사업 지표 및 지표별 현황과
해외 사례 시사점, 이해관계자 수요를 종합하여 인증제도 지표 및 기준(안)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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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 검토) 전문가 및 사업 담당자들로부터 기본방향과 지표 및 기준의
타당성 검토

‧

- (지표 및 기준 개선(안) 확정)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정 보완한 후 연구
중심병원 제도 개선 보고회 과정을 거쳐 지표 및 기준 개선(안) 초안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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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인증평가 평가항목 기준(안)
지표 명
연구조직
연구행정관리체계
인사제도
연구비 계정
연구비 회계기준
연구관리전담조직
연구윤리 및 연구관리 시스템
기술사업화 지원시스템
시설 및 장비
생명자원은행
임상시험센터
연구시설
연구장비
산·학·연 공동연구인프라
연구인력

(가)군
((구)연구참여
임상의사)

자격

기준

(나)군
((구)연구전담의사)

자격

기준
(다)군
((구)선임급
기준
연구전담요원)
교육훈련과정 운영
연구실적

2016년 재지정
구비
구비
구비
구비
구비
구비

2019년 재지정(안)

인증평가 기준(안)

여부
여부
여부
여부
여부
여부

좌동
좌동
삭제
좌동
좌동
좌동
구비 여부(예정)

구비 여부(재지정과 동일)
구비 여부(재지정과 동일)
삭제
구비여부(재지정과 동일)
구비 여부(재지정과 동일)
구비 여부(재지정과 동일)
추가

여부
여부
여부
여부
여부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구비 여부(재지정 동일)
*기초-중개-임상연구
각 단계별 모든 R&D
과정 수행 가능한
시설 및 장비 구비

구비
구비
구비
구비
구비

Ÿ 최근 3년간 1편의
SCI(E)급 학술지
주저자 연구논문
실적이 있는 자
총 의사 수 대비
20%(15%)
Ÿ 최근 3년간 1편의
SCI(E)급 학술지
주저자 연구논문
실적이 있는 자
5명 (3명)

Ÿ 최근 3년간 1편의
Ÿ 최근 3년간
SCI(E)학술지 주저자
기준이상의 SCI(E)
연구논문 실적이 있는 자
학술지 주저자
연구논문 실적이 있는 자
총 의사 수 대비
총 의사 수 대비
상급
종합·전문
상급
종합
전문
25%
20%
30%
25%
25%
Ÿ 최근 3년간 2편의
Ÿ 최근 3년간
연구논문 실적이 있는 자
기준이상의 SCI(E)
학술지 주저자
연구논문 실적이 있는 자
상급
종합·전문
상급
종합
전문
5명
3명
8명
5명
3명

((가)군 x0.3)+(나)군

좌동

((가)군 x0.3)+(나)군
(재지정과 동일)

운영 여부

좌동

운영 여부(재지정과 동일)

연구논문

4편 (2편)

좌동

우수 연구논문 비중

-

상급
50건

종합·전문
20건

상급
종합
전문
6편
4편
4편
1, 2안 별도 제시
상급
종합
전문
50건
30건
15건
상급
종합
전문
1, 2안 별도 제시

지식재산권

15건 (5건)

우수해외특허

-

-

R&D 집약도
(의료수익대비 총연구비비중 대체)
의료서비스 수준
의료기관 인증

5% (3%)
※의료수익대비총연구비비중

좌동

5% (3%)
※의료수익대비총연구비비중

인증 여부

좌동

인증 여부(재지정과 동일)

연구비

주1) 연구논문 : SCI(E)급 연구논문으로 PUBMED, SCOPUS 등록 비SCI(E) 논문은 제외하고, mrnIF 상위 5%이내 논
문의 경우 1편당 2편으로 계산함. 기준이상의 주저자 연구논문 실적의 경우 1)안과 2)안을 별도 제시함.
주2) 우수연구논문 : 전체 논문 대비 mrnIF 90 이상 논문의 비중. 1)안과 2)안을 별도로 제시함
주3) 우수해외특허 : 3년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4개국 중 2개국 이상에 등록 및 출원된 특허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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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인증평가 연구역량의 질 평가항목 주요 변경사항
지표 명
연구인력 확보
연구인력 확보

2016년 재지정

2019년 재지정(안)

Ÿ 연구전담의사 FTE 적용
※Full Time Equivalent

Ÿ 핵심연구인력 자격을
강화하는 대신
최소기준을 유지토록 함

인증평가 기준
Ÿ 핵심연구인력 수
Ÿ 연구인력 확보 및 지속

연구비 투자 및 연구인력 양성

연구비 투자 및 확보

연구인력 양성
연구분야
핵심성과 달성

우수 연구성과

Ÿ 연구개발수익의 재투자
실적 평가
(‘16년 신규지표 평가)
Ÿ R&D 자립도 및 R&D
집약도 신규지표로 향후
3년간 계획 평가
Ÿ 평가기준 유지

Ÿ 신규지표로
연구개발수익의
재투자 계획 평가
Ÿ 평가기준 유지

연구개발의 사업화
연구개발
사업화 체계 구축 및
창업 지원
사회적 가치 구현

Ÿ 중심연구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
Ÿ 중심연구 분야 핵심성과
Ÿ 우수 연구성과
Ÿ (신규) 향후 3년간 계획 평가 (우수 연구논문 비중,
우수 해외특허)

-

Ÿ 평가기준 유지
Ÿ 유지
Ÿ (신규) 향후 3년간 계획 평가 Ÿ 유지
Ÿ 초기창업기업, 중소·중견기업,
벤처기업과의 협력 실적 추가 Ÿ 유지
(‘19년 세부항목 추가)

Ÿ 개방형 중개·임상연구
기반 구축 및 운영 계획
평가

-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

-

보건신기술(NET)
인증제품 활용계획

-

사회적 기여

Ÿ 유지

Ÿ 중점연구분야별 핵심성과
Ÿ 평가기준 유지
실적 평가항목 신설

임상연구관리역량
임상연구관리 지원조직 구축 Ÿ 평가기준 유지
병원 내 연구관리 역량
산·학·연·병 공동연구 개발 네트워크
산·학·연·병 공동연구
개발 네트워크 및
Ÿ 평가기준 유지
인력교류
개방형 중개·임상연구 기반 구축 및 운영

연구자원 개방 및 지원

Ÿ 연구개발수익의 재투자
실적 평가
Ÿ R&D 자립도 및 R&D
집약도 신규지표로 향후
3년간 계획 평가

-

Ÿ 중개·임상연구 기반 구축
실적 평가
(16년 신규지표 평가)
Ÿ 유지
Ÿ 초기창업기업, 중소·중견기업,
벤처기업과의 협력 실적 추가
(‘19년 세부항목 추가)
Ÿ 창업지원 실적 및 계획 추가
Ÿ 유지
(‘19년 세부평가항목 추가)
Ÿ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의료 질 향상 계획
Ÿ 신규 지표로 향후 3년간
계획 평가
Ÿ 보건신기술(NET)
인증제품 활용 계획
Ÿ 신규 지표로 향후 3년간
계획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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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유지

Ÿ 유지
Ÿ 보건의료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
Ÿ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 등
Ÿ 공익성 향상을 위한 노력

6.3.2 기본역량 평가항목
 연구조직

◦ (연구행정관리체계) 연구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조직이 있는 독립적인 행정관
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

<표 6-6> 연구행정관리체계 지표
항 목

구 분

연구행정관리체계

□ 유
□ 병원장급 이상
□ 실장･처장급

연구조직 책임자의 조직도상의 위치

세부사항

연구조직
책임자의
의사결정권한

□ 무
□ 부원장급
□ 기타

연구예산집행권

□ 유

□ 무

연구예산관리 실적
연구인력에 대한
인사권/임면권

□ 유

□ 무

의사직

□ 유

□ 무

연구직

□ 유

□ 무

간호직

□ 유

□ 무

관리직

□ 유

□ 무

□ 유

□ 무

기타 권한

◦ (인사제도) 연구인력의 연구성과를 승진·승급, 급여·보상 등 성과평가에 형평
성 있게 반영되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하는 지표

<표 6-7> 인사제도 지표
항 목

구 분

인사제도

세부사항

□ 유

□ 무

의사직

□ 유

□ 무

연구직

□ 유

□ 무

간호직

□ 유

□ 무

관리직

□ 유

□ 무

◦ (연구비 회계기준) 연구비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비 계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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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
<표 6-8> 연구비 회계기준 지표
항목

구분

연구비 회계기준

□ 유

◦ (연구관리전담조직) 연구관리

□ 무

및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별도로 의료기

관 내에 설치 및 운영되는 연구관리 전담조직(산학협력단 지부 조직 인정)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
<표 6-9> 연구관리 전담조직 지표
항목
연구관리 전담조직
전담조직 위치
인력현황(전담인력)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전담조직 위치
전담부서명
전담부서 총원(FTE)

□
□
□
□
□

유
의료기관內
유
유
의료기관內

□
□
□
□
□

구분
무
산학협력단內 □ 의료원산학협력단內 □ 기타
무
무
산학협력단內 □ 의료원산학협력단內 □ 기타
명

◦ (연구윤리 및 연구관리 시스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임상연구
피험자보호 관리체계 운영’, ‘연구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
<표 6-10> 연구윤리 및 연구관리 시스템 지표
항목
연구윤리 및 연구관리 시스템

□ 유

구분
□ 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유

□ 무

임상연구피험자 보호관리체계 운영

□ 유

□ 무

연구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 유

□ 무

◦ (기술사업화 지원시스템)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창업’, ‘자법인 설립’, ‘교원창업
규정 등 규정 개선’등 이 실제로 이루어져 병원 내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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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 기술사업화 지원시스템 지표
항목
기술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분
□ 유

법인 유형

□ 무

□ 특수법인 □ 학교법인 □ 의료법인 □ 재단 및 복지 법인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창업

□ 유

□ 무

자법인 설립

□ 유

□ 무

교원 창업 규정 등 규정 개선

□ 유

□ 무

 시설 및 장비

◦ 연구중심병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갖추어진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 ‘모든 R&D 과정 수행 가능한 시설 및 장비 구비’ 개념
- ‘기초-중개-임상연구 각 단계별 모든 R&D과정 수행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가 구비
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
<표 6-12> 시설 및 장비 지표
항목

구분

생명자원은행

□ 유

□ 무

임상시험센터

□ 유

□ 무

연구시설

□ 유

□ 무

연구장비

□ 유

□ 무

산･학･연 공동연구인프라

□ 유

□ 무

연구자원 개방 및 지원의 담당 인력

□ 유

□ 무

연구개발 지원시스템

□ 유

□ 무

개방 가능한 연구자원

□ 유

□ 무

연구자원 개방 실적

□ 유

□ 무

 연구인력

◦ 연구 업무 할당과 진료시간 제한 등 인력의 특성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으로
구분하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에 따라 인증기준을 차등하여 설정

- 연구중심병원 지정병원의 연구실적 향상 및 2019년 재지정(안) 기준을 반영
하여 병원 유형별로 인증기준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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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과정

운영은 연구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기관의 운영체계를 평

가하는 지표임

◦ (가)군

연구인력(연구참여의사)의 경우는 연구중심병원의 목적에 맞게 연구
가버넌스를 이루기 위하여 가능한 높은 비율의 의사가 연구중심병원과 관련
되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순차적으로 상행된 비율이 요구됨
<표 6-13> (가)군 인력 지표

지표 명

(가)군 인력: 연구참여의사

개념

(가)군 인력 비율이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측정
산식

(가)군 인력

=

(가)군 인력 수
총 의사 수

 총 의사 : 전공의 미포함

측정
방법

 (가)군 인력은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하 ‘의사’라 한다)로 진료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평균 30% 이상을 연구에 투입하고, 최근 3년간 일정수준 이상의 SCI(E)학술지 주저
자 연구논문 실적이 있는 자를 말한다(전공의 미포함).
 연구인력은 의료기관 직원이어야 하고, 의료기관 인사규정에 적용을 받는 인력에 한하며, 의료기
관 소속의 인력이면 계약기관이 산학협력단 또는 대학이라도 인정
 인사규정 내 연구 Track과 진료 Track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인사협약서 내 업무시간과 업무량에
대해 규정하여야 함

연도

지정 당시 (2013)

1차 재지정 (2016)

2차 재지정(안) (2019)

자
격

최근 3년간 1편의 연
구논문실적이 있는 자

최근 3년간 1편의 연
구논문실적이 있는 자

최근 3년간 1편의 연
구논문실적이 있는 자

기
준

20% (15%)

20% (15%)

25% (20%)

실
적

26.5% (17.6%)

33%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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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ㆍ 최근 3년간 4편의
SCI(E)학술지
주저자 연구논문
실적이 있는 자 (1안)
ㆍ 최근 3년간
2편의SCI(E)학술지
주저자 연구논문
실적이 있는 자
(2안)
상급

종합

전문

30%

25%

25%

<표 6-14> (나)군 인력 지표
지표 명

(나)군 인력 : 연구전담의사

개념
측정
산식

연구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나)군 인력 수가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군 인력 수
 (나)군 인력은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SCI(E)학술지 주저자 연구논문
실적이 있는 자이 있고, 연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의사를 말함(겸직 미포함)
 단, 연구업무를 위하여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진료시간 평균이
주당 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측정
방법

 의과대학에서 병원으로 파견된 임상의사(교수)는 의료기관 소속으로 인정
 기초의학 교수의 경우, 병원에서의 직접적인 지원이 있고, 공동연구참여 실적이 확인되면 인정
 (나)군 인력으로서 3년 이상 활용하겠다는 기관장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인력의 활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연도

지정 당시 (2013)

자
격

최근 3년간 1편의 연
구논문실적이 있는 자

기
준
실
적

1차 재지정 (2016)

최근 3년간 1편의 연
구논문실적이 있는 자

2차 재지정(안) (2019)

최근 3년간 2편의 연
구논문실적이 있는 자

인증제도
ㆍ 최근 3년간 4편의
SCI(E)학술지
주저자 논문 실적이
있는 자 (1안)
ㆍ 최근 3년간 2편의
SCI(E)학술지
주저자 논문실적이
있는 자 (2안)

상급

종합·전문

상급

종합·전문

상급

종합·전문

상급

종합

전문

5명

3명

5명

3명

5명

3명

8명

5명

3명

9.4명 (6명)

14.9명 (14.3명) (FTE)

- 연구 지표의 연구실적에 대한 지표의 경우, 연구진은 기존 지정된 연구중심
병원 사업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고,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안을 제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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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5> (다)군 인력 지표
지표 명

(다)군 인력

개념

박사급 연구인력 비율이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측정
산식

측정
방법
연도

(다)군 인력

=

((가)군 인력 수 x 0.3) + (나)군 인력 수

 (다)군 인력의 자격기준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소지자로서 전공분야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로,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연구 및 관련교육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
지정 당시 (2013)

1차 재지정 (2016)

2차 재지정(안) (2019)

인증제도

기
준

-

-

-

-

실
적

평균 62명

평균 90명

<표 6-16> 교육훈련과정 운영 지표
지표 명

교육훈련과정 운영

개념

연구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기관의 운영체계를 평가하는 지표

검토 자료

교육훈련과정 연간계획서(예산서 포함) 및 실적, 장기적인 커리큘럼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등 관련 증빙자료
 교육훈련과정이란 연구인력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중기·장기·해외연수 프로그램 등을 포함
하는 것으로, 중개임상연구, 융복합 연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기적인 커리큘럼에 의한 교육·훈련
과정 운영을 의미한다.

조사
방법

 일회적인 성격의 세미나 개최 등은 교육·훈련과정 운영으로 볼 수 없다.
역량 항목
교육훈련과정 운영

세부사항
중개･임상연구, 융･복합연구 등에 관한 별도의 교육 및 훈련 과정

기준
충족

 연구실적

◦ (연구논문) 연구성과의 기본 지표로서 핵심연구인력의 기본적인 연구역량을 정량
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지정사업 기준을 인증제도에 맞게 병원 유형별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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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7> 연구논문 지표
지표 명

연구논문

개념

최근 3년간 핵심연구인력이 참여한 1인당 SCI(E)급 논문 수

측정
산식

핵심연구인력 1인당
=
SCI(E)급 논문 수

핵심연구인력이 참여한 SCI(E)급 논문 수
핵심연구인력 수(마지막 연도)

 핵심연구인력 : (가)군, (나)군, (다)군 인력
 연구논문실적 : 보건의료연구개발분야에서 SCI(E) 논문에 단독,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발표한
실적

측정
방법

 의료기관의 연구인력이 게재한 논문은 소속기관과 관계없이 연구 실적으로 인정되며, 신규 채용인
력이 입사 전 타 기관에서 게재한 논문도 연구실적으로 인정
 mrnIF 95 이상 논문은 1편당 2편의 실적으로 인정함

연도

자격

기준

실적

지정 당시 (2013)

1차 재지정 (2016)

2차 재지정(안) (2019)

인증제도

보건의료연구개발분야
SCI(E)급 (pubmed,
SCOPUS 등록 비SCIE
논문 포함) 논문

보건의료연구개발분야
SCI(E)급 (pubmed,
SCOPUS 등록 비SCIE
논문 포함) 논문

보건의료연구개발분야
SCI(E) (pubmed,
SCOPUS 등록 비SCIE
논문 제외) 논문

보건의료연구개발분야
SCI(E) (pubmed,
SCOPUS 등록 비SCIE
논문 제외) 논문

상급

종합·전문

상급

종합·전문

상급

종합·전문

4편

2편

4편

2편

4편

2편

8.0편 (5.1편)

상급
6편
(1안)
4편
(2안)

종합
4편
(1안)
3편
(2안)

전문
종합
과
동일

6.2편 (5.7편)

- 연구논문 지표의 경우, 연구진은 기존 지정된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고유 목
적을 달성하고,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안을 제안함

◦ (우수연구

논문 비중) 연구중심병원의 우수성과 창출 견인을 위해 ‘우수연구
논문 비중’* 지표 신설
※ 전체 논문 대비 mrnIF 90 이상 논문을 우수논문으로 보고 비중 1% 초과를 기준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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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8> 우수연구논문 비중 지표
지표 명

우수연구논문 비중

개념

전체 논문 대비 mrnIF 90 이상 논문 비중
우수연구논문 비중

측정
산식

측정
방법
연도

SCI급 논문별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

=

=
∑ (

mrnIF(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 90 이상 논문 수
전체 논문 수
해당분야 SCI급 저널 총 수 - 저널의 해당분야 IF순위
해당분야 SCI급 저널 총 수 - 1
논문이 속한 학문분야 수

× 100 )

 전체 논문 수 : 핵심연구인력이 보건의료연구개발분야에서 SCI(E) 논문에 단독, 주저자 또는 교
신저자로서 발표한 실적
 mrnIF 90 이상 논문 수 : 전체 논문 중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가 90 이상인 논문 실적
 mrnIF 95 이상 논문은 1편당 2편의 실적으로 인정함
지정 당시 (2013)
1차 재지정 (2016)
2차 재지정(안) (2019)

기준

인증제도
5% 이상 1안)
1% 초과 (2안)

실적

◦ (지식재산권) 연구성과의 기본 지표로서 기관의 기본적인 연구역량을 정량적
으로 평가하는 지표

<표 6-19> 지식재산권 지표
지표 명

지식재산권

개념

최근 3년간 의료기관 지식재산권 건 수

측정산식

지식재산권

=

국내등록특허건수+해외출원특허건수+(PCT출원특허건수)

 국내 지식재산권의 기준 : 특허 출원인이 신청인의 의료기관(산학협력단 포함)이어야 하고, 발
명인은 신청인의 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특허는「특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측정방법

 해외 지식재산권의 기준 : 특허 출원인이 신청인의 의료기관(산학협력단 포함)이어야 하고, 발
명인은 신청인의 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특허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 따라 출
원된 해외특허 (또는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해 출원된 국제특허)
 연구 기본역량에서 국내 지식재산권은 등록을 기준으로, 해외 지식재산권은 출원을 기준으로 함

연도
자격
기준
실적

 신규 채용인력이 입사 전 타 기관에서 출원한 특허는 연구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지정 당시 (2013)
1차 재지정 (2016)
2차 재지정(안) (2019)
인증제도
PCT출원특허 인정
PCT출원특허 인정
PCT출원특허 인정
PCT출원특허 인정
상급
종합·전문
상급
종합·전문
상급
종합·전문
상급
종합
전문
15건
5건
15건
5건
50건
20건
50건
30건
15건
77.9건 (44건)
208건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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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해외특허) 연구중심병원의 우수성과 창출 견인을 위해 우수해외특허
지표 신설
<표 6-20> 우수해외특허 지표
지표 명

우수해외특허

개념

지난 3년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4개국 중 2개국 이상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의 수

측정산식

우수해외특허

(미국 및 유럽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 (미국 및 일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 (미국 및 중국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 (유럽 및 일본에
=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 (유럽 및 중국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 (일본
및 중국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미국, 유럽, 일본, 중국 4개국 중 2개국 이상에 등록 또는 출원된 경우를 1개 특허로 인정
측정방법
연도

기준

 특허출원인이 신청인의 의료기관(산학협력단 포함)이어야 하고, 발명인은 신청인의 의료기관 소
속이어야 하며, 특허는 4개국 중 각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 따라 출원, 등록된 해외특허
지정 당시 (2013)
1차 재지정 (2016)
2차 재지정(안) (2019)
인증제도
상급
종합
전문
10건
5건
(1안)
(1안)
3건
5건
3건
(2안)
(2안)

실적

- 우수해외 특허 지표의 경우, 연구진은 기존 지정된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통
한 기술사업화를 활성화 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1안을 제안함

◦ (연구인력과 연구실적) 연구인력과 연구실적의 경우, 1안과 2안을 제시함.
- 1안의 경우, 기존 연구중심병원 지정병원의 성과를 반영하고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단계별 목표 달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월성을 기반으
로 한 수준을 제시함
- 2안의 경우, 기존 연구중심병원의 성과와 신규 지정을 희망하고 준비하는
병원을 고려하여 연구중심병원 인증병원의 확대를 위한 경우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기준으로 주요 비연구중심병원의 실적을 반영하여 제시함

 연구비

◦ 병원의

연구를 통한 수입 비중을 측정하여 연구개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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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역량을 정략적으로 평가하는 지표

<표 6-21> R&D 집약도 지표
지표 명

R&D 집약도

개념

병원 전체 수입에서 R&D 관련 수입 규모의 비중

측정산식

R&D 집약도

=

병원의 R&D 관련 수입
병원 진료수입 + 병원의 R&D 관련 수입

 병원 R&D 관련 수입을 병원 전체 수입(진료수입+R&D관련수입)으로 나누어서 산출
측정방법
연도
지표
기준
실적

 병원 R&D 관련 수입 = 병원 전체 연구개발비 + 플랫폼 기반 수입 + 기술이전(기술료) 수입 +
기타 병원 R&D 관련 수입
지정 당시 (2013)
1차 재지정 (2016)
2차 재지정(안) (2019)
인증제도
의료수익 대비
의료수익 대비
R&D 집약도
R&D 집약도
총 연구비 비중
총 연구비 비중
상급
종합·전문
상급
종합·전문
상급
종합·전문
상급
종합·전문
5%
3%
5%
3%
5%)
3%
5%
3%
8.3% (6.3%)
10.2% (7.8%)

 의료서비스 수준

◦ 연구중심병원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갖

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는 지표

<표 6-22> 의료기관 인증 지표
지표 명

의료기관 인증

개념

의료기관 인증 여부

측정산식

의료기관 인증 여부
 「의료법」 제 58조 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여부를 확인

측정방법

연도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
른 수련치과병원 지정을 받아야 하고, 한방병원의 경우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받아야 함
지정 당시 (2013)

1차 재지정 (2016)

기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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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지정(안) (2019)

인증제도

6.3.3 연구역량의 질 평가항목
 연구인력 확보

◦ 핵심연구인력을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가)군, (나)군, (다)군 인력의 수 기준 수치 대비 확보율과 향후 3년 운영계
획에서 연구인력 확보 및 지속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
<표 6-23> 연구인력 확보 평가항목
구분

2016년 재지정

운영계획
이행실적

향후 3년
운영계획

2019년 재지정(안)

인증제도

지난 3년간 기존 연구인력
운영계획 이행률

지난 3년간 기존 연구인력
운영계획 이행률

인증일 기준 연구인력 확보율

연구참여임상의사 비율 향후
3개년 동안 평균 30%(20%)
유지 계획

신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가)군 비율 향후 3개년 동안
최소 기준 유지 계획

신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가)군 비율 향후 3개년 동안
최소 기준 유지 계획

향후 3년간 각 핵심연구인력 수
증가목표

신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핵심연구인력 비율 향후 3개년
동안 최소 유지/증가 목표

신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핵심연구인력 비율 향후 3개년
동안 최소 유지/증가 목표

각 핵심연구인력 수 연차별
구체적 확보계획

신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각
핵심연구인력 수 확보계획

신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각
핵심연구인력 수 확보계획

향후 3년간 연구관리 직원,
연구간호사 수 증가목표

향후 3년간 핵심연구인력 외((라),
(마)군) 인력 수 유지/증가 목표

향후 3년간 핵심연구인력 외((라),
(마)군) 인력 수 유지/증가 목표

연구관리 직원, 연구간호사 수
연차별 구체적 확보계획

향후 3년간 핵심연구인력
외((라),(마)군) 인력 수 연차별,
구체적 확보계획

향후 3년간 핵심연구인력
외((라),(마)군) 인력 수 연차별,
구체적 확보계획

 연구비 투자 및 인력양성

◦ (연구비 투자) 연구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지표
- (운영계획 이행 실적) 지정사업에서 평가하던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비율’,
‘총 연구비 중 자체 연구비 비율’ 지표를 육성사업의 ‘병원 R&D 자립도’, ‘병원
R&D 집약도’ 지표로 통일하고 연구개발수익의 재투자 운영계획 이행률 지표 반영
ㆍ (병원 R&D 자립도 이행률) 병원의 총 R&D 수입 중 중앙정부가 아닌
주체로부터 받는 R&D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병원 R&D 자립도’ 지
표의 운영계획 이행률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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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병원 R&D 집약도 이행률) 병원 전체 수입에서 R&D 관련 수입 규모의
비중을 나타내는 ‘병원 R&D 집약도’ 지표의 운영계획 이행률을 평가
ㆍ (연구개발 수익의 재투자 이행률) 기관의 연구개발 수익이 연구비에
적절하게 재투자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
으로 연구개발 수익 재투자의 이행을 확인
- (향후 3년 운영 계획) 향후 3년간 연구비 투자 및 R&D 수입 확보 운영계획이
절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재지정사업 기준을 유지
<표 6-24> 연구비 투자 및 확보 평가항목
구분

운영계획
이행실적

2016년 재지정
지난 3년간 의료수익 대비
총연구비 비중 운영계획
이행률
지난 3년간 자체연구비 비중
운영계획 이행률
의료수익 대비 총 연구비 비율
향후 3개년 기간 동안 평균
12%(8%) 이상 계획
향후 3년간 총 연구비
증가목표

향후 3년
운영계획

2019년 재지정(안)
좌동

인증일 기준 의료수익 대비
총연구비 비중 평가

좌동

인증일 기준 자체연구비 비중
평가

연구개발수익의 재투자 운영계획
이행률
R&D 집약도 향후 3개년 기간
동안 최소기준 지속적 유지
또는 증가 계획

좌동

향후 3년간 자체연구비
증가목표

좌동

자체연구비 연차별, 구체적
확보계획

좌동

-

좌동

좌동

총 연구비 연차별 구체적
확보계획

-

인증제도

향후 3년간 기술료수입
증가목표
향후 3년간 기술료수입
확보계획

향후 3년간 연구개발수익
연구개발 재투자 증가목표

좌동

연구개발수익의 연구개발
재투자 연차별, 구체적 계획

좌동

연구개발수익 병원회계 유입
방안의 연차별, 구체적 제시
여부

좌동

연구비 투자 및 확보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및 자체평가 계획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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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연구인력 양성) 향후 3년간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처우개선 및 체계적인 양성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하는 지표

<표 6-25> 연구인력 양성 평가항목
구분

2016년 재지정

2019년
재지정(안)

인증제도

좌동

인증평가시
계획 평가.
재인증시 실적
및 계획 평가

좌동

좌동

핵심연구인력 처우개선 실적
핵심연구인력 외 연구인력 처우개선 실적
핵심연구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 실적

운영계획
이행실적

핵심연구인력 외 연구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 실적
연구인력 대상 중·장기 연수 교육 프로그램 실적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집행실적
핵심연구인력의 처우개선 계획
핵심연구인력 외 연구인력의 처우개선 계획
핵심연구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향후 3년
운영계획

핵심연구인력 외 연구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연구인력 대상 중·장기 연수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연구인력 양성 재원확보 계획

 연구분야

◦ (중점연구

추진 계획) 중점연구 추진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하는

지표

◦ (핵심성과 목표 및 달성실적) 향후 3년간 핵심성과 목표 및 달성 계획이 적
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하는 지표

◦ (우수연구 성과) 향후 3년간 우수연구 성과 목표 및 달성 계획이 적절히 수
립되었는지 평가하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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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6> 중점연구추진계획 및 실적 평가항목
구분
운영계획
이행실적

2016년 재지정

2019년
재지정(안)

인증제도

좌동

재인증시부터
평가

좌동

좌동

2019년
재지정(안)

인증제도

좌동

인증일 기준
실적 평가

좌동

좌동

중점연구 분야별 추진 실적
중점연구 분야의 핵심성과 실적
중점연구 분야별 연구목표

향후 3년
운영계획

중점연구 분야별 연구추진 연차별 구체적 계획
중점연구 분야별 연구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중점연구 분야별 목표 달성 연차별 구체적 방안
중점연구 분야별 목표 달성을 위한 자체평가 계획

<표 6-27> 핵심성과 목표 및 달성실적 평가항목
구분

2016년 재지정
지식재산권 건수 목표 달성도
의약품 임상시험(1-3상) 승인건수 목표 달성도

운영계획
이행실적

의료기기 임상시험(시범, 타당성연구, 품목허가용) 승인건수 목표 달성도
기술이전 건수 목표 달성도
기술이전 수입액 목표 달성도
기술이전 제품화 건수 목표 달성도
지식재산권 건수 목표 및 계획
의약품 임상시험(1-3상) 승인건수 목표 및 계획

향후 3년
운영계획

의료기기 임상시험(시범, 타당성연구, 품목허가용) 승인건수 목표 및 계획
기술이전 건수 목표 및 계획
기술이전 수입액 목표 및 계획
기술이전 제품화 건수 목표 및 계획

 연구관리 역량

◦ (임상연구관리 지원조직 구축 및 운영계획) 연구중심병원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임상연구 관리 지원조직이 구축되어 양적·질적 향상을 이루었는지를
평가하고 향후 운영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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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계획실적평가) 연구중심병원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임상
연구 관리 지원조직이 구축되어, 임상연구관리 지원조직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

◦ (병원 내 연구관리 역량 제고 계획) 향후 3년간 병원 내 연구관리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
<표 6-28> 임상연구 관리지원 조직 구축 및 운영 평가항목
구분

2016년 재지정

2019년
재지정(안)

인증제도

좌동

인증일 기준
구축 여부
평가

좌동

좌동

임상연구관리 지원 조직 구축 및 전담인력 배치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피험자 보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운영계획
이행실적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의 질 관리 실적
고위험 임상시험 질 관리 실적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내부 임상시험 연구자 지원 실적
임상연구 특화병동 운영실적
초기임상시험 전담부서 운영실적
임상연구관리 지원 조직 운영계획
교육 연차별 구체적 계획
피험자 보호 시스템 운영계획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계획

향후 3년
운영계획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의 질 관리 계획
고위험 임상시험 질 관리 계획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시스템 운영 계획
내부 임상시험 연구자 지원 계획
임상연구 특화병동 운영계획
초기임상시험 전담부서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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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9> 병원 내 연구관리 역량 평가항목
2016년
재지정

구분

2019년 재지정(안)

인증제도
병원 내 연구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실적 평가

운영계획
이행실적

-

현황조사로 갈음

병원 중심 대형연구사업 관리 실적 평가
연구인프라 유지 및 관리 실적 평가

병원 내 연구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계획
향후 3년
운영계획

-

병원 중심 대형연구사업 관리계획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등)

좌동

연구인프라 유지 및 관리계획(선도형특성화 사업 등
종료사업 인프라 관리)

병원 내 연구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Ÿ (개요) 의료현장 내 미충족 수요를 다각도에서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해 병원과 외부 산·학·연·병의
연구협력뿐 아니라 병원 내 MD, Ph.D 등 다양한 연구주체간 협력이 필수적임
Ÿ (조사방법/검토자료) 연구협력을 위한 위원회 등의 회의체 운영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검토, 개방형으로
실적을 조사하고 정성적으로 평가

◦ 병원의 전반적 연구역량에 대한 질 관리(QI) 체계 구축
- 인증제도는 질관리를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요소임
- 연구역량의 질관리를 위한 조직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고, 이
들 활동이 병원의 의사 결정과 연구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온 사례를 기술하고 평가함

◦ 관련 조직, 규정 및 SOP
- 연구관리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운영 관리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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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병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 연구중심병원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산·학·연·병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인증제도에 적합하게 기준 일부 수정
- (실적) 연구중심병원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산·학·연·병 공동
연구개발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실질적인 연구개발 성과로 이어
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
- (향후 3년 운영계획) 향후 3년간 산·학·연·병 공동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서 네트워크 구축과 인력교류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
지를 평가하는 지표
<표 6-30> 산·학·연·병 공동연구 개발 네트워크 및 인력교류 평가항목
구분

2016년 재지정

2019년 재지정(안)

병원과 산·학·연 협력 시스템
구축 실적

병원과 산·학·연·병 협력 시스템
고도화 실적

좌동

병원과 산·학·연 양해각서(MOU)
또는 협정 실적

병원과 산·학·연·병
양해각서(MOU) 또는 협정 실적

좌동

병원과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실적

병원과 산·학·연·병 공동연구개발 실적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병원과 산·학·연 인력교류 실적

병원과 산·학·연·병 인력교류 실적

좌동

병원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병원 예산 집행 실적

병원과 산·학·연·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병원 예산 집행
실적

좌동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발생한 기술이전 실적

실적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발생한
기술이전 수입액 실적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발생한 기타 실적(성과)

향후 3년
운영계획

인증제도

병원과 산·학·연 협력 프로세스
구축 및 운영 계획

병원과 산·학·연·병 협력 프로세스
고도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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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기업,
중소·중견기업,
벤처기업과의 협력 실적
좌동

구분

2016년 재지정

2019년 재지정(안)

병원과 산·학·연 양해각서(MOU)
또는 협정 체결 계획

병원과 산·학·연·병
양해각서(MOU) 또는 협정 계획

병원과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계획

병원과 산·학·연·병 공동연구개발
계획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계획

좌동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수입액 확보계획

좌동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타
실적(성과) 달성 계획

좌동

병원과 산·학·연 인력교류 계획

병원과 산·학·연·병 인력교류 계획

병원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병원 예산 편성·집행 계획

병원과 산·학·연·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병원 예산 집행
계획

-

초기창업기업, 중소·중견기업,
벤처기업과의 협력 계획

인증제도

병원과 산·학·연·병 협력 시스템/프로세스 고도화
Ÿ (개요) 시스템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활동들을 말하며, 환경변화에 맞추어 피드백하고 발전하는
고도화 과정을 거쳐야 목표달성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Ÿ (검토자료) 업무처리절차, 표준작업지침서(SOP), 업무 규정 등과 관련하여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양적/질적으로 개선된 공식 자료
Ÿ (조사방법)
 병원과 산·학·연·병 협력을 위한 프로세스가 문서화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절차가 양적/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제도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의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함

- 260 -

 개방형 중개임상연구 기반 구축 및 운영
- (현황 평가) 연구중심병원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방형 중
개·임상연구 기반이 확보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
- (향후 3년 운영계획) 향후 3년간 개방형 연구기반 구축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재지정사업 기준을 유지
<표 6-31> 개방형 중개임상연구 기반 구축 및 운영 평가항목
구분

운영계획
이행실적

2016년 재지정
기관 내 개방형 실험실 유무
및 운영실적
온라인 지원 시스템 구축 및
개방 실적
산업체 대상 컨설팅 제공 및
운영 실적
임상시험 자문 서비스 제공
실적
전임상 자문 서비스 제공 실적
세포, 병리, 판독 지원 실적
동물실험 지원 실적
유효성평가 서비스 제공 실적

향후 3년
운영계획

검사장비 대여 또는 분석
서비스 제공 실적
보고서, 논문작성, 연구설계 등
지원 실적
기관 내 개방형 실험실 유무
및 운영계획
온라인 지원 시스템 개방
활성화 계획
산업체 대상 컨설팅 제공 및
운영 계획
임상시험 자문 서비스 제공 계획
전임상 자문 서비스 제공 계획
세포, 병리, 판독 지원 계획
동물실험 지원 계획
유효성평가 서비스 제공 계획
검사장비 대여 또는 분석
서비스 제공 계획
보고서, 논문작성, 연구설계 등
지원 계획

2019년 재지정(안)
기관 내 개방형 실험실 유무
및 계획 대비 운영실적
온라인 지원 시스템 구축 및
계획 대비 개방 실적
산업체 대상 컨설팅 제공 및
계획 대비 운영 실적
임상시험 자문 서비스 계획
대비 제공 실적
전임상 자문 서비스 계획 대비
제공 실적
세포, 병리, 판독 계획 대비
지원 실적
동물실험 지원 계획 대비 실적
유효성평가 서비스 계획 대비
제공 실적
검사장비 대여 또는 분석
서비스 계획 대비 제공 실적
보고서, 논문작성, 연구설계 등
계획 대비 지원 실적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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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인증일 기준 현황·실적 평가

좌동

 연구개발의 사업화

◦ 병원의

연구개발 사업화 체계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실적의 적절성을 평가

하고 연구개발 사업화 체계구축 및 창업지원 계획 수립의 적절성을 평가하
는 지표
- (현황·실적평가) 병원의 연구개발 사업화 체계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실적
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
- (향후 3년 운영계획) 향후 3년간 연구개발사업화 체계 구축 및 창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선순환 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
였는지 평가하는 지표
<표 6-32> 연구개발의 사업화 체계 구축 및 창업지원 평가항목
구분

운영계획
이행실적

2016년 재지정

-

2019년 재지정(안)

인증제도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운영 실적

좌동

기술사업화 전담부서 운영
실적

좌동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인력
확보 및 배치 실적

좌동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의 인력
양성 지원 실적

좌동

기업과의 비즈니스 활성화
성과

좌동

-

향후 3년
운영계획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구축

-

기술사업화 전담부서 운영
계획

-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인력
확보 및 배치 계획

-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의 인력
양성 지원 계획

-

기업과의 비즈니스 활성화
계획

-

-

창업 및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활용 지원 실적

좌동

창업 및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활용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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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가치 구현
- 향후 3년간 연구중심병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구현을 평가하는 지표로 연구중심병원의 사회적 역할 강조 및
유도를 위해 지표 신설
<표 6-33>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항목
구분

2016년 재지정

운영계획
이행실적

향후3년
운영계획

2019년 재지정(안)

-

-

현황조사

인증제도
연구개발을 통한 의료
질·공익성 향상을 위한 노력,
의료서비스 향상 계획(또는
실적)
보건신기술(NET) 인증제품
활용 계획(또는 실적)

연구개발을 통한 의료 질 또는
의료서비스 향상 계획
보건신기술(NET) 인증제품
활용 계획

좌동

주) 의료 질 · 공익성 향상 노력 또는 의료서비스 향상: QI 개선, 실용 R&D 등

◦ 연구중심병원의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 항목 신설을 통해 연구중심병원의

사회적 역할 강조 및 유도
- 연구개발을 통한 의료 질 또는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함
- 공익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 (공개의 원칙, 이해상충, 이익의 재투
자 등에 관한 규정, SOP 등)
- 보건의료신기술(NET) 제품 활용성과 평가를 통해 국산 보건의료제품 사용
활성화 유도
- 보건의료 기업에 대한 연구인프라 개방 등 지원성과를 평가하여 외부기업
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국내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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