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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특별법 제정) 21세기 들어 신종 감염병의 유행이 빈번해짐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적 감염질환에의 대응 및 예방을 위한 백신, 치료제 개발
등의 연구·개발 필요성이 높아짐.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활을 조속히 안정시키고자 함

 (거버넌스 재정립) 보건의료 R&D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과제의 중복 방지
및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R&D에 대한 컨트롤 타워와 보건복
지부의 조정 역할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본 보고서는 재난적 감염질환에 대한 백신, 치료제 등 개발 지원을
위한 법제 연구 및 보건의료 R&D 거버넌스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법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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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감염질환의 백신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현행 제도의 고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검역법 등 감염병 관
련 현행법, 보건의료 R&D에 관한 관련 법률,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등
현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의 제정과 특별법과의 관계, 의약품 개발
절차 등 현행 법제도를 고찰하여 현행 법제의 공백·미비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함



신종감염병 발생 시 대응 동향 및 문제점

 코로나19 발생 이전 신종 감염병인 사스(2003년), 신종 인플루엔자(2009
년), 메르스(2015년) 등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선례를 살펴보면, 우
리나라는 주요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하여 감염병 확
산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대응은 주로 방역에만 집
중되어 있어 백신·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코로나19와 같은 신
종 감염병 발생 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코로나19의 경우, 국회는 2020. 2. 26.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소위 코로나 3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현재 대표적으
로 「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
안 」 및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별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중임

 그러나 위와 같은 법령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백신·치료제 등에 대한 체
계적인 연구개발 지원, 이를 위한 시설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못함



코로나19 대응 외국 사례 조사 및 분석

 현재 전세계적인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대한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의
대응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함

 주요 국가들의 대응 사례에 따르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한 법
안, 의료 인력의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 긴급물자의 비축을 위한 규

정 등을 마련하여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임상시험에 관
한 신속 지원 등의 규제완화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 함.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

 (필요성)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법체계는 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백신·치료제 등 긴급 대응 목적에 맞는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② 감염병 대응 자원 비축과 관리체계 구축에 대
한 법적 근거가 미약함. 또한 ③ 공중보건위기 급증 대응 역량 구축에 필
요한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④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 ⑤ 감염병 연구·개발 추진 강화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특별법의 주요 내용) ① 재난적 감염질환에 대한 정의(안 제2조), ② 재
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육성 계획 수립(안 제5조), ③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육성ㆍ지원위원회 등(안 제7조부터 제9조), ④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등(안 제10조), ⑤ 특화기업의 선정 등(안 제11조부터 제13조), ⑥ 조
세에 대한 특례(안 제17조), ⑦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
업(안 제18조), ⑧ 연구개발사업 실시에 관한 특례, ⑨ 국제협력사업 추진
(안 제20조), ⑩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안 제21조), ⑪ 1인 창조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⑫ 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여 등(안 제
23조), ⑬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분야 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안 제28조부터 제30조), ⑭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의 개발
에 관한 특례(안 제31조부터 제38조), ⑮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등
(안 제39조 및 제41조), ○
16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특례(안 제42조) ○
17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안 제43조), ○
18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금(안 제44조부터 제54조) 등을
주요 골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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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R&D 거버넌스 재정립 및 보건산업 육성

보건의료 R&D 거버넌스의 개요 및 개편 필요성

 보건의료 R&D에 관하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법, 생명공학육성법, 감염병예방법 등이 규율하고 있음.

그 중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건의료 R&D와 관련
하여 여러 책무 및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을 구성하여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보건의료
기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생명공학육성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로, 보건의료기
술 진흥법과 일부 규율대상이 중첩됨. 기초의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육성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생명공학종합정책
심의회를 두어 생명공학연구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도록 함.

 현재의 보정심은 보건의료 R&D에 대한 총괄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
며, 질병관리청의 승격 등을 고려할 때 범부처 연계 및 협력 기능도 충분
히 수행하고 있지 못함. 또한 보건의료기술의 기초 연구부터 실용화, 인
프라 구축까지 통합적 관리기능이 부실함.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 제20
대 국회 이후 여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이와 같은

개편 필요성에 따라 법령을 현행화하고 보건의료 R&D 거버넌스를 재정
립할 필요가 있음.



보건의료 R&D 거버넌스 기구의 개편 방안

 보건복지부장관을 중심으로 보정심과 별개로 보건의료 R&D에 대한 별도
의 자문위원회를 마련하는 방안은 행정기관위원회법 제7조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보정심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통합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이 바
람직함. 보정심의 위상을 강화한 위원회(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관한 조
항은 기존과 같이 법률에 둠.

 위원회의 기능을 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
획의 수립 및 조정, ② 보건의료기술 R&D 관련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
③ 보건의료 R&D 사업의 육성 및 강화, ④ 보건의료 분야 정보·통계 관
리 및 전산화 등 인프라 구축·강화 및 활용, ⑤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국
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으로 대폭 강화함.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제2차관으로 하고, 범부처 당연
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30명 내외의 위원회로 구성함. 현행 법령은 보정
심의 인적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여 위상을 명확
히 함.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제2차관으로 할 경우, 심의의 효
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
회를 둠. 즉 위원회가 내부에서 이중체계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대표성
을 가지는 최상위 거버넌스와 실무 조직을 분리함.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실무추진단을 두고, 실무추진단은 보건의료
R&D 전략과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 R&D 실무지원센터
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



보건의료 R&D 지원 법제의 개선방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조의 목적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보건
의료기술의 기초연구 등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보건복지부 고유사업
의 안정적 수행을 꾀함. 또한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제 전환, 의료기술협력
단 설립 필요성에 관하여는 정책적 판단이 요구됨.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호 마목이 정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범위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생명공학 분야의 기초·원천연구를 추구
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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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재난적 감염질환의 백신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세계적(Pandemic) 단계에 돌입하였음
을 선언함. 2020년 11월 29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33,824명, 전 세계에서
총 61,266,100명의 환자(사망 1,439,263명)가 발생함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8일 첫 번째 코로나19 유증상자가 발생하여 1월
20일 첫 번째 확진자가 확인된 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정부가
2020년 2월 3일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
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범정부적으로 방역에 집중하고 환자치료 및 관리
에 힘쓰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확진자가 다중 이용시설
을 방문하는 등 논란이 되자 국회는 신속하게 코로나19 대응역량을 강화
하기 위하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이하 “감염병예방
법”), 「 검역법 」 , 「 의료법 」등 소위 ‘코로나 3법’을 개정하여 2020년 3
월 4일 공포함. 이러한 법 개정으로 감염병의심자가 검체 검사를 거부하
거나 자가격리 또는 입원 조치를 위반 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감염병
이 유행할 경우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수출하거나 국외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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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들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유행이 빈번해지고 있음. 대
표적인 사례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사
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Avian Influenza Human Infection), 신종인플
루엔자(H1N1),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메르스)
등임. 2015년 MERS 발생 이후 우리나라의 감염병 관리체계는 상당히 정
비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MERS로 인하여 당시 국내에 큰 피해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백신과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임. 신종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역학조사 등을 통한 감염병의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해
외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체계를 확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백신의 개발과 더불어 치료제를 개발
하는 것임. 더욱이 신종 감염병은 바이러스가 빠르게 변이하고 있어 선제
적인 연구를 통해 바이러스의 변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및 원인불명의 감염병은 초기에 신
속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유행을 초래하여 막대한 국가적·사회
적 손실을 유발하게 됨. 특히 코로나19는 조기 종식되기 보다는 산발적인
집단발병 등으로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코로나19의 장기
화와 재유행에 대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의 확보
가 반드시 필요함.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은 단순한 질
병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활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코로나19와 같이 재난적 수준의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로서 시급히 진행되어야 함에도 현행 법
제도상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아직 규제가 많은 것이 현실임. 백신과 치
료제를 포함한 의료제품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여러 부처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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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속한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신
종 감염병의 확산이라는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감염병은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치료제의 경
제성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제약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종 감염병의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을 위
해서는 국가 차원의 투자와 지원이 요구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난적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매번 일회적
이고 단기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여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현행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처럼 재난적 감염
병의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의 보건의료 연구개발 거
버넌스를 재정립하고, 재난적 감염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특별법에서 재난적 감염병에 대한 연
구·개발 투자 및 임상지원을 비롯한 규제 완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건
의료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의료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보건의료 R&D 거버넌스 재정립

 보건의료 연구개발(이하 “R&D”)은 국민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이며, 연구개발의 성과가 의약품, 의료기기의 개발 등
산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 정부는 2019년 5월 「바이오헬스 산업 혁
신전략 」 을 발표하여 혁신신약과 의료기기 기발 등을 위한 R&D 투자를
2025년까지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를 차
세대 주력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그리고 최근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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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보건의료 R&D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인
식되고 있음

 보건의료 R&D 거버넌스는 국가차원과 보건복지부 내에서의 의사결정 거
버넌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가차원의 의사결정 거버넌스는 국가과학기
술자문회의로서 보건의료 관련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인 ‘보건의료기술육
성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며, 예산의 배분 및 조정을 함. 한편 보건복지
부 내의 의사결정 거버넌스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보건의료기술정책
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이며,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술 R&D 전
반에 대한 심의권한을 가짐

 현재 보건의료 R&D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음.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
R&D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
연구원, 국립암센터 등이 있음. 보건의료 R&D 사업 관리기관 중 국가과
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 곳이지만 질병
관리청, 국립암센터 등에서 추진되는 연구과제로 인해 유사·중복이 발생
할 소지가 있음. 1 특히 2020년 9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함에 따라 보건의료 R&D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게 됨

 보건의료 R&D와 관련하여 중앙부처간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고 유사·중복되는 연구과제를 방지하며 보건의료 R&D가 효율적으
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조정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1

서은철,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제174호, 국회입
법조사처(2020. 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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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보정심이 중심이 된 기존 보건의료 R&D 거버넌스에 대한 점
검과 혁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보고서는 재난적 감염질환에 대한 백신, 치료

제 등 개발 지원을 위한 법제 연구 및 보건의료 R&D 거버넌스의 급속한 변화
에 따른 법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의 방법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 개발 지원에 관한 현행 법령 체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선행 연구, 국회에 발의된 의안 및 검토·심
사보고서, 문헌연구 및 관련 웹 페이지 조사 등을 통해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재난적 감염질환의 대응 체계를 비교법적으
로 조사·연구함. 이를 통해 재난적 감염질환의 백신개발 등에 관한 특별
법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맞는 입법 모델을 제시함

 기존의 보건의료 R&D 거버넌스 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급변하는 보건의료 R&D 환경변화에 적절한 거버넌스를 모색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독일 등 각국의 보건의료 R&D 거버넌스를 비교검토하고 의
사결정 거버넌스에 관한 국내 타 법령의 규정을 분석하여, 법제적으로 타
당한 입법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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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난적 감염질환의 백신개발 등에 관
한 특별법 제정 방안
들어가며
 최근 반복되고 있는 전파성과 위해성이 국민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
는 신종 또는 원인 불명의 감염병에 대해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 충분하
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체계를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됨
-

최근

들어

사스(2003년),

신종

인플루엔자(2009년),

메르스(2015년),

AI(2017년), 그리고 최근 코로나19(2020년)와 같이 감염병의 대유행 빈
도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기존 병원체의 변이와 유전자 조합 등을 통
해 이전에 없던 신변종 병원체들이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에서 볼 수 있듯이 교통의 발달
과

세계화로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면

단시간에

지구적

대유행

(pandemic)으로 확산됨
-

이와 같이 병원체의 변이에 따른 신변종의 등장, 세계화로 인한 병원체
의 국제적인 이동, 잦아진 대유행의 빈도 등으로 신종 감염병은 인류에
게 큰 위협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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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종 감염병의 비교2

*2020. 1. 24. 기준

 2004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및 2019년 이후의
코로나19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및 감염병 발생 즉시 신속한 의료물자, 즉 백신, 치료제, 보호복
등의 보급 등에 관한 법체계가 마련되지 못하여 신종 감염병의 발생 시
마다 단기적인 대책 마련에 치중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보건의료 분야 연구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산업육성에 역점을 둔 기술개발
에 정책지원이 집중 3되고 있기는 하나 중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2

연합뉴스, 우한폐렴·사스·메르스 비교, 2020. 1. 25.

3

서은철, 앞의 논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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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이
에 대한 법제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보건의료의 진흥을 위해 정부는 2019년 5월 혁신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정부 R&D 투자를 2025년까지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
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를 우리나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중점 육
성한다는 계획임 4

 본 장에서는 위와 같이 신종 감염병 창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법제 기
반 마련의 필요성과 최근 신종 감염병에 대한 관리 현황에 따른 문제점
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안을 모색하고자 함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현행 제도 고찰
가.

감염병 관련 현행법



감염병예방법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작용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법률로서 정부가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검역 및 방역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4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관계 부처 합동설명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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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
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10호는 각 감염병에 관한 정의를 규정
하고 있음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
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
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
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
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
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이하 각 호 생략)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
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이하 각 호 생략)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
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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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이
하 각 호 생략)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
한다. (이하 각 호 생략)
6.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
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7. 삭제

<2018. 3. 27.>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
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
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
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그런데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종 또는 원인불명의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즉시강제조치 등을 실시하기 어렵고, 즉시
강제의 특성상 포괄적인 입법을 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어
려움 5

 이에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발생 시 보
건복지부장관이 해당 감염병을 재난적 감염질환으로 지정하여 신속·적절
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5

이준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20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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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제4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7장), 예방조치(제8장)를 통해 비상시적으로 긴급한 단계에서의 절차를
규정하고, 고위험병원체(제5장)과 예방접종(제6장)을 통해 일반적 상황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음



검역법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
(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주요 규정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
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검역관리지역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제5조), 검역조사(제12조), 검역조치(제15조), 검역감염병 환자의 격리
(제16조),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제17조),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
병에 대한 예방조치(제20조)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에 포함되어 있지만, 특정 감염병을 독립된 법

률을 통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결핵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
방법」이 있음



그 외 보건의료에 관한 「 보건의료기본법 」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률」,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이나, 감
염병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등과 관련하여서는 「 의료법 」 ,
「약사법」, 「환자안전법」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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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의료 R&D 현황
1) 관련 법률 6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사업은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이하 “진흥법”)
등에 따라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이나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
을 말함
-

보건의료기술은 의과학·치의학·한의학·의료공학 및 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되는 기술, 그 밖에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
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보건·의료 관련 기술을 의미함(진흥법
제2조)

 보건의료 R&D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127조 제1항 7 을 비롯하여 「과학기
술기본법」 제1조 및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 과학기술기본법 」 제
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R&D의 기획·관
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위와 같이 국가 전체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법령 및 보건의료
일반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 수행 근거를 정하고 있는 「 보건의료기본

6

송현종, 보건의료 R&D 정부투자 관리운영체계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0. 9, 4~5면

7

헌법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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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 진흥법 외에도 특정질환을 중심으로 한 예방 진료 및 조사연구 등
을 규정한 개별적인 법률에 근거를 두고 추진됨
-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이 수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음

-

이 외에도 「치매관리법」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 , 「 희귀질환관리법 」 , 「 암관리법 」 에는 연구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에 별도의 조항이 있음

 보건의료 정부연구개발 관련 규정 및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총괄규정
인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 외에도 평가, 연구수행, 연구
비, 시설 및 장비, 기술료, 사업단에 대한 별도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음

2) 현행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8


계획의 수립

 헌법 제127조 제3항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상 최상위 기구라고 할 수 있
음. 국가연구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결정
하며, 각 부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및 소관 법률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됨.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결정된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수행됨.

8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총괄](2019. 10), 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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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문별로는 관련 법률에 따라 5-10년의 계획기간을 가지는 중장기 계
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연구개발을 추진
함



예산안 배분·조정 및 편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안 편성은 일반적인 예산안 편성과는 다른 체계
를 따라 이루어짐. 일반적인 예산에 관한 사무는 국가재정법 제11조에 따
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하는 반면, 연구개발예산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예산안을 배분·조정함. 예산안 편성 단계
에서 과기정통부는 주요 R&D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기획재정부는 과기
정통부 배분·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 R&D 예산과 함께 R&D 예산을
최종 편성함

[그림 2] 정부R&D 예산안 편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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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R&D 사업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부처별로 관련 규정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음
* 2021. 1. 1.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될 예정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단계는 크게 기획단계, 집행단계, 연구종료 및
성과관리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단계에는 중앙행정기관, 전문
기관, 과제수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함



집행

 R&D 예산의 집행 체계는 중앙행정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
처), 연구관리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등), 과제 수행기관(정부출연연구기
관, 대학, 기업 등)으로 구분됨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는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이루어짐. 위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
며,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여야 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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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D 사업 추진 절차9

자료: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109면)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2019. 3.),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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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의료 R&D 사업 현황 10
 보건의료 R&D 사업 관리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청, 국립암
센터, 국립재활원, 식약처 등 5개 기관임
-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
제6조에 따른 보정심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실시하고 있으며, 각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
청,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에서 시행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연구개발 사업은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 제6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
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식약처장이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는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2020년
복지부 연구개발사업 예산 6,170억 원 중 4,100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의 2020년 복지부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79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외에 국립암센터에 334억 원이, 국립재활원에 54억 원의 연구개
발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연구개발사업
을 직접 관리하고 있음

10

서은철, 앞의 논문, 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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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정
 2020. 6. 9. 법률 제17343호로 국가연구혁신법이 제정되어 2021. 1. 1.부터 시
행될 예정임

 현재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통합
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함과 동시에 자율적이고 책임 있
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부처 공통규범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인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혁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연
구개발 체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
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함(제2조 제1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책무 및 연구개발기관·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수행하여
야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등의 예고,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협약 체결 절차 등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
지)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연구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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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평가,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16조 및 제
17조)

-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및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
18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
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22조)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계 확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연구지
원 체계의 평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24조 및 제25조)

-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등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27조부터 제
30조까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의 내용·절차를 규정함(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기존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별도로 두고 있던 법령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내용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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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행법상 의약품 개발 절차
 현재 의약품 연구개발에서 허가까지의 절차를 살펴봄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백신 및 치료제 등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한지
를 검토하고자 함

[그림 4] 의약품 개발부터 사용까지 전주기 체계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절차의 이해(2017. 8.), 1면)

1) 의약품 개발단계 11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심사

 의약품 허가를 위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계획을 심사하고 승인

11

이하 의약품 개발 허가, 사용단계에 대한 설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한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절차의 이해(2017. 8.)에서 발췌·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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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시험은 1상 임상(소수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
성 검증), 2상 임상(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유효성 검
증), 3상 임상(품목허가를 위하여 예상적응증과 대상 환자군에서 2상 임상
시험에서 얻어진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확증을 목적으로 실시)으로 이
루어짐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 심사

 제네릭의약품 허가를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
험계획을 심사하고 승인



의약품 사전검토

 제품 개발단계에서 의약품 개발계획의 타당성, 허가 신청 시 제출자료 범
위 등을 사전에 검토, 제품의 허가 신청 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의약품 허가단계


의약품 품목허가

 기술적 심사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이 확보된 의
약품을 허가. 신약의 경우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기준 및 시험방
법에 관한 자료,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자료, 제조·판매 증명서를 제
출하여야 함



원료의약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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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의약품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제조·수입자가 제조방법 등 품질에
관한 사항을 식약처에 등록. 원료의약품 등록 신청 시 물리화학적 특성과
안전성에 관한 자료, 제조방법, 포장, 용기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자료, 원료의약품의 시험성적서, 사용된 용매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함

3) 의약품 사용단계


신약 등 재심사

 신약 등에 대하여 시판 후 초기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용경험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평가



의약품 재평가

 기 허가된 의약품에 대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평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신약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거의 10~15

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임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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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신약 연구개발 단계별 소요기간 및 성공 확률

[출처: 과학기술부 등, 한미 FTA 대응을 위한 범부처 신약개발 R&D 추진계획
(2007. 7.), 8면]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대응 동향
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처 방안 고찰
1) 사스
 2003년 2월 중국 광동성에서 발생한 사스는 2003년 7월 5일 유행이 종료
되기까지 29개국에서 8,098명이 감염되어 77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정부는 사스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유행 초기단계부터 범부처적 대
응체계를 가동하고, 전국 병·의원을 통한 사스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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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검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3년 5월 2일 사스를 검역대상 질병
으로 지정함 12

 사스가 해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감염병이어서 정부는
해외 발생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중국, 베트남 등 발생국가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였으며, 국내 유입 후 전파 예방 혹은 최소화를 위한
감시체계를 가동함. 사스는 예방 백신, 치료제가 없으며 질병을 매개하는
곤충이나 동물 등이 밝혀진 것이 없어 방역조치인 격리와 차단을 최우선
으로 적용함 13

2) 신종 인플루엔자
 2009년 4월 21일 캘리포니아에서 2명의 돼지인플루엔자 환자 발생 사례
가 보고된 이후 신종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였
는데, 우리나라는 2009년 4월 28일 추정환자가 처음으로 보고됨. 2009년 8
월 19일까지 2,417명이 확진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전체 환자수
를 집계하지 않음

 정부는 2009년 4월 28일 국가재난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조정하고,
확진환자에 대해 의료기관 격리를 실시하여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
를 실시함. 그러나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09년 7월 21
일 국가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였음. 2009년 10월 27일

12

전병율, 신종 감염병 감염관리 현황과 대처방안, HIRA 정책동향 9권 5호(2015. 9.), 10면
참조

13

전병율, 앞의 논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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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되어 그 대상이 점점 확대되었으며, 예방접종 이후
환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2009년 12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기생충질환 예방법 」 과 「 전염병예방법 」 을 통합하여 법명을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로 바꾸고,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
함. 주요 법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4

◇주요내용
가. 법률의 통합 및 기생충질환의 감염병으로의 통합(법 제명 및 제2조
제6호)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생충질환을 규율하던 「
기생충질환 예방법 」 을 종전의 「 전염병예방법 」 과 통합하여 법 제명
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생충질환
예방법」의 기생충질환을 감염병으로 통합하여 제5군감염병으로 함
나.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법 제2조)
1)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이 있음에도 사람들 사이에 전
파되는 질환만을 의미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질병
관리에 있어 문제가 있음
2) 종전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함
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신설(법 제2조제8호)
1)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 국제
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감염병 등이 포함되어 국내에서도

14

법제처 감염병예방법 2009. 12. 29. 전부개정 법률 제9847호 개정이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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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
대상으로 정한 질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세계
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으로 함
3) 이와 같이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함으
로써 신종감염병 등이 국내로 유입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법 제9조 및 제10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가족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과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2)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감염병 업무 담당 공
무원, 감염병 전공 의료인, 감염병 관련 전문지식 소유자, 비영리민간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
도록 함
마. 고위험병원체의 안전 관리 강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바.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법 제40조)
1) 생물테러감염병 등은 전파 속도가 빠르므로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 유행과 동시에 예방·치료 의약품을 바로 투입
하여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안정적으로 공
급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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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
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고, 예방·치료 의약품
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사.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확대(법 제42조)
1) 종전에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군전염병등을 강제 치료·입
원 등 강제처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전파 속도가 빠른 결핵, 세계보건
기구 감시대상감염병 등이 제외되어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
므로, 이러한 감염병을 강제처분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 강제처분 대상이던 제1군감염병을 포함하여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홍역·폴리오, 제3군감염병 중 성홍열·수막구균성수막염·
결핵, 제4군감염병 중 일부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을 강제처분 대상에 포함함
3) 이에 따라 전파 속도가 빠른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3) 메르스
 2015년 5월 20일 국내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이래 2015년 7월 27일
까지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이 발생하였으며, 7월 4일 이후 신규 확진
자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7월 28일 정부는 메르스에 대해 사실상 종식
을 선언함

 정부는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이후 노출자 전원조사, 자택 격리자에 대한
출국 규제조치,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메르스 환자 발생 및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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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명 공개, 빅데이터를 활용한 확진자 등 이동 경로 확인 등의 검역,
역학조사에 관한 조치를 실시함 15

 메르스가 확산 중이던 2015년 6월 25일 이후 국회는 감염병예방법 개정
법률안을 가결하여 7월 6일 공포되었는데, 이 때 메르스가 비로소 제4군
감염병으로 규정되었으며, 그 밖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6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
도록 함(제4조제3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
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
하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다.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이 감염병의 예방·방역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진료·보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물건 등의 폐기·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
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및 보건
소의 장 등은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도록 함(제60조)

15

전병율, 앞의 논문 22면 참조

16

법제처 감염병예방법 2015. 7. 6. 법률 제13392호 개정이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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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보
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으
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
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역학조사관이 감염병환자가 있
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의2 신설)

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관련 법률안
1) 코로나 3법 개정
 2020년 2월 26일 국회는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소위 코로나 3법)
개정안을 의결함(2020년 3월 4일 공포). 감염병예방법에 감염벙의심자가
검체 검사를 거부하거나 자가격리 또는 입원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
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감염병 유행 시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수출하
거나 국외 반출하는 것을 금지함. 또한 사회복지시설 노인·어린이에게 마
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둠

 검역법에서는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에
대하여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내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
관 감염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됨

2) 감염병예방법 개정(2020. 9. 29. 법률 제17491호, 2020. 12. 30. 시행)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
심으로 2020. 9. 29.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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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예방과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
이 있는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
도록 함

-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심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해 이동
수단 제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격리장소 이탈 여부 확인 근거를
마련함

-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지자체별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장에게 방역관 임명 권한과 관계기관 등에 대해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
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함

3)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률안 17


「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 」

(이하 “백종헌의원안”)

 2020. 7. 14.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적 대유행 발생 상황에서 이에 필수
적으로 필요로 하는 백신 및 치료제, 마스크, 방호복 등 관련 제품의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으나 「약사법」, 「의료
기기법」등의 현행 법령만으로는 해당 물품의 신속한 개발 및 국내 긴
급 사용을 지원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대응체계를

17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20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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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을 지정
하여 기술 인력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수시동반심사, 우선심
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개발 및 허가를 지
원하는 한편,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특례 허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외 유사 물품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등 보건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자 함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이하 “한정애의원안”)

 2020. 7. 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공급 대응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를 조정할 수 있는 특례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현행 「약사법」 , 「의료기기법」등의 개별 법령에
서는 해당 의료제품의 신속 개발이나 긴급한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아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백신 및 치료제 등의 의약품,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의 의약외품, 진단키트 및 인공심폐기 등의 의료기기와 같이 필요한
의료제품 전반을 총괄하여 신속 개발 및 긴급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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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정애의원안과 백종헌의원안의 주요 내용 비교18



특별법과의 관계

 적용범위: 한정애의원안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 이
외에도 ‘재난으로 국민의 생명·신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수 있
어 정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적용되며, 백종
헌의원안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 또는 탄저균
·독가스 등 생화학무기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 등을 진단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의약품·의약

18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2020. 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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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등에 대하여 적용
됨
-

특별법의 경우 재난적 감염질환에 대하여 새로이 정의하고, 재난적 감
염질환의 진단·치료·예방 등을 위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한정애의원안 및 백종헌의원안의 적용범위와 중복
되는 규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특별법 발의 전 위 두 제정안이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 및 시행될
경우, 두 제정안의 적용범위와 중복되는 부분을 검토하여 이를 제외할 필
요성이 있음

 다만, 특별법의 경우 감염병의 대유행 등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안
임과 동시에 위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핵심전략
기술의 선정, 특화기업 육성, 연구개발사업 등의 실시 등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으므로 두 제정안의 공포 여부와 별개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4) 그 밖의 개정안


그 외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응을 위하여 「 감염병예방법 일

부개정법률안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

다. 소결
 과거 우리나라는 주요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방역활동을 실시
하여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온 것은 사실이지만,

- 33/259 -

이러한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은 주로 방역에만 집중되어 있었음.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대해서도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재유입을 방지
하기 위해 검역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1일 0
시 이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 간 격리하는 조치를 실시함

 그로 인해 백신·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코로나19와 같은 신
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방역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염병
의 유행이 장기화됨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국민
들이 입는 사회적·경제적 피해 또한 심각한 상황에 이름
-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진자 수 증가로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백신·치료제 연구 개발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려움. 신종 감염병 출현 시 백신·치료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
지원, 백신·치료제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 지원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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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외국 사례
가. 미국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미국 의회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4건의 주요
입법을 완료하였는데, 그 중 「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0」(2020. 3. 6.)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 연구개발, 치료 및 진단에 30억 달러, 질병통제예방센터에 22억 달
러, 주 및 지역 보건기관 지역을 위한 9억 5천만 달러 등 총 83억 달러의
지원을 내용으로 함

 「Families First Coronavirus Act」(2020. 3. 18.)에서는 무료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검사를 위한 자금 지원 등을,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 (2020. 3. 27.)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개인과 가족, 병원과 의료시설에 대한 지원을,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and Health Care Enhancement Act」(2020. 4. 24.)에서는 코로
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급여보호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검사 관련 연구 개발 등 관련 비용 및 검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함 19

 미국 FDA(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코로나19과 관련하여 안전하
고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는 ‘코로나19치료제 가속 프로그램
(Coronavirus Treatment Acceleration Program)’를 실시함. 가속 프로그램에 따
라 FDA는 코로나19 치료제 전담 심사팀을 설치하여 24시간 이내 신속
프로토콜 심사를 제공하고, 3시간 이내 단일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용의약

19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 19 대응 종합보고서(2020. 5.), 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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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치료목적 사용신청을 검토함. 또한 FDA는 희귀질환에 대한 의약품
개발 파이프라인의 혁신과 품질을 지원하기 위해 ‘Rare Disease Accelerator’
를 설립 중임

 나아가 미국 FDA 산하 약물평가연구센터(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생물학적제제평가연구센터(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의학
지침을 발표함. 이 지침에서는 임상시험 모집단, 임상시험 설계, 효과성
평가기준, 안전성 관련 고려사항, 통계 관련 고려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
음 20

나.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조직인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는

「Decision 1082/2013/EU」에 따라 공중보건 위협 상황에서의 의약품 개발,
허가 및 감시에 대한 Health Treat Plan(2018)을 수립하고, 위 Plan에 의하여
2020년 4년 코로나19의 치료제 또는 예방 백신의 개발 및 허가 지원 및
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COVID-19 EMA pandemic Task Force’를 구성함. 위
Task Force는 코로나19 의약품에 대한 이용 가능한 과학적 데이터를 검토
하고 유망한 후보물질을 선별하며, 개발자에게 데이터를 요청하고 사전
논의에 참여하며, 코로나19의 가장 유망한 후보물질에 대해 EU 내에서
임상시험 실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임상시험 조정 그룹과 협력하여 과
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의 일을 수행함 21

20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 바이오의약품 규제정보 Update! (2020-6월), 7~9면 참조

21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 바이오의약품 규제정보 Update! (2020-6월), 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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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EMA는 2020년 5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및 허가 지원을 위
한 패스트트랙을 발표하였는데, 임상시험에 관한 신속 지원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40-70일이 소요되는 과학적 조언을 최대 20일 이내 제공하고,
기존 120일이 소요되는 소아임상계획 심사를 20일로 단축하며, 준수확인
은 4일로 단축함. 품목허가 및 품목허가 후 절차에 관한 신속 지원과 관
련하여서는 품목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보완 데이터를 개발 진행
과정에서 의약품 사용자문위원회 심사자가 검토하여 향후 품목허가 신청
시에 해당 데이터 심사시간을 단축하고, 긴급한 공중보건 상황에서 기존
140일이 소요되는 평가 일정을 150일 이내로 단축함. 그리고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개별 회원국 규제
기관에서 사용승인을 결정함 22

다. 영국
 2020. 2. 10. 영국 정부는 2020 코로나바이러스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발효
하여 잉글랜드 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통제해왔으나, 지방정부를 포
함한 영국 전역에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0 Coronavirus Act」를 제정함
-

위 법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접촉을 줄일 수 있도록
영국 내 이동수단, 연안 등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행사와 모임을 제
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사유지 폐쇄를 강제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이
나 아동복지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함 23

22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 바이오의약품 규제정보 Update! (2020-6월), 14면 참조

23

영국주재관, 주재국 의회 법률 제·개정사항 보고(20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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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감염병 확산에 따른 필요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간호사, 조산
사, 구급대원 등 보건의료 전문가로 접합한 사람들을 비상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루어진 국가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의 적격 여부 및 기타 의료 과실 책임에
대한 면책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함 24

 영국 의약품규제청(Medicines &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
은 2020년 6월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Business
Plan 2020 to 2021」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에 따라 MHRA는 영국의 바이
오시밀러 허가 절차, 혁신적인 제품 출시를 앞당길 수 있는 “National
Accelerated Licensing” 경로 등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고 2021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MHRA는 환자의 이익을 위해 신제품을 안정하고 신속하
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혁신 지원을 위한 간소화 방식
을 개발하고, MHRA가 규제하는 모든 제품의 능동적 전주기 모니터링을
위해 시판 후 감시를 대폭 재조정하는 등의 전략적 목표를 세움25

라. 일본26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이 정부입법으로 국
회에 제출되어 2020년 3월 의회를 통과하였는데, 이 개정으로 코로나19가
이 법에 포함됨. 위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상당히 심각한 피해
를 줄 우려가 있으며 급속한 확산에 따라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각한 우
려가 있을 경우 총리가 지역과 기간을 정하여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

24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 19 대응 종합보고서(2020. 5.), 41면 참조

25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 바이오의약품 규제정보 Update! (2020-6월), 16면 참조

26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 19 대응 종합보고서(2020. 5.), 51~5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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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긴급사태가 선언되는 경우 해당 도도부현 지사는 생활유지에 필요
한 최소한의 이동 이외의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사회복지
시설 및 기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

그리고 긴급사태 시 지정 행정기관의 장은 의약품 및 식료품의 생산·
판매·운송업체들에게 매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응
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인 수용이 가능하도록 함

 일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MHLW)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
1항에 따라 백신, 혈액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의 제법, 성상, 품질, 보관방
법 등에 관한 기준을 ‘생물학적제제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20년 5
월 위 기준을 개정하여 개정된 기준을 적용을 위해 2021년 5월 1일까지
전환기간을 두며, 품목허가권자는 전환기간 내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품목허가 사항을 변경허가 신청 또는 경미한 변경신고를 실시해야 함 27

마. 시사점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대응을
보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한 법안, 의료 인력의 확보를 내용으
로 법안, 긴급물자의 비축을 위한 규정 등을 마련하여 공중보건에 발생한
긴급한 위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이에 그치지 않고 위 국가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치료제 등의 신
속한 개발을 위하여 기존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정을 시행하고 있

27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 바이오의약품 규제정보 Update! (2020-6월), 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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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임상시험에 관한 신속 지원, 품목허가 절차
에 관한 신속 지원을 위한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해 치료적 목적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점은 아직까지 이와 같은
의약품 개발, 허가 절차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한 우
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법체계의 한계
와 문제점28,

29

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규율체계
 현재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
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구분하며
(제2조 제1호), 코로나19에 대하여 정부는 위와 같은 감염병예방법의 감
염병 분류체계 중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을 적용하여 대응하고
있음.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예방접종,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예방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이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크고 국민
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 수 있는 감염병이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한 신종 또는
원인불명의 감염성 질환(이하 “재난적 감염질환 ” )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현재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역뿐만 아

28

보건복지부, 메르스 백서(2015), 432~439면

29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 19 대응 종합보고서(2020. 5.), 86면

- 40/259 -

니라 백신, 치료제 등의 개발 및 생산까지 일련의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
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를 위해 재난적 감염질환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독립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나.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거버넌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그 기본계획은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에는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
업계획 및 추진방법,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
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은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감염병 전체에 대한 것이어서 이러한 기본계획만으로는 코로나
19와 같이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크고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에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 수 재난적 감염질환의 발생에 대해
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대비책이 되기 어려움. 재난적 감염질환은 국가 및
국민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재난적 감염
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의 연구개발, 생산·보급, 나아가 산업화까지 연
결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범정부차원에서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거버넌스기구가 필요함

다.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정부는 2020년 2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으로 코로나19와 관
련하여 신속진단법 개발, 치료제 재창출 연구 등의 4개의 연구과제를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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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공모함. 긴급대응연구사업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
한 규정 」 에 의하여 사업 세부계획 공고 기간을 단축하고(제6조 제1항),
신청 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서류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으나(제6조 제4
항), 과학기술기본법을 비롯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적인 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한 방식
으로 추진됨

 재난적 감염질환에 대한 진단·치료제 등은 신속하게 개발되어 국민에게
보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관련 법
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을 진
행하게 될 경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이러한 점에서 재난적 감염질환에 대한 진단·치료제 등의 연구개발사
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사업의 발굴, 공모,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및 평
가 등에 필요한 절차를 단축, 생략하는 것이 필요함

 재난적 감염질환은 시기가 지나면 치료제의 경제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기업으로서는 자금 투자에 신중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진단·치료제의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내외에서 신약 재창출(Drug Repositioning)을 비롯한 여러 시도가
있는데, 백신·치료제 연구 개발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만큼
정부기관과 연구소, 제약회사 간의 협력이 필요함. 백신·치료제 등 연구
개발자에게 국가가 인프라를 비롯한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현재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백신·치료제의 국내 개발·생산이 가
능하도록 연구·개발과정의 단계적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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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코로나19와 같이 재난적 감염질환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경우
진단·치료제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인데 현재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라. 의약품 개발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
-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의약품 연구개발에서 허가까지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심사,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 심사, 의약품 사전 검토 등의 개
발단계를 거쳐, 의약품 허가를 받기까지 신약을 개발하는데 평균 10~15
년이 소요됨(본 보고서 20~23면 참조). 특히 임상시험의 절차를 살펴보
면, 임상시험의뢰자는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실시기간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승인신청을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와 실시기관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계획서를 세밀히 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함. 그리고 임상시험의뢰자는 신약후보물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책임자에게 임상시험 실시를 요
청하고 시험책임자는 피험자에게 임상시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고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됨. 이처럼
통상 임상시험에 복잡한 절차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소요되
는 시간이 상당함

 재난적 감염질환의 경우 신속하게 백신·치료제 등 의료제품 개발과 확
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행정규제
및 절차가 복잡하여 재난적 감염질환에 적시에 대응하는 것을 방해함
-

500억 원 이상 연구개발인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

- 43/259 -

·식품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면제절차가 복잡해 정부
R&D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R&D밖에 없음
-

따라서 신속한 백신·치료제 등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상의
의약품 개발절차가 아닌 완화된 절차에 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신
속한 임상시험절차의 마련, 의약품 허가단계에서의 신속심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결론적으로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의 허가 심사에 대한 신
속 처리, 임상시험에 필요한 비용 및 심사 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 임상
시험을 위한 정보 제공, 시설·장비의 개방·활용·지원 등을 통하여 백
신·치료제 등의 신속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적 근
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마. 의약품의 보급 및 비축
 감염병 대응 자원 비축과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 미약
-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판하여 필수예
방접종약품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음(감염병예방법 제33조의2). 이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국가 비축물자(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 대비는 주로 신종인플루엔
자의 유행에 맞추어 준비되어 왔음

-

그러나 메르스 유행 당시 개인보호구, 진단시약 등의 필요량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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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면서 대응 단계에서 메르스 대응을 위한 의약품 등의 확보 및
공급 측면에서 혼란이 발생하였음
-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응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을 비축·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제40조의4 신설), 보건복지부장
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외품·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
이나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그 의약외품·의약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제40조의3 및
제77조제3호 신설),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원 비축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함

 그러나 2003년 사스, 2014년 에볼라, 2015년 메르스 감염 등 신종 인플루
엔자 이외에 다양한 신종감염병 또는 재출현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어 국내 유입이 가능한 재난적 감염질환에 대해서는 국가 비축물
자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비축 물자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해
할 필요가 있음. 즉 위와 같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해결책 외에 중장기적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치료제(항바이러
스제, 항생제, 단클론항체 등), 백신, 질환유형에 따른 개인보호구 등을
비축하는데 필요한 자원 확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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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을 위한 예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안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기정통부가 주요
R&D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 배분·조정 결
과를 반영하여 일반 R&D 예산과 함께 R&D 예산을 최종 편성함(본 보고
서 14면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적인 정부 예산 편성 절차에 의하
여서는 갑자기 발생하는 재난적 감염질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의 연구개발, 생산·보급 등 재난적
감염질환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긴급 현안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별법 입법제안
가. 주요 내용 및 체계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재난적 감염질환의 발생과 확산
방지,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치료제와
백신 등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및 유지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재난적 감염질환,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실증기반, 협력모델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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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의 개
발 및 공급대책,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검토
및 승인, 재난적 감염질환 관련 기술·예산·자금·인력·입지 등 규제·제도개
선의 부처 간 조율 및 종합 전략 수립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으로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육성·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안 제7조),
정부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지원단의 설치(안 제8조), 위
원회 및 범정부지원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함(안 제9
조)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 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나 성
장이 유망한 기업의 육성을 위해 특화기업의 지정 및 이에 관한 지원 근
거를 신설함(안 제10조 내지 제12조)

 재난적 감염질환 진단·치료제 등의 연구개발 및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재난적 감염질환 진단·치료제 등의 연구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

 재난적 감염질환 진단·치료제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
인 창조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연구개발 및 그 결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재난적 감염질환 진단·치료제 등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
여 국내에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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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간 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협력모델 참여 기
업에게 필요한 규제개선 등 절차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

 재난적 감염질환 진단·치료제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신속한 절차가 진
행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신속처리 대상 지정 및 신속처리(안 제31
조부터 제33조), 임상시험 지원(안 제34조), 정보 제공 요청 등(안 제35조),
시설·장비의 개방·활용·지원(안 제36조)

 정부가 재난적 감염질환 진단·치료제 등에 대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

 재난적 감염질환의 발생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39조), 재난적 감염질환 진단·치료제 등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

 재난적 감염질환 진단·치료제 등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및 요양급
여비용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별도의 절차를 거치
도록 특례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

 재난적 감염질환 진단·치료제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생산, 보급하기 위하
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
외하도록 특례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

 재난적 감염질환 진단·치료제 등의 연구개발, 생산·보급을 촉진하기 위
하여 재난적 감염질환대응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5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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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특별법안 체계
제1장

제1조(목적)

총칙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제5조(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육성 기본계획의

재난적 감염질환 대 수립)
응 기술의 진흥

제6조(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제3장

제7조(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육성·지원위원회)

재난적 감염질환 대 제8조(범정부지원단)
응

기술육성·지원 제9조(사무국)

위원회
제4장
핵심전략기술의

제10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선 제11조(특화기업의 선정 등)

정 및 특화기업 육 제12조(특화기업에 대한 지원)
성 등

제13조(특화기업 선정의 취소 등)
제14조(전문투자조합)
제15조(특화기업에 대한 기금 투자)
제16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운영)
제17조(조세에 대한 특례)

제5장

제18조(연구개발 및 기술확보사업 실시 등)

재난적 감염질환 대 제19조(연구개발사업 실시에 관한 특례)
응을 위한 연구개발, 제20조(국제협력사업 추진)
사업화 등

제21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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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1인 창조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
원)
제23조(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여 등)
제24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7조(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연구개발지원 전
문기관 지정)
제6장

제28조(협력모델 발굴 및 지원)

재난적 감염질환 대 제29조(규제개선 신청 등)
응 기술 분야 기업 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등
제7장
재난적

제31조(신속처리 대상 지정)
감염질환의 제32조(신속처리)

진단·치료제

등의 제33조(신속처리 대상 지정의 취소)

개발에 관한 특례

제34조(임상시험 지원)
제35조(정보 제공 요청 등)
제36조(시설·장비의 개방·활용·지원)
제37조(시설구축 지원)
제38조(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제39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제40조(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의 확보)
제41조(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의 비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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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특례)
제43조(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제8장

제44조(기금의 설치)

재난적 감염질환 대 제45조(기금의 재원)
응 기금 등

제46조(기금의 용도)
제47조(기금의 재산)
제48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9조(기금운용위원회)
제50조(여유자금의 운용)
제51조(기금의 회계기관)
제52조(기금계정의 설치)
제53조(기금의 회계)
제54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9장

제55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보칙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과 「재난적 감염질환 백신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과의 관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
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연구개
발혁신법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
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
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 학술진흥법 」 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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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예고, 공고, 수행, 협약, 평가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함(제4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정(제13조) 국
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
여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다.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1. 「학술진흥법」제7조
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 2. 「고등교육법」제7조
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3.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촉진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
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
개발사업을 말한다)
2. 「 학술진흥법 」 에 따른 학술지
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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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학술진흥법 」 과 그 밖의 법률
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사업’, ‘국
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의
사업’,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및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 및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규정(제9조부터 제18조 까지)적용되지 아니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업무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의 경우에는 기관의 자율성을 감안하여 제2장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방역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므로 「 재난적
감염질환 백신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업무는 보건복
지부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향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어야 명확해
질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 재난적 감염질환 백신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의 적용대상인
‘재난적 감염질환의 발생과 확산 방지,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사
업’은 ‘보건복지부가 법령(재난적 감염질환 백신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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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
신법과 「 재난적 감염질환 백신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과의 관계가 문
제될 수 있음

 그러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에
관한 것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예고·공고, 기관 선정, 협약, 수행·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추진 절차 내지 연구윤리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
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 재난적 감염질환 백신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은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시행
계획의 수립,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특화기업 육성, 연구개발사업실시에
관한 특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난적 감염질환 백신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초안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 재난적 감염질환 백신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연구개발사업
실시에 관한 특례) ①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시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사업의 발굴, 공모, 연
구개발기관의 선정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절차를 단축 또는 생략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이처럼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재난적 감
염질환 백신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서로
적용 범위를 달리하므로, 중복 규정되거나, 모순될 경우가 발생할 우려
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재난적 감염질환 백신개발 등에 관
한 특별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서로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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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문별 해설
1) 재난적 감염질환에 대한 정의(안 제2조)


제정 이유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적 감염질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함



내용

 재난적 감염질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크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 수 있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의 의
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

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한 신종
또는 원인불명 감염성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
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성 질환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에 대한 정의를 두어 의약품, 의약외
품,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그 밖의 재난적 감염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마스
크, 소독제 등도 포함되도록 함



참조 법령
법령명

관련 조문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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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
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
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
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각 호 생략)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
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
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
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각 호 생략)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
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
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각
호 생략)

2)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육성 계획 수립(안 제5조)


제정 이유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의 연구개발 및 생산에 관한 기술(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육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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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 제5조는 정부가 재난적 감염질환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및 기술의 전
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육성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고,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

 안 제6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참고 법령
법령명

관련 조문

보건의료기술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보

진흥법

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
기술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
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
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보건의료기술의 방향과 목표
2. 보건의료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중장기 중점 기술개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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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보건의료기술 인력의 수급(需給) 및 육성 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의 개발
에 중요한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년도 실
적 및 다음 연도 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소재·부품·장

제5조(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

비산업 경쟁력 립)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
강화를

위한 하고 소재·부품·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특별조치법

강화를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
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소
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
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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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발전전망
3.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세계교역 및 국내 수급동향
4. 소재·부품· 분야의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인
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신뢰성 향상과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자원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8. 소재·부품·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 정비와 개선
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재·부품·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
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육성·지원위원회 등(안 제7조부터 제9조)


제정 이유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고자 함



내용

- 59/259 -

 위원회 소속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 또는 재난적 감
염질환 대응 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하도록 규정함

 또한 위원회 외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육성을 위한 정부 시책의 실
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정부지원단을 구성하여 정책과제 추진상황, 사
업추진 예산반영 여부, 제도개선 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사무국을 구성하여 위원회 및 범정부지원단의 운영
을 지원하도록 함



참고 법령
법령명

관련 조문

소재·부품·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① 소재·부품·

장비산업 경쟁 장비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력강화를 위한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
특별조치법

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
3.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비전
수립
4. 새로운 소재·부품·장비의 수요를 유발하는 대규모
사업의 실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의 개발 및 공급대
책
5.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경쟁력 혁신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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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재·부품·장비분야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
기관간의 업무의 조정
7.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검토 및 승
인
8.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실증·성능검증·생
산 지원
9.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예산·자금·인력·입지 등 규
제·제도개선의 부처 간 조율 및 종합 전략 수립
10.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관리
11. 소재·부품·장비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관계 행정기관간의 조율
12.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쟁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5항에 따른 대·중소기업 상생협
의회의 장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경쟁력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소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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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장비의 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
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의 위
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경쟁력위원회는 대·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위
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대·중소기업상생협의
회”라 한다)로부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관한
의견 및 상생모델 등에 대한 건의를 들을 수 있고,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
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
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
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경쟁력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
기관·연구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협회·기업 소속 임직
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
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⑦ 경쟁력위원회,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및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등(안 제10조)


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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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중 관련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 관리·육성함



내용

 안 제10조는 보건의료기술 및 의료보건산업과 밀접히 연관되거나, 의료
전략물자 자급기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기준 및 절차
를 규정하고 있음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기준은 기술의 국가 및 보건의료기술과 관련한 전략
적·의학적 중요성, 임상시험 실시 또는 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
과 산업화 단계, 의료 전략물자 자급기반, 의료보건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부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 선정함

5) 특화기업의 선정 등(안 제11조부터 제13조)


제정 이유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에 관련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
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해 기획, 기술개발 등 전반에
걸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기술적 역량과 생산능력을 갖
춘 기업이거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을 특화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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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기업에 대하여는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재정·금융 등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기술·인력·금융·경영·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
선, 특허·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참고 법령
법령명
소재·부품·장

관련 조문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산업 경쟁력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
강화를

위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부

특별조치법

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총매
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2.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핵심
전략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
유 현황
3. 전문투자조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에 따른 중
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로
부터 받은 투자
4. 그 밖에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선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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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화선도기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선정을 위한 조사,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특화선
도기업,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
업(이하 “특화선도기업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등
2. 재정, 금융 등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3.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4. 기술·인력·금융·경영·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
알선
5.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6.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등
7. 그 밖에 특화선도기업등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조세에 대한 특례(안 제17조)


제정 이유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특화기업에 대하여 조세관
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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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
하기 위하여 특화기업에 대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 , 「 지방세특례제한
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
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함



참고 법령
법령명
1인

창조기업

에 관한 법률

관련 조문
육성 제17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
업에 대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 , 「 지방세특례
제한법 」 ,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
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7)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안 제18조)


제정 이유

 재난적 감염질환 진단·치료제 등의 연구개발은 국가사회적으로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가지므로 신속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내용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기업,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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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등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함

 지정된 자만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
단·치료제 등 제조기업,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의료기관 등이 그 대상으로 유망기술을 보유한 자의 개발사업 참여
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8조 제2항)



참고 법령
법령명

관련 조문

소재·부품

제24조(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① 정

·장비산업

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기술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

경쟁력강화

여 다음 각 호의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를

위한

별조치법

특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
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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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화선도기업등 소재·부품·장비기업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및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
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4.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
호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
다. 이하 같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
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6.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제1
항제2호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
석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 추진시 핵심전략기술
과 관련된 사업이나 과제를 우선적으로 기획하여야 하
며,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
대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의 공동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2. 특화선도기업등
3. 제49조에 따라 선정된 협력모델 및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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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
는 기업
⑤ 정부는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 범위, 방법 및 절
차,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8) 연구개발사업 실시에 관한 특례


제정 이유

 재난적 감염질환에 대한 진단·치료제 등은 신속하게 개발되어 국민에게
보급되는 것이 필요한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게 될 경우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국가연구개
발혁신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자 함



내용

 재난적 감염질환에 대한 진단·치료제 등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연
구개발사업의 발굴, 공모,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절
차를 단축 또는 생략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



참고 법령
법령명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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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혁신법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
발과제의 연구개발비(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말한다)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안보, 재난·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
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전 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
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2.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
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
관을 특정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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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긴
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
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등의 예고 절차, 제2항에 따
른 수요조사, 제3항에 따른 사전 기획의 세부 내용과
제4항에 따른 공모 및 선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
관·단체·연구자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
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
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성격을 고려하여 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2.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3.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
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4.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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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선정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9) 국제협력사업 추진(안 제20조)


제정 이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감염질환의 대유행이 발생하는 경우 한 국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진단·치
료제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정부가 국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내용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재난적 감
염질환 대응 기술에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위
한 조사·연구,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외국의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국외 보건의료기술의 도입 촉진 및 공동 기술 개발 등의 국제
협력사업을 시행하며, 이를 통하여 R&D 과정에서 글로벌 개방형 혁신
활동을 통해 기술 역량 한계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
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10)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안 제21조)

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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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감염질환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병의 유행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진단·치료제 등의 신속한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의 성과가 기업에 활발히 이전되고 신속하게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함



내용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 민간기업 등의 지식재산 기술이
특화기업 등에 이전·공유될 수 있도록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책을 마련
하고, 이를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 및 제조시설에 필요한 출연 또
는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함(안 제21조)



참고 법령
법령명

관련 조문

소재·부품·장

제26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다음 각

비산업

경쟁력 호의 기관이 보유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식재산 등

강화를 위한 특 기술의 이전·공유·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별조치법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시책을 마
련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
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성과물을 보유한 대학 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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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제품의 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출연 또는 투
자·융자 등의 금융지원
2.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
항(해당 업무의 위탁 및 그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
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인 창조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11)


제정 이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IT 분야 등에서 개인의 창의성과 전문
성을 기반으로 한 1인 창업이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는바, 재난적 감염질
환의 진단·치료제 등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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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전략기술 또는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
기업을 선정하여 연구개발 및 그 결과물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2조)



참고 법령
법령명

관련 조문

1인 창조기업 육 제12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① 정부는 사업 성
성에 관한 법률

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
상으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1.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아이디어의 도용(盜用)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포기한 경우
3.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화
가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
하거나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완수할 능
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
업화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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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선정의 기준·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취소의 절차,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여 등(안 제23조)

12)


제정 이유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의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등
이 연구인프라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원활하게 연
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기기 등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



내용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 등을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
료제 등 연구개발자 또는 생산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참조 법령
법령명

관련 조문

항공우주산업개

제13조(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①정부는 항공

발 촉진법

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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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분야 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안 제

13)

28조부터 제30조)


제정 이유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분야 산업 내 수요-공급기업 및 공급기업간
분업적 상생협력 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내수요 확대가 공급 품질개선
으로 이어지고, 공급망의 안정성이 강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협력모델을
육성하고자 함



내용

 개정안 제9장(안 제28조부터 제30조)은 기업간 협력모델의 발굴·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함

 협력모델을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분야에서 수요기업 사이 또는
공급기업 사이의 수평적 협력, 수요·공급기업 사이의 수직적 협력 등 참
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로 정의하고, 위원
회가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협력모델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하도록 함
(안 제2조 제7호, 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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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기술개발, 공동
기반구축, 신뢰성 평가 등에 대한 행정·기술·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
록 함(안 제28조 제4항)

 협력모델 참여기업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해당 활동에 필
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안 제29조)
-

협력모델 참여기업이 경쟁력위원회에 규제개선을 요청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함

 위원회는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신의하
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할 수 있음

 또한, 관련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
실이 없는 경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명문화 함(안 제30조 제2항)

14)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의 개발에 관한 특례(안 제31조

부터 제38조)


제정 이유

 재난적 감염질환 진단·치료제 등은 신속한 개발과 보급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의약품 개발 및 허가절차에 따를 경우 장시간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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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됨으로 인하여 감염병에 긴급히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
게 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현행 의약품 개발 및 허가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재난적 감염질환 진단·치료제 등의 연구개발 및 생산
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내용

 의약품안전처장은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개발 중인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을 허가·심사의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재난적 감염질환의 대유
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3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의 임상시험을 하
려는 자에 대하여 임상시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질병관
리청장은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에 대하여 국제기구, 국외정
부, 국외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국내외 임상시험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
치료제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임
상시험 계획서의 작성, 국제공동임상시험에서의 국가 간 규제조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재난적 감염질환 환자의 인
적사항, 개인의 과거 및 현재 질병이력, 유전정보 이력 등 신체적 특성에
관한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도록 하여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
치료제 등 연구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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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의 연구개발, 안전성·유효성 평가,
신뢰성평가, 생산, 품질관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실증 관련 시설 또는 장비를 개발업체에 개방하여 활용할 수 있도
록 함(안 제36조)

 재난적 감염질환의 발생이라는 비상적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8조)



참고 법령
법령명

관련 조문

첨단재생의료

제36조(신속처리 대상 지정) ① 첨단바이오의약품을

및

첨단바이오 개발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개발 중인 첨

의약품 안전 및 단바이오의약품을 허가·심사의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
지원에 관한 법 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률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처
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희귀질환관리법」 에 따른 희귀질환의 치료를 목
적으로 하는 경우
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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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신속처리 대상의 지정 기준 및 절차·방법 등에 관
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기산업

제28조(임상시험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

육성 및 혁신의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임상시험에 필요한
료기기 지원법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하여 효
율적이고 신속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상시험 계획서의 작성
2. 국제공동임상시험에서의 국가 간 규제조화
3. 임상시험 관련 정보의 전자적 형태로의 수집ㆍ관
리 및 제공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제2항에 따른 임상시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검역법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질병관

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
으로 우려되는 사람을 신속히 발견하는 등 효율적 검
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
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
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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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소재·부품·장
비산업

제30조(실증기반의 개방·활용)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

경쟁력 비의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

강화를 위한 특 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실증·생산 관련 시
별조치법

설을 소재·부품·장비기업에게 개방·활용하게 할 수 있
다.
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조제3항제1
호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실증·생산 관련 시설의 개
방·활용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
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 또는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8조에 따
른 연구회의 이사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생산시설의 개
방·활용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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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06조의2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① 정
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
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非商業的)으로 실
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
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
다.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등(안 제39조 및 제41조)

15)


제정 이유

 갑작스러운 재난적 감염질환의 발생과 유행으로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
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나서서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
료제 등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한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재난적 감염질환 진단·치료제 등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염병의 예
방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적 감염질환 진단·치
료제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체결하도록 함
으로써 사전적인 조치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내용

 재난적 감염질환의 발생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적 감염질환 진단·치료제 등을 생산하는 사업
자 등에게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할 수 있음(안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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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재난적 감염질환 진단·치료제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하
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40조)

 재난적 감염질환에 대한 예방·진단·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재난적 감염질환 진단·치료제 등을 비축하거나 장기구매를 위한 계
약을 미리 체결할 수 있음(안 제41조)



참고 법령
법령명

관련 조문

소재·부품·장

제10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① 정부는 천재

비산업

경쟁력 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핵심전략기술 관

강화를 위한 특 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
별조치법

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
목의 사업자나 수요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장에서는 “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실시 및 변경
2. 국내우선공급 등 공급계획의 수립·실시 및 변경
3. 운송·보관·비축 또는 양도
4. 수급을 위한 물류·유통구조 정비 및 관련 시설의
개선·확충
5. 대체품목의 실증과 성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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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경쟁력위원회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감염병의

예방 제33조의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 ① 질병관

및 관리에 관한 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제25조에
법률

따른 임시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
을 미리 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축한 필수예방접
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등

16)

에 관한 특례(안 제42조)


제정 이유

 재난적 감염질환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진단·치료제 등의 보급이 필요하므로 진
단·치료제 등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과 관련하여 특례를 두어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건
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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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
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특별위
원회를 두도록 하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도록 함



참고 법령
법령명

관련 조문

국민건강보험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법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
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
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
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
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
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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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특례(안 제43조)

17)


제정 이유

 국가재정법에서 500억 이상 연구개발인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식품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면제절차가 복잡해
사실상 정부 R&D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
음

 재난적 감염질환의 발생 시 진단·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생산·보급하기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
외하는 특례를 두어 사업이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



내용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생산, 보급하기 위
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를 거친 경우 예비타당성조
사 대상에서 제외함

 핵심전략기술의 개발 등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해 수립된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최
대한 단축하도록 함



참고 법령
법령명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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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
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
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
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
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
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6.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
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
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18)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금(안 제44조부터 제54조)

제정 이유

 ‘특별회계’란 예산 단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게 하는 것
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되는 회계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 88/259 -

밖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됨. 특히 국가의 특별회계
는 「 국가재정법 」 별표 1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그 설치가 허용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가 허용되나 조례
로 설치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
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한 사례로는 「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제30조 30 등이 있음

 ‘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률 또는 조례로서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
는 자금을 의미함

 재난적 감염질환의 대응과 관련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위와 같은
특별회계나 기금 등의 방안이 있으나, 예기치 못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
여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여유자금의 이월이 용이한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금을 설치하기로
함



내용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의 연구개발, 생산·보급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난적 감염질환대응기금(이하 “기금”)을 설치하고(안
제45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업무
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위탁함(안 제48조)

30

제30조(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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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의 재원은 국가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특별회계 전입금, 국민건강
증진기금,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에 따른 기술료 및 이익금 등으로 하며
(안 제46조),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제제 및 치료제의 개발, 재난적 감염
질환의 백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재난적 감염질환의 백신의 해
외 보급 및 수출을 위한 지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등의 목적
으로 사용함(안 제46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등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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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보건의료 R&D 거버넌스 재정립 및
보건산업 육성
보건의료 R&D 거버넌스 개요
가. 보건의료 R&D 관련 현행 법령
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

 진흥법은 1995. 12. 6. 낙후되어 있는 보건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
고 나아가 보건의료산업을 21세기 성장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
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의 수행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됨.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보건의료 R&D 관련한 여러 책무 및 권한를 부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법률 제5017호, 1995. 12. 6. 제정이유]
[신규제정]
WTO의 출범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추세에 대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보건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보건의료산업을 21세기
성장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
기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보건의료정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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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종합과학기
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장기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을 수립하도
록 함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연도별·분야별 연
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연구기관 또는 단체등과 협약하여 연구하
도록 함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보건의료
기술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연구개발의 협약등을 수행하도록
함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보
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육성하고, 보건의료정보
의 공동이용 활성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학계·연
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진흥법은 아래와 같은 목적을 가짐(제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
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
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
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흥법상 ‘보건의료기술’, ‘보건신기술’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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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과학·치의학·한의학·의료공학 및 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
나.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
되는 기술
다. 그 밖에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
와 관련되는 보건·의료 관련 기술
7. “보건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나 기
존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
증한 것을 말한다.
8.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란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화장품법」
나. 「암관리법」
다. 「한의약 육성법」
라. 「의료기기법」
마. 「건강검진기본법」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 「치매관리법」
아. 「식품안전기본법」
자. 「약사법」
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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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법과의 관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법에 따름(제2조의2)

 현행 진흥법은 정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과 같은 역할 및 권한을
갖도록 규정함
-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
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3조)

-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제4조
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함(제4
조 제2항)

-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년도 실적 및 다음 연
도 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제4조 제4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을 개
발·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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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
안을 작성하고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의료기술의 방향과 목표
2. 보건의료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중장기 중점 기술개발 전략
4.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보건의료기술 인력의 수급(需給) 및 육성 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년도 실적 및 다음 연도
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
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함(제5조 제1항). 보건복
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음(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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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한 성과로서 국가에 귀속된 산업
재산권 등의 사용특례,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 법정되어
있음(제12조, 제14조).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장동력기획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2020. 6. 9. 현재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함
과 동시에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부
처 공통규범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인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 체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됨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
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함(제2조 제1호)

 타법과의 관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일부 예외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
-

진흥법 제2조의2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체계적 해석상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진흥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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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
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
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
개발사업을 말한다)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3. 「 학술진흥법 」 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총괄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사무에 필요한 법령 등을 제정·개정·
폐지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제8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
고,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을 예고하여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에 관한 다양한 책무를 짐(제9조 이하 참조)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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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대통령의 자문기구였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상설화하기 위
하여 제정된 법률로, 2018년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
기술심의회(국과심)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한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부개정됨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 전반에 관한 최상위 거버넌스 기
구에 해당하고(제3조 제1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중장기 계획, 조
사·분석·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제2조 제2항 마, 바, 사목)

4) 생명공학육성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생명기술과)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
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
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2020. 5. 19. 개정된 생명공학육성법은 우수한 연구개발(R&D) 성과가 바
로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연결되는 과학·기술집약적 분야로서 연구개발
부터 산업화까지 전주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고, 기술·인력·자
금이 선순환되고, 산·학·연·의료기관 등 혁신주체 간 발전적 경쟁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국가적 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
식 아래, 기술발전과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전주기적 연구지원과
사업화 역량 강화, 혁신적인 연구 환경 조성 등 국가 미래 신성장동력
인 생명공학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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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됨

 “생명공학”은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
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 “생명현상의 기전(起傳), 질병의 원인 또
는 발병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생명공학의 원천지식을 제공하는 생
리학·병리학·약리학 등의 학문”으로 정의됨(제2조)
-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를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
동”으로 정의함

-

유전공학에 주된 뿌리를 두고 있는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은 그 적
용분야로 크게 레드 바이오(보건의료), 그린 바이오(농업식품), 화이트
바이오(에너지, 환경)로 나뉨(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생명공학백서 34,
35면 등 참조)

-

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상의 “보건의료기술”과 생명공학육성법의 “생
명공학”은 모두 ‘생명에 관계된 기술’의 하위 개념에 해당하나, 보건의
료기술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에 중점을 둔 개념이라면, 생명
공학기술은 수단으로서 학문·기술에 가까운 개념으로 동일한 개념이라
볼 수 없음

-

보건의료기술 중 생명공학기술이 주요한 수단인 것은 사실이나, 진흥법
상의 보건의료기술의 개념은 단순히 ‘과학기술’에만 한정된 개념이라
볼 수 없고 보건의료에 관한 과학적, 산업적, 정책적 기술을 통칭한다
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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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술”을 다
음과 같이 정의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
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

 생명공학육성법은 “기초의과학”을 “생명현상의 기전(起傳), 질병의 원인
또는 발병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생명공학의 원천지식을 제공하는
생리학·병리학·약리학 등의 학문”을 정의하고 있음(제2조 제2호)

 생명공학육성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
산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고 정의함
(제2조 제3호)

 타법과의 관계: 생명공학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고 규정함(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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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 생명공학육성에 관한 계획을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제5조, 제7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함(제6조)

 기초의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육성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
복지부장관은 기초의과학 육성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함
(제8조 제2항)

5) 감염병예방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및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제4조 제2항
제6호), 질병관리청 소속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그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규정(제9조 제2항 제3호)

나. 현행 보건의료 R&D 거버넌스 기구 조사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부 연구개발 최상위심의기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하여 대통
령 직속기구로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임(헌법 제127조 제3항, 국
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 혁신 및 산
업화 관련 인력정책·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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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국
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주요 정책방향,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 등에 관한 사항
을 대통령에게 자문함. 2018. 4. 1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에 의해
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민간 1인)과 간사(1인)을
포함하여 총 20인 이내로 구성됨. 정부위원은 장관급 위원(기획재정부, 교
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간사위원
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과학기술분야 또는 정치·경제·인문·사회·
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와 ‘자문회의’, ‘심
의회의’로 구분됨. 전원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
되며, 위원 전체의 의견이 필요하거나 의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함. 자
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및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함. 심의회의는 과
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기능을
수행함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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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조직도

2)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 최상위심의기구는 보정심임. 보건의료기술 진
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기관으로, 20명 이내의 위원(민간위원 14명, 당
연직 6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함. 민간위원은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데(진흥법 시행령 제8조),
현재 보건산업정책국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국립보건연구원장, 국립암
센터원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당연직위원
으로 되어 있음(보정심 운영세칙 제3조)

 보정심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진흥법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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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전략의 수립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결정

-

연구개발사업 지원 자금의 배분 및 정보·통계관리 및 전산화

-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보건의료기술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보정심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진흥법 제6조 제4항), 현재 7개 분야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음(① 질환연구분야, ② 미래첨단의료분야, ③ 바이오신산업분야, ④ 보
건의료재난대응분야, ⑤ 공공복지증진분야, ⑥ 질병관리분야, ⑦ 암관리분
야)

3)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생명의료전문위원회에서 보건의료
R&D 분야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음. 생명의료전문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되는 과학기술 및 R&D 관련 안건의 사전검토,
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술 분야별 투자전략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하
며, 생명의료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초조정
과장이 맡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부 보건의료 R&D 예산과
관련하여 총괄적인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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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건의료 R&D 관련 심의기구는 생명공학종합정
책심의회라고 볼 수 있음. 생명공학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및 생명공학
기술 개발·산업화 촉진에 관한 세부 전략·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
에 관한 업무를 관장함

 생명공학정책심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며, 관계중
앙행정기관 차관(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
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과 학계·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
사하는 생명공학 관계자 및 생명윤리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위원 등 17
명 이내로 구성됨

 심의회는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등을 처리
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생명공학육성법 제7조 제5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 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
공무원, 민간위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됨

 심의회 회의는 정기회(매년 1회), 임시회(수시)로 구분하고,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시행령 제7조)

4)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2002), 조류인플루엔자(2003), 신종인플루엔자
(2009) 등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여 국민건강 및 국가경제에 커
다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효과적인 예방·통제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미래 대유행에 대비한 범부처 연구개발 정책을 종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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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검토·수립하기 위하여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를
설치함 31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는 주요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
해 범부처에서 추진하는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기본계획 및 중장
기 투자 방안, 상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 및 세부추진계획 등의 수립, 주
요 감염병의 투자 우선순위 설정 및 범부처 투자계획의 협의·조정, 감염
병의 대유행시 연구비와 연구인력 등 자원의 재배분 및 신뢰성 있는 정
보의 제공 등 연구개발 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함(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는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장이 되
고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관, 행
정안전부 재난관리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식
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 전문위원회 위
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감염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촉 위원으로 구성함

다. 해외 보건의료 R&D 지원체계(6. 보론 참조)


31

미국의 경우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11. 2. 25. 보건복지부예규 제17호)
제정이유 참조.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나 2020. 9.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
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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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대부분의 보건의료 R&D 정부지원이 국립보건원(NIH)를 통해 이
루어짐. 그 중 90%가 외부연구에 해당함. 2006년 국립보건원 개혁법을 통
하여 국립보건원장의 권한이 강화됨

 2011년에는 중개연구 전담기관인 NCATS(국립고등중개연구센터)를 신설하
여 외부기관 및 민간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강화함



일본의 경우

 2013. 8. 내각에 의료분야연구개발의 사령탑 본부인 ‘건강의료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의 사무국으로서 ‘건강의료전략실’을 내각
관방에 설치함.
-

일본의 과학기술 행정체계는 내각부의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를
사령탑으로, 주무 부처인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등의 과학기술 관계
부처, 심의회로 구성됨

 일원적 의료분야 연구개발 체제 구축을 목표로, 미국 국립보건원(NIH)을
벤치마킹하여, 건강의료추진법안, 독립행정법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법
안을 마련하고, 2015. 4.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를 설립함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으로 나뉘어 있던 보건의료 R&D 육
성 시스템은 건강의료추진본부 휘하에서 예산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건강
의료추진본부에서 제시하는 목표에 따라 AMED가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개선. AMED는 의료분야 기초연구부터 실용화까지 통합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 미국의 NIH에 비
하여는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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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의료연구전략조정국(OSCHR)이

영국연구혁신기구(UKRI,

기업에너지산업

전략부 산하)와 국립보건연구원(NIHR, 보건복지부 산하)의 협업과 조정
역할을 수행함. 국립보건연구원(NIHR)은 보건의료 R&D 분야의 가장 많
은 지원을 하고 있음

 영국연구혁신기구(UKRI)의

의학연구위원회(MRC)는

생명의료과학

관련

분야의 기초연구 및 전략적 응용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면서 연구자금
지원을 총괄하는데 반하여, 국립보건연구원(NIHR)은 주로 응용연구 및 인
프라에 투자에 집중함

보건의료 R&D 거버넌스의 문제점 및 재정립 필요성
가. 현행 보건의료 R&D 거버넌스의 문제점
1) 보건의료 R&D 사업 환경변화에 대응할 컨트롤타워 기능의 부재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
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는데(진흥법 제4조). 이 기본계획에는 중장
기 중점 기술개발 전략,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이
되어야 함.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년도 실적
및 다음 연도 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하
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진흥법 제4조 제4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보정심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 않음(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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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 제5항). 이는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생명공학종합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거나(생명공학육성법 제4조 제4항),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농림식품과학기
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5
조) 등과 비교할 때 보정심의 위상이 약하다고 볼 수 있음

 보건의료 R&D에 관하여 범부처 심의기관은 물론 보건복지부의 R&D 관
련 기관들에 대한 통일된 의사결정기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의 보정
심은 보건의료 R&D에 대한 총괄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보
정심이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전략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
제의 우선순위 결정, 연구개발사업 지원 자금의 배분에 대하여 심의하도
록 되어 있지만(진흥법 제6조 제2항), 사전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사후
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이라 통합조정 기능이 미흡함. 이러한 점에서 보건
복지부가 보건의료 R&D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아젠다를 제
시할 의사결정기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큼

2) 부처간 협력의 문제
 정부조직법이 2020. 8. 11. 개정(2020. 9. 12. 시행)되어 질병관리본부가 질병
관리청으로 승격됨.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긴 하지만 중앙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는바, 질병관리청은 방역·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개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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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국립보건연구원과 질병대응센터를 두고, 국립보건
연구원은 감염병, 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 만성질환 및 첨단재생의료 관
련 시험·연구 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기획조
정부장은 질병관리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질병관리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예산의 편
성, 집행 및 조정을 분장하며, 국립보건연구원장 소속으로 국립감염병연
구소를 두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연구 등
의 사무를 분장하도록 함(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제21조,
제24조).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됨

 보건의료 R&D가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R&D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
센터 등 기관 간에 범부처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매커니즘
이 필요함

3) 보건의료기술의 기초연구부터 실용화, 인프라 구축까지 통합적 관리기능
부실
 해외 주요선진국은 중개연구 지원을 위한 조직 및 법제 확충에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R&D 거버넌스 체계는 중개연구(연구개발 관
리체계, 예산·기금관리, 연구윤리 문제 포함), 기술 실용화 및 기술 인프
라(특히 보건의료정보 관련) 확충을 위한 체계적 관리 기능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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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의료 R&D 거버넌스 재정립 시도(국회 제출 법률안을 중심으로)
 제20대 국회(2016-2020) 및 제21대 국회(2020-)에서 총 9건의 진흥법 개정
안이 발의되었음. 그 중 1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이후 개정된 바 없음([별
지] 국회 제출 진흥법 일부개정안(2016~2020) 참고)

[제20대 국회 이후 국회 제출 법률안]


정춘숙의원안
의안번호

2103541

주요내용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0-09-07

의결결과

계류중





보건의료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의료인공지능 연구ㆍ개발 활성화
및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등 조항을
신설함(안 제10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설립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보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보건의료정보’와 관련하여 보정심과 별개의 위원회인 보건의료정보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임



강선우의원안
의안번호

2103149

주요내용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0-08-21

의결결과

철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등, 병원,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보건의료분야의 연구ㆍ개발ㆍ사업화, 기술
이전과 산업자문,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을 산병연협력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9호)

- 111/259 -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함(안 제15조)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은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의료기술협력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건의료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술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제31조 및 제34조 신설)







최인호의원안
의안번호

2021108

주요내용

제안자

최인호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9-06-24

의결결과

임기만료폐기

장정숙의원안
의안번호

2019984

주요내용

제안자

장정숙의원



등 12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운영경비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서류나 장부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제안일자

2019-04-24

의결결과

임기만료폐기

최근 일부 병원이 연구중심병원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실정인 바,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제15조의2제1항 제4호 및
제5호 신설, 제15조의3)

이명수의원안
의안번호

2018070

주요내용

- 112/259 -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9-01-07

의결결과

임기만료폐기







황주홍의원안
의안번호

2017238

주요내용

제안자

황주홍의원



등 10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등, 병원,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사업화, 기술
이전과 산업자문,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을 산병연협력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9호)
나. 기존에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함(안 제15조)
연구중심병원이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관, 업무, 조직, 수입, 지출,
지식재산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 신설)
의료기술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건의료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술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신설)

제안일자

2018-12-06

의결결과

임기만료폐기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운영경비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서류나
장부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인재근의원안
의안번호

2010634

주요내용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3인
제안일자

2017-12-05

의결결과

임기만료폐기



보건의료기술을 이용한
의약품·의료기기·식품· 화장품·한약 등과
관련된 산업 또는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과 관련된 산업으로
보건산업을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9호)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기술을 발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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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보급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정보를 연계하여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산업의 진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건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보건산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보건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를 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재지정 금지기간을
신설함(안 제32조)
보건의료기술 및 보건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술료 수입, 정부 출연금,
기부금 등으로 보건의료 기술 및 보건산업
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8조)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연구중심병원
평가업무 위탁기관 및 기금 위탁운영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49조)

 ‘보건산업’과 관련하여, 보정심과 별개의 위원회인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
회를 설치하자는 제안임

[인재근의원안 중 제23조(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
제23조(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 ① 보건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산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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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심의위원회(이하 “산업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1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제22조에 따른 산업진흥시행계획에 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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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진흥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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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4. 그 밖에 보건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산업진흥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진흥위원회 및 분과위원
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승조의원안
의안번호

2002020

주요내용

제안자

양승조의원



등 14인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표준화를 통한 연구 개발 성과를
보급·확산하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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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2016-09-01

의결결과

임기만료폐기

관련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을 설립하여
치의학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최도자의원안
의안번호

2001907

주요내용

제안자

최도자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6-08-29

의결결과

원안가결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다. 법령 현행화 및 보건의료 R&D 거버넌스의 재정립 방향
 보건의료기술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 R&D 사
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자문기구
로서 보건의료 R&D 거버넌스 기구를 개편함

 거버넌스 기구의 총괄·조정 기능을 확대하고, 그 위상을 고려하여 보건복
지부장관(또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되, 분과위원회 등 하위 조직을 두
도록 함

 거버넌스 기구의 중개연구, 기술 실용화, 기술 인프라 확충에 관한 기능
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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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R&D 거버넌스 기구의 개편 방안(진흥법 제6조 관련)
가. 최상위 거버넌스 기구 설치, 소속 및 성격
1) 관련 법령


정부조직법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음(제4조)
-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
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음(제5조)
* 위원회는 크게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와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로 구분되고,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는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징계위원회)와 의사결
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심의, 자문,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뿐 의결
에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음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363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위원회는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제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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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위원회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
는 자문위원회 등은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
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행정기관위원회법 제7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
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
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관위원회법]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
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
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
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
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
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이원적 체계(‘보건의료 R&D 전략회의’ 설치 등) 구성에 관한 검토
가) 개정 방안


최상위 거버넌스로 ‘보건의료 R&D 전략회의’ 설치

 선도적·총괄적 최상위 거버넌스로 장관 주재 ‘보건의료 R&D 전략회의’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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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회의를 구성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보
건복지부 관계 기관장 및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구성



참고: 2014년 보건의료 R&D 전략회의 구성·운영

 보건복지부는 2014. 10. 보건의료 R&D에 대한 선도적·총괄적 최상위 거버
넌스 체제로서 ‘보건의료 R&D 전략회의’를 구성·운영하였음

 보건산업정책국장을 간사로, 국립보건연구원장 등 관련 기관장이 참여하
였고, 보정심 위원장 및 민간위원 5인 내외가 참석하였음. 보건의료 R&D
중장기 방향성 및 연차별 시행계획, 예산 확대 전략 등에 관하여 논의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됨

나) ‘전략회의’의 설치의 입법례 및 실무
(1) 현행 법령상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전략회의의 예


국가관광전략회의(관광기본법)

 관광기본법이 2017. 11. 28. 법률 제15056호로 개정되면서 설치됨

 염동열 의원 등 10인은 2016. 10. 2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래에 「국가관
광 전략회의」를 신설하는 법률안을 제안하였고(의안번호: 2002987), 위 법
률안의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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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에 민간위원은 포함하지 않은만큼 법적 성격은 행정기관위
원회법에 따른 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처 간 협의체에 가
깝다고 평가됨.

관계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광진
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처 간 협의체를 신설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측면이 있음.

1) 전략회의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법적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한지,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면
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전략회의는 자문기관 또는 협의기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둘 필요는 없
다고 봄.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략회의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략회의의 법적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 「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르면 자문기관 등과 같
은 부속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략회의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하다면 법률보다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과학
기술전략 회의’의 경우에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그 설치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 전략회의가 다루고자 하는 심의·조정 사항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이나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소속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범
부처적인 국가적 차원의 장기과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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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심의․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정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
에서는 통상 실무적 차원의 협의와 조정이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충
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봄. 관계 부처 간 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
은 사안은 전략회의를 장관 소속으로 둘 경우에는 합의 도출을 이끌어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20개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위원을
그 구성원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전략
회의의 경우에도 민간위원은 없지만, 과학기술전략회의 지원단을 두면
서 지원단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게 한 점
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염동열 의원 등 제안 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법률안(의안
번호: 2010062)으로 대안반영폐기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법률안
에서 부처간 협력과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
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정리됨.

[관광기본법]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
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
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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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 관광기본법 」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
략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ㆍ조정
2.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
립
3. 관광 분야에 관한 관련 부처 간의 쟁점 사항
4. 그 밖에 전략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
항
제3조(의장) ① 전략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
②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이 전략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회의의 구성원 중에
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구성원) ① 전략회의는 의장 이외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
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략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련 부처의 장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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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
하여 전략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전략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의 개최) 전략회의는 연 2회, 반기에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전략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8조(의안 제출) 전략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처의 장은 회의 개
최 3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차관조정회의) ① 의장은 전략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략
회의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 차관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전략회의의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전략회의가 위임한 사항
2. 그 밖에 의장이 관련 부처 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며, 구성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전략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략회의
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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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국제개발협력기본법)

 2020. 11. 27. 시행 예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제17302호, 2020. 5. 26.
전부개정)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
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면서, 제13조 제3항에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체계적·통합적·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소속
으로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전략 및 정책
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
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
무조정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
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
1.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해당 국가에 대한 중기지원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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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
항
6.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회가 회의에 부칠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위원회
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개발협력 실무
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③ 주관기관은 소관 분
야의 업무를 체계적·통합적·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소속
으로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
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②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
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2020. 10.까지 관련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알 수 없음. 다만, 국무총리 소속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소관부처의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는 해당 분야 최상위
거버넌스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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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방첩전략회의(방첩업무 규정)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29289호, 2018. 11. 20. 일부개정) 제10조에 근거
를 둠

 민간위원을 포함하지 않은 부처간 협의체에 가깝다고 판단됨

[방첩업무 규정]
제10조(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국가방첩전략의 수립
등 국가 방첩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방첩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전략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
무원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
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2. 인사혁신처, 관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차장
3. 국방정보본부의 본부장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사령관
4. 전략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5. 전략회의의 의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관계기관 소
속 공무원
④ 전략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⑤ 전략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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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의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국정홍보전략회의(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국정홍보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4988호, 2013. 12. 11. 일부개정)에 운영
근거 마련

 민간위원을 포함하지 않은 부처간 협의체에 가깝다고 판단됨

[국정홍보업무운영규정]
제5조(국정홍보전략회의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정홍보에 관
한 기본 방향 및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
정홍보전략회의를 운영한다.
② 국정홍보전략회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제13조
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및 홍보업무를 통합·관리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③ 그 밖에 국정홍보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 국정홍보전략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2) 연혁 법령상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전략회의의 예


과학기술전략회의(구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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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8. 4. 17. 대통령령 제
2879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대통령 소속으로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설
치하도록 함(대통령이 의장이 됨)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범부처 R&D 정책 조정 역할을 담당함. 마찬가지로
구성상 부처간 협의체로 판단됨

[구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8. 4. 17. 대통령령 제28799
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현안사항 및 주요 정책과 관련된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및 목표
2. 국가적 현안에 대응한 과학기술 정책의제 및 추진과제
3. 과학기술 분야 관계 부처 간 쟁점 사항에 관한 추진전략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중장기 투자전략 기획 및 조정 방안
5. 국가전략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추진전략
6. 그 밖에 전략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원) 전략회의는 대통령,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실장 및 과학기술보좌관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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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으로 대통령의 자문
기구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설치되어 있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
과심)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의 ‘심의회의’(제5조)로 흡수되고, 과학
기술전략회의는 폐지됨

(3) 법령상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운영 중이거나 운영되었던 전략회의의
예
 ‘국가재정전략회의’, ‘국가고용전략회의’,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혁신성장
전략회의’ 등이 운영된 바 있음

(4) 소결론
 현행 및 연혁 법령상 ‘전략회의’라는 명칭의 기구는 대체로 민간위원을
포함하지 않는 범부처 협의체로서 구성되고, 정책의 방향 및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로 활용됨
-

범부처 협의체의 경우 반드시 법령에 설치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법령에 설치 근거를 마련할 경우 안정적인 운영
과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용이할 것으로 보임

 현행 및 연혁 법령상 장관 소속 최상위 거버넌스 기구로서 ‘전략회의’와
그 하위 기관으로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
여 이원적으로 구성된 선례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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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의료 R&D 전략회의’ 설치안의 적절성 검토
(1) 행정기관위원회법 관련 검토
 보건의료 R&D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관계부처 차관급/보건복지부
관계 기관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인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R&D
전략회의를 설치한다면 그 법적 성격은, 행정기관위원회법 제5조 제2항상
의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
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
리할 필요가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춘 자문위원회로서, 단순히 범부처 협
의체로 보기 어렵고,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됨(제3조
제1항 제3호)

 행정기관위원회법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금지됨. 보건의료 R&D에 관한 자문위원회인 보정심을 설
치·운영하면서 동시에 보건의료 R&D 관련 자문위원회에 해당하는 ‘보건
의료 R&D 전략회의’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기관위원회법 제7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
-

행정안전부의 「 2019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 에 따르더라도, 행정기관
의 장은 신규 자문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 설치된 정책 자문위원회를
우선 활용함으로써 위원회가 남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법령상 확인되는 ‘전략회의’의 예와의 정합성 검토
 현행 및 연혁 법령상 ‘전략회의’라는 명칭은 민간위원을 포함하지 않는
범부처 협의체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최상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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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넌스 기구의 명칭을 ‘전략회의’로 하는 것은 타 ‘전략회의’의 예에 비추
어 정합성이 낮음
-

참고로, 위촉직 민간위원을 포함하는 자문위원회로서 ‘전략위원회’의 명
칭을 사용하는 기구는 현재 국무총리 소속 정보통신전략위원회(정보통
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국무총리 소속 공공
데이터전략위원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
조), 기획재정부 소속 중장기전략위원회(대통령령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1조)가 있음

 앞서 본 바와 같이 보건의료 R&D 전략회의와 보정심의 이원적 구조는
타 법령 등에서 유사한 선례가 확인되지 않아 제도적 정합성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음

라) 소결
 보건복지부장관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R&D에 대한 별도의 자문위원회(‘전
략회의’ 등 명칭 불문)를 마련하는 방안은 행정기관위원회법 제7조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보정심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통합 기구 구성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타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략회의·보정심의 이원적 구조는 일반적인
거버넌스 기구 구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옥상옥’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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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원을 배제하고 순수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겠으나, 민간
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R&D 분야의 특성상 민간위원을 배
제한 최상위 거버넌스 기구의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

3) 통합 기구 구성(보정심의 위상 강화 등)에 관한 검토
가) 개정 방안


기존 보정심 기능을 흡수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위원회 설치(보정심 격상)

 현행 보정심의 기능을 확대하여 보건의료기술정책 외에 보건의료 R&D
관련 기능을 추가하여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사항을 심의하
도록 격상하는 한편, 그 명칭을 보건의료기술진흥위원회로 변경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제2차관으로 하여 위상을 강화하고, 범부
처 거버넌스 기구로 구성하여 보건의료 R&D 정책의 통합기능을 보충

 기존의 보정심의 기능을 확충하여, 보건의료 R&D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
하고, 부처·청 등 관련 기관들간의 정책 조정 및 사업 효율화 모색

나) 범부처 거버넌스 기구에 해당하는 자문위원회 설치의 입법례
(1) 보건복지부 소속 자문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
 현재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자문위원회(당연직 공무원 및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구성) 중 범부처
당연직 위원을 정한 기구로 아래와 같은 위원회가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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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설치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

당연직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

설치 근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당연직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
원(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법무부차관, 산업통상자원
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

설치 근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7조

-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부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당연직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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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근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8조

-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정책심의위원회
-

설치 근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
조

-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
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관계 공공기관의
장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

설치 근거: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차관급 공무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설치 근거: 국민연금법 제103조

-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과 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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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 중앙부처 소속 자문위원회(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
 현재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부처 소속 자문위
원회(당연직 공무원 및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구성) 중 범부처 당연직 위
원을 정한 기구로 아래와 같은 위원회 등이 확인됨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생명공학육성법)

(상술한 1. 나.항 참조)



국가교통위원회
-

설치 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

-

당연직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 기획재정부
차관·교육부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
전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환경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 및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설치 근거: 주거기본법 제8조

-

당연직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
1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환경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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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2차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해당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

설치 근거: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

-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
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
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고용정책심의회
-

설치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

당연직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
원부차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중소벤처기
업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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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보건복지부 소속 자문위원회(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
 현재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자문위원회(당연직 공무원 및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구성) 중 범부처
당연직 위원을 정한 기구로 아래와 같은 위원회가 확인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설치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1명씩 지
명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
장이 추천하는 각 1명



장기요양위원회
-

설치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

설치 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5조

-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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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조달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인

(4) 소결론
 정부조직법 제4조는 자문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도록 함. 다만, 장
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거버넌스 기구에 해당하는 다양한 자문위
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어 있어 여러 예외가 확인됨
-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자문위원회의 예로는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에
근거를 둔 중장기전략위원회,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에 근거를
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등이 있음

다) 보건의료 R&D를 관장하는 통합 위원회 설치안의 적절성 검토


법령상 설치 근거·소속·성격

 현재 보정심이 법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보정심의 역할을 흡수
하는 통합 기구의 마련을 위하여, 보건의료 R&D 최상위 거버넌스 기구
의 설치 근거는 법률(진흥법)상 보정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법적 위상 측면에서도 법률상 근거를 두는 편이 유리함

-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운영에 관한 점은 대통령령, 부령에 위임

 보정심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의 성격 유지
-

부처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소관부처가 분명한 경우에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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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지양(행정안전부, 2019년
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위와 같은 법적 성격에 따라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행정
기관위원회법 제6조 소정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함
[행정기관위원회법]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
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
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 ·기피·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②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의 소속
2.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 및 의결정족수(議決定足
數)
3.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
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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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 또는 심의·의결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의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



위원회 명칭 변경 고려

 보정심(보건의료기술 정책심의위원회)은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정책심의’
기구로서 성격을 나타내는 명칭 사용
-

[보건의료기술 정책위원회/정책심의회] 유사한 명칭으로는 ‘정책위원회’,
‘정책심의회’가 있음

-

기존 심의사항에 연구개발(R&D)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더라도 법체계상 정합
성이 나쁘다고 하기 어려움

-

다만, 보정심의 위상을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범부처 거버넌스 기구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명칭 변경을 고려할 수 있음

[보건의료기술 진흥위원회/진흥심의회/진흥정책위원회] ‘진흥위원회’, ‘진
흥심의회’, ‘진흥정책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기구의 예:
-

원자력진흥위원회(원자력진흥법 제3조)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콘텐츠산업진흥법 제7조)

-

자원봉사진흥위원회(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8조)

-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인성교육진흥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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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진흥위원회(평생교육법 제10조)

-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영재교육진흥법 제4조)

-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학교도서관진흥법 제8조)

-

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

-

해외건설진흥위원회(해외건설촉진법 제17조의3)

-

식품산업진흥심의회(식품산업진흥법 제5조)

-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6조)

-

문학진흥정책위원회(문학진흥법 제7조)

-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

이러닝진흥위원회(이러닝산업발전법 제8조)

-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

소금산업진흥심의회(소금산업진흥법 제6조)

-

환경교육진흥위원회(환경교육진흥법 제7조)

[보건의료기술 전략위원회] ‘전략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기구의 예:
-

정보통신전략위원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
한 특별법 제7조)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중장기전략위원회(대통령령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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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위원회] 별도의 수식어 없이 ‘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
는 예:
-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7조), 농
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5조의2) 등
다수

 법률명(진흥법)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관련 정책을 포괄하는 기구로서 ‘보
건의료기술 진흥위원회’의 명칭을 제안함

4) 이 부분 개정안 제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제6조(보건의료기술진흥위원회)
①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 ① 보건의료기술 진흥의 기본 방
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조정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기술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소속으로 보건의료기술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를 둔다.

나. 거버넌스 기구의 기능
1) 관련 법령
 행정기관위원회법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는 이를 법령에 명시할 것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고 있음(제6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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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보건의료 R&D 거버넌스 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
되,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에 관한 세부
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을 추가할 수 있음

2) 개정 방안의 검토
가) 현행 진흥법령상 보정심의 기능 관련 법률 및 대통령령의 내용
 현행 진흥법은 법률 수준에 비교적 자세한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심
의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현행 진흥법령상 보정심의 기능 관련 조항]
법률

대통령령

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

제10조(심의) 법 제6조제2항제8호

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항을 심의한다.

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1.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2.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전략 선정·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신규과

의 수립
3.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제의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진흥에 관

4. 연구개발사업 지원 자금의 배분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

5.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통계 관 치는 사항
리 및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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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보건의료기술 공동연구에 관한 사
항
7.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나) 보건의료 R&D 거버넌스 재정립을 위하여 강화할 기능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관련 부처 간 쟁점 사항의 추진전략 및 사전 조정
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아래
와 같은 세부사항 포함)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신규과제의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우선순위 결정 및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기술의 기초연구 및 중개연구, 공동연구의 육성 및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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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
-

보건의료기술 연구성과의 공유 및 개발된 기술의 관리·활용에 관한 사
항

-

보건의료기술 연구기관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예산 확보 및 재원 다양화 추진전략에 관한 사
항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및 강화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원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진흥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정의의 적
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통계 관리 및 전산화 등 인프라 구축·강화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연구중심병원, 바이오뱅크, 빅데이터 등 연구기반 플랫폼 구축 방향 및
연구기관간 연계 방안에 관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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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흥법령 개정의 방향
 진흥법 개정안의 보건의료 R&D 거버넌스 기구의 강화된 기능에 따라,
법률에는 주요 심의사항만을 기술한 후, 기존 법률상의 보정심 심의사항
일부를 시행령 조항으로 조정하고, 시행령으로써 필요한 심의사항을 구체
화하는 것이 추후 시의적절한 개정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진흥법 개정 시,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에 관하여 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
발과 차등을 두어 따로 법정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3) 이 부분 개정안 제안
[진흥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

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

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2.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전략 3.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전략
의 수립

의 수립

4.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관련 부처
간 쟁점 사항의 추진전략 및 사전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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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5.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우선순위 결정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
항

4. 연구개발사업 지원 자금의 배분

6.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및 강화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통계 관 7.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통계 관
리 및 전산화

리 및 전산화 등 인프라 구축·강화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8.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국제교류·
보건의료기술 공동연구에 관한 사 협력에 관한 사항
항
7.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보건의료기술

사항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심의) 법 제6조제2항제8호 제10조(심의) 법 제6조제2항제8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
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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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
획에 관한 사항
1.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3.

선정·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우선순위 결정 및 추진
관리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신규과 4.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신규과
제의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제의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기술의 기초연구 및 중
개연구, 공동연구의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기술 연구성과의 공유
및 개발된 기술의 관리·활용에 관
한 사항
7. 보건의료기술 연구기관간 연계·
협력 강화 방안
8.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예산 확
보 및 재원 다양화 추진전략에 관
한 사항
9.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원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10.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진흥에 관 11.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진흥에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치는 사항

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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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다. 거버넌스 기구의 구성
1) 관련 법령


행정기관위원회법

 위원회는 위원의 구성, 임기,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
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함(제5조 제2항)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
상임위원으로 구성함(제8조 제1항)
[행정기관위원회법]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
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중략)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 ·기피·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위원
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한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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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
을 둘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최소한의 기간 내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
람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
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해당 직위가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등의 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상위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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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
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
화하여야 한다.

2) 인적 구성 관련
가) 인적 구성 관련 법령 수준의 검토


현행 법령

 법률에 위원장과 위원의 선임방법,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
할 수도 있으나,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는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음(법제처,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372면)
-

현행 진흥법도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
음(제6조 제5항)



유사한 거버넌스 기구의 입법례 비교

 생명공학육성법상의 생명공학종합정책위원회는 위원정수, 위원장,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함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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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학계·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생명공학 관계자 및 생명윤
리 전문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다수의 자문위원회 입법례에서, 법률 단위에서
인적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예컨대, 현재 법령상 보
건복지부 소속 48개 위원회 중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9개로 확
인되는데, 모두 법률 단위에서 인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8조)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국민연금법 제103조)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제21조)

-

연계급여심의위원회(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2조)

-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정책심의위원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중앙생활보장위원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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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3조)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 입법례 중에서도 법률 단위에서 인
정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여러 입법례가 확인됨(국민건강
보험법 제4조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암관리법 제6조상 국가암관리위
원회 등)



본건의 검토

 현행 진흥법은 보정심의 인적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R&D 거버넌스 기구의 격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적 구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위원 구성
(1) 현행 규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1.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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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위촉한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구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
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반
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2.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장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4. 국립암센터원장
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6.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2) 위원정수 관련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고, 위원의 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고려하여 정하
되, 표결 결과 가부동수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가급적 홀수로 정하
는 것이 권고됨(법제처,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373, 374면 참조). 위
원회 위원을 증원할 경우, 민간위원 위촉의 어려움이 없을지 고려가 필요
함

 2020. 3.말 기준, 행정기관 소속으로 538개의 자문위원회가 운영 중이고,
법령상 위원수의 평균은 약 23.8명 정도로 확인되며, 위원정수를 ‘30명’
또는 ‘30명 이내’로 정한 자문위원회도 50여개 이상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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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위원회의 경우 기존 보정심(위원 20명 이내)보다 기능이 강화되었고,
여러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30명 이내의 위원이 적절할 것으
로 사료됨. 본건 위원회의 경우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위원수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두 개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므로, 위원수로 인한
표결의 가부동수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3) 위원장 관련
 본건 위원회가 보건의료 R&D 분야 총괄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차관으로 할 필요성이 있으나, 행정기
관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
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하
게 상위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여
위원장 및 위원을 특정할 필요가 있음

 2020. 3.말 기준, 행정기관 소속으로 580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그 중
보건복지부 소속 위원회가 총 48개(전부 자문위원회)로 타 부처에 비하여
소속 위원회가 많은 편임(중앙부처 중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 다음으로
많음)
-

보건복지부 소속 48개 위원회 중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9개,
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18개임

-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가 54개이고, 그 중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
회는 16개, 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8개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위원회의 경우 총 21개 위원회 중 장관이 위
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6개, 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7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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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안)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
무원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삼은 입법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람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차관
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차관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 입법례의 대부분이 위
원 자격을 법률에서 특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추후
개정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당연직 위원의 특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
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당연직 위원으로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질병관리청
의 승격 이후에도 보건의료 R&D에 관한 원활한 부처간 협의가 가능하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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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직 위원(가안):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의 차관급 공무원, 질병
관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장

 2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
위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추후 개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
로 사료됨
-

당연직 위원(가안):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
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장이

추천하는 각 1명

(4) 위원 자격 관련
 현행 진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1.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을 위원 자격으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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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자격은 그 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하
면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제1차관, 제2차관
중 누가 위원인지 불분명하므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이 위
원이 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법제처,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377
면 참조)

 민간위원의 경우, 현행 규정이 표준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당연직 위원의 경우, 위 위원장 관련 부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음

다)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
(1) 현행 규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조(위원의 임기) 제8조제2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2(위원의 해촉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
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158/259 -

(2) 위원의 임기 관련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임. 현행 보정심의 2년 임기는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한다
고 판단됨

 현행 규정은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고 있
으나,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아도 무방하
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의 세부 기준 376면)

(3)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현행 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이 통상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
단됨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의결의 구속력이 없는 자문위원회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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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구성 관련
가) 현행 규정
 보정심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진
흥법 제6조 제4항). 진흥법 시행령 제16조는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자세한 조항을 두고 있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에는 전문적인 연구·심의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기획·평가·관리 등을 위하여 법 제6조제4항에 따
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촉한 자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등을 연구·심의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전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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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하부조직 중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경우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용어를 사용하고,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지 않는 경
우에는 실무위원회나 전문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명칭을 붙임. 후자의 경
우 본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연구·검토·조정 등으
로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임(법제처,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384,
385면)
-

현행 보정심은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촉하
고, 전문위원은 본 위원회와 별도로 위촉하여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음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전문
적인 연구·심의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기획·평가·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질환연구 분야
2. 의료인프라 분야
3. 미래의료 분야
4. 제약·바이오 분야
5. 의료기기 분야
6. 건강증진 분야
7. 질병관리 분야
8. 암관리 분야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
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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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른 암관리 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암정복추진기획단장으로 한
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에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R&D진흥본부 사업관리부서 단장을 간
사로 한다.
⑤ 제1항제7호·제8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제7호의 질병관리 분야 전문위원회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
구원 고위공무원단 중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질병관리본부 국립보
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과 진흥원 R&D진흥본부 사업관리부서 단장을
공동간사로 하며, 질병관리본부에서 구성하고 운영한다.
2. 제1항제8호의 암관리 분야 전문위원회는 「암관리법 시행규칙」제2
조에 따른 암정복추진기획단을 말하며 국립암센터에서 구성하고 운영
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
문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전문위원회 위원은 제6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
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연계운영을 위하여 위
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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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 보건
산업정책국장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기관의 소속직원 및 민간전문가를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⑩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위원회 하위조직 구성 관련 입법례
(1) 본 위원회 하위조직으로 분과위원회를 둔 경우


건설기술심의위원회(건설기술 진흥법)

[그림 7]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하위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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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물관리기본법)

[그림 8] 국가물관리위원회

(2) 본 위원회 하위조직으로 실무위원회(별도 위원 구성)를 둔 경우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생명공학육성법)

[그림 9]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하위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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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실무위원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그림 10] 국가교통실무위원회 하위조직



사회보장위원회(사회보장기본법)

[그림 11] 사회보장위원회 하위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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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위원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

[그림 12] 수소경제위원회 하위조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그림 13]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하위조직

32

2020. 2. 4. 법률 제16942호로 제정되어 2021. 2.5.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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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위원회 하위조직으로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모두 둔 경우


바이오안전성위원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그림 14] 바이오안전성위원회 하위조직

(4) 위원회 하위조직으로 ‘실무추진단’, ‘실무지원단’을 둔 경우


수소경제위원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
·연구소 또는 기업의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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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
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연구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협회·기업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음

 실무추진단은 소재·부품·장비의 수급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둘 수 있음.



사법정책자문위원회(법원조직법, 대법원장 자문기관), 법원행청처 내 위원

회(법원문화개선위원회 등)
-

법원행정처에 설치

다) 개정 필요성 및 개정의 방향
 위원회가 장관급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회의 개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위
원장으로 하여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이 됨. 생명공학종합
정책심의회는 정기회(매년 1회)와 임시회(수시 소집)로 구분되는데, 실제
회의개최 횟수를 살펴보면 2017년 2회, 2018년 1회, 2019년 2회, 2020년 1
회 개최되었으며, 이 중 3번의 회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짐

 보정심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격상하는 경우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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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즉, 위원회가 내부
에서 이중체계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대표성을 가지는 최상위 거버넌스
(총괄, 의결 기능 수행)와 실무 조직을 분리함(일부 위원 중첩)

특히, 실무위원회는 2014년에 도입된 바 있는 보건의료 R&D 전략회의
가 아니라 그 기능을 대폭 개선하여 보건의료 R&D의 사전통합적, 전략
적 조정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실무추진단
을 두고, 실무추진단의 단원에 보건의료 산업과 R&D 관련 기관의 공무
원 또는 임직원이 포함(파견 또는 겸임)되도록 하여, 보건의료 R&D 관련
기관의 실질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함

 한편, 실무추진단은 보건의료 R&D 전략과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
한 보건의료 R&D 실무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개정안에서 기능이
대폭 보강된 보건의료 R&D 분야의 실무지원센터는 보건산업의 육성·발
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
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체계적 지원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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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현행 보정심 구성

[그림 16] 위원회 구성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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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본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다르므로, 원칙적으
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본 위원회로 간주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예외
가 확인되고 있고,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 입법례를
따름

[실무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한 입법례]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
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
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라)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실무추진단의 기능과 구성


실무위원회

 분야별 실무위원회 구성 여부: 보건의료기술정책 실무위원회와 보건의료
R&D 실무위원회를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위원: 단일 실무위원회로 구성할 경우 공동위원장(당연직 위원장 및 민간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함.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경우 각 15인 이내로 구성함
-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차관(보건담당2차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본 위
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할 경우 보건복지부 1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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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실무위원회 위원은 관계 부처의 1급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장, 민간전문
가로 구성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음(일부 본 위원회 위원 중복)

 심의사항
-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특히, 실무위원회 차원에서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보건의료 R&D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사전 조정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음. 원칙적으로 보건의료 R&D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사전에 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 통합조정된 사
업만 정부예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함. 이 경우, 현재와
같이 여러 기관에서 통합조정되지 아니한 부실한 R&D 사업을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실무위원회 소속 분야별 전문위원회

 기존 보정심의 전문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의 발굴·기획·평가·관리 등 분
야별로 다양한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

전문위원회의 세부 구성을 본 위원회의 개편된 심의사항에 따라 재조
정할 필요가 있음(보정심 운영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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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추진단 및 보건의료 R&D 실무지원센터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실무추진단
을 둠. 특히, 관련 기관들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을 구성하는 다음과 같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이 실무추진단의 단원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원, 국립
암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의 장

 또한, 실무추진단은 보건의료 R&D 실무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
-

특히 보건의료 R&D 실무지원센터는 보건의료 R&D 정책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정밀의료, 빅데이터 등 국가전략적 R&D 신규 사업을 연구·
개발함에 중점을 둠(보건의료 R&D 실무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 보
건의료기술정책진흥위원회 실무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을 보건복지부훈령으로 제정하여 규율함)

4) 이 부분 개정안 제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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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건의료기술진흥위원회)

제6조(보건의료기술진흥위원회)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안]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

⑤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한 사항

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

사람이 된다.

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

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
2. 그 밖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
관이 지명하는 사람
3.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안]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 및 관련 공
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각 1인
2. 그 밖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이 지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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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

3.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전문
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
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
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⑦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업무
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실무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
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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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에서 정

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함

다.

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 기획재정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

3. 산업자원부

명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4. 질병관리청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

1.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② 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

과 경험이 풍부한 자

령령에서 정하는 관련 공공기관”

2.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항제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보건

2. 국립보건원

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3. 국립암센터
4. 한국보건의료연구원
5.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6.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 장

제9조(위원의 임기) 제8조제2항제1

제9조(위원의 임기) 법 제6조제4항

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2(위원의 해촉 등) 보건복

제9조의2(위원의 해촉 등) 보건복

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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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

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

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

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경우
제16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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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
서의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
항
2.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중
요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범위
에서의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보
건복지부제2차관[또는 법 제6조제4
항제3호에 따라 지명된 사람]과 법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
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8조제1항이 정하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
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 및 제8
조 제2항이 정하는 관련 공공기관
의 장이 추천하는 각 1인
2. 그 밖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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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

관이 지명하는 사람
3.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
관이 지명한다.
⑧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실무위원회
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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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
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16조의2(전문위원회의 설치 등)

위원회에는 전문적인 연구·심의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기획·평가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관리 등을 위하여 법 제6조제4항

1. <분야별 필요에 따라 설치>

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

2.

다.

3.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위원회

포함한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

포함한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

위촉한 자로 한다.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

위촉한 자로 한다.

임받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

터 지시받은 사항 등을 연구·심의

임받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

한다.

터 지시받은 사항 등을 연구ㆍ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

의한다.

의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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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
유로 인하여 전문위원으로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전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
는 경우
<신설>

제16조의3(실무추진단의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실무추
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보건복지
부장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진단의 효
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보건의료에 관련된 중앙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
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체계적 지
원이 필요한 경우 추진단에 보건
의료 R&D 실무지원센터를 둘 수

- 181/259 -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R&D 실무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
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
R&D 실무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
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추진단 및 보건의료
R&D 실무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다.33

라. 거버넌스 기구의 운영
1) 관련 법령
[행정기관위원회법]

33

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
제 조(실무추진단의 구성) 추진단은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을 추천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실·국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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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
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
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
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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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심의등의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의등
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2.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등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
하고, 심의등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현행 규정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할 경우, 현행 진흥법 시행령 조
항 중 제14조에 위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 부분의 용어를 통일하는 등 개
정법령에 따라 용어 정리를 고려할 수 있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연구위원)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
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위원에게는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되, 위
원장이 지정하는 연구위원 1명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보건복지
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 1명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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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이 요청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실무위원회가 본 위원회를 위한 실무의 상당 부분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
려하여 본 위원회의 간사는 1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으로 하되,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2명
으로 하여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임명하도록 함

 보정심의 운영세칙을 통하여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를 한국보건산업진흥
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기관 소속원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관계 부처간 효율적 업무 분담 및 협력을 꾀함

3) 이 부분 개정안 제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제12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지정하는 연구위원 1명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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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보

건복지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

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

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으로 한
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⑦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
며,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보건복지
부 및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중
에서 각각 1명씩 임명한다.

보건산업 육성 법제의 개선방안
가. 보건산업 육성 개관 및 법령의 개정 필요성
1) 보건산업 육성 법제 개관


진흥법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보건의료기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의 보
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보건의료정보, 분석,
산업재산권 등의 사용특례, 기술료의 징수, 연구중심병원의 육성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1. 가.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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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는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
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마치 위 법률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법률인 것처럼 기
술되어 있음

 제15조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구와 임
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
기 위하여”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문
에 ‘기초연구’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는 하나, 진흥법이 직접적으로 보건의
료에 관한 기초연구, 중개연구의 지원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보건의료기술의 통계 및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보건의료기술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
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1.
가.항 참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국가의 역할(계획, 발굴, 지원, 평가 등)과 함께,
연구정보 관리, 기술료 징수, 사업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정보 처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안, 연구지원체계평가, 연구개발 관련 교육 훈련 관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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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조항과,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에 관한 조항, 연구윤리의 확보
및 제재처분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음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
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1. 가.항 참조)

 생명공학육성 계획, 연구개발 촉진, 산업화, 기반 조성까지 여러 조항을
두고 있음

 제2조 제1호는 “생명공학이란 각종 생물체의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
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정보를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
을 말하며,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생명공학의
정의에 기초의과학을 포함시키고 있고, 제5조 제3항 제2호는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생명공학의 기초·원천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 융복합연
구 등 생명공학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기초의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육성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
복지부장관은 기초의과학 육성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함
(제8조 제2항)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68호, 2020. 11. 20. 개정) 제11조의2
제1호 마목은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와 관련된 생명공학 분야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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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임상연구, 첨단의료기술의 개발 지원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으
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가 있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 연구산업진흥과, 연구성과
일자리정책과)

 목적: 기초연구를 지원·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
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종합계획의 수립, 재정,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여러 기술개발진원
정책 및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음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목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
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
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내용: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에 관한 여러 지원책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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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산업 육성 정책 개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2019)

 정부가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현재 연 2조
6000억원 규모인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20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바
이오헬스 수출 500억 달러 달성, 신규 일자리 30만개 창출 목표를 달성을
목적으로 함.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18-22)

 진흥법에 근거한 범 정부 계획으로, 1) 국민의 삶과 의료현장의 필요를 연
결하는 R&D, 2) 연구의 연결, 융합을 촉진하는 R&D 지원시스템 구축,
R&D 성과의 가치창출 확대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3대 전략방향으
로 정함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17~26)

 생명공학육성법에 의거해 관련 부처의 생명공학 육성계획을 총괄한 법정
계획으로, 1) 글로벌 최초를 지향하는 '바이오 R&D 혁신', 2)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책임지는 '바이오경제 창출', 3) 민간 주도 바이오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생태계 기반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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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흥법 개정 시도(국회 제출 법률안을 중심으로)
 국회 제출 법률안 중에는 위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 제안이 있
었음
-

강선우의원안(2020. 8. 21. 제안, 의안번호: 2103149), 이명수의원안(2019. 1.
7. 제안, 의안번호: 2018070) 제2조 제1항 제9호에 ‘산병연협력’의 정의
규정을 두고, 제15조로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며, 제
29조 이하를 신설하여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은 의료기술협
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술협력단은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인재근의원안(2017. 12. 5. 제안, 의안번호: 2010634)은 보건산업의 정의
추가(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수요조사(제8조),
보건의료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제10조), 보건의료기술의 사업화(창업,
기술이전, 해외진출) 지원(제2조8 내지 제30조), 연구윤리 위반시 연구
중심병원의 지정 취소(제32조)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4) 진흥법 개정 필요성 및 방향
 제1조의 진흥법의 목적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생명공학육성법령에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사항으로 보건의료기술의 기
초연구 부분이 축소되어 있으므로, 진흥법의 개정을 통하여 기초의과학
등의 주요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관련 보건복지부 고유사업의 안정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흥법의 규율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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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보건의료 관련 기초의과학 및 산업적 응용
연구(또는 중개연구) 등을 포함함
-

기초의과학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육성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공동소관이므로 부처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
할 수 있음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제, 인증제 전환 및 연구를 산업화와
연계하는 방안으로서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근거 필요성을 검토함

 보건의료기술의 통계 및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보건의료기술의 사업화(창업, 기술이전, 해외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정함으로써, 이에 관한 정부의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함

나.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
1) 진흥법 개정 방안
가) 목적의 개정
 목적 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밝혀 그 법령의 각 조문을 해
석하고 집행할 때 그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따라서, 목
적 규정은 입법취지와 입법 목적을 종합적·포괄적으로 표현하면서도, 간
결하고 명확하여야 함. 목적 규정에는 그 법령의 목적·수단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2017. 12.) 47,
48면]

- 192/259 -

 현행 진흥법 제1조는 수단을 나열한 후 목적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
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
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수단), 보건의료산업의 건
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진흥법의 목차는 다음과 같음. 조문 일부를 수단으로 기술하는 방식을
취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보건의료기술 진흥 시책
제3조 기술개발의 보호·육성
제4조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6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제7조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제7조의2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제7조의3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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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건신기술의 인증
제8조의2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등
제9조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제10조 보건의료정보의 진흥
제11조 협동연구의 촉진
제12조 산업재산권 등의 사용특례
제13조 보고 등
제1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장 연구중심병원의 육성
제15조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등
제15조의2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
제15조의3 청문
제16조 연구중심병원의 책무
제17조 연구중심병원의 지원
제18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4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제19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제20조 정관
제21조 업무
제22조 이사회
제23조 임원
제24조 원장
제25조 재원
제26조 자료의 제공
제27조 「민법」의 준용
제28조 비밀 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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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벌칙
제29조 벌칙
제30조 과태료

 생명공학육성법은 법률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되, 진흥법에 비하여 훨씬
포괄적인 표현으로 입법목적을 정하고 있음

[생명공학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제5장) 생명공학
을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제2, 3장)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
하여(제3장)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생명공학육성법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제3장 생명공학 연구개발 촉진
제4장 생명공학 산업화 촉진
제5장 생명공학 기반 조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되, 진흥법에 비하여
훨씬 포괄적인 표현으로 입법목적을 정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
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
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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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3장 국가연구개별 혁신 환경 조성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제5장 보칙 및 벌칙

 그 외 법률명에 ‘진흥법’이 포함된 법률의 목적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일부 법령만 기재함)

[발명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
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
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
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술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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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
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
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
적으로 이용·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
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
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상산업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수립, 원활한 재정정책의
수립과 조정 및 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
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중장기전략위원
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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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진흥법 제1조는 종합적·포괄적으로 입법취지가 규정되어 있다기보다,
개별 조항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됨.

 법률의 제·개정이유를 반영하여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한다는
표현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조항에 관한 표현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이 부분 개정안 제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
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 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의료기술의

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 연구·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보건의

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기초·원천연구 및 중개연구 관련 개정
(1) 법령상 기초연구 및 중개연구 관련 표현
 ‘기초연구’에 관하여는,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가 “이 법에서 ‘기초연구’란 기초과학(자연현상에 대한 탐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공학·의학·농학 등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 원리와 이론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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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시행일: 2020.
12. 10)라고 정의하고 있음

또한,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 제2호는 "기초의과학이란 생명현상의 기전
(起傳), 질병의 원인 또는 발병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생명공학의 원
천지식을 제공하는 생리학ㆍ병리학ㆍ약리학 등의 학문을 말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음

한편, 생명과학육성법 제5조 제3항 제2호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생명공학의 기초·원천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 융복합연구 등
생명공학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중개연구’의 개념에 관하여 법령상 확인되는 것은 다음과 같음
-

보정심은 과거 운영세칙으로 ‘평가관리 전문위원회 I(중개연구 분야)’의
설치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현행 운영세칙 제9조는 개정되어 중개연구
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

법령 단위에는 현재 ‘중개연구’에 관한 언급이 없고, 행정규칙 중 「한
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118호),「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49호)에 중개연구에 관한 표현이 있음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사업방향) ①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
은 근거 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과학화로 한의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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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제고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사
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은 다음 각호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제5조
에 따른 총괄조정위원회가 사업 목적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연구를 세
부사업으로 추가할 수 있다.
4. 주요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과학적 중개연구와 다양한 학문과 융합
임상연구를 통한 혁신적인 질환 접근법을 개발하는 질환별 한의중점연
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계획」
3-1 기초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과학사업화 연구거점 구축
□ 추진목적
ㅇ 기초연구성과 사업화, 수요기반 중개연구 등 산학연 연계 기반 공동
R&D 지원을 통하여 과학사업화 연구거점으로 육성
□ 추진내용
ㅇ 기능지구 특화분야 등과 연계하여 거점지구 기초연구성과의 사업화
를 위해 대학 연구센터 등에 중개연구(응용·개발연구) 수행 지원
* 거점지구 조성 이전에는 인프라 확충, 우수인력 확보 등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특구 출연(연) 및 자체 보유한 기초연구성과를 활용한 중
개연구 수행

(2) 기초의과학 및 중개연구의 법적 근거 마련 방안


제2조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정의 규정은 그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
정으로, 법령 가운데 어떤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가에 관하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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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가 지니는 의미의 다양성과 그 용어가 법령상 차지하는 비중과 법적
효력상의 중요성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정의 규정은 총칙 규정의 일
부로서 그 법령의 전체에 효력을 미침. 한편, 용어를 그 법령의 한두 조
문에서만 사용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별도로 용어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해당 조항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함[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2017. 12.) 53, 54면]

 현행 진흥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보건의료기술을 정의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과학·치의학·한의학·의료공학 및 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
나.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되
는 기술
다. 그 밖에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
와 관련되는 보건·의료 관련 기술
7. “보건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나 기존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8.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란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보건의료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의과학, 중개연구는 기준을 달리하는 개념일 뿐, 현행 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상의 ‘보건의료기술’ 각 목에 따른 연구에 이미 포함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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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 ‘보건의료기술’의 새
로운 목을 추가하여 기초의과학, 중개연구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는 안(예:
1. 다. 기초연구의 임상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개연구에 관련되는
기술)은 각 목의 개념이 중첩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 제2호가 기초의과학의 정의 규정을 두어 법
령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흥법 제2조 제1
항 제8호의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 부분에 기초의과학 및 중개
연구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보건의료기술’과는 별개로 별도의 호를 추
가하여 ‘기초의과학’, ‘중개연구’에 관한 정의를 둘 수도 있겠으나, 해당
개념이 법령 전반에서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용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에서 총칙상의 정의 규정에 추가하는 것은 체계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판
단됨



제4조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현행 진흥법 제4조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의료기술의 방향과 목표
2. 보건의료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중장기 중점 기술개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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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보건의료기술 인력의 수급(需給) 및 육성 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사항

 진흥법 제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진흥법 시행령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기초의과학 및 중개연구를 언급할 수 있음



제6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는 방법

 앞서 3. 나. 거버넌스 기구의 기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흥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진흥법 시행령에 기초의과학 및 중개연구에 관한 사
항을 언급할 수 있음

(3) 이 부분 개정안의 제안
 진흥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부분에 기초의
과학 및 중개연구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함

 한편 3. 나. 거버넌스 기구의 기능에서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 개정안으
로 ‘보건의료기술의 기초연구 및 중개연구, 공동연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안을 제안하였음

 위와 같이 진흥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명시함
으로써, 기초의과학 및 중개연구의 최소한의 법적 근거는 마련할 수 있다
고 판단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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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8. “보건의료기술

제2조(정의)

8.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란 보건의료기술

의 연구·개발(다음 각 목의 법률

의 연구·개발(기초의과학, 중개연

에 따른 연구·개발을 포함한다)을

구 및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

연구·개발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하는 사업을 말한다.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
업을 말한다.

(4)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개정 방안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호 마목이 “보건복지부장관: 보건·
의료와 관련된 생명공학 분야의 응용·임상연구, 첨단의료기술의 개발 지
원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범위를 축
소하여 규정하고 있음

 보건의료와 관련된 생명공학 분야의 기초의과학 연구를 보건복지부장관
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을 개
정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 부분 개정안 제안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생명공학 육성 세부시책 제11조의2(생명공학 육성 세부시책
의 내용과 범위)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내용과 범위)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 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
관 분야별 세부시책(이하 “세부시 관 분야별 세부시책(이하 “세부시
책”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경우에 책”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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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
과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과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계중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시책을 강 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시책을 강
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 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
른 내용과 범위
마.

른 내용과 범위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와 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와

관련된 생명공학 분야의 응용·임상 관련된 생명공학 분야의 기초의과
연구,

첨단의료기술의

개발

지원 학 및 응용·임상연구, 첨단의료기술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

의 개발 지원 및 산업화 지원을 위
한 시책

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및 산업화 연계 관련 개정
(1)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관련 검토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진흥법 개정안 중 이명수의원안(2019. 1. 7. 제안,
의안번호: 2018070)의 검토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
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표 3] 연구중심병원 지정 현황34

34

구분

기 관

상급

경북대병원

종합

고려대구로병원

중점연구분야
대사성질환, 혈관질환, 암진단, 생체조직장기재생
암, 감염질환

이명수의원안(2019. 1. 7. 제안, 의안번호: 2018070)의 검토보고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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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길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종합

분당차병원

병원

장기이식, 심장질환, 뇌질환, 암, 의료기기
노인성 뇌질환, 대사성질환
암, 뇌신경질환, 심장혈관질환, 장기이식,
기타(관절재생, 내분비, 유전대사질환)
대사성질환, 염증, 장기․조직이식, 신경인지기능조절, 암
만성중증질환, 감염질환, 암, 의료기기, 백신
알러지질환, 퇴행성골관절염, 노인성난청, 뇌혈관질환
암, 심뇌혈관, 면역/감염질환, 대사성질환, 뇌신경인지질환
난치성 신경계질환, 불임 및 차세대 호발성질환
(10개 기관, ‘13.4월 최초지정, ‘16.4월 재지정)

[표 4]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R&D) 지원현황35
지원액 (단위:억원)
구분

의료기관명

201
계

201
2015

2016

2017

4
1022.
계 (9개 병원, 14개 유닛)
서울대병원(3유닛)
서울(6)
※ 지원 5,
미지원 1

35

165.

262.

243.

8

5

8

98.3
9

2019
8

290

300

202.8

25

41.6

50

41.2

57.5

65.1

202.8

25

41.6

50

41.2

57.5

65.1

삼성서울병원(1유닛)

93.3

12.5

10.8

25

22.5

22.5

41.9

고대 안암병원(1유닛)

90.2

10.8

9.4

25

22.5

22.5

20.9

연세대 세브란스병원(3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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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구로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의대

12.5

23.3

길병원(2유

인천(1)

202.8

25

41.6

50

41.2

45

41.9

20.8

25

25

22.5

20.9

닛)
대구(1)
경기

경북대병원(1유닛)

93.3

성남

분당 차병원(1유닛)

68.7

18.7

25

25

20.9

수원

아주대병원(1유닛)

68.7

18.7

25

25

20.9

(2)

* 자료: 보건복지부
* 기획평가관리비, 인센티브 예산 등을 포함할 경우 예산은 다음과 같음
(예산) ‘14년 100억원→‘15년 170억원→‘17년 244억원→‘18년 300억원→‘19년 340억원
- ‘18년․‘19년 기획평가관리비(10억 포함), ‘19년 사업화성과 우수병원 평가 인센티브(30억원 포
함)

-

강선우의원안(2020. 8. 21. 제안, 의안번호: 2103149), 이명수의원안(2019. 1.
7. 제안, 의안번호: 2018070) 제2조 제1항 제9호에 ‘산병연협력’의 정의
규정을 두고, 제15조로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며, 제
29조 이하를 신설하여,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은 의료기술협
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술협력단은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제로 전환할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증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연구 분위기도 전반
적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인증제 전환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이 늘어날 경우 현재와 같이 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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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을 대상으로 한 R&D 사업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R&D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
어 보임
-

인증제로 전환하더라도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률에서 주요
인증 기준 또는 인증을 위해 고려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 관계기관의견 – 대한의사협회] 인증제로 전환할 경우 정부재원
의 남용 우려가 있고, 연구중심병원 당 지원 감소로 연구수행의 차질
발생, 무리한 인증기준 충족을 위한 집행 등으로 의료기관 경영에 악영
향을 끼쳐 환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음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제에서 인증제로의 전환은 법리적인 제약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인증제 전환시의
재원 등 준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인증제 전환이 필요할 경우 진흥법 제15조의 개정이 필요함(강선우의원
안, 이명수의원안 등 참고)

(2) 연구중심병원의 산업화 연계 방안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안에 관한 검토

 앞서 본 이명수의원안의 검토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연구중심병원의 의료
기술협력단 설립 근거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

현행 제도는 연구중심병원이 연구 성과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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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수익이 병원에 귀속되기 어려운 구조임
-

병원의 설립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창업의 제약이 있음

[표 5] 병원의 설립 방식에 따른 창업 제약36
설립 방식

창업 제약

특수법인이 병원을 설립(서울대 창업 제한·허용 규정이 없어, 공익목적의
병원, 경북대병원)

특수법인 특성상 창업 어려움

대학병원

산학협력단 활용할 수 있으나, 병원이 산
학협력단이 계약의 주체로서 수익 배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연구 수익이 병원으로 재
투자되기 어려움. 산학협력단 차원에서 의
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비슷
함.

재단법인이 병원을 설립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소속 공익법인(서울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은 자회사 설립이
사실상 제한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은 내
국법인의 의결권 주식 5% 이상을 취득하
게 되면 증여세 등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자회사 설립 제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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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의료법인이 병원을 설립(가천길 의료법상 부대사업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병원, 분당차병원)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
립할 수 없음.

-

개정안은 대학의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학협력단과 유사하게,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두
어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고, 그 수익이 병원에 귀속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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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의료기술협력단과 산학협력단 비교37
의료기술협력단(개정안)

구분

산학협력단

병원의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대학의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의

근거

조직

조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없음

법률
설립

법률 제25조
병원 * 연구중심병원 우선 추진

대학

(설립형태) 법인

(설립형태) 법인

* 정관작성

* 정관작성

- 산학협력단과 유사

① 목적, 명칭, 소재지

주체

설립
요건

②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④ 해산에 관한 사항 등

승인

법인등기로 설립

법인등기로 설립

주체

(소관: 복지부)

(소관: 교육부)

수익금의

① 산병협력관리·운영비

① 산학협력관리·운영비

② 병원의 연구개발비

② 대학시설·운영지원비

③ 기술개발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 ③ 기술개발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

사용
상금

상금

④ 기술지주회사 출자

37

④ 기술지주회사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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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수준으로 세제혜택 부여 추진

① 출연재산 증여세면제,
②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세제

③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혜택등

④ 연구용역 부가세 면세
⑤ 연구자 보상금 비과세

기타

① 산하에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가능

① 산하에 기술지주회사 설립가능

② 법인설립유형에 관계없이 적용가능

② 대학병원만 활용가능*
* 이 경우에도 연구비재투자 안됨

* 자료: 보건복지부

-

병원은 교육 및 연구가 이루어지는 현장임과 동시에 개발된 의료기술
이나 제품이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적용·사용되는 곳이므로, 공익적이거
나 순수한 연구보다 사업화 또는 수익 창출 가능성 위주의 연구에 치
중할 수 있는 등 병원의 영리 추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참고: 관계기관의견 – 대한의사협회] 의료기술협력단의 운영은 영리병
원 설립의 단초를 제공할 소지가 제기됨

-

[참고: 관계기관의견 –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개정
안은 기존에 운용되어 오던 산학협력법상 제 규정과 충돌하고, 실질적
으로 동일한 내용을 타법에 중복하여 추가함으로써 과제 총괄기관만
변경되도록 하는 것인바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대학
병원(대학부속병원, 국립대병원, 협력병원)의 경우 구성원 대부분이 대
학교원이라는 지위와 임상의사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어 산학협력법
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적용의 충돌이 예상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
과물의 귀속주체와 관련하여서도 「국가과학기술기본법 」 에 따라 대학
교원의 경우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성과물이 귀속되는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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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과 신설되는 의료기술협력단과의 충돌이 우려되며, 이공계
등 다른 분야 교수와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성과물의 귀속이
이원화되어 실용화 추진 시 비효율성이 초래될 것임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유사한 구조의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겠으나, 대학병원의 경우 산학협력법 및
국가과학기술기존법과의 충돌이 예상됨. 도입을 결정할 경우, 양 제도의
운용에 관하여 추가적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보다 찬반이 뚜렷한 분야로 마찬가지로 정책적 선택
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라) 보건의료기술 통계 및 실태 조사 관련 개정
(1) 보건의료기술 통계 및 실태 조사 관련 법적 근거
 현행 진흥법은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통계 관리 및 전산화’를 보정심의
심의사항으로(제6조 제2항 제5호),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정보의 수집·관
리’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제21조 제6항), 보건
의료기술 통계 및 실태조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하
고 있지 아니함.

 생명공학육성법은 제9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실태조사에 관한 권
한을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통계를
조사·분석·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생명공학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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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실태조사)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
업화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
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자료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
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
를 조사ㆍ분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대
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
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자료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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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례가 확인됨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
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
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
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
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
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
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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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치매관리법]
제1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현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
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
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을 위하여 매년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
료를 수집ㆍ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제도를 효과적
으로 운영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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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및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
5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파악
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 공공기관 ” 이라 한
다)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
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
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
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
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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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실내공기질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
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
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
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
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건의료기술과 관련한 정확하고 충분한 통계자료가 보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작성되고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이 부분 개정안의 제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3조의2(보건의료기술 통계 및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
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및 산업화와 관련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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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
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기업·대
학·연구기관·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정보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
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및 실
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마) 보건의료기술의 사업화(창업 지원), 해외시장진출 지원, 기술이전 관련 개
정
(1) 보건의료기술의 사업화 등 관련 개정 필요성 및 방법
 인재근 의원 등이 2017. 12. 5. 제안한 진흥법 개정안에는 제2절 보건산업
의 활성화 및 지원하에 창업 지원, 해외시장진출 지원, 기술이전 등 사업
화 지원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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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각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개별 정책에 관한 사항이므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기 보다 제4조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서 포함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보건산업 육성에 중요한 정책임을
강조할 수 있음.

(2) 이 부분 개정안의 제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의료기술의 방향과 목표

1. 보건의료기술의 방향과 목표

2. 보건의료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

2. 보건의료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

석

석

3. 중장기 중점 기술개발 전략

3. 중장기 중점 기술개발 전략

4.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

4.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

장기 투자계획

장기 투자계획

5. 보건의료기술 인력의 수급(需給

5. 보건의료기술의 사업화(창업, 해

) 및 육성 방안

외진출 포함) 및 기술이전 지원 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사

6. 보건의료기술 인력의 수급(需給

항

) 및 육성 방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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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가. 진흥법 개정안 초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을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 항을 정하여 보건의료기술의 연구·
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 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
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8. “ 보건의료기술 연 제2조(정의)

8. “ 보건의료기술 연

구개발사업 ” 이란 보건의료기술의 구개발사업 ” 이란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 연구·개발(기초의과학, 중개연구 및
른 연구·개발을 포함한다)을 위하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연구·개
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 발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예산 또는
업을 말한다.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의료기술의 방향과 목표

1. 보건의료기술의 방향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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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

2. 보건의료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

석

석

3. 중장기 중점 기술개발 전략

3. 중장기 중점 기술개발 전략

4.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

4.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

장기 투자계획

장기 투자계획

5. 보건의료기술 인력의 수급(需給)

5. 보건의료기술의 사업화(창업, 해

및 육성 방안

외진출 포함) 및 기술이전 지원 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 안
건의료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사항

6. 보건의료기술 인력의 수급(需給)
및 육성 방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
건의료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사항

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제6조(보건의료기술진흥위원회)

①

①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 보건의료기술 진흥의 기본 방향 및
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중 주요 시책의 수립·조정 등 보건의료
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 기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기술정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
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건의료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를 둔다.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2.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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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전략의 3.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전략의
수립

수립
4.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관련 부처
간 쟁점 사항의 추진전략 및 사전

3.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우 조정에 관한 사항
선순위 결정
5.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
4. 연구개발사업 지원 자금의 배분

항
6.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육
성 및 강화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통계 관
리 및 전산화 등 인프라 구축·강화

5.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ㆍ통계 관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리 및 전산화

8.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6.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
보건의료기술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7.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평
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
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안]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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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관련 공
공기관의 장
2. 그 밖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지명하는 사람
3.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안]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
람이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 및 관련 공공기관
의 장이 추천하는 각 1인
2. 그 밖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지명하는 사람
3.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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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하거나 관계인의 의견 청취 등
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전문적

운영할 수 있다.

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
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
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
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
을 갈음할 수 있다.
⑦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실무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한 사항 외 ⑧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한 사항 외
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 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ㆍ조직
로 정한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제12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되, 위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
원장이 지정하는 연구위원 1명과 보 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건복
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보건복지 지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
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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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으로 한다.
<신설>

제13조의2(보건의료기술 통계 및 실
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
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
행을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및 산업
화와 관련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
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기업·대학·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법인 또
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및 실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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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

① 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령에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

1. 기획재정부

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5명

3. 산업자원부

이내로 한다.

4. 질병관리청

1.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5. 식품의약품안전처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

2.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령에서 정하는 관련 공공기관”이라

는 일반직공무원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항제1호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2. 국립보건원

장관이 위촉한다.

3. 국립암센터
4. 한국보건의료연구원
5.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6.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장
③ <삭제>

제9조(위원의 임기) 제8조제2항제1호

제9조(위원의 임기) 법 제6조제4항제3

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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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위원의 해촉 등) 보건복지부

제9조의2(위원의 해촉 등)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
우

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심의)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제10조(심의)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1.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진흥을 위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에

2.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신규과제의 관한 사항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진흥을 위

3.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진흥에 관하 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에
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관한 사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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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평가·우선순위 결정 및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신규과제의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기술의 기초의과학 및 중
개연구, 공동연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기술 연구성과의 공유 및
개발된 기술의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기술 연구기관간 연계·협
력 강화 방안
8.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예산 확보
및 재원 다양화 추진전략에 관한 사
항
9.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10.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평
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진흥에 관하
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
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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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
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
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
②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시
행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중요
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보건
복지부제2차관[또는 법 제6조제4항제3
호에 따라 지명된 사람]과 법 제6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이 된다.
1. 제8조제1항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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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 및 제8조 제2항이
정하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
는 각 1인
2. 그 밖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된 위
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
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
명한다.
⑧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실무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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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
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
원회에는 전문적인 연구·심의 및 연구

제16조의2(전문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개발과제의 발굴·기획·평가·관리 등을

전문위원회를 둔다.

위하여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분야별

1. <분야별 필요에 따라 설치>

전문위원회를 둔다.

2.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

3.

함한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

하되,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위원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자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

로 한다.

함한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

하되,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받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자

시받은 사항 등을 연구·심의한다.

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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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시받은 사항 등을 연구ㆍ심의한다.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을 해촉할 수 있다.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정한다.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
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로 인하여 전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전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의3(실무추진단의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실무추진단(
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
명을 두며, 단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소
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진단의 효율
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보건의료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
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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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에 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
한 경우 추진단에 보건의료 R&D 실
무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R&D
실무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이 있
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
R&D 실무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
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
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 및 보건의료 R&D
실무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한다.38

38

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
제 조(실무추진단의 구성) 추진단은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을 추천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실·국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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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해외 보건의료 R&D 거버넌스 분석
가. 미국
1) 미국의 보건의료 R&D 예산 현황 및 프로세스
 미국에서 보건의료는 국방 다음으로 많은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로서,
2020년 기준 전체 R&D 예산 1,421억 달러 중 보건의료 분야는 336억 달
러(약 23.6%)를 차지함

[그림 17] 미국 비-국방 R&D 추이39

 미국의 R&D 예산은 다음과 같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 예산관
리국(OMB)이 R&D 예산 우선순위 Memo를 작성하면, 각 부처/기관들이

39

출처: AAAS, Historical Trends in Federal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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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 예
산관리국(OMB)이

예산안을

작성하여

상·하원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s)에 제출하여, 예산위원회가 예산결의안을 승인한 이후 상·하원
세출위원회(Appropriations Committees) 및 12개 소위원회(Subcommittees)가
세출법안을 의결하면 각 부처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 편
성·집행됨

[그림 18] 미국의 R&D 예산 프로세스40

40

출처: AAAS, R&D Budget and Polic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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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보건의료 R&D 수행 기관
 2020년 기준 미국 보건의료

R&D 예산

336억 달러 중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이하 “NIH”)이 관장하는 예산은 327억 달러로,
미국 대부분의 보건의료 R&D 정부지원은 NIH를 통해 이루어짐

 NIH 예산의 약 10%는 내부연구(intramural)이고, 약
(extramural)임
-

내부연구는 NIH의 27개 연구소·센터가 수행함

- 237/259 -

90%는 외부연구

[표 7] 2019 – 2021 NIH 기관별 예산 현황41

-

41

외부연구 지원은 발주기관이 연구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그랜트(grant)

출처: HHS, FY2021 Budget in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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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계약에 따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주어지는 컨트랙
트(contract) 방식 등이 있고, 전체 과제 중 90% 이상이 그랜트 방식으
로 지원된다는 점이 특징임

[표 8] NIH의 지원방식별 유형42

[그림 19] FY2014 NIH 프로젝트의 지원방식별 분포43

42

이명화, 현재환, 미국 보건의료 R&D 시스템의 특징과 시사점, STEPI INSIGHT, 제170호,
(2015. 7.), 15면.

43

이명화, 현재환, 앞의 논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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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H는 점차 대내외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

2006년 NIH 개혁법(NIH Reform Act of 2006)이 통과되어, NIH 연구기관
및 센터들의 협력연구를 위한 공동기금(common fund)를 수립하고, NIH
원장에게 각 NIH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2011년에는 중개연구 전담기관인 NCATS(국립고등중개연구센터, National
Center for Advancing Translational Science)를 신설하여 연구성과가 질환극
복으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외부기관 및 민간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
는 플랫폼*을 강화함
*특히 CTSA(Clinical and Translational Science Award) 프로그램은 의료기
관을 중심으로 대학 및 연구소와 제약업체, 비영리기관 등을 연계하
는 대표적인 협력플랫폼임 44

-

2013년부터 시작된 브레인 이니셔티브(Brain Research through Advancing
Innovative Neurotechnologies Initiative)에 참여하여 백악관, FDA 등 6개 정
부기관과 30개 민간재단 및 연구소, 대학, 산업 및 협회 등과 함께 협
력, 전략수립, 과제 운영 및 평가, 연구윤리 등 3가지 측면에서 실무 워
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음 45

44
45

이명화, 현재환, 앞의 논문, 18면.
이명화 외, 정책 시너지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의 새로운 접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 12.), 251~ 25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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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
 2016. 12. 13. 제정된 21세기 치료법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 제품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의료 제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
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됨 46

 21세기 치료법은 ① 공동연구 촉진, ② 환자중심 규제, ③ 정밀의료 추진,
④ 임상시험 현대화, ⑤ 의료용앱 규제완화, ⑥ 희귀질환 신약개발 촉진,
⑦ 의과학 생태계 지원 강화, ⑧ 21세기 과학 및 차세대 연구자 투자 확
대, ⑨ 고용유지 및 창출 등 9가지 중점 추진 분야를 수립함 47

4) 시사점
 2006년 NIH 개혁법을 통해 NIH 원장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프로그램 조
정, 범-NIH 이니셔티브 추진, 공동기금(common fund) 마련 등 NIH 레벨에
서의 의사결정을 통해 전략적인 투자가 가능해졌으며, NIH 기관 간 공동
연구 증가

 지원대상, 연구단계, 성과물유형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지원프로그램이
나뉘어 있으며, 발주기관이 연구자의 연구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그랜트
(grant) 지원방식이 대부분일 정도로 연구자율성을 강조

46

김은진, 미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관련 법률 제정의 의미,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
5호(2019. 9.), 1면.

47

질병관리본부, 우리나라 보건의료 R&D 지원체계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의 역할과 위상
강화(2017),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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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연구성과가 실제 임상 문제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병원, 제약회
사, 의료기기 업체, 지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CSTA)이 구축되어
있음

나.

일본
1) 일본의 보건의료 R&D 추진전략 및 AMED 설립
 일본 아베정부는 ‘일본재흥전략’(2013. 6.),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종합전
략’(2013. 6.) 등 과학기술혁신정책을 기획하였고, 노다정부에서 수립한 의
료혁신 5개년 계획의 일부를 재검토하여 ‘건강의료전략’(2013. 6.)을 수립
함

 ‘일본재흥전략’과 ‘건강의료전략’을 기반으로 내각회의 결정을 통해 2013
년 8월 내각에 의료분야연구개발의 사령탑 본부인 ‘건강의료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의 사무국으로서 ‘건강의료전략실’을 내
각관방에 설치함

 이후 일본재흥전략에서 제시한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분야와 목표를 수립
하고 새로운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종합전략’(2014. 1.)을 수립했고, 이 전략은 일원적 의료분야 연구개발 체
제 구축(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 및 일본의료개발기구설립)을 목표로 함

 이어서 미국 NIH를 벤치마킹한 연구개발법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 설립
을 위하여 건강의료추진법안, 독립행정법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법안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2015년 4월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Japan Agency
of Med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이하 “AMED”)’를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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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으로 나뉘어 있던 보건의료 R&D 육
성 시스템은 건강의료추진본부 휘하에서 예산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건강
의료추진본부에서 제시하는 목표에 따라 AMED가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개선됨 48

[그림 20] 일본의 보건의료 R&D 육성시스템49



AMED의 기능 및 역할

 AMED는 의료분야 기초연구부터 실용화까지 통합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함

4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방안 조사 연구(2017. 2.),
54면.

49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방안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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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AMED 조직도50

 AMED는 일본판 NIH로 불리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차이를 보임

[표 9] 미국 NIH와 일본 AMED 비교51

주1)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ing: FY201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15.2)
주2) 平成27年度科学技術関係予算案の概要について,

内閣府政策統括官(2015.3) / 2015년 평균환율, 외환은행

50

출처: AMED 홈페이지

51

출처: 정안나,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의 설립현황 및 시사점

- 244/259 -

2) 보건의료 203552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5년 보건의료의 수요 증가와 다양화, 글로벌화, 기
술혁신 등에 대응하는 일본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시프트의 필요성을 강
조하는 「보건의료 2035」 보고서를 발표함

 보건의료 2035는 비전 달성을 위한 인프라 정비사항 중 하나로 ‘혁신 환
경’을 제시함
-

혁신을 상시 적극적으로 촉진·도입하는 시스템 구축 및 산업 기반에 대
한 투자를 추진

-

보건의료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초·임상의학뿐 아니라 공중위
생·역학 등의 사회의학, 의료경제, 정책학, 경영학, 경제학, 행동과학, 공
학 등을 분야 횡단적으로 결집·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연구·교
육 환경의 정비 및 인재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조속히 추
진

-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에 대해 연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다양화(정부 재정, 기부, 민간자금, 보험 재원 등) 추진

-

임상 개발에서 일본의 시장 가치를 높이고 참가 업체의 개발비용을 경
감하기 위한 주요 기관(AMED, 국립고도전문의료연구센터, 임상연구핵
심병원 등의 기관과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등)
의 협력 강화 추진

5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일본의 「보건의료 2035」 정책 비전 – 일본 후생노동성 「보건
의료 2035」 정책간담회 제언서 – (2015. 12), 보건산업 글로벌 동향 및 이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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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화를 위해 연구개발이 확대·집적되도록 ‘재생의료 집적도시’를 지
정하고, 전 세계 연구자 및 관련 산업이 집적하는 장소 조성

3) 시사점
 일본도 2015년 AMED 설립 이전에는 한국과 유사하게 보건의료 R&D 관
리주체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으로 나뉘어 있었음

 일본 내에서도 AMED의 Top-down형 연구개발 추진 방식, 중개·상용화 연
구에 대한 집중투자 등에 대해 기초연구 위축,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 감
소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존재함

 미국에 비해 1/10 수준으로 적은 예산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
요가 있고, 이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지적임

다.

영국
1) 영국의 R&D 예산 현황 및 프로세스 53
 영국은 2018년 기준 총 R&D 투자액은 371억 파운드였으며, 이는 GDP의
1.7%에 해당함

 영국 정부는 2027년까지 총 R&D 투자액을 GDP의 2.4%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53

출처: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sn04223/#:~:text=Total%20R%26D,

real%20terms%20increase%20of%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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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영국 GDP 대비 R&D 총 투자액

 이 중 203억 파운드가 산업계(business sector)에서 지원되었고, 공적 기금
(정부, 연구위원회 및 파생기관)은 96억 파운드(26%)를 지원하였음

 또한, 수행주체로 보아도 산업계가 R&D를 가장 많이 수행하였음

[그림 23] 영국 수행주체별 R&D 투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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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보건의료 R&D 거버넌스 개관
 영국의 보건의료 R&D 투자는 크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
고, 공적 영역의 지원은 영국연구혁신기구(UK Research and Innovation, 이하
“UKRI”)과 국립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Research, 이하 “NIHR”)
에 의해 수행되며, 의료연구전략조정국(Office for Strategic Coordination of
Health Research, 이하 “OSCHR”)이 두 기관 사이 협업과 조정 역할을 함.
또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의 지원을 받는 연구 자선단체들이 상
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임

[그림 24] 영국 보건의료 R&D 거버넌스54

54

Sally Hargreaves, Health and Medical Research in the United Kingdom, RAND Europe(2008), 3면

을 기초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요국 연구자금지원기관 조직설계 및 거버넌스(2019.2.),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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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관리 지원기관을 총괄하는 UKRI의 설립

 UKRI는 효율적인 R&D 예산 집행을 위해 기존 7개의 연구위원회와
Innovate UK, Research England를 통합하여 2018년에 신설됨
-

기존 9개 펀딩기관의 역할과 연구분야는 유지하되, 통합운영을 통해 운
용비 절감, 중복연구 감소 및 융합연구 활성화 등을 추구 55

-

기존의 영국 고등교육 기금위원회(HEFCE)는 폐쇄(2018. 3.)되고, 대학교
육에 대해서는 신설된 학생청(Office for Students)이 담당

 UKRI는 기존 이중 지원 체제(Dual Support System)을 유지하는 한편, 홀데
인 원칙(Haldane Principle) 준수를 통해 연구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책임
성도 강조
-

이중 지원 체제란 Research England가 잉글랜드에 기반한 대학에 이른바
‘block grant’의 형식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위원회가 특정 연구 프
로젝트나 프로그램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함

-

할데인 원칙은 과거에는 ‘어떤 연구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56 는 의미를 가졌으나, 2017년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Act에서 ‘개별 연구 제안에 대한 결정은 그 질과
영향을 독립적으로 평가한 후에 가장 잘 수행된다’는 표현으로 명문화

55

영국연구혁신기구(UKRI) 출범 현황, R&D brief, 2018-39호, 1면.

56

Decisions about which research projects to fund are made by experts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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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57

 UKRI는 소관 부처인 BEIS(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와 긴밀한 파트너쉽을
구축하며, BEIS는 관리감독을 통해 통일된 거버넌스를 강화함
-

BEIS 각료와 관료는 회의 참여, 정기적 업무 협의, 각종 지침과 보고
체계를 통해 UKRI와 소통하되, Arm’s length principle에 따른 활동의 독립
성도 보장 58



NIHR 맟 OSCHR, Research Charities의 역할

 NIHR은

MRC에

대응하는

연구지원

기관이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에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NHS의 연구기능을 모
아서 2006년 설립되었음 59
-

영국에서 보건의료 R&D 분야의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이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지만, 저소득층 국가의 국민들을 위한 연구를 위
해 UK Aid로부터도 예산을 받고 있음

57

Decisions on individual research proposals are best taken following an independent assessment of
their quality and likely impact.

58

영국연구혁신기구(UKRI) 출범 현황, R&D brief, 2018-39호, 2면.

5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방안 조사 연구(2017. 2.),
72면.

- 250/259 -

[그림 25] NIHR 거버넌스 체계60

-

NIHR은 주로 응용연구 및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주로 기초연구
에 투자하고, 직접 기초연구도 수행하는 MRC와 투자분야와 운영형태가
차이를 보임

60

출처: NIH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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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CHR은 David Cooksey 경의 「Review of funding in UK health research 」
(2006)에 따라 보건의료 R&D 성과가 국민건강과 경제적 부가가치로 이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

OSCHR은 MCR과 NIHR의 예산 지원 및 코디네이션 기능을 하는 ‘우산
(umbrella)’ 기관으로, OSCHR 설립 이후 양 기관의 소통과 협업이 크게
증가하였음

 또한, 영국에서는 비영리 연구 자선단체(Research Charities)의 활동도 상당
히 중요함
-

웰컴트러스트(Wellcome Trust)는 보건의료 증진을 목표로 하는 독립 재단
으로, 인류의 건강증진에 공헌하라는 헨리 웰컴 경(Sir Henry Wellcome)
의 유언에 의해 1936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268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직접 보건의료 연구자들을 지원함

-

영국암연구회(Cancer Research UK)는 영국 최대의 암연구 자선단체로,
2019/2020년 기준 6.56억 파운드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여 그 중 4.68억
파운드를 모든 종류의 암의 생물학적 원리·원인, 예방, 진단 및 치료 등
암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연구 프로젝트에 직접 지원함

-

브리티시심장재단(British Heart Foundation)은 심혈관 연구를 지원하는 영
국 최대의 독립 자선단체로, 2019-2020년 심혈관 연구에 총 9,970만 파
운드를 투자함



캐타펄트 네트워크(Catapult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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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2011년부터

기술혁신센터인

캐타펄트

(Catapult) 센터들이 혁신청(Innovate UK) 산하 독립 비영리 기관으로서 설
립됨

-

신기술과 혁신을 추구하는 연구센터들의 네트워크로 탁월한 연구성과
를 시장으로 신속·성공적으로 연계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가속화
하는 것이 목표로, 미래첨단 분야에 대한 산·학·연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

 2020년 기준 30개 지역에 9개의 캐타펄트 센터들이 존재함

[그림 26] 캐타펄트 네트워크61

61

출처: 캐타펄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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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 및 유전자 치료 캐타펄트(Cell and Gene Therapy Catapult)는 세포 및
유전자 치료분야의 산업화, 제조, 규제, 보건경제 및 시장 진출, 비임상
안전, 임상 운영 분야를 지원하며, 2019-2020 총 108개 프로젝트에 670
만 파운드를 지원함

[그림 27] Cell and Gene Therapy Catapult 기능62

-

신약개발 캐터펄트(Medicine Discovery Catapult)는 신규 의약품을 발견하
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검증하고 분야를 넘어선 다양한 전문성 및 핵심
인재를 육성하여 신약개발에 있어서 글로벌 선두주자 유지를 목적으로
2016년 설립됨

62

가톨릭대학교 조미영, 첨단 재생의료에 대한 정부지원(2017), BioINwatch, 영국 캐터펄
트(Catapult) 센터 개요 및 현황(20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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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영국은 정부 R&D자금의 사업화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전략적 역량을 강
화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산재해 있는 연구자금지원조직을 UKRI로 통합

 기관, 연구분야, 연구·산업 간 협업, 조정과 상호연계성이 점점 더 중시되
고 있고, 이를 위해 협력의 장벽을 낮추고 협력의 방식, 협력 조정과 책
임의 중앙집중화/분산화 정도에 대한 적절한 균형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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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특별법(가칭 「재난적 감염질환 백신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초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재난적 감염질환의 발생과
확산 방지,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치료제와 백
신 등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적 감염질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크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영향
이나 피해를 줄 수 있는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감염병
2.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한 신종 또는 원인
불명 감염성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감염성 질환
3,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이란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예방 등
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의약품
나. 의약외품
다. 의료기기
라. 그 밖의 재난적 감염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 소독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5. “의약외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7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6.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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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이란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의 연구개
발 및 생산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8. “협력모델”이란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분야에서 수요기업 사이 또는 공급
기업 사이의 수평적 협력, 수요ㆍ공급기업 사이의 수직적 협력 등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적 감염질
환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ㆍ치료제 등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의 기반조성과 진단ㆍ치료제 등의 개발 및 생산,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
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의 연구개발, 생산
·보급 및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의 진흥

제5조(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재난적 감염
질환의 진단, 치료제 등 연구개발, 생산·보급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난
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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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관련 분야의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발전전망
3.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혁신을 위한 정보자원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5.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
항
6.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④ 기본계획과 부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육성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육성․지
원위원회에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
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육성ㆍ지원위원회

제7조(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육성ㆍ지원위원회) ①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
술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육성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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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
3.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의 개발 및 공급대책
4.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검토 및 승인
5.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의 수급안정 및 실증ㆍ효능검증ㆍ생산지원
6. 재난적 감염질환 관련 기술ㆍ예산ㆍ자금ㆍ인력ㆍ입지 등 규제ㆍ제도개선의 부
처 간 조율 및 종합 전략 수립
7.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핵심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8. 제36조에 따른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
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
2.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
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
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협회ㆍ기업 소속 임
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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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범정부지원단) ①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육성을 위한 정부시책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고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국무조종실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2. 위촉직 위원: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각 위촉하는 자
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협의한다.
1. 정책과제 추진상황
2. 사업추진 예산반영 여부
3. 제도개선상황
4. 그 밖에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
④ 지원단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한 __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지원단은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 연구개발, 생산 및 보급 등을
위한 정부시책의 실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⑥ 지원단은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 연구개발, 생산 및 보급 등에
대한 기업지원을 위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무국) ① 위원회와 지원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② 그 밖에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및 특화기업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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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을 통해 관계 부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산업 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이하 핵심전략기술”이
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보건의료기술과 관련한 전략적ㆍ의학적 중요성
2. 임상시험 실시 또는 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3. 의료 전략물자 자급기반
4. 의료보건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을 재검토하여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
친 후 핵심전략기술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
1항에 따른 선정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재검
토, 자료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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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특화기업의 선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기술적 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거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을 특화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총매출액 중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관련 매출액 비중
2.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 현황
3. 전문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
4. 그 밖에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이라 한다)
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화기업 선정
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화기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선정을 위한 조사,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특화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특화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등
2. 재정, 금융 등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3.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4.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5.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6.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등
7. 그 밖에 특화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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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특화기업 선정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특화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특화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화기업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2. 특화기업의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
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ㆍ환경에 상당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
업에게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선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문투자조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에 규정
된 자 외의 자와 특화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때에는 출자금 총액,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비율, 존속기간 등에 관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그 밖에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
을 수요하는 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 29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합결성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
항제1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출자계획
3. 수익의 배분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은 출자금
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특
화기업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되는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전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금차입ㆍ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전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합자조
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특화기업에 대한 기금 투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
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특화기
업에 투자하거나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 령으
로 정하는 기금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
는 자로 하여금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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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운영) ① 제18조제2항 각 호의 자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은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조세에 대한 특례) 정부는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의 발전기반을 조성
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화기업에 대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
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장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화 등

제18조(연구개발 및 기술확보사업 실시 등) ① 정부는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
료제 등의 연구개발 및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
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 연구개발사업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
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
금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 제조기업(특화기업을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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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
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
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4.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
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6. 그 밖에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제1항제2호의 특허 등 지식재
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의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사업이나 과
제를 우선적으로 기획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업
을 우대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의 공동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2. 특화기업
3. 그 밖에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⑤ 정부는 제1항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 범위, 방법 및 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연구개발사업 실시에 관한 특례) ①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시 「국
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사업의 발굴, 공모, 연
구개발기관의 선정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절차를 단축 또는 생략하거나 별도의 방
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발굴, 공모,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및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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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국제협력사업 추진) ① 정부는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재난적 감염질
환 대응 기술에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 외국의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국외 보건의료기술의 도입 촉진 및 공동 기술개발
5. 국내외 기업 간 합작법인의 설립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수ㆍ합병등의 지원
6. 해외시장 개척 및 기술지원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1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분야 지식재산 등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기술개발 성
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업
4. 국가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하여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 분야
연구성과물을 보유한 대학 등
5. 의료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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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 및 제조시설에 필요한 출연 또는 투자ㆍ융자 등의 금
융지원
2.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해당 업무의 위탁 및 그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2조(1인 창조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① 정부는 제10조의 핵심전
략기술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의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의 개발 가능성
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이나 개인을 선정하여 연구개발 및 그 결
과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나 개인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나 개인이 아이디어의 도용(盜用)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나 개인이 사업화를 포기한 경우
3. 선정된 기업이나 개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화가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
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사업화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선정된 기업이 사업화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선정의 기준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취소의 절차,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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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여 등) ① 정부는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
제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 연
구개발자 또는 생산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
단·치료제 등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재난적 감염질환 관련 인
체유래물·유전체 정보, 임상역학 정보 및 연구개발동향, 시장동향 등 국내외 감염
질환의 진단·치료제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이
고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
흥원에 설치하여 운영하되, 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63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
터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 연구개발사업을 위해 비용을 지원받는 대
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등은 그 비용 지원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한 연
구개발정보를 다른 기관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
업에서 기밀보호를 요청하는 수탁연구과제의 경우 그 결과등에 대한 다른 기관과
의 공동이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정보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조장ㆍ지원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63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7조(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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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정부는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에 대
하여 연구개발, 제품생산 등에 필요한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양성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연구개발지원 전문기관 지정)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연구개
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분야 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등

제28조(협력모델 발굴 및 지원) ① 정부는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업 간 상호 협력을 권고ㆍ알선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하려는 기
업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쟁력강화 계획서를 신청 받아 협력모
델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1. 품목별 목표
2. 기업 간 협력내용
3.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4.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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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ㆍ보관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신뢰성평가, 안전성ㆍ유효성 등 적합성 평가
5.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 제조 및 제조시설 확충
6. 제28조에 따른 규제개선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우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규제개선 신청 등) ① 협력모델에 참여하는 기업은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
단․치료제 등 연구개발, 임상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협력모델
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
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
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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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규제
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ㆍ감독한다.
② 제29조의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
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제29조제6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ㆍ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
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의 개발에 관한 특례

17 / 29

제31조(신속처리 대상 지정) ①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개발 중인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을
허가·심사의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된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이 재난적
감염질환의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신속처리 대상의 지정 기준 및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
로 정한다.

제32조(신속처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속처리 대상으
로 지정된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개발자가 품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개발 과정별로 품목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나누어 제출하고, 이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협의한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이하 “맞춤형 심사”라 한다)할 것
2. 개발자가 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약품
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할 것
3. 개발자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근거로 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판 후 안전
관리를 조건으로 품목허가(이하 “조건부 허가”라 한다)를 할 것
4. 해당 품목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적 평가변수에 대하여 효과가 있음을 보
여주는 임상시험 자료
5. 해당 품목이 약물역학(藥物疫學), 약물치료학(藥物治療學), 병태생리학(病態生理
學) 등의 관점에서 임상적 유익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대리평가변수에
대하여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임상시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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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맞춤형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할 자료의 종
류·범위, 제출일정 및 심사결과의 통보 시기 등을 신청인과 협의하고, 협의된 심
사계획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건부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해당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의 유효성과 제1항제3호 각 목 사이
에 불확실한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임상시험을 실시할 것
2.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인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등을 확증하기 위하여
투약자 대상 임상시험 자료 등을 제출할 것
3. 해당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의 취급에 필요한 훈련을 받거나 경
험을 가진 의료인만이 해당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을 처방할 수 있
도록 할 것
4. 활력 징후를 수시로 감시하는 등 환자에게 특정한 의료적 절차를 수행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맞춤형 심사의 신청 방법, 처리 절차
및 조건부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33조(신속처리 대상 지정의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처리 대상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

제34조(임상시험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
의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임상시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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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질병관리청장은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ㆍ치료제 등에 대하여 국제기구, 국
외정부, 국외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국내외 임상시험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비용 등
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에 대하여 효율적
이고 신속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상시험 계획서의 작성
2. 국제공동임상시험에서의 국가 간 규제조화
3. 임상시험 관련 정보의 전자적 형태로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4.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절차 간소화
5. 임상시험 참가자 동의절차 합리화
6.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임상시험 실시 허용
7. 임상시험 기준 및 지침 제시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ㆍ치료제 등에 대하여 국제기
구와 협력하여 개발현황, 심사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제3항, 제4
항에 따른 임상시험 지원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정보 제공 요청 등) 64 ① 제34조에 따라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가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등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정
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효율적 연
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64

검역법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감염병예방법 제33조의4(예방접종통
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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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적 감염질환 환자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
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개인의 과거 및 현재 질병이력, 유전정보 이력 등 신체적 특성에 관한 정보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36조(시설ㆍ장비의 개방ㆍ활용ㆍ지원) 65 ① 정부는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
료제 등의 연구개발,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신뢰성평가, 생산, 품질관리 등을 촉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연구ㆍ실증ㆍ생산 관련 시설ㆍ장비를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기업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
4. 의료기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시설ㆍ장비를 활용하려는 기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 등
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의 연구개발,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신뢰
성평가, 생산, 품질관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장비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
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거나 시설자금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연구ㆍ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을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5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30조(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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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
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등에게 통보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구ㆍ실증ㆍ생산시설의 개방ㆍ활용에 관한 절
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시설구축 지원) 정부는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의 연구개발,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신뢰성평가, 생산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이 보유한 연구ㆍ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기업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정부는 재난적 감염질환이 발생한 경우
「특허법」제106조의2에 따라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ㆍ치료제 등에 관한 특허발
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① 정부는 재난적 감염질환의 발생으로 국
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적 감염질
환의 진단·치료제 등을 생산하는 사업자나 수요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
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이하 이장에서는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수급안정
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
2. 국내우선공급 등 공급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
3. 운송ㆍ보관ㆍ비축 또는 양도
4. 수급을 위한 물류ㆍ유통구조 정비 및 관련 시설의 개선ㆍ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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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급안정화조정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
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0조(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의 확보) ① 정부는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을 우선적
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성 감염질환의 진단·
치료제 등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구매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달청 등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ㆍ치료제 등의 비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
난적 감염질환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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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필요한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ㆍ치료제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축한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ㆍ치료제 등
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ㆍ치료제 등을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
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
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제42조(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개발된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
제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때에
「 국민건강보험법 」 제41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에서 규정
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및 요양
급여비용 산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__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의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
정 및 요양급여비용 산정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예비타당성조사 특례) ①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ㆍ치료제 등을 연구개발
하거나 생산, 보급하기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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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에서 제외된 연구개발사업 외의 연구개발사업 중 핵심전략기술의 개발 등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
야 한다.

제8장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금 등

제44조(기금의 설치) 국가는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의 연구개발, 생산
·보급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난적 감염질환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
다)을 설치한다.

제45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출연금
2. 일반회계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전입금
4.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다른 기금의 전입금
5.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에 따른 기술료 및 이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제4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제제 및 치료제의 개발
2. 재난적 감염질환의 백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3. 재난적 감염질환의 백신의 해외 보급 및 수출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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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5.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용도

제47조(기금의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기금의 재산으로 한다.
1. 재난적 감염질환의 연구개발로 취득한 지적재산권
2. 기술료 등으로 받은 기업의 주식 등

제4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 운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게 위탁한다. 이 경우 기금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한
다.

제49조(기금운용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
회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금운용위의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차관
2. 외교부 차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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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관계부처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기금운용위원회가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재정법 제74
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로 본다.

제50조(여유자금의 운용)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재난적 감염질환의 진단·치료제 등 개발 기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자금 지원
2.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용도

제51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
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
금의 출납업무수행을 위하여 진흥원의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
당이사를, 진흥원의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
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엄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52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계정에는 재난적 감염질환 치료제 개발계정, 재난적 감염질환
백신 개발 및 사업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53조(기금의 회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
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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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55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① 정부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화기
업, 전문투자조합, 이 법의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 및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 기술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재난적 감염질환 관련기업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
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자료에 관한 정
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난적 감
염질환 관련기업등의 사무소, 사업장,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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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전문투자조합의 등록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 제42조제2항 및 제49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5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부터 제51조까지의 기금에 관한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7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 재난적 감염질환의 백신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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