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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고통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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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

세계
공중보건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백신의 발굴,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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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무총장 인사말새로운 
IVI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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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ome H. Kim, MD

•  메르스 등 세계보건에 중요한 신종 질병에 대한 주력 사업 영역의 확장을 

반영하도록  IVI 사명의 수정

•  최고 수준의 제품 개발 및 중개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보다 명확한 방
향성의 명시 

•  콜레라, 장티푸스, 뎅기열, E형 간염, 메르스 등 IVI가 특별히 전문성과 경
험을 가지고 있는 분야 질병들에 재 집중

•  부서간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고 최우선순위 활동들에 대해 역량을 

주력하기 위한 연구개발 조직의 개편

•  재무적인 지속가능성과 운영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비용 구조의 

개편 

•   IVI가 세계보건을 위한 저렴한 백신의 개발 노력을 선도하기 위해 주요 후
원기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확대 강화에 재 집중

본인은 2015년 3월 제 3대 IVI 사무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하였으며, 명예로
운 국제기구를 이끌게 되어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IVI는 1997년 

설립이후 백신학과 세계보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IVI는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이며  IVI 설립 이후에 몇몇 국
제기구와 UN사무소들이 대한민국에 설립되었습니다. IVI는 대한민국과의 

국제협력, 특히 세계보건 분야에서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스웨덴 정부,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 등 주요한 기관들의 오랜 

지지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IVI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직후에 IVI는 도약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널리 있었고, 그에 따라 2015년에 전략적 재설정을 시행했습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지원으로 우리는 우리의 핵심역량을 검토 및 재평가하
고 방향성을 재설정했습니다. 8개월 동안 진행된 과정을 통해 IVI를 위한 주
요한 조직적 및 전략적 변화가 제시되었습니다. 

새로운 조직 체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IVI가 

보다 강력한 조직으로 변화해 감에 따라, 계획의 이행과 변화의 관리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공의 요소는 새로운 경영진과 경영팀의 재구
축입니다. 우선순위 과제는 고위직급 인사의 마무리와, 후원기관과 파트너 

후원기관들과의 관계 강화, 기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 미래 프로젝트 

예산의 지속적인 개발 등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콜레라, 장티푸스, 뎅기 프로그램과 실험실 연구개발에서 지
속적인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2015년에는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백신개
발 프로그램에 착수하였으며, IVI가 개발한 경구 콜레라백신 �유비콜�의 세
계보건기구 승인, 16만 명 이상을 콜레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말라위, 네팔에서 IVI 주도로 시행된 3개의 경구 콜레라 백신접종 캠페인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아프리카에서 높은 장티푸스 질병부담을 확인한 주요 장티푸스 

질병조사 프로그램을 완료했으며, 아프리카에서 중증 장티푸스 질병실태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새로운 후속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IVI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변화에 대해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팀과 방향성은 세계보건에서 보다 큰 효과를 달성할 수 있
도록 IVI를 보다 강한 기관으로 만들 것입니다. 후원자와 지지자, 대한민국 

정부, 스웨덴 정부,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의 IVI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IVI한국후원회를 비롯한 수많은 

파트너 및 협력기관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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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IVI는 세계 공중보건을 위한 백신 및 예방 접종을 

위해 전념하는 세계 유일의 비영리 국제기구이다. 

IVI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도로 1997년에 

대한민국 서울에 설립되었다.

1990년대에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 아동 사망률
이 지극히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 5세 미
만 아동의 사망이 연간 1,290만 명에 달했는데, 

상당수는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었다.

IVI는 개발도상국 아동을 위한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하자는 약속으로 탄생되었다. 그 동안 IVI는 

이 약속을 지켜왔다.

2015년에 IVI는 몇몇 조직 및 경영진 개편을 거치
면서 향후 세계보건에 더 크게 기여할 강하고 체
계화된 조직으로 거듭났다.

2015년 
새로운 
I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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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제롬 김(한국명: 김한식)사무총장은 IVI로 부임하기 전 미 육군 

HIV연구 프로그램(MHRP)의 수석 부책임자 겸 분자바이러스학 

및 병리학 실험실장을 맡았다. 그는 미육군이 시행한 HIV백신이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음을 최초로 보여준 HIV백신(RV144)

의 임상 3상시험과, 백신접종에 따른 실험적 연관성(laboratory 

correlates)과 HIV염기서열 변화를 확인한 후속 연구를 이끌었다. 

김 박사는 지금까지 총 20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1984년 예일
대 의대를 졸업한 그는 듀크대 메디컬센터에서 내과 수련의(1987)

와 감염질환 펠로십과정(1990)을 수료했으며, 미국 국립군의관의
과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2013년 미국 국립군의관의과대학 의
학과의 우수연구상을 수상한 바 있다.

새 경영진

제롬 김 사무총장은 2015년 IVI의 제 3대 

사무총장으로 부임하였다. 그의 리더십하에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되었다. 

JEROME KIM,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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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규 박사(의사)는 연구개발담당 사무차장과 뎅기백신사업단
(DVI) 단장 겸 메르스백신 프로그램의 책임자를 맡고 있다. 윤 박
사는 태국 방콕 소재 미육군의학연구소 바이러스부 부서장등을 

역임했다. 그는 후보 백신의 임상시험을 포함하여 아보바이러스
(arbovirus)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등을 연구했으며, 뎅기 바이
러스와 여타 신종 병원체들의 역학, 병리생리학, 면역학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고, 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미국 예일대학교 학부
(이학)를 우등 졸업한 윤 박사는 1993년 뉴욕대학교 의대를 졸업했
으며, 월트리드 미육군병원에서 알러지와 면역학 분야 인턴과 펠로
십을 수료하였으며, 미군 군의관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라우라 디질리오(Laura Digilio) 박사(의사)는 백신 개발 분야에
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한 임상과학자로서, ABCWY 수막구균, 에이
즈바이러스(HIV) 소아마비 백신의 초기단계 개발과, 로타바이러스 

백신, MMRV혼합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 B형 수막구균 백신 등의 

후기단계 개발에서 임상시험 및 개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관리 경
험을 갖고 있다. IVI로 부임하기 전 그는 크루셀사(현 얀센백신)에
서 HIV 와 소아마비 백신 프로그램의 책임자를 역임했으며, 머크, 

GSK바이올로지컬스, 노바티스 등의 기업에서 백신분야의 다양한 

연구팀을 이끌었다. 또한 그는 HIV의 전파와 발병학, HIV/SIV 세포 

수용체(cellular co-receptor)의 사용, 새로운 HTLV/STLV 분리 

및 특성화(characterization)와 관련하여 기초 바이러스학 및 면
역학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나폴리대학 의
대 과정을 우등으로 졸업했다.

새로운 경영진 

IN-KYU YOON, MD
연구개발담당 사무차장

LAURA DIGILIO, MD
백신 임상개발 및 보급 담당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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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드라이버(Phil Driver) 사무차장은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춘 재무전문가로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서 25년
간 재무부문 고위책임자로서 경력을 쌓았다. 최근까지 영국 런던에
서 GSK의 재무담당 전무이사(SVP) 겸 분석부문 단장(Lead)으로 

재임했으며, 앞서 글로벌 컨슈머헬스케어 부문 재무담당 전무이사
를 역임하고 유러피언 파마슈티컬(European Pharmaceuticals) 

재무책임자로 6년간 근무했다. 캐나다 GSK에서 제약분야 경력을 

처음 시작했던 그는 GSK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남미 지역 사업부문
의 재무업무도 담당했다. 영국 태생인 드라이버 사무차장은 지금까
지 영국,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외에 아시아에서도 5년 동안 근무
한 바 있다. 그는 캐나다 공인회계사이자 영국 공인회계사(A.C.A.)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한경택 박사는 경제정책, 예산, 기획, 공기업평가, 민간투자 등의 분
야에서 대한민국의 여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30여년간 근무
했다. 주요 직책으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정책분석실장, 신용보증기금 감사, 서울과학기
술대학교 기술경영융합대학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IVI의 컨설
턴트로서 정부협력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 바 있
다. 한 사무차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학 석사학
위를 취득하였으며, 카이스트 경영과학 석사와 미국 하와이대 경제
학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또한 세계내부감사협회 국제공
인내부감사사 자격증 등을 취득했다.

KYUNG-TAIK HAN, PHD
정부 행정관리 담당 사무차장

PHIL DRIVER, CPA, ACA
재무 및 운영 담당 사무차장

새로운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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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보라 홍(Deborah Hong) 총괄은 IVI로 부임하기 전 미국 뉴욕시 

찰스왕 보건센터가 뉴욕시 보건국, 마치오브다임(소아마비 퇴치 모
금 캠페인)재단,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 등과 공동으로 진행한 몇몇 

건강 관련 커뮤니케이션 및 보건 교육 사업의 관리, 사업 제안서 작
성 및 사업 운영 관리 등의 책임을 맡았다. 이후 그는 중국의 베이징
과 상하이에서 의약 및 정밀화학 산업분야의 비지니스 컨설턴트로 

활약했다. 그는 캐나다 밴쿠버 출신으로 브리티시콜롬비아대에서 

동물학 학사와 미국 뉴욕대 국제보건 정책관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
다. 그는 아시아태평양커뮤니케이션부서장 협회 회원이다.

줄리아 린치(Julia Lynch) 박사(의사)는  미군에서 29년간 근무하
였으며, 월터리드 미육군연구소 바이러스질환 부서장을 역임하며 

일본뇌염, 아데노바이러스, 뎅기열 백신 등에 대한 주요 연구과제에 

참여했다. 그는 미국 메릴랜드 포트데릭에 소재한 말라리아, 뎅기
열, 장감염 병원체에 대한 백신과 기생충제재 및 감염질환 진단 제
품 개발 프로그램인 �군 감염질환 연구 프로그램�의 부서장을 역임
했다. 그는 또 태국 소재 미군의과학연구소의 과학담당 책임자로 임
명되어 동남아시아 8개국에서 시행된 바이오감시, 기초과학, 전 임
상연구, 인체 임상연구 등 연구 활동을 이끌었다. 그는 콜롬비아대 

의대 출신으로, 월터리드 미육군병원 소아과에서 레지던트를 마쳤다.

JULIA LYNCH, MD
프로그램 관리 부서장

DEBORAH HONG, MPA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총괄



18

새로운 약속
세계보건에 중요한 신종 질병들의 퇴치 노력 

확대를 반영하도록 IVI 사명의 개정

최고 수준의 제품 개발 및 중개 연구 역량에 기
반한 보다 명확한 방향성 확립

콜레라, 장티푸스, 뎅기열, E형 간염, 메르스 

등  IVI가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
는 질병들에 대해 역량 재집중

사업부서간 의사소통의 촉진과 우선순위 활동
에 인재를 집중 투입하기 위한 연구개발 부문
의 조직 개편

IVI가 세계 공중보건을 위한 백신 개발 노력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요 이해당사자
들과의 관계에 재 집중



/ 1918



20새로운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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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백신의 발굴, 개발 및 보급. 최대의 효과 달성.

사명

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고통 해소.

비전

아시아, 아프리카 및 세계 공중보건에
중요한 저렴한 백신의 개발 및 활용.

임무



22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시민사회,
세계보건의 주요 후원기관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백신 파트너십 강화

·  참여 확대와 소통 

· 재원 및 약속의 확보  

· 활동과 자원의 조율 및 조정 

아시아 최고 수준의
백신 개발 역량 구축

·  최고 수준 인재의 유치 및 고용 

·   백신 개발의 핵심 역량 강화 

·  과업의 책임있는 이행
·   통합적인 프로젝트 관리
 구조 확립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  운영 비용 합리화
·  향후 추진할 사업
 파이프라인의 개발
· 기존 후원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관계 유지
·  새로운 후원자 발굴 및 확보

감염성 질병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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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기준
· 세계보건에 부담이 크고
· IVI의 역량에 부합하며
· 아시아에서도 발견되는 질병으로
· 후원자의 관심이 있는 질병

두 가지 방향 접근

주도

질병 IVI가 주도

장티푸스
장티푸스균에 의한 전신 감염으로,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메스꺼움, 식
욕부진, 변비나 설사가 있으며, 흔히 다른 발열질환과 증상에 차이가 없
음. 심할 경우 중증 합병증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 대부분 오염
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여 전파되며, 위생이 열악하고, 깨끗한 식수가 

없는 환경에서 주로 발생. 세계적으로 매년 약 2100만 명이 감염되고 

222,000명 정도가 사망.

2개의 백신이 있지만 소아와 유아(고위험군)에게는 사용 불가함.

·  장티푸스 단백접합 백신의 개발 및 도입 촉진: 

  IVI는 유아에게 접종할 수 있는 장티푸스 단백접합 백신을 개발하고
  있음. 

·  아프리카의 장티푸스 질병 감시의 시행  및 질병부담 평가

·  차세대 백신 개발 

  (장티푸스/파라티푸스)

콜레라
콜레라균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여 발생되는 급성 설사 감염
으로서, 주로 위생이 열악하고 깨끗한 식수가 부족한 환경에서 발생함.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 몇 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
음. 세계적으로 매년 약 140만 ~ 43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28,000 

~ 142,000명이 사망.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은 경구 콜레라 백신이 2개 있으며, 둘 

다 IVI에서 개발한 것임. 이들 백신은 WHO가 지원한 대규모 백신접종 

캠페인에 사용되었음.

·  경구 콜레라 백신의 사용 최적화

·  각국의 백신 도입 지원

·  제조업체 지원: 

  IVI는 백신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 제조업체들과 협력하여 세계 백신 

  생산과 가용성을 확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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뎅기열, 지카
이집트숲모기로 전파되는 모기 매개 바이러스 질병.

뎅기는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며, 중증 뎅기열로 발현되는 경우가 

가끔 있음. 최근 10년 동안 전세계 발병률이 증가했으며, 세계 인구의 절
반 가량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최초의 뎅기 백신이 2015년 몇몇 

국가에서 등록되었음.

지카 바이러스 질병의 증상은 미열, 피부 발진, 결막염, 근육통과 관절
통, 무기력 또는 두통 등임. 잠재적 합병증으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
요하지만 신경 및 자가 면역 합병증과 신생아의 소두증이 있음. 발병은 

2007년과 2013년 태평양 지역에서 처음 보고되었으며, 2015년에 미주 

지역과 아프리카에서 대규모로 창궐함. 2007년부터 64개국에서 발병 

보고가 있었으며,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없음.

·  빈곤 국가에 새로운 뎅기백신 도입 촉진

·  새로운 백신 후보물질의 개발 지원

· 한국 기업과 협력하여 백신 개발 추진

· 뎅기백신사업단(DVI)을 계승한 글로벌뎅기 및 흰줄숲모기 매개 질병
  컨소시엄(GDAC)을 주관하며, 질병부담, 국가의 백신 도입 사례들, 

  세계 접종 투자사례 등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백신의 도입 

  촉진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으로, 열, 기침, 호흡 곤란의 증상이 있음. 노인
을 비롯해 면역체계가 약하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심할 

수 있음. 낙타가 인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사람간에도 바이러스
가 전파됨. 2012년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한국 등 

27개 국가에서 발병 보고가 있음. 백신이나 치료법은 없음. 

·  새로운 메르스 후보백신의 개발 지원

·  세계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신종 감염병 백신에 대한 최초의 백신 개발 

  주도

E형 간염
바이러스성 간 질환으로 주로 오염된 물을 통해 전파되며, 위생이 열악
하고 깨끗한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함.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합병증과 사망 위험이 더 크며, 감염된 임신부의 20%가 사망함. 매년 

세계에서 약 2천만 명이 감염되며, 57,000명 정도가 사망함. 동아시아
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 백신 하나가 중국에 등록되어 있으
나 세계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음.

·  E형 간염의 질병부담 평가, 예방과 통제를 위한 백신접종의 효과 평가 

·  E형 간염 백신의 개발 및 WHO 승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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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IVI가 지원

로타바이러스, 장독소성 대장균(ETEC), 이질
이들은 개발도상국 아동이 걸리는 설사병의 주요 원인이며, 이들 질환으
로 매년 5세 미만의 아동 약 60만 명이 사망함.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있
지만 개발도상국에는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고 있음. ETEC이나 이질에 

대한 백신은 없음. 

·  아시아에서 새로운 로타바이러스, 

  ETEC 및 이질 백신의 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협력기관들의 지원

·  PATH와 협력하여 새로운 범용 이질 백신 후보물질 개발  

결핵(TB)

결핵은 세계 감염성 질병 중 가장 많은 사망을 일으키는 질병임. 2014년
에 960만 명이 감염되어 150만 명이 사망함. 사망자의 95%가 저중소
득 국가(LMIC)에서 발생하며 다제내성 결핵이 우려사항임. BCG 백신은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약제 내성균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결핵을 예방하
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규 백신이 필요함.

·  아시아에서 새로운 결핵 백신의 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협력기관 지원

·  한국의 결핵 백신 연구개발 활동 지원

폐구균 질환
폐렴연쇄상구균은 수막염, 폐렴, 정맥동염, 중이염 등 다양한 질병을 일
으킴.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발병 및 사망 원인이지만 개발도상국, 특히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발병률이 높음. 폐렴은 개발도상
국 아동의 주요 사망 원인이며, 2015년에 922,000명이 사망함. 폐렴 

단백접합 백신이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널리 활용되지 않음.

·  아시아지역에서 폐렴 단백접합 백신의 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협력기관 및 WHO 승인 지원 

노로바이러스
위장 독감으로 알려져 있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누구나 감염될 수 있을 

만큼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바이러스성 위장염
의 가장 흔한 원인임. 매년 약 2억 6700만 명이 감염되며 20만 명 이상
이 사망함.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발생되며 영유아, 노인 및 면역력이 약
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높음. 백신은 없음.

·  한국의 노로바이러스 백신 연구개발 활동 지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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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베트남

네팔

이라크말라위

남수단

에티오피아

기니

방글라데시

태국

IVI의 주요 성과

아이티

세계 최초의 저가 콜레라 백신 개발 
베트남, 인도, 한국, 방글라데시 제조업체들과 협력하여 개발 및 생
산함. 백신은 전세계 사용을 위한 WHO 사전적격성평가 인증(승인) 

획득함.

2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콜레라로부터 보호 
세계 여러 국가에 IVI가 개발한 백신이 보급 활용됨.
WHO가 긴급 상황 및 창궐에 대비하여 백신을 비축함.

콜레라 백신이 보급된 국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과 남아시아에서
장티푸스가 심각한 문제임을 확인 

이는 주로 아동에게 발생되고 있으며 질병 예방과 통제를 위해 백신
접종을 포함한 공중보건 활동의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함.

세계 최초의 뎅기 백신 도입 기틀 마련
정책과 홍보를 통해 뎅기가 풍토병인 남미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백
신 도입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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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백신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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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 백신학연수과정을 통해 1,000명 이상의 개발도상국 백신 전문가에 연수 제공.

아시아 지역 6개 제조업체에 기술이전 및 기술적 지원 제공.

아프리카 10개 국가의 감염성 질병의 발견, 보고 및 대응 역량을 구축하여 의료체계 강화 지원.

IVI의 주요 성과



30IVI 의 역량

연구파이프라인 강화 IVI의 핵심역량 효과의 제시

발굴 개발 보급 효과

전임상 개발

· 기존 후보백신의 개선

·  독성 및 효능 연구

· 생산공정 개발

임상 개발

임상 개발임상분석법 개발

제조 규모의 생산공정 개발

기술 이전 

규제 및 승인 지원

품질 관리

역학 조사

도입 후 연구

백신접종의 효과를 입증할 
근거 마련:

· 백신접종 캠페인

·  재정 및 경제성 연구

국가 기반시설 강화 / 정책

저소득 국가의 백신 가용성
및 활용성

저소득 국가의 지속가능한
백신 접종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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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B

협력기관
A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

대한민국
(유치국)

스웨덴

제조업체
Z

제조업체
Y

제조업체
X

- 기술 이전
- 공정 개발
- 전임상
- 임상시험(1-3상)

- 등록

- 역학 조사 및 질병부담 연구
- 보건 경제학
- 백신접종 캠페인
- 역량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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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스웨덴,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 

IVI 한국후원회(KSC) 등이 
주요 후원기관

$

IVI를 통해 개발되어 
WHO의 승인을 받은 

백신의 수. 
IVI는 게이츠재단 지원으로 
이러한 세계적 보건 성과를 
달성한 단 2개 비영리 기구 

중 하나임.

2
IVI의 설립 연도.

대한민국은 IVI 유치국이며, 
IVI는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

1997

IVI의 직원 수.

127
IVI 직원의 국적 수.

15

35개 국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IVI 설립협정에 가입.

36
IVI가 최근 현지 사업을 
실시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의 국가 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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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개발
단계에 있는
4개의 후보백신

메르스 - 코로나바이러스
삼성 및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후원을 
받아 메르스 백신의 개발을 촉진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함.

이질
PATH와 함께 이질 백신의 
발굴과 개발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함.

도구 
WHO의 글로벌백신안전성사업단
(GVSI)과 함께 새로운 백신 안전 
소프트웨어 도구를 개발하여 스리랑카 
보건부에서 사용을 시작함. 또한 
CHOLTOOL이라는 새로운 비용추정 
도구를 개발하여 각국 정부가 자국 
콜레라 백신 보급 비용을 쉽게 추산할 
수 있도록 함.

장티푸스
아프리카 장티푸스 감시 프로그램
(TSAP)을 통해 장티푸스가 
아프리카의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임을 규명하고, ‘아프리카의 
중증 장티푸스(SETA)’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증상이 심한 장티푸스의 
발생을 추가로 조사하기 시작함.

4

2015년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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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가 발표한
전문 의과학저널의 과학 논문 수68

IVI를 통해 개발되어 WHO의 
승인을 받은 경구 콜레라 백신 수2

신규 콜레라 및 장티푸스 백신 
개발을 위해 체결한 제품 개발 
파트너십(PDP) 협약 수5

에티오피아, 말라위, 네팔 등 
3개국에서  콜레라 백신접종 
캠페인 실시
 >180,000명 이상에 접종

3

파트너십
면역증강제, 면역 모니터링 
플랫폼 기술 및 전임상 백신 
연구의 공동 진행을 위해 한국의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GIB)과 
협력 협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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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의 연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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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 파이프라인 제조업체 현황

ShancholTM

 
Shantha Biotechnics 샨콜은 2009년에 인도에서 사용 허가를 받고, 2011년에는 WHO의 승인을 받음. IVI가 연

구 개발한 최초의 경구 콜레라 백신인 샨콜은 에티오피아, 네팔, 말라위에서 풍토성 및 유
행성 콜레라를 예방하는 백신접종 캠페인에 사용됨. 이들 국가에서 IVI는 2015년에 백신접
종을 지원하고, 2016년에도 실제 상황에서의 백신 사용에 관한 증거를 계속 수집함. IVI는 

백신 사용의 최적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국제콜레라 및 설사병연구
소(icddr,b)와 공동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1회 투여만으로 콜레라 예방 가능 여부를 평가하
고 있음. 경구 콜레라 백신은 14일 간격으로 2회 투여되므로 1회 투여 방식은 콜레라 창궐 

시, 난민 캠프 및 기타 긴급 상황에서 유리할 것임.

유비콜® 유바이오로직스 유비콜은 2015년 2월에 한국에서 사용 허가를 받고, 2015년 12월에 WHO 승인을 받음. 

세계보건을 위한 두 번째 경구 콜레라 백신인 유비콜은 WHO의 백신비축분을 위한 충분한 

공급과 콜레라 백신 수요에 부응할 것임. 유바이오로직스는 시장 수요를 예상하여 생산량
을 크게 확대하고, 백신에서 보존제인 치메로살을 제거함. 하지만 승인된 제품 변경 시에는 

WHO에 추가로 승인을 신청해야 함. 임상 가교시험은 2016년에 실시 예정. 

Cholvax® Incepta Vaccine 콜백스는 현재 연구개발 중인 세 번째 경구 콜레라 백신으로, 콜레라의 질병부담이 높은 

방글라데시에서 승인을 받아 사용될 계획임. IVI는 2015년부터 인셉타와 협력해 왔으며, 

2016년 방글라데시에서 임상시험 착수 계획이 진행 중임. 

IVI의 주요 사업

IVI 콜레라 프로그램은 2006년 7월부터 진행한 가장 오래된 프로
그램이다.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풍토성 및 유행성 콜레라에 사용할 

경구 콜레라 백신의 개발과 도입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IVI는 베트남의 불활화 경구 콜레라 백신((바바이오텍의 ORC-Vax 

백신))을 재조성했다. 이 백신은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WHO 기준
에 맞게 개량된 것으로, 인도의 샨타바이오테크닉스, 한국의 유바이
오로직스, 방글라데시의 인셉타 백신 등 여러 제조업체에 그 기술을 

이전했다. IVI는 백신의 WHO 등록과 승인을 위해 각 제조기업과 

함께 임상시험 및 규제 당국의 승인 과정에서 협력해 왔으며,  바바
이오텍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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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VI는 에티오피아, 말라위, 네팔
에서 접종 캠페인을 통해 경구 콜레라 

백신을 도입하고 18만명이 넘는 사람
들에게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백신의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말라위 백신접종에 이어 IVI는 �말라위 콜레라 질병 감시(CSIMA)�
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백신의 효과를 측정하는 콜레라 

감시 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지 감시역량의 구
축 외에도 콜레라가 발병하는 경우 백신의 효과 측정에 유효한 데이
터를 제공할 것이다.

IVI는 경구 콜레라 백신인 유비콜의 

WHO 승인 획득으로 큰 진전을 이루
었다. 유비콜은 IVI 연구개발을 거쳐 

WHO 승인을 받은 두 번째 백신이 되
었다.

세계 공중보건을 위한 

한국에서 생산되는 최초의 

경구 콜레라 백신인 유비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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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기관: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 스웨덴 정부, 대한민국 정부, 외
교부, LG전자, 기아자동차, 김앤장법률사무소, 양현재단

실제로 현지에서 경구 콜레라 백신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 외
에, IVI는 콜레라 사망률과 이환율을 낮추고 대규모 창궐을 막기 위
해 존스홉킨스대학이 이끄는 사업단인 스톱콜레라(StopCholera.

org)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각국의 경구 콜레라 백신 사용
을 촉진하기 위해 실질적인 수단과 새로운 자원을 제공하는 일에 주
력하고 있다. IVI는 이전의 예방접종 캠페인에서 경구 콜레라백신 

사용으로 얻은 교훈과 성공 사례를 기록하여, 접종참여 및 백신 홍
보에 관한 실용적인 지침을 개발했다. 또한 IVI는 정책결정자들이 

여러 시나리오에서 경구 콜레라 백신접종의 비용대비 효과를 비교
적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인 CHOLTOOL을 개발했다.

끝으로, icddr,b와 공동으로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실시되는 경구 

콜레라 백신 1회 접종 효과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었다. 225,000명
이 참가하는 이 연구는 IVI가 주관하는 임상연구 중 최대 규모다. 백
신 투여 6개월 후에 나온 결과는 1회 투여 시 모든 콜레라 사례에 대
해 약간의 예방효과가 있으며, 중증 콜레라의 경우에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12개월 분석이 진행 중이며,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12개월 동안 추적 조사가 시행된다.
1 Qadri F, Wierzba TF, Ali M, et al. Efficacy of a Single-Dose, Inactivated  
 Oral Cholera Vaccine in Bangladesh. N Engl J Med 2016; 374: 1723-32. 

6개월 추적 조사의 결과를 제시하는 논문이 뉴잉글랜드 의학저널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에 게재됨.1



42장티푸스

IVI 장티푸스 프로그램의 목적은 새로운 장티푸스 백신의 개발과 도
입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1) 제조업체들과 공동으로 새
로운 장티푸스 단백접합 백신의 개발과 2) 아프리카에서 장티푸스
의 질병부담을 입증할 근거 마련 등 크게 두 요소로 구성된다.

콜레라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민관협력파트너십을 통해 백신을 개
발한다. IVI는 앞서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접합기술로 장티푸스
균 Vi 다당류를 디프테리아 독소(Vi-DT)에 접합하여 장티푸스 단백
접합 백신을 개발했다. 다른 장티푸스 백신과 달리 이 장티푸스 단
백접합 백신은 유아들(고위험군)의 장티푸스를 예방한다. IVI는 한
국의 SK 케미칼과 인도네시아의 바이오파마에 이 기술을 이전했으
며, 각 파트너와 함께 백신 사용 허가와 WHO 승인을 받기 위해 전
임상 및 임상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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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최근에는 방글라데시의 인셉타 백신과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
하고 Vi-DT 백신의 개발을 시작했다. 여타 장티푸스 단백접합 백신
들도 현재 출시되어 있으며(예: 바랏 바이오테크의 Typbar TCV®

가 인도에서 사용 허가를 받았음), IVI는 백신의 세계적인 가용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 백신의 WHO 승인을 위해 제조업체
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IVI는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를 예방하는 2가 장티푸스 백신도 개
발하고 있다. 남아시아의 경우 파라티푸스로 인한 질병부담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단일 백신으로 두 질병을 모두 예방할 

수 있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IVI는 파라티푸스 접합을 위한 

새로운 접합 방법을 개발했다. 2가(장티푸스/파라티푸스 A) 백신의 

개념증명이 확립되었으며, 2016년에 전임상 독성 연구가 실시된
다.

IVI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장티푸스의 질병부담을 파악하기 위해 아
프리카에서도 장티푸스 질병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장티푸스는 아
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 질병
부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장티푸스 백신접종의 효과를 평가하고 

백신접종 정책의 타당성을 제시하기가 어려웠다. 지난 4년 동안 IVI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0개국에서 표준화된 감시 방법을 통해 

장티푸스의 질병부담을 평가하기 위해 아프리카 장티푸스 감시 프
로그램(TSAP)을 실시했다. 이는 사하라 이남 10개국 13개 지역에
서 표준화된 조사방법으로 장티푸스 질병부담의 조사를 목적으로 

했다. TSAP가 2015년에 종료됨에 따라 IVI는 웰컴트러스트재단 

생어연구소와 함께 이 프로그램에서 수집된 살모넬라균 분리주들을 

분석했다. 15개 연구 논문을 포함하는 연구 결과가 2016년 의학 저
널 Clinical Infectious Diseases 부록에 게재되었다.2

TSAP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장티푸스균과 살모넬라증 병원체가 

일으키는 장티푸스가 아프리카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IVI는 2016년에 후속 연구인 아프리카의 중증 장티
푸스(SETA)를 시작하여 아프리카의 중증 장티푸스 발생과 그 경제
적 부담을 평가할 것이다.

이와 같이 IVI는 2015에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두었다. 

Vi-DT 백신의 개발을 위해 제조업체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계속
되었다. 특히 SK 케미칼 및 바이오파마와 함께 2016년에 임상시
험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했다. TSAP을 종료하면서 연구 결과를 

Clinical Infectious Diseases에 게재하였으며, SETA 프로그램
에 시작했다. 

후원기관: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 스웨덴 정부, 대한민국 정부, 로
버트 코흐 연구소, 메리유 재단

2 Clin Infect Dis, Vol 62 suppl 1 Mar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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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는 뎅기백신의 도입 촉진을 목표로 IVI, 세계보건기구(WHO), 존스
홉킨스 대학, 사빈백신연구소가 결성한 컨소시엄인 뎅기백신사업단
(DVI)의 주관기관이다. DVI는 풍토병 지역에 뎅기백신 도입을 결정하
고 도입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력한다. 각 기관은 특정 분야를 

담당한다. 즉, WHO는 정보와 지침 문서 및 규제교육 활동을, 존스홉
킨스대학은 뎅기백신 자금 조달 및 전략적 수요 예측을, 사빈백신연구
소는 소통과 홍보를 각각 담당한다. IVI는 컨소시엄을 이끄는 것 이외
에도 질병부담, 국가의 백신 도입 사례들, 세계 접종 투자사례 같은 의
사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일도 맡는다. DVI는 빌앤멜린다게이
츠 재단의 후원을 받으며, 사노피 파스퇴르와 다케다에서도 소규모의 

후원을 받고 있다.

현재 기존 컨소시엄 모델이 재평가되고 있으며, DVI와 �뎅기열 통제를 

위한 파트너십(PDC)�간의 합병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파트너
십은 �글로벌 뎅기 및 흰줄숲모기 매개 질병컨소시엄(GDAC)�으로 명
명될 예정이다. 이 모델은 뎅기백신에서 좀 더 범위를 넓혀 흰줄숲모기 

매개 질병(예: 뎅기열, 지카, 치쿤구니야)의 예방과 통제 대책까지 초
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IVI는 새로운 컨소시엄에서도 주간기
관의 역할을 맡게 된다.

그리고 독일연방 교육연구부(BMBF)에서 자금을 받아 브라질(인스티
투토 부탄탄)과 베트남 제조업체(바바이오텍)의 뎅기열 백신 전임상 

개발을 지원했다. 보조금 지급은 2015년에 종료되었으며, 제조업체들
과 백신 개발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재원 확보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 범위가 확장되어 인도 기업 두 개(세럼 인스티튜트, 파나시아)와도 

협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IVI는 아시아 및 남미에서 진행되는 질병부담에 관한 현장 

연구를 조율하여 2015년에도 DVI를 통해 뎅기열 관련 성과를 지속적
으로 달성했다. 아프리카에서 뎅기의 질병부담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
운 연구가 시작되었다. 특히 사노피 파스퇴르의 CYD-TDV 백신(뎅그
박시아)의 사용 허가가 이루어진 가운데, IVI는 저중소득 국가(LMIC)

의 뎅기백신 도입 준비를 촉진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IVI는 새로운 연구비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컨소시엄 파트
너들과 협력하여 그 범위를 뎅기열에서 여타 흰줄숲모기매개 질병으
로 확대할 계획이다.

후원기관: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 스웨덴 정부, 대한민국 정부, 독
일 연방 교육연구부, 다케다, 사노피 파스퇴르

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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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는 2015년 말에 삼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메르스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3개년 동안 계획된 이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메르스 백신의 

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2개의 메르스 백신의 안
전성과 면역원성을 한국에서 실시할 임상 2상시험에서 입증하고, (잠
재적) 창궐시에 현장에서 임상 효능 시험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IVI는 백신 제조업체 두 곳과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기
업의 메르스 후보백신의 초기 임상개발 단계에서 기술 및 재정적 지원
은 물론 사업 관리와 조율도 지원할 것이다.

IVI는 또 메르스 백신 후보물질 개발, 분석법, 동물모델, 백신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IVI는 9월 10일 서울에서 국제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심포지엄을 개
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 차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월터리
드 미육군연구소, WHO 참석자를 포함하여 한국, 중국, 유럽, 중동, 미
국의 공중보건, 감염병, 백신개발 분야 학자와 전문가들이 이 심포지
엄에 참여했다. 이들은 중개 및 임상 연구의 최신 경향을 발표하고, 질
병 대책, 특히 백신의 개발 기회에 대해 토론하였다.

1 Modjarrad K, Moorthy VS, Embarak PB et al. A roadmap for MERS-CoV 
 research and product development: report from a World Health   
 Organization consultation. Nat Med 22, 701–705 (2016). 

메르스 
(MERS-COV)

이후 11월 14~15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IVI와 사우디 보
건부, 킹압둘아지즈 과학기술연구단지가 공동으로 주관한 메르스코로
나바이러스 백신개발 워크숍이 열렸다. 이 워크숍에는 과학 전문가와 

후원기관들이 모여 메르스 백신을 위한 자금조달과 연구 노력의 조율
에 대해 논의했다. WHO는 12월에 후속회의를 개최했으며, 그 의사록
은 네이처 메디슨(Nature Medicine)지에 게재되었다.1

후원기관:
삼성, 스웨덴 정부, 대한민국 정부(보건복지부 등), 신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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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는 네팔 정부의 주관으로2015년 11월 6~7일에 네팔 카투만두
에서 열린 E형 간염 심포지엄을 후원했다. 앞서 발생한 네팔 대지진 

이후 콜레라, 장티푸스, E형 간염 같은 수인성 질병의 창궐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콜레라와 장티푸스는 잘 알려져 있지만 E형 간염은 

덜 알려져 있다. 이 심포지엄의 목적은 발표를 통해 E형 간염에 관
한 자료를 현지 공중보건 및 의료 전문가와 정부 관리들에게 제시하
고, 네팔에서 이 질병의 예방 및 통제와 관리 방법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었다. E형 간염의 역학과 감시, 진단, 임상적 증상과 관리, 임산
부에 미치는 영향, 예방 조치와 백신접종 등의 주제를 발표했다.

IVI가 새로 시작한  E형 간염 프로그램의 목표는 개발도상국의 E형 

간염 백신의 개발과 도입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
로 IVI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네팔 등 E형 

간염과 싸우고 있는 개도국들과 협력하고 있다. 

E형 간염은 주로 오염된 물을 통해 E형 간염 바이러스가 분변-경구
로 전염되어 생기는 간 질환이다. 전세계에서 발병하지만 동남아시
아, 특히 네팔의 유병률이 가장 높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E형 간염
에 의한 합병증 위험과 사망률이 높아 임신 3기에 임산부의 사망률
은 20%에 달할 수 있다. 중국은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
기 위한 최초의 백신(헤콜린)을 생산하고 사용을 승인했지만 아직 

이 백신은 세계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후원기관: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 스웨덴 정부, 대한민국 정부, 한
국수출입은행

E형 간염

IVI는 최근 제조업체인 샤먼이노백스바이오텍과 협력하여 이 백신
의 WHO 승인을 위한 준비 상태의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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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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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기술 플랫폼

장티푸스 단백접합 백신(Vi 다당류를 디프테리아 독소에 접합한 것, 

Vi-DT)을 토대로 IVI는 Vi 접합기술 플랫폼을 개발해 왔으며, 이것
을 면역원성이 부족한 단백질의 운반체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개념은 

단백질 운반체에 접합된 Vi 다당류는 단백접합체가 특정 방식으로 

구성될 경우, 항원 방출 속도를 지연시켜 면역반응이 향상되고 연장
되어 단백질에 대한 반응을 강화한다는 초기 발견을 근거로 한다. 

실험실 연구개발 현황

IVI가 연구하고 있는 단백접합백신(conjugates) 후보로는 폐렴 연
쇄상구균 표면에 흔히 발현되는 폐구균 단백질인 PspA에 Vi를 접
합한 Vi-PspA, 미국 국립보건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장티푸스 말라
리아 단백접합 백신, 퀸즈랜드 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한 로타바이러
스 VP8을 이용한 바이러스 유사 입자에 접합한 Vi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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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에 대한 새로운 백신 후보물질

이질 감염은 개발도상국 유아 및 소아의 설사 질환의 주요 원인이
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매년 약 110만 명이 이질 감염으로 사망하며, 

이 중 5세 미만의 아동이 60%를 차지한다.

현재 이질에 대한 백신은 없다. 표면 다당류 O 항원 성분에 따라 4

개 종과 50개 이상의 혈청형으로 구성되는 이질균의 유전적 변이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질 백신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혈청형 

차이와 항생제 내성 이질균주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어 범용 이
질 백신의 개발이 필요하다.

IVI는 유전적으로 변형된 세균 세포벽에 O 항원 단위가 오직 1개 있
는 짧은 리포 다당류(LPS)로 발현되는 돌연변이 이질균의 생성을 

연구해왔다. 이는 다시 이질의 다양한 종과 혈청형에 공통으로 보존
되는 단백질 항원을 포함해 세포막 항원의 노출을 증가시킨다. 유전
자 변형으로 공통 세포막 단백질 노출을 증가시킨 이질균을 이용한 

백신은 효과적인 이질 범용 백신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생쥐 

감염 모델을 통해 교차 방어를 평가하고, 돌연변이 구조가 이질에 

대한 사이토카인 및 체액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에 이 연구는 PATH의 지원을 받아 더욱 활성화되었다. IVI

는 PATH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 잠재적 우수 후보물질이 백신으
로 개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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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험실 검사는 IVI / NICED 면역-모니터링 실험실에서 실시
했다.

이 사업이 2016년에 종료될 예정이며 방대한 양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1차 및 2차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1차 분석 결과, 경구 로타바
이러스 백신의 면역원성이 40% 미만으로 면역반응이 저조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모유수유 항체 역가와 백신접종에 대한 유아
의 면역반응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 모유 항체가 유아의 장관 

면역 반응을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등록된 유아
의 연령, 산모 BMI, 산모 아연 보충 및 모유 수유 부족 같은 요인이 

로타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아동의 항체 반응과 관련이 있었다.
 

끝으로, 한국의 연구 협력기관인 한국연구재단(NRF)과 경북바이오
산업협회와 함께 두 가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NRF의 지원을 

받아 IVI는 콜레라균의 병독력을 연구할 예정이며 이 연구는 새로운 

콜레라 백신의 발굴과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북바이오산업협
회와 공동으로 면역-모니터링 플랫폼 기술을 확립하고 면역증강제
를 통해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을 강화하는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PROVIDE: 개발도상국의 경구 로타바이러스 및 
소아마비 바이러스 백신의 효능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BMGF)의 지원을 받는 PROVIDE는 열대
지역 장질환이 경구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이다. 저소득 국가의 아동들은 선진국 아동에 비해 경구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국립콜레라 및 장감염 연구소(NICED), 버지니아 대학, 버몬
트 대학과 함께 IVI는 관찰 연구를 실시하여 열대지역 장질환이 있
는 아동과 경구 소아마비 및 로타바이러스 백신에 잘 반응하지 않는 

아동간에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모유가 백신에 

대한 아동의 면역 반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아동의 영양 

상태가 이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위해 인도 콜카타에 있는 병원의 유아 372명을 등록했
다. 모든 유아에게 정기 예방 접종의 일환으로 예방접종확대프로그
램(EPI) 백신과 경구 로타바이러스 백신(로타릭스)을 접종했다. 소
아마비 백신의 경우 유아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주사형 

소아마비 백신(IPV)을 접종하고, 다른 한 그룹에는 경구 소아마비 

백신(OPV)을 접종하였다.



/ 5150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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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전성

2015년에 IVI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도구인 백신부작용 정보관리시
스템(VAEIMS)을 스리랑카에서 가동했다. VAEIMS는 주변 의료센
터의 백신 안전성 데이터를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효율적으로 전송
하기 위해 IVI가 개발한 것이다. VAEIMS는 공중보건 당국의 백신 

안전성 데이터 보고,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개선하여 일반 대중의 백
신 안전성 문제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스리
랑카에서 처음 이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했으며, 여타 개발도상국에
도 도입할 계획이다. VAEIMS는 IVI가 참여하는 WHO 글로벌백신
안전성사업단(GVSI)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GVSI의 목표는 모든 

국가에서 백신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추게 하
는 것이다. VAEIMS는 GVSI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다.1

제15차 백신학 연수과정,
2015년 5월 11~15일 개최

IVI는 지난 15년 동안 연례 백신학 연수과정을 시행했다. 아시아에
서 가장 오랫동안 진행한 백신학 연수과정 중 하나인 IVI 백신학 과
정을 통해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이 연수를 받았다. 이 과정의 목표
는 역량강화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백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다. 이 과정은 저중소득 국가(LMIC)의 백신 전문가들에게 백신학을 

교육하여 LMIC 사이의 협업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개발을 촉진한
다. 참가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국가 참가자 다수에게는 참가비를 

지급한다.

IVI의 본부에서 5일 동안 진행되는 이 과정은 역학과 면역학의 기본
에서부터 백신 발굴, 개발 및 도입과 관련된 개념과 이슈들까지 백
신학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 과정은 학계, 산업계 및 세계 공
중보건 전문가들의 강의와 대화형 사례연구가 결합되어 있다.

역량강화

1 WHO GVSI Bulletin, 8th Edition (April 2015). 

제롬 김 IVI 사무총장이 백신학 과정 참가자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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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정 설문조사에서 과정의 전반적인 

수준이 매우 높았으나 개선의 여지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임상시
험 설계, 백신 안전성 및 약물부작용감시에 관한 강의와 사례연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게진되었다.

16차 백신학 과정은 2016년 9월 26~30일에 IVI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15차 IVI 백신학 연수과정 참가자들

2015년 백신학 연수과정에는 29개국에서 91명이 참가했으며, 10

명에게 참가비를 제공했다. 교수진은 IVI와 WHO 등 국제기구, 미
국 국립보건원 등 연구기관, 런던위생 및 열대의학대학원 등 대학, 

산업계 및 비영리단체 소속의 전문가 30명 이상으로 구성되었으며, 

제롬 김 IVI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스웨덴은 2002년부터 IVI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해오고 있다. 스웨덴 고등교육청의 

비베카 페르손(오른쪽에서 네 번째),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의 로스 마리 발로우(오른쪽에
서 세 번째)가 IVI 임직원과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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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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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의 핵심 운영기금 지원국은 유치국인 대한민국과 스웨덴이다. 공
공/민간 단체와 개인들도 현금 및 현물 기부를 통해 IVI의 사업과 프
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다. IVI 한국후원회(KSC)의 노력으로 한국의 여
러 기업과 단체, 개인들의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후원자가 많아 모두 

aSSIST CEO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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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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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성 

셀트리온

종근당 고촌재단

CCNC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코리아나 화장품

영문 월간 디플로머시

경제교류센터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수출입은행 

메리유재단

독일연방교육연구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바이올로지컬스

녹십자홀딩스

인셉타 백신

기아자동차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질병관리본부

외환은행나눔재단

한국패션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IVI 한국후원회

LG 전자

이상희 앤 프렌즈

대한민국 교육부

대한민국 외교부

한국연구재단

화이자제약

로버트코흐연구소

라파스

SK 케미칼

삼진글로벌넷

사노피 파스퇴르

싸토리우스코리아 바이오텍

서울대학교 연구처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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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양현재단

열거할 수는 없으나, 모든 분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전체 후
원자 명단은 IVI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ivi.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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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단위: USD) 2015 2014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 12,380,328 13,915,719
대한민국 정부 3,631,659 3,192,405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720,420 - 
법인 / 개인 / 기타 3,095,397 4,485,623
한국 정부 연구 지원 1,294,612 1,947,422
투자(이자 소득) 35,005 72,912
총 수익 21,157,421 23,614,082

자산 2015 2014

현금 및 현금등가물 5,126,466 19,727,307
은행 예금 21,409,144 8,056,188
기타 유동 자산 1,031,521 860,065
기타 자산 1,090,148 762,415
총 자산 28,657,279 29,405,975

부채 및 순자산 2015 2014

지원기금-이연보조금 23,079,592 23,604,226
기타 유동 부채 1,843,335 909,256
기타 부채 -
순자산 3,734,352 4,892,493
총 부채 및 순 자산 28,657,279 29,405,975

총 비용(단위: USD) 2015 2014

프로그램 서비스 16,634,140  20,130,889 
연구 지원 1,287,420 1,095,012 
일반 관리 3,081,691 3,042,427 
통신 및 홍보 831,373 802,065 
총 비용 21,834,624 25,070,394 
환차익(환차손) (480,939) (778,584)
순 잉여금(손실) (1,158,141) (2,234,896)

2015년 재무제표 요약 (2014년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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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서비스
■ 연구 지원
■ 일반 관리
■ 통신 및 홍보

76%

4%

14%

6%

■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
■ 대한민국 정부 

■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 법인 / 개인 / 기타
■ 한국 정부 연구 지원
■ 투자(이자 소득)

2015

2015

2014

2014

59%

6%

15%

17%

3%

수입 현황

지출 현황

59%

8%

19%

14%

3%

12%

5%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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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 설립 
협정 조인국

방글라데시

이스라엘

버마

필리핀 

터키

부탄

자메이카

네팔

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

브라질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벨기에

베트남

중국

키르기스스탄

오만

세네갈

세계보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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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레바논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집트

라이베리아

파나마 

스웨덴

인도

몰타

파푸아뉴기니기니

타지키스탄

인도네시아

몽고 

페루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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