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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보고서
국제백신연구소 IVI는 1997년에 UNDP의 주도하에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로서 세계보건을 위한 백신의 개발과 보급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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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kotozandrindrainy) 교수가 안디나 지역에 안전한 물 이용을 위해 마련된 저수 관개 시스템을 둘러 보고 있다. 
IVI의 마스코트인 과학자 곰 인형 샘도 보인다. / 사진 출처 IVI / 안드레아 하셀벡(Andrea Hasel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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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의 파트너 및 동료 여러분,

2019년이 끝나기 몇주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19(COVID-19)가 세계적 대유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현재 모두가 대처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 가지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인류 보건의 
위협은 신속한 공동 대응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IVI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백신이 세계 
공중보건에 필수적이며,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핵심적인 믿음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한 해 IVI는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풍토성 장티푸스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할 
신규 장티푸스 접합백신의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고, 경구용 콜레라 백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백신조성 단순화 작업에 돌입했으며, 전 세계적인 항생제 내성의 위협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응답했습니다. 또한 A군 연쇄상구균 백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력 연합체를 구성하고,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의 국제 표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아프리카의 지역사회가 주혈흡충증을 억제 및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하도록 IVI의 실험실의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IVI는 신종 글로벌 보건 위협에 대응하고 소외 질병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 및 
다양화하는 한편, 저소득 국가에서 진행중인 콜레라 및 장티푸스 예방 사업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갔습니다. 2019년 11월 기준으로 WHO 비축분을 통해 총 4,200만여 도즈의 유비콜/
유비콜-플러스가 공급되어 외래 및 풍토성 콜레라 위협에 노출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IVI는 경구용 콜레라 백신 제조업체들이 필수적인 표준시약을 원활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착수하였습니다. 3월에는 서아프리카에서 협력기관들과 함께 신규 장티푸스 
접합백신(TCV)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에 합류하였으며, 이는 현재 임상시험 
최종 단계에 있는 IVI가 개발한 TCV의 보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9년은 IVI에 하나의 이정표가 된 해였으며, 이러한 성과는 우리 임직원과 협력기관들의 
헌신, 회원국과 후원기관들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질병의 등장과 함께 
우리 모두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한 상황에서, IVI는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보다 건강한 세상은 도달가능한 목표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치면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으며,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롬 H. 김(Jerome H. Kim)

2019년을
돌아보며

32019년을 돌아보며



국제백신학과정을 통한 역량 강화
저중소득 국가의 백신 및 면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백신 및 보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IVI의 전략 가운데, 역량강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019년 제19차 국제백신학과정에는 49개국에서 
175명의 연수생과 교수진이 참여했으며, 백신 개발, 평가, 생산, 정책 
등을 다루었다.

제19차 국제백신학과정에 참여한 연세대학교 글로벌보건안보과정 대학원생들. 사진 출처: IVI

2019년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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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확충을 통해 항생제 내성에 대처
IVI가 이끄는 컨소시엄은 광범위하게 퍼진 항생제 내성(AMR) 
문제를 해결하고자 CAPTURA 사업을 개시했다. 영국정부 플레밍 
펀드(Fleming Fund)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CAPTURA 사업의 목표는 
AMR 및 항생제 사용에 관한 과거 및 현재 데이터의 양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지역 및 글로벌 수준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설정하고, 세균 및 관련된 질병들의 지리적 분포에 대하여 보다 
많은 지식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신규 병원체용 백신 개발
IVI는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신종 병원균에 
대응할 새로운 백신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중에는 영국 국립 생물의약품표준화 연구소(NIBSC)가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표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상당량의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중화 항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표준 물질을 위해 영국 국립 생물의약품표준화 연구소(NIBSC)에서 열린 IVI-NIBSC-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간 회의 모습. 사진 출처: I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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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T 장티푸스 접합백신 개발 최종 단계 돌입
장티푸스 접합백신 개발이 최종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향후 
2년간 네팔과 필리핀에서 임상 3상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파트너십으로 진행되는 이 시험의 목표는, 
장티푸스가 풍토성 질병으로 자리잡은 저중소득 국가의 국민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이 백신의 글로벌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다.

네팔 네팔건즈(Nepalgunj)에서 IVI의 Vi-DT 장티푸스 접합백신 임상 3상 시험 참여자 등록을 
맡아 진행할 사업팀. 사진 출처: I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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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주혈흡충증 백신 사업
IVI는 2019년 ‘아프리카 주혈흡충증 백신(VASA)’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EU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의 지원을 받아 
부르키나파소와 마다가스카르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스토실드® (SchistoShield®) 주혈흡충증 백신 임상 1상 연구다. 
이 사업에는 질병 감시 및 비용대비 효과 연구와 주혈흡충증 백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글로벌 컨소시엄의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도 IVI의 백신임상개발/보급/역학(EPIC) 
부서에 연구비를 지원하여 주혈흡충증 백신 개발 로드맵인 
통합제품개발계획(IPDP)의 수립을 돕고 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보건 인력 및 지역사회 공무원들의 주도로 진행된 지역사회 주혈흡충증 
인식 개선 모임. 사진 출처: I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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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콜레라백신의 비용 절감
현재 경구용 콜레라 백신(OCV)의 조성 단순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단순화가 완료되면 OCV의 가격이 낮아지고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IVI는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의 후원을 받아 기존 제제의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단일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여, 백신 수율을 높이고 
생산 능력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IVI 세번째 백신의 개발의 가속화
IVI는 살모넬라 백신에 대한 자체 예산의 초기 투자에 이어, 전임상 
개발 계획안에 명시된 모든 주요 목표를 달성하였다. IVI는 이어 
세계 최빈국 주민들에 영향을 미치는 장질환인 침습성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iNTS)를 예방할 백신 후보물질을 파악하고 선정하는 데 
필요한 연구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는 동물을 
이용한 개념증명 면역원성 연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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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연구개발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외교가의 참여
17개국의 대사와 고위급 외교관들이 2019 IVI 협력국 포럼에 참석했다. 
이 포럼은 한국 주재 외교관들을 한자리에 모아 UN의 글로벌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백신 연구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논의하는 연례 
행사이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하여 연설을 통해 IVI 
사업에 국제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였다.

품질 관리를 위한 투자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IVI GCLP 인증은 IVI의 관련 시설 및 시스템의 
확보, 인력의 교육 및 충원 등, IVI의 지난 2년에 걸친 품질관리 투자의 
효과를 재확인했다. 이번 인증을 통해, IVI의 GCLP 실험실이 국제 공인 
기준과 한국의 규제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2019 IVI 협력국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I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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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추진

IVI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IVI 사업은 17개의 SDG 중 11개와 관련된다.

SDG1 빈곤 퇴치
백신은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일을 방지하여 
지속적 빈곤의 원인이 되는 건강 문제를 완화하고 
가정이 빈곤해지는 것을 막는다.

SDG3 건강과 웰빙
백신과 백신접종은 사망률을 줄이고 질병과 장애, 암을 
예방한다. 또한 백신접종은 항생제 내성을 방지하며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보장한다.

SDG4 양질의 교육
백신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다. 

SDG5 성평등
성 평 등 과  건 강  형 평 성 은  서 로  관 련 되 어  있 다 .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E형 간염 바이러스(HEV) 
백신, A군 연쇄상구균(GAS) 백신에 대한 IVI의 연구는 
중저소득 국가 여성(아동 및 성인)들의 백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SDG6 깨끗한 물과 위생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잠비크에서 IVI 사업에 통합되어 
진행되는 WASH 캠페인은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 콜레라, 주혈흡충증,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질환을 막는 백신 접종은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오염된 
물의 사용에  따른 위협을 감소시킨다.	

SDG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IVI의 새로운 백신 개발 모델은 개발도상국의 백신 
제조업체를 통해 백신을 제조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의
백신 개발은 일자리 및 수출 기회를 창출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SDG9 산업, 혁신 및 인프라
IVI는 사용 승인 및 WHO 사전 승인 획득에 필요한 기술 
이전 및 기술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백신 제조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중저소득 국가의 새로운 과학 역량 및 인프라 
확충을 돕는다.

SDG10 불평등 해소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고 기존 백신의 접근성을 높이는 일은 
건강 평등성 개선에 기여한다.

SDG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도심 환경에서의 백신 접종 강화는 집단 발병의 위험으로
부터 도시와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	

SDG 13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 폭풍과 홍수가 발생하면서 
유행성 질환이 빠르게 퍼지게 된다. 수인성 질환에 대한 
백신 접종은 기후 변화가 보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IVI는 또한 2015년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환경 관리 계획을 개발 및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DG 17 목표를 위한 협력
IVI는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 및 연합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JEE 얼라이언스(JEE 
Alliance), 국제보건적정기술기구(PATH), 글로벌헬스기술
연구기금(RIGHT FUND), 세계보건기구(WHO), 스웨
덴국제개발협력청(Sida),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도의학연구회(ICMR),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2019 연례보고서10



세계 공중보건에서 성평등의 중요성

성평등과 건강 평등성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고 기존 백신의 접근성을
높이는 일은 세계 전역, 특히 저중소득 국가의 
여성(아동 및 성인, 임신부)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IVI는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부터 
여성과 임신부를 보호하기 위해 HPV, E형 간염
바이러스, A군 연쇄상구균 백신 연구를 촉진하고 
있다.

국제백신연구소(IVI)
발굴, 개발, 보급

카타리나 마이그렌 슈테페손
(Catharina Maijgren Steffensson)
의사, 사렙타 테라퓨릭스 부대표
IVI 이사회 이사

“편견을 줄이고
과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적, 문화적 배경,
경험을 가진 과학자를 확보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하게,
성평등의 관점과 업무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여성과 남성의 삶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웰빙

* 장애보정생존년수(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백신 접종 
· 사망률 감소, 질병· 장애· 암 예방 SDG3
· 가정이 빈곤해지는 것을 방지 SDG1
· 어린이의 지속적인 학교 교육을 가능하게 함 SDG4
· 경제성장 촉진 - 평등성 SDG8/10
· 인구 증가율 감소 - 지속가능성 SD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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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협력에 기반한 혁신적인 백신 개발로 중저소득 국가 및 세계 
공중보건에 기여

IVI는 세계 최빈국에 영향을 미치는 콜레라, 장티푸스,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주혈흡충증, 
A군 연쇄상구균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백신 개발 및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VI의
목표는 중저소득 국가의 취약계층에서 이러한 백신의 이용 및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IVI는
또한 생물학적 위험과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세계 공중보건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신종
감염병들에 대한 백신 연구 및 항생제 내성(AMR) 연구에도 집중하고 있다.

IVI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24개국에서 각국 정부, 자선단체, 백신 제조업체 등
160여 개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파트너들과 함께, 연구, 기술이전, 백신 공정개발, 임상시험,
백신 사용승인 및 국제적 사용을 위한 WHO 사전승인(PQ) 획득, 공중보건 연구, 백신접종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IVI는 이러한 협업을 통해 SDG를 달성하고 글로벌 보건
안보의 향상을 도모한다.

환경에 대한 책임의 이행

2019년 4월, IVI는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음으로써 통합 환경관리 시스템의 채택을 향한 확고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 평가를 통해 환경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IVI
활동들이 확인되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IVI는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명확한 목표가 포함된
환경 정책을 수립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내부 환경위원회를 구성했다.

IVI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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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은 개인과 공동체, 사회 전체에 막대한 가치를 생성한다. WHO 추산에 따르면, 기존 백신을 충분히 사용할 경우 연간 250만 명의 목숨을 구하고 
수백만 명의 질병과 장애를 막을 수 있다. 백신에 1달러를 사용하면 미래 의료비용, 소득 손실, 생산성 손실에서 16달러가 절감된다. 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한
투자수익률(ROI)은 44배에 달한다(Health Affairs, 2016).

IVI의 기여

기존 백신을 전면적으로 접종할 경우
연간 250만 명의 인명을 구할 수
있음(WHO)

백신에 1달러를 사용하면 미래 보건
비용, 소득 손실, 생산성 손실과
관련하여 16달러가 절감됨
(Ozawa et al, Health Affairs, 2016)

정부 및
후원기관의
지원 활성화

기술이전 및
백신 개발

백신 사용승인 및 
국제적 사용에 필요한
WHO 사전 승인 획득

공중보건 연구 및 
백신접종
캠페인

백신의 중요성

IVI의 역할

영향

백신접종은 학업성취/IQ, 아동 생존율,
부모의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며 AMR 방지 
및 빈곤 감소 효과가 있음

백신접종은 개인과 공동체, 
사회에 막대한 가치를 생성함백신 투자수익률(VROI)백신은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음

국가 및 국제
후원기관 지원

WHO

국제보건
기관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

인도 ICMR스웨덴 Sida

국가
규제당국

현지
보건당국

질병관리본부

인셉타 바이오파마SK바이오사이언스유바이오로직스샨타
바이오테크닉스바바이오텍

44 : 1

SDG 달성 지원 글로벌 보건안보 
개선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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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 백신으로 세계 공중보건에 비용 혁신 달성

백신의 개발 및 상용화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수많은 위험이 수반된다.
따라서 저중소득 국가에서 주로 발병하여 시장이 한정적이고 주목 받지 못하는 질병의 경우에는
기업으로 하여금 백신 연구에 투자하게 할 유인이 거의 없다. IVI는 다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백신의 발굴을 위해 노력한다.

상업성은 낮지만 공중보건에는 매우 중요한 감염병 백신의 개발 및 보급

IVI는 백신 제조업체, 정부, 후원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공공 시장용 백신의 개발 및 사용
승인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을 동원함으로써 이러한 간극을 메운다. IVI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
혁신을 백신 제조업체에 이전하고, 백신 제조업체와 교육, 임상시험, 생산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백신 혁신을 주도한다.

백신 제조업체는 기술과 지원을 받는 대가로, ‘공공시장 공급 협약’을 통해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공공부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IVI는 지적재산권으로 이윤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복수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백신 제조기술을 이전하고 임상개발을 지원하며 WHO
사전승인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공공부문 시장에 필요한 충분량의 백신을
공급하는데 기여한다.

세계 공중보건에
중요한 질병을

예방

개발도상국
제조업체에서

쉽게 생산

낮은 비용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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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파트너십 모형을 통해, IVI에서 기술 이전한 경구용 콜레라 백신 4,200만여 도즈가 20개국 
이상에 공급되었고(2019년 11월 기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의 전 세계 비축분의 80%를 
IVI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한 한국 제조업체에서 공급하고 있다. IVI 장티푸스 접합백신도 WHO 
사전 승인을 앞두고 있다.

백신 개발 비용 추산치
(단위: 100만 달러)

머크 HPV
백신

250

0

50

100

150

200

GSK 로타바이러스
백신

IVI 장티푸스
백신

IVI 콜레라
백신

1.	https://www.the-scientist.com/column/how-much-should-gardasil-cost-46260
2.		Light D, Andrus J, Warburton R. Estimated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of rotavirus 

vaccine. Vaccine 27(47), 6627–6633 (2009)

IVI 백신 개발 모델  낮은 비용, 높은 효과

저렴한 백신 =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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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8

0 10 20 30 40 50

듀코랄

샨콜

유비콜

유비콜
플러스

경구용 콜레라 백신: 2018년 도즈 당 가격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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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 콜레라 백신
라이선스 버전

 시장 가격    공공 가격

시장 가격

공공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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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의 2018~2021년 전략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1.	 	새로운 거점: 유럽, 아프리카, 인도, 미국 지역에서 더 많은 잠재적 재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및 

연관성 유지 
2.	 	새로운 백신 개발 프로그램: 세계 공중보건에 필요한 신규 백신 후보 파이프라인의 강화
3.	 	새로운 임직원 채용과 역량 강화: 새로운 기회의 최대한 활용 및 기존 프로젝트를 적절한 시간
     내에 예산에 맞춰 수행하는데 IVI가 필요한 인재의 채용

IVI 의
전략적 발전

2015-2017

2018-2021

IVI는 전 세계 파트너들과 함께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계
공중보건에 중요한 백신의
연구개발을 가속화한다.

지속가능성

연관성 유지 역량

임상 개발 중인 
새로운 백신

1~2개

새로운 후원자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거점

IVI의 새로운 역량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

새로운
거점

새로운
백신

새로운
직원

미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백신의 발굴, 개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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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중보건 가치 사슬의 모든 단계에 
독보적으로 참여하는 IVI

백신 파이프라인 - 내부 자체 개발
IVI에서 개발 중인 백신 후보물질

백신 파이프라인 – 외부에 대한 지원
외부 백신 개발자와의 협력

▪위 백신들은 각기 다른 개발 단계에 있음
▪불활화 경구용 콜레라 백신은 사용 승인 및 WHO 승인을 받은 첫 제품
▪Vi-DT 장티푸스 접합백신은 IVI 파이프라인에서 다음 백신임(2020년)

전임상

전임상

임상

임상

사용 승인/
WHO 사전 승인

사용 승인/
WHO 사전 승인

불활화 경구용 콜레라 백신 (샨타, 유바이오로직스)

HPV: 1회 접종 연구(글락소스미스클라인: 서바릭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아데노바이러스 55형 백신

지카 백신

B형 간염 마이크로니들

A형 간염 백신

결핵 백신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백신

이질균 백신

메르스(진원생명과학)

주혈흡충증 백신(PAI 라이프사이언스: 시스토실드®)

Vi-DT 장티푸스 접합백신 (SK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파마)

E형 간염 백신(시아먼 이노백스 바이오텍: 헤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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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티푸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200만~2,200만 명이 발병하고

12만~60만 명이 사망
침습적 살모넬라 감염 – 전 세계 이환 및 사망의 주된 원인 중 하나

남아시아의 질병 부담이 가장 높음

IVI,
최빈국질병퇴치(DOMI)
프로그램을
통해 장티푸스
질병 부담 연구 시작

2021년까지 TCV
최소 추가 1개의
WHO 사전 승인
획득 목표

아시아 Vi
백신(VIVA)
프로그램 시작

나이지리아 및
SETA 현장에서
장티푸스 감시를
지속하기 위해
SETA+ 프로그램 시작

Vi-DT 장티푸스
접합백신 임상
3상 돌입(2020년)

아프리카
장티푸스 감시
프로그램(TSAP)
수행

IVI에서 장티푸스
접합백신(TCV)을
개발하여 한국
SK바이오사이언스와 
인도네시아
바이오파마에
기술 이전(2014년)

아프리카의
장티푸스 중증도, 
사망률, 비용, 경제
영향과 관련된 정보 
부족을 메우기 위해
아프리카 중증장티푸스
실태조사(SETA)
프로그램 수행

아프리카 TCV
도입과 관련하여
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THECA 프로그램
착수

장티푸스
IVI의 장티푸스 프로그램은 차세대 장티푸스 
접합백신(TCV)의 개발 및 도입을 촉진한다.

2000

2021 2020 2019

2007 2010-2014 201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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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는 현재 SK, 
바이오파마와 함께 

2022년 말을 목표로 사용 승인 및 
WHO 사전승인 획득을

위한 임상개발을 진행 중이다.

개발

IVI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원천 기술을 활용하여 
살모넬라 타이피균 Vi 다당류를 디프테리아 독소에 접합하여 
장티푸스 접합백신(TCV)을 개발했다. 다른 장티푸스 백신과 
달리 장티푸스 접합백신은 유아(고위험군)의 장티푸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VI는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 인도네시아의 바이오파마, 방글라데시의
인셉타에 이 기술을 이전하고, 현재 SK 및 바이오파마와 함께
2022년 말을 목표로 사용 승인 및 WHO 사전승인 획득을
위한 임상개발을 진행 중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TCV 
1상, 2상, 3상 임상시험은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필리핀에서 진행된 1상 연구는 어떠한 안전성 문제도 없이 
완료되었으며, 144명의 참여자(만 2~45세) 전원에게서 혈청 
전환이 일어났다. 2상 연구는 접종 일정 연구로, 참여자에게
Vi-DT를 1회 접종하거나 Vi-DT 또는 위약을 2회 접종하였다. 
3상 연구는 네팔과 필리핀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참여 연구자 미팅. IVI 연구팀은 이 미팅에서 현장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계획서와 표본 추출, 전자 데이터 수집을 검토했다. 사진 출처: I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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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는 또한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의 후원을 받아 바이오파마
에게 Vi-DT TCV 기술 이전 및 
임상 시험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했으며 제조 공정 개발, 임상/규제/프로젝트 관리 사안과 
관련하여 바이오파마와 협력 중이다. 바이오파마는 2017년 
1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1개 기관에서 임상 1상 
시험을 완료했다. 결과는 SK 1상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안전성 문제도 없었다. IVI와 바이오파마 연구팀은 함께 
3상 연구 설계를 진행하고, 연구계획서 초안을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에 제출했다. 바이오파마는 WHO 사전 승인 
요건에 맞춰 인도네시아 내 3개 기관에서 3상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아프리카 중증장티푸스 실태조사 
프로그램(SETA, SETA+)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이 후원하는 중증장티푸스 
실태조사(SETA) 프로그램에 따라, 2년에 걸쳐
아프리카의 6개국(가나, 부르키나파소,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에티오피아)에서 장티푸스 
감시 활동이 진행되었고 이후 작년 11월 처음으로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열대의학 및 위생학회(ASTMH) 
컨퍼런스에서 장티푸스 발생률 추산치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임상감염병(Clinical Infectious 
Diseases) 학술지 증보판에 연구계획서,모니터링 
방법론, 이전 및 현재 TSAP 연구 결과가 게재되었다. 
또,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은 SETA 5개국(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가나,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에서 
진행된 장티푸스 감시 활동을 연장하는 SETA+ 프로그램에 
추가 지원금을 제공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초에
시작될 예정이다.

네팔 카트만두 두리켈병원의 Vi-DT 임상 3상 연구팀은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장·설사질환/세계공중보건팀 대표단과 함께 향후 임상시험을 진행할 현장을 
방문하여 준비상황을 논의했다. 사진 출처: I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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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코소도병원의 SETA+ 실무 연구진
사진 출처: IVI / 저스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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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마다가스카르에서 THECA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해 전략자문단 회의를 열고 SETA+ 프로그램을 공식 개시한 장티푸스 감시 및 백신 효과 팀. 
사진 출처: IVI

장티푸스 백신 접종(THECA) 

SETA/SETA+ 감시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대륙의 질병 부담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다.

장티푸스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실제 질병 부담에 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에, 새로운 백신 접종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장티푸스 백신접종의 효과를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2018년 1월에 타이바(Tybar)-TCV® 가 WHO 
사전승인을 획득하면서, UNICEF와 범미주보건기구(PAHO)를
통한 TCV 조달 및 공급이 가능해졌다. 혈청 데이터에 따르면, 
최대 생후 6개월의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타이바-TCV®(바랏 
바이오텍, 인도 하이데라바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용 승인을 확보하고 국가 의사결정권자에게 타이바-TCV® 

도입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부담 
환경에서의 임상 보호(직접적 보호 및 인구집단 수준의 보호 
포함)와 효능, 실제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IVI는 캠브리지대학교가 주도하고 유럽/개발도상국
임상시험 파트너십(EDCTP)과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이 공동 
지원하는 TCV 프로그램(THECA)에 참여하고 있다. THECA 
프로그램의 구체적 목표는 장티푸스가 풍토성 질병으로 
인식되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공중보건 사업에 TCV를 도입하는 
결정을 내릴 때, 합리적인 선택에 필요한 필수적인 증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현장에서 타이바-TCV® 백신의 
접종 시행 가능성, 수용도, 영향, 비용대비 효과를 조사한 
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 달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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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장티푸스 접합백신 

타이바(Tybar)-TCV® 
가 WHO 사전승인을 

획득하면서 UNICEF와 
범미주보건기구(PAHO)를 
통한 TCV 조달 및 공급이 

가능해졌다.

후원기관

파트너
및 협력기관

•	 SK바이오사이언스(한국)
•	 PT 바이오파마(인도네시아)
•	 인셉타 백신
•	 바랏 바이오텍
•	 바이오메드
•	 자이두스 카딜라
•	 바이올로지컬 E
•	 란조우생물제품연구소
•	 핀레이연구소
•	 월백스
•	 세계보건기구 WHO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필리핀 NRA
•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	 네팔 식약청(DDA)
•	 네팔 보건연구위원회(NHRC)
•	 	열대의학연구소, 필리핀
•	 국립종합병원, 인도네시아
•	 네팔 및 필리핀 현장
•	 캠브리지대학교 의과대학, 영국
•	 	크웨임엔크루마과학기술대학교, 가나 쿠마시
•	 	국립의학연구소,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샤
•	 	열대의학연구소, 벨기에 안트베르펜
•	 메리유재단, 프랑스 리옹
•	 와가두구대학교, 부르키나파소
•	 안타나나리보대학교, 마다가스카르
•	 메릴랜드대학교, 미국 매사추세츠주 볼티모어
•	 국제설사병연구센터, 방글라데시
•	 국제백신연구소(IVI), 한국 서울

•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	 	제2차 유럽/개발도상국 

임상시험 파트너십 
프로그램(EDC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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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
IVI의 콜레라 프로그램은 양질의 저렴한 경구용 콜레라 백신의

충분한 공급을 보장하고, 고위험
환경에서의 도입 및 사용을 위한 증거 데이터를 생성한다.

IVI, WHO
기준에 맞춘
mORCVAX(베트남)
개량 및 공정
재개발 시작

IVI가 2008년에
기술 이전한
샨콜(인도)이 WHO
사전 승인 획득

IVI가 2010~2011년에
기술 이전한
유비콜(한국)이
WHO 사전 승인 획득

유비콜-플러스가
WHO 사전 승인 획득. 
플라스틱 튜브형으로
접근성이 높고,
개당 비용이 1.2달러 
이하로 비용 대비 
효율이 뛰어남

IVI가 2014년에
기술 이전한
콜백스의
방글라데시 등록
완료

IVI가 2019년에
기술 이전한
BIBCOL(인도)의
인도 등록
예상(2023년)

2006

2023

2011

2020

2015

2017

콜레라
풍토성 국가 69 개국에서 13억 명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매년 130만 ~ 400만 건이 발생하고 21,000명 ~ 143,000명이 사망
• 빈곤, 위생 불량, 깨끗한 식수 부족과 관련됨

• 인도주의적 위기에서 치명적인 창궐 사태의 원인이 됨
• 5세 미만 아동이 특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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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의 경구용 콜레라 백신(OCV) 개발은 2006년 베트남 
바바이오텍이 사용한 기존의 OCV를 개량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IVI는 이 기술을 다수의 제조업체에 이전하고, 
이들 중 일부와는 백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후 경구용 콜레라 백신인 샨콜™, 유비콜®, 유비콜-
플러스®가 WHO 사전승인을 획득하고 구매가 가능해졌다. 
2020년 초에는 콜백스가 방글라데시에서 등록을 완료했고, 

서울에서 열린 ‘경구용 콜레라 백신 국제 표준’ 회의. 사진 출처: IVI

2023년까지는 인도에서 BIBCOL 등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IVI에서 기술 이전한 경구용 콜레라 백신 
4,200만여 개의 도즈가 20개국 이상에 공급되었다. 하지만 
이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서 예측한 OCV 수요에 비교할 
때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공급량이다. GAVI의 예측에 따르면, 
WHO의 ‘2030년 콜레라 퇴치 로드맵’ 목표를 달성하려면 약 
6억 7,000만 도즈가 필요하다.

업체 상표 IVI 파트너십 개발 단계

바바이오텍
(베트남)

mORCVAX IVI에서 WHO 기준에
맞춰 개량 및 공정
재개발

베트남 내 사용 승인(mORCVAX™)

샨타 바이오테크닉스
사노피 그룹
산하(인도)

샨콜TM 기술 이전
2008년 5월

인도 내 사용 승인(2009년 2월)
WHO 사전 승인(2011년 9월)

유바이오로직스
(한국)

유비콜®
유비콜-플러스®
(플라스틱
튜브형)

기술 이전
2010-2011

수출 승인(2014년)
WHO 사전승인(2015년 12월)
유비콜-플러스 WHO 사전
승인(2017년)

인셉타
(방글라데시)

콜백스® 기술 이전
2014 5월

방글라데시 내 등록(2020년 1월)

BIBCOL(인도) 기술 이전
2019년

2023년 등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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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는 2019년에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으로부터 OCV 개량 
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새로 획득했으며 이를 통해 25%의 
생산비용 절감과 35%의 유비콜 생산 능력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OCV의 다섯 가지 성분 중 효능에 
필요한 성분은 단 2 개라는 강력한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성분 간소화에 성공하고 이를 모든 제조업체와 
공유한다면 백신 비용을 낮추고 공급을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이다.

IVI는 또한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으로부터 세계보건 
시장의 저비용 OCV 제조업체들에게 필수적인 표준 및 
시약을 공급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진행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OCV 제조 및 공급에 국제 표준화가 이루어진다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서 현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고 
밝힌 39개국에 사전승인을 획득한 저렴한 백신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KOICA 국제질병퇴치기금에서 후원하는 MOCA 사업에 참여하는 모잠비크 쿠암바 의료진. 사진 출처: IVI

이러한 조성 간소화에 
성공하고 이를 모든

제조업체와 공유한다면 백신 
가격을 낮추고 공급을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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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는 공급 확대와 새로운 백신접종 전략이라는 목표를 위해 
새로운 콜레라 접합백신(CCV)의 전임상 개발을 완료하고자 
하버드 의대 부속 매사추세츠종합병원 및 유바이오로직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글로벌헬스기술연구 기금(RIGHT 
Fund)의 지원과 IVI 자체 연구비로 진행되는 이번 협업에는 
개발된 실험실용 제조 공정의 기술이전이 포함되어 있다.

보급

IVI는 2019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후원한 모잠비크 
콜레라 예방·감시(MOCA) 사업을 통해 감시 대상 500여 
가구(家口)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설문조사(HCUS)와 
데이터 정리, 수질 및 위생 개선 (WASH) 활동을 완료했다. 
현재는 감시 및 질병 비용 연구가 진행 중이며, 2020년 9월까지 
연구가 이어질 예정이다.

2015년 말 시작된 말라위 콜레라 감시(CSIMA)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 중으로, 질병 감시를 8개월 연장하고 치콰와 
지역의 집단면역 효과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추가 연구비도 
확보하였다.

말라위는 OCV 도입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말라위 
보건부는 IVI의 CSIMA 프로그램에 따라 국가 콜레라 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2017/2018년에는 국민 상당수에게 백신을 
접종했다. IVI는 2 개의 서로 다른 구역에 소재한 40개의 
지역 보건소에서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는 집단면역을 포함한 말라위 백신접종의 성공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감시 팀은 
웰콤트러스트재단(Wellcome Trust)으로부터 2020년 중반에 
진행될 최종 워크숍까지 활동할 수 있는 후원금을 지원받았다.

후원기관

•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웰콤 트러스트 재단
•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RIGHT Fund)

•	 하버드의대 부속 
   매사추세츠종합병원
•	 	바바이오텍(베트남)
•	 샨타바이오테크닉스(인도)
•	 	유바이오로직스(한국)
•	 인셉타(방글라데시)
•	 	BIBCOL
•	 	WHO 국제콜레라퇴치사업단(GTFCC)
•	 	네팔 보건복지부 역학·질병관리분과(EDCD)
•	 	굿네이버스
•	 	네팔 보건복지부 국립공중보건연구소
•	 	세티권역병원, 티카푸르병원, 마라케시병원
•	 	네팔 보건국
•	 	존스홉킨스대학교 블룸버그공중보건대 

국제보건학과
•	 	네팔 WHO 및 UNICEF 국가 사무소(WaSH 사업)
•	 모잠비크 국립보건연구소(INS)
•	 모잠비크 보건부
•	 	연구 지역 내 병원 및 보건소
•	 	대상 지방 내 중앙 및 권역 표준 실험실
•	 	일부 의료시설 내 실험실(이용 가능한 경우)
•	 	다부문 종합 국가 콜레라 통제 및 예방 논의에 

참여한 기타 모잠비크 정부 부처
•	 	다부문 이해관계자로 참여한 모잠비크 WHO 및 

UNICEF 국가 사무소

파트너
및 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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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백신 개발 가속화
NTS 및 이질균

IVI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경구용 콜레라 백신과 장티푸스 접합백신의 성공에 이어, 
IVI는 두 가지 백신 후보인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NTS) 백신과 이질균 백신의 전임상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다.

IVI는 2019년 살모넬라 백신 전임상 개발 계획에서 구상한 
핵심 목표를 모두 달성했으며, 웰콤 트러스트재단으로부터 
2023년까지 백신 개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33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현재는 소형 동물을 이용한 개념증명 
면역원성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 연구가 끝나면 확대 생산 
공정 개발, 제조업체로의 기술 이전, 독성 연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질균
• 심한 설사와 이질을 유발하는 침습적 세균

• WHO 추산에 따르면, 매년 1억 6,500 만 명이 
이질균에 감염되어 16만 4,000명이 사망함. 

이질균은 항생제 내성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백신이 시급히 필요함

세번째 백신 개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VI는 이질균 
4종 및 50가지 혈청형에 대해 광범위한 보호 효과를 갖는 
경구용/비경구용 이질균 백신을 개발 중이다. 2019년에는 
재조합 PSSP-1 단백질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 
재조합 단백질은 이질균의 바이러스 벡터 백신 후보보다 
뛰어난 방어 면역 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조합 
단백질 정제 및 개념증명 연구를 위해 다양한 유전자 변형 
PSSP-1 시험이 진행 중이다.

침습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 위장염, 설사, 발열, 균혈증, 국소 감염을 
일으키는 침습적 세균성 질병빈곤, 위생 불량, 

깨끗한 식수 부족과 관련됨

• 	IVI 
• 웰콤 트러스트 재단 • IVI

세번째 백신 살모넬라 –
주사형 3 가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NTS) 백신 개발

세번째 백신 –
범용 이질균 
백신 개발

후원기관후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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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 CEPI• 삼성생명공익재단

• 진원생명과학
• 충남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CEPI 메르스 사업

2019년 IVI는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백신 후보를 
평가하기 위한 국제 표준을 수립하는데 기여했다. IVI는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의 지원으로 충남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한국의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회복 
환자의 혈청을 수집했다.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중화 항체
역가가 높은 혈청을 수집하고 이를 영국 국립생물의약품
표준화연구소(NIBSC)에 전달했다.
NIBSC에서는 현재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표준 물질을 
확립하기 위해 후보물질을 제작 중이다.
IVI와 한국 파트너가 수집한 혈청은 CEPI 중간 표준 물질 및 
WHO 국제 표준 물질 확립에 사용될 예정이다.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 박쥐와 낙타에서 유래한 바이러스 감염. 발열,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음
• 2012년 아라비아반도에서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가 집단 발병하여 전 세계로
전파되었으며, 이를 통해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의 시급한 필요성이 확인됨

백신 개발

IVI의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프로그램은 2015년 말 
삼성생명공익재단의 후원으로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한국 내 임상 2상 시험을 완료하여 메르스 백신 2종의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IVI는 DNA 기반 백신 후보를 
개발 중인 한국 바이오제약기업 진원생명과학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2019년에는 백신 투여를 완료하고 중간 검체 
분석을 시작하였다. IVI는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백신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후원을 받아 ELISA 및 중화
분석법을 개발 중에 있다.

후원기관후원기관

협력기관 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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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숲모기
매개 질병

IVI는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백신연구소(IVAC), 사빈백신연구소(SVI), 메리유재단(Fondation
Merieux) 뎅기퇴치파트너십(PDC)이 참여하는 뎅기 및 흰줄숲모기 매개 질병 컨소시엄(GDAC)에
참여하고 있다. GDAC 컨소시엄은 풍토성 뎅기열 발생 국가의 규제 당국과 백신 개발자들이 모여
차세대 뎅기열 백신을 개발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IVI는 앞서 GDAC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2019년에 싱가포르 듀크-NUS 의대에 그 역할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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뎅기열

2019년, 필리핀에서 뎅기열 백신 중 유일하게 사용 승인을 
획득한 뎅그박시아®에 대한 안정성 및 효과 연구가 진행되었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 
연구에서는 뎅기열에 노출된 적이 없는 백신 접종자의 질병 
증상 강화 가능성 및 일본뇌염(JE)과 지카 감염이 시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IVI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개발한 뎅기열 백신의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기관 간에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중앙집중형 백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cVDMS)을 
개발 중이다. 2019년에는 백신 제조기업 및 임상시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cVDMS 개선 작업을 계속 이어갔다.

지카

지카는 이집트숲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뎅기열과 유사한 경미한 증상을 일으킨다. 특히, 지카의 
위험성은 임신 중 감염과 관련되는데, 이 경우에 태아의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다. 2015~2016년 중남미에서 유행했을 
당시 지카에 대한 세계적 인식은 높아졌지만 지카 바이러스 
백신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2018년 한국 정부에서 지카 백신 후보 개발과 평가를 위하여 
IVI에 지원을 요청했다. IVI는 한국 질병관리본부의 후원을 
받아,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ChAdOx)와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VSV) 벡터를 이용한 지카 백신 플랫폼 2종의 
면역원성을 평가했다. 쥐를 이용한 면역원성 실험과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방어면역 실험이 2019년에 완료되었고, 
그 결과 지카 백신 후보 2종 모두가 생쥐 대상 챌린지 시험에서 
방어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IVI는 2019년 다케다제약의 후원으로 아시아 내 지카 질병 
부담에 대한 지형 분석을 완료하고 다케다제약의 최종 승인을 

후원기관

협력기관

협력기관

후원기관

•	 	미국 국립알레르기/
   감염병연구소(U.S. NIAID)
•	 	미국 국립보건원(NIH)
•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

•	 	미국 국립 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
•	 존스홉킨스대학교
•	 	부탄탄연구소
•	 	바바이오텍
•	 	인디언 이뮤놀로지컬스
•	 	인도 세럼인스티튜트
•	 	파나시아 바이오텍
•	 	메디젠 백신 바이오텍
•	 	대만 질병관리본부(CDC)

•	 	다케다제약

•	 질병관리본부
•	 	다케다제약

획득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진행 중인 연구 
또는 기존 표본을 이용한 추가 시험 결과가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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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및 계속 프로젝트
항생제 사용 및

항생제 내성 사이의 간극 해소

항생제 내성이란?
항생제 내성(AMR)은 미생물(세균, 바이러스, 일부 기생충)이 항균제 등 항생제의 

작용을 막아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표준 치료법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감염이 지속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

• 현재 세계 공중보건, 식량 안보, 개발의 최대 위협 중 하나
• 인간 및 동물 항생제 남용이 이를 가속화

• 입원 장기화, 의료 비용 상승, 사망률 증가로 이어짐

WHO는 항생제 내성(AMR)의 확산을 2019년 세계 공중보건에 
대한 10대 위협 중 하나로 선정했다. IVI는 콜레라 및 장티푸스 
감시 프로그램에 AMR 연구를 포함시켰으며, 현재는 AMR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저중소득 국가에서 AMR 감시를 

강화하고 항생제 사용과 내성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설립된 3 개의 플레밍 펀드 지역 후원금 사업에 참여 중이다.

과거 AMR 데이터
수집 후향적 데이터 지도
작성(수집 및 분석),
이해관계자 참여,
역량 강화

CAPTURA,
지역 1차 후원금

RADAAR,
지역 2차 후원금

EQASIA,
지역 2차 후원금

계획, 정책, 옹호
데이터 공유 및 정책
관련 분석을 통해 지역
당국 지원

AMR 관련 미생물 진단의 
품질 향상
AMR 관련 외부 품질보증 강화
덴마크 국립식품연구소(DTU
Food)와 컨소시엄(WHO AMR
협력센터, 식량농업기구(FAO, EU
AMR 표준 실험실)

• 백신이 AMR 과 싸우는데 중요한 역할
• 적절한 감시 시스템과 대응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증거가 필수적

• 백신이 AMR 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사업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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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URA(아시아 지역 항생제 
내성 양상 및 사용 동향 데이터 수집)

저중소득 국가의 많은 교육, 
연구, 의료기관에서 수년간
AMR 데이터를 수집해 왔지만, 
공개적으로 조사 결과가

공유된 적은 없었다. IVI가 이끄는 CAPTURA 컨소시엄은 두
가지 플레밍펀드 지역 후원금을 받아,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12개국에서 AMR 및 항생제 사용(AMU)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과거 및 현재 데이터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사업은 2019년 1월에 시작되었으며, 각국 보건부 내 
AMR 조정위원회와 협력하여 AMR 및 AMU 데이터를 
보유한 시설 및 기관을 파악하고 있다. 사업의 목표는 이러한 
기관들과 제휴하여 기존 데이터의 품질을 평가하고 데이터를 
디지털화함으로써, 플레밍펀드 우선순위 국가들 전체를
포괄하는 AMR 및 AMU의 지역 기준선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국제백신연구소(IVI)에서 열린 CAPTURA 출범 회의. 사진 출처: IVI

IVI는 브리검여성병원(WHONET), 공중보건감시그룹(PHSG), 
옥스포드대학교 빅데이터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는 
CAPTURA 컨소시엄의 운영을 책임지며 연구비를 관리하고 
이해관계자 회의와 국가/지역별 교육 및 워크숍 같은 국가별 
업무를 조정한다. IVI는 또한 국가별 품질 감시 및 데이터 세트 
수집/등급 결정/분석 등의 현장 데이터 수집 활동을 지원한다.

백신은 
항생제내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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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의 CAPTURA 팀이 지역 이해관계자, 파푸아뉴기니 보건부 및 WHO 국가 사무소 대표와 만남을 가졌다. 사진 출처: IVI

RADAAR(옹호, 대응 및 정책을 위한 지역 
항생제 내성 데이터 분석)

IVI는 CAPTURA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이끌면서 지역 
데이터의 공유 및 분석을 위한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AMR을 통제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의지를 위한 전 세계 및 지역적 차원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RADAAR 사업의 목표는 정책 입안자들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품질의 정보를 공유하고 그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CAPTURA, RADAAR, EQASIA 사업은 저중소득 국가 내 AMR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국 후원 기관인 플레밍 펀드의 기금으로 
진행되고 있다.

EQASIA(아시아 지역의 AMR 
외부품질보증의 강화)

IVI는 2020년 아시아 지역 내, 외부품질보증(EQA)의 강화를 
위해 덴마크공과대학교(후원금 주 수혜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아시아 지역은 AMR의 영향을 연구한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여, AMR의 발생 및 확산에 취약한 
상황이다. IVI와 덴마크공과대학교는 EQASIA 사업을 통해 
표준 실험실 전체의 EQA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 가용성, 수용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후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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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가스카르와
부르키나파소에서의 
주혈흡충증 대처 사업

마다가스카르 주혈흡충증(SOMA)

2019년 IVI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위험에 처한 주민들의 
주혈흡충증 감염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SOMA 사업을 
개시했다. SOMA 사업에서 주혈흡충증 예방 및 통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1) 고위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프라지콴텔(PZQ) 복용 캠페인, 2) 
수질 및 위생 개선(WASH)에 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진행, 식수 및 위생 시설의 건설.

주혈흡충증이란?
주혈흡충증은 주혈흡충기생충의 감염으로 유발되는 

소외열대질환(NTD)이다. 주혈흡충증은 79 개국을 위협하는 세계 
공중보건의 주요한 문제로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질병 부담이 특히 크다. 약 2 억 명이 이 병에 걸린 것으로 추산되며, 
7 억 7,900 만 명이 감염 위험에 처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출처: IVI/전주혜

•	 	한국 양현재단•	 	마다가스카르 정부

협력기관 후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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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주혈흡충증 백신(VASA)

IVI와 캠브리지대학교는 2019년 PAI 라이프사이언스가 개발한 
시스토실드® 백신의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VASA 사업에서는 부르키나파소와
마다가스카르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 1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레이던대학교와 함께 해당 
백신에 대한 인체 챌린지 시험 모델도 개발한다.

•	 	EU 호라이즌 2020

후원기관

협력기관

•	 레이던대학교
•	 	캠브리지대학교 
   의과대학(영국)
•	 	보건연구그룹(GRAS)/와가두구대학교
   (부르키나파소)
•	 안타나나리보대학교(마다가스카르)
•	 	텍사스공과대학교 보건과학센터(미국)
•	 PAI 라이프사이언스(미국)
•	 	레이던대학교 의료센터(네덜란드)
•	 예테보리대학교(스웨덴)
•	 	튀빙겐대학교 열대의학연구소(독일)

마다가스카르 암보시트라 주민센터에 새로 들어선 화장실 및 샤워 시설. 사진 출처: I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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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	 머독아동연구소
•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대학교  
   텔레톤아동연구소
•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	 국제보건적정기술기구(PATH)
•	 임페리얼칼리지
•	 인도의학연구회(ICMR)
•	 	인도 면역 국가기술자문단
•	 케이프타운대학교
•	 콜로라도대학교
•	 시프트 헬스 인터내셔널
•	 WHO

A 군 연쇄상구균 백신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 구성

A 군 연쇄상구균이란? 
A 군 연쇄상구균(GAS)은 TB, HIV, 말라리아와 같은 수준의 매우 치명적인 

감염병이지만, 관련 연구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A 군 연쇄상구균 감염은 보통 인후통으로 시작되는데, 치료하지 않고 둘 경우

심부전과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3,300 만 명이 
감염되고 50 만 명이 사망하며, 사망자 절대 다수가 저중소득 국가에서 

나온다. 감염 통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백신일 것이다.

2019년 IVI와 머독아동연구소가 협력해 A군 연쇄상구균 국제 
백신 컨소시엄(SAVAC)을 구성했다.
이 컨소시엄에는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텔레톤아동연구소, 
임페리얼칼리지, 국제보건적정기술기구(PATH), 
케이프타운대학교, 콜로라도대학교, 인도의학연구회(ICMR), 
WHO가 참여하고 있다.

SAVAC 컨소시엄의 목표는 WHO의 
2018년 GAS 백신 개발 기술 
로드맵을 실행에 옮겨,

류마티스열 및 류마티스 심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GAS 
백신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SAVAC 컨소시엄은 GAS 백신 개발을 둘러싼 리더십, 옹호, 
조직 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조율하며 완벽한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백신 투자 
사례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	 	웰콤 트러스트 재단

후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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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데노바이러스 55 형 
백신 프로그램

SFTS
백신 프로그램

아데노바이러스 55 형
아데노바이러스 55 형(AD55)은 폐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기도 감염이다. AD55 감염은 난민 수용소나 군대 훈련시설
같은 좁고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특히 유병률이
높다. 과거에 다른 혈청형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었으나, 현재 시판되는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은 없다.

IVI는 2019년 한국 질병관리본부 및 국군의학연구소와 협력하여 Ad55 
백신 전임상 개발을 시작했다. 국군의학연구소가 감염 환자의 Ad55 
바이러스를 IVI에 제공했고, 바이러스의 특성 파악 작업이 완료되었다. 
이후 분리된 Ad55의 면역원성을 평가하고 백신 후보를 확립하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사진 출처: IVI

IVI는 한국 가톨릭대학교, 국립제주대학교, 서울대학교와 
협력하여 2019년 SFTS 백신 초기 전임상 개발을 시작했으며, 
향후 비교 연구를 위해 몇 가지 백신 후보를 제작 중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동북아시아에서 풍토성으로 자리잡은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기후 변화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SFTS 는 작은 소참진드기에 의해 전염되며 
열, 구토, 설사, 복합장기부전, 혈소판 감소,

백혈구 감소를 일으킨다. 
치명률은 30%이다.

•	 한국 질병관리본부

•	 삼광의료재단

•	 	한국 국군의학연구소

•	 한국 가톨릭대학교 
•	 	제주대학교
•	 	서울대학교

후원기관

후원기관

협력기관

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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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HPV 백신 접종으로
보다 많은 여성을 자궁경부암

으로부터 보호

IVI가 태국에서 진행하는 HPV 백신 1회 접종 효과 연구의 
목표는, 태국의 8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백신 1회 접종 방식과 2회 접종 방식의 효과 및 
비용-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용 가능한 백신의 높은 비용과 
낮은 접종률을 고려할 때, 특히 저중소득 국가의 경우 1회 접종 
방식이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18년 12월에서 2019년 3월 사이, 태국 
우돈타니 지역과 부리람 지역에 거주하는 8학년 여학생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바릭스® HPV 백신을 1회 접종하거나 
백신 2회 접종을 권고했다. 또한 동일 지역의 10학년과 12학년 
학생 9,000명을 대상으로 소변을 1회 채취하여 HPV 유병률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선 조사를 수행했다.

초기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연령대에서 예상보다 높은 유병률이
나타났다. 현재 1차 영향 조사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백신
접종 이후 HPV 유병률의 감소를 평가하기 위한 이 조사는
2020년 11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의료 경제 연구도 2020년에
개시될 예정으로, 비용대비 효과를 평가하여, HPV 백신 접종과
관련한 태국의 국가 사업 및 세계 공중보건 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협력기관

•	 	태국 보건부 질병관리국
•	 	태국 국립백신연구소
•	 	쭐랄롱꼰대학교 바이러스센터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후원기관

태국

우돈타니

부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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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백신 프로그램

A 형 간염 백신

A 형 간염
A형 간염은 개발도상국에서 유병률이 높으며 WHO에서 
매년 150 만 건 이상의 사례가 보고된다. A 형 간염 백신 
3 종이 존재하지만, 가격이 비싸 (GAVI 를 통하는 경우 

회당 23 달러, 시중에서 구하는 경우 회당 100달러) 백신 
접종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백신을 공급하는 의료 

체계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IVI는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저렴한 A형 간염 백신 개발을 추진 
중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현재, 
A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주 생성과 면역원성 평가가 계속 진행
중이다.

IVI 임상연구실험실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가천대학교, 
쿼드메디슨과 협력하여 B형 간염 백신과 보조제를 투여하는 
마이크로니들 전달 시스템을 개발 및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B 형 간염 백신 
마이크로니들 전달 시스템

•	 한국 안동시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	 	가천대학교
•	 	쿼드메디슨

후원기관

후원기관

협력기관

협력기관

백신 전달방법 중 하나인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전통 방식인 
주사기에 비해 뚜렷한 장점을 가진다.
몇 가지 예로, 열에 안정적이고, 사용이 간편하고 통증이 
없으며, 작고 가벼우며, 제조 비용이 적게 들고, 처리가 용이해 
환경 영향도 낮다.

바이러스 
RNA

형질주입 감염성 바이러스
입자

역유전학을 이용한 HAV 백신 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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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형 간염 백신

E 형 간염 바이러스
E 형 간염 바이러스(HEV)는 매년 약 7 만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며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병원체이다. HEV 의 실제 질병 부담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임신부의 치명률이 특히 높고, 집단 발병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치명률은 25~40%이다. HEV 는 이주민과 난민에게 큰 부담을 주며,
유럽과 북미에서 주로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게서 만성 또는 급성 간염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WHO 사전승인을 획득한 E형 간염 백신은 없지만, 이노백스 
바이오텍이 개발한 E형 간염 백신 헤콜린®이 중국에서 국내 
사용 승인을 받았다. IVI는 2019년 트래셔연구기금(Thrasher 
Research Fund)에 헤콜린® 백신 추가 연구를 위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사업의 목표는 풍토성 환경에서 
임신부와 태아를 대상으로 백신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풍토성 환경에서의 
백신 사용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긴급한
상황에서의 사용을 강력히 권고한 WHO 예방접종전략자문
그룹(SAGE)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IVI는 임상시험을 지원할 후원 기관을 찾는 한편, 헤콜린®의 
WHO 사전승인 획득을 지원하고 가장 필요한 상황에서 백신을 
사용하는 정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협력기관

•	 존스홉킨스대학교 
   블룸버그공중보건대(미국) 
•	 시러큐스대학교(미국) 
•	 트리부반대학교(네팔) 
•	 카트만두시범병원/파로파카르여성병원(네팔)

•	 	트래셔연구기금
   (일부)

후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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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TB)
백신 프로그램

우리에게는 보다 효과적인 결핵(TB) 백신이 시급히 필요하다. TB는 에이즈를 제치고 전 세계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했다. 현재 이용 가능한 TB 백신인 BCG는 풍토성 TB가

발생하는 국가 대다수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이 백신의 효능은 주로 만 5세 미만 아동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폐질환(가장 중요한 전염원) 예방이나 성인 보호에 효과적인

백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IVI는 효과적인 TB 백신 개발을 위해,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진행되는
두 종류의 백신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기반 사업

한국에서는 한국 질병관리본부 백신연구과와 연세대학교 
조상래 박사 연구팀이 협력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채택한 
TB 단백질 항원을 이용한 결핵 다당류-단백질 접합백신의 
최적화 및 전임상 개발을 진행 중이다.

미국 기반 사업

미국 기반 사업에서는 보스턴어린이병원(BCH),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툴레인대학교와 협력하여 결핵균(Mtb)에 
대항할 백신을 개발 중이다. 새로 개발될 이 백신은 BCH의 
릭 맬리(Rick Malley) 박사가 개발한 다중 항원 제시 
시스템(MAPS)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사용할 예정이다. 
MAPS에 대한 평가는 단독 평가 외에 결핵 감염 비인간 
영장류 결핵 감염 모형을 이용한 BCG 결핵 백신 접종 평가가 
모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미국 국립보건원(NIH) R01 
연구비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	 미국 국립보건원(NIH) •	 한국 정부

•	 	보스턴어린이병원(BCH)
•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	 	툴레인대학교

•	 	한국 질병관리본부 백신연구과
•	 	연세대학교

후원기관 후원기관

협력기관 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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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JE)
백신 프로그램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일본뇌염 감시 및 
백신 효과성 조사 사업(JE-Bali)

일본뇌염
일본뇌염(JE)은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바이러스이다. 집모기종 모기는 논에서 

주로 자라며, 자연 숙주(주로 돼지)에게서 인간에게로 바이러스를 옮긴다. 만 15 세 
미만의 아동에게 특히 위험하다. JE 바이러스 감염으로

증상이 있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하지만 임상적 징후가 
나타나면 예후는 심각한 경우가 많으며, 1/3 이 감염으로 사망하고 1/3 은 

신경 관련 후유증을 얻게 된다.

IVI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018년 3월 백신접종 캠페인에 
사용된 JE 백신의 효과성을 조사 중이다. 인도네시아 보건부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의 후원 및 주관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2단계 대규모 접종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생후 9개월부터 만 15세 사이의 발리 아동 89만여 명에게 청두 
SA14-14-2 JE 백신(CD-JEV)을 접종했다. IVI는 2022년까지 
발리 내 24개 병원과 보건소에서 급성 일본뇌염 증상을 
감시하고 CD-JEV의 효과를 추적 조사할 예정이다.

JE 백신의 효과에 관한 데이터가 아직 없고 WHO에서 더 
포괄적인 정책에 반영할 JE 백신의 영향과 효과에 관한 추가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중요성을 가진다. 또한 
백신접종 분석을 통해 파악한 접종 시행 가능성 및 영향 관련 
결과를여타 풍토성 국가에 제공하고, 이 연구에서 얻은 효과성 
데이터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 보조금 지급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협력기관
•	 WHO 인도네시아
•	 발리 지방 보건국
•	 국제보건적정기술기구(PATH)
•	 CDC

•	 	WHO
•	 	국제보건적정기술기구(PATH)

후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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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및 실험실 인프라 개발 지원에 품질관리가 
성공적으로 통합되었으며, 품질 관리는 이제 업계 동료 및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충족하는 품질 공정을 만들고자 하는 
IVI의 지속적 노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했다.

IVI 품질관리 공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기적인 품질 
교육의 실시 및 내외부 품질 검사 활동을 통해 언제든 검사에 
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2019년에 IVI 
품질관리부에서는 선별적으로 연구 현장 감사를 실시하여, 
GxP 활동을 지원하는 공급업체들을 이용하기 전 적격성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실제 규제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검사에 
대비하기 위해 IVI 시설에서 두 차례의 모의 검사를 실시했다.

IVI의 인프라를 현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품질관리부서는 2019년에 문서 관리, 실험실 환경
모니터링, 실험실 정보 관리 시스템(LIMS)의 운영을 지원하는 
검증된 전자 시스템을 도입했다.
문서 관리(연구소 전체),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 실험실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각각에 검증된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2020년 실행을 목표로 다른 전자 시스템에 
대한 평가도 진행 중이다. 이는 학습 관리 시스템 및 다양한 
임상 연구 업무(예: 임상시험 마스터 파일 및 임상시험 관리 
시스템)를 포함할 것이다.

실험실 영역에서는, 2019년 생체 시료 전용 저장고와 임상시험 
검체분석관리기준(GCLP)을 준수하는 실험실이 완성되어 
운영에 들어갔으며, 10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GCLP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관련 시설 및 시스템의 확보, 교육 인력의 
충원 등, IVI의 지난 2년에 걸친 품질 관리 투자가 효과를 
나타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인증을 통해 IVI의 GCLP 
실험실이 국제 표준 및 한국의 규제 요건 모두를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이후에도 IVI 품질관리부서는 지속가능한 품질 개선과 
국제 규제 및 지침, 우수 사례를 준수하기 위해, 품질 공정 
및 인프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IVI의 협력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품질 관리
2018년 1분기에 독립적인 품질관리(QM)부가 신설되고 이후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GxP(임상시험관리기준(GCP),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의

관점에서 IVI의 품질 인프라 개발 및 시스템 이행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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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
중저소득 국가의 

백신 지속가능성 향상

IVI 국제백신학 연수과정

IVI는 백신 개발 및 보급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백신업계 
내 뿐만아니라 정부 및 대학과도 역량강화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IVI는 연수와 기술이전, 기술 지원, 교육 파트너십을 통해 
특히 중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전세계 백신계를 지원하고 
있다.

제19차 IVI 국제백신학 연수과정에 참가한 연세대학교 글로벌보건안보과정 학생들. 사진 출처: IVI

제19차 국제백신학 
연수과정에 참여한 
연수생 수

1,544
IVI 국제백신학 
연수과정을
이수한 전문가 수

175

49 제19차 국제백신학 
연수과정 참여자의 
국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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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모성 사망률 감소라는 WHO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일일 주제별 강연을 진행 
중인 텍사스어린이병원/베일러의대 소아과 및 감염내과 부교수 플로르 무노즈(Flor Munoz) 박사. 
사진 출처: I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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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개설된 IVI 국제백신학 연수과정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백신학 연수과정으로, 
지금까지 1,544여 명의 전문가들이 이 과정을 이수했다. 
일주일 간 진행되는 이 과정은 저중소득 국가(LMIC)의 초급 
및 중급 경력 백신 전문가를 교육하여 개발도상국의 백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LMIC 간 협업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을 촉진한다.
또, IVI는 비용 문제로 과정 참여가 어려운 LMIC 전문가에게 
참가비를 제공한다.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자국의 
공중보건에 기여한 사람들 중에서 리더십 잠재력이 있는 
지원자들을 경쟁 방식으로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5일 동안 진행된 이번 과정에는 49개국에서 참여한 134명의 
연수생 외에도 학계, 정부, 업계, 비정부기구의 전문가 
41명이 교수진으로 참여했다. 스탠포드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머독아동연구소,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머크, GSK 등이 참여했고, 그
결과 실제성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백신학 강의를 제공할 
수 있었다. IVI 국제백신학 연수과정은 역학 및 면역학 복습 
교육에서부터 백신의 발굴, 개발, 보급에 이르는 백신 개발의
다양한 응용 주제를 다룬다. 스카이 72 골프클럽, 서울특별시,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19년 과정을 후원했다.

IVI 백신 세미나: 앤드루 리즈(Andrew Lees) 박사(피나 
바이오솔루션), 2019년 7월 9일

내부 역량의 향상

IVI 과학 부서에서는 종근당고촌재단의 후원을 받아 매월 백신 
세미나를 진행했다. 한국과 해외의 발표자 10명이 참여하여 
바이러스 및 세균 백신 개발 연구, 역학 연구, 새로운 백신
면역증강제에 관해 발표했다.

IVI와 캠브리지대학교의 협력

IVI와 캠브리지대학교 의과대학은 가나와 콩고민주공화국 
내에서 장티푸스 감시, 주혈흡충증 백신 개발, 침습성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iNTS) 백신 개발의 촉진과 관련된 세 
가지 사업을 공동 진행 중이다.
IVI는 이 협력 관계에서 임상시험 및 현장 역학조사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공하고, 캠브리지대학교는 새로 설립된 
국제보건연구센터/생의학연구센터를 통해 고급 실험 기법 
및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의 
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팀은 현지 역량 강화를 위해 
마다가스카르에 공동사업 전용 임상시험센터를 새로 착공했다.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RIGHT Fund)

IVI는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의 주요 설립기관이자 
후원기관으로서, 한국 정부와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한국 
제약업체들로 구성된 이 민관 협력 재단의 사업 추진을 돕고 
있다.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은 2019년 4개의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했는데, 이중 2 개는 백신 사업이고 나머지 2 개는 
각각 진단과 치료제 사업이다. IVI는 콜레라 접합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유바이오로직스 및 하버드의대 부속 
매사추세츠종합병원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자체 연구비로
재단 사업에 힘을 보탰다.

2000년에 개설된 IVI 
국제백신학과정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백신학 연수과정으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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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전성 

VAEIMS
IVI는 WHO와 협력하여 백신 부작용 정보관리 
시스템(VAEIMS)이라는 소프트웨어 툴을 개발했다.
이는 데이터 가공 및 분석을 위해, 의료 시스템 주변부의 
예방접종 후 부작용(AEFI) 데이터를 중앙 데이터베이스 
및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로 이관하는 것을 촉진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이 소프트웨어 툴은 궁극적으로 국가 내 
다양한 수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2018년에는
칠레와 베트남의 규제 당국이 UMC 시스템에서 VAEIMS 툴을 
통해 국가 AEFI 데이터를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로 이관하는 데 
성공했다. VAEIMS 맞춤형 업그레이드 버전이 WHO 서태평양
지역의 우선순위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베트남)에 국가 
수준으로 배포되었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에 추가된 특징으로는 지역 수준의 AEFI 
데이터 수집을 지원하는 다국어 인터페이스(영어 외에 추가로 
제공)와 AEFI 데이터를 다른 이해관계자와 공유할 수 있는 
AEFI 게시판 자동 생성 기능 등이 있다.

cDVMS 사업
IVI는 또한 뎅기열 백신 안전성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백신 안전성 분야에서 IVI의 노력은 중앙집중형 
뎅기열 백신 데이터 관리 시스템(cDVMS) 사업을 통해 
저중소득 국가의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4가 재조합형 뎅기열 생백신
후보인 TV003/TV005를 개발하고, 이후 몇몇 
개발도상국(브라질, 인도, 베트남) 제조업체와 머크(미국, 
캐나다, 유럽, 중국 한정 독점 사용권)에 사용을 허가했다.

국가별로 서로 다른 백신 개발 단계에 있는 각기 다른 
제조업체들이 백신 안전성 데이터 관리에 다양한 툴과 형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툴과 형식이 아직 통일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제조업체 간에 안전성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표준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IVI는 개발도상국의 
뎅기열 백신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TV003/
TV005 생산자들과 협력하여 중앙집중형 임상시험 안전성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패러다임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VAEIMS 어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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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IVI

논문

2019년 IVI 과학자들은 전문 논문 
55개를 저술 또는 공동 저술하여 
과학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이중 51개의 논문은 
과학인용색인(SCI)에 포함되었다.

“Typhoid conjugate vaccines: a new tool in the fight against antimicrobial 
resistance(장티푸스 접합백신: 항생제 내성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 Andrews 
JR, Baker S, Marks F, Alsan M, Garrett D, Gellin BG, Saha SK, Qamar FN, 
Yousafzai MT, Bogoch II, Antillon M, Pitzer VE, Kim JH, John J, Gauld J, 
Mogasale V, Ryan ET, Luby SP, Lo NC, The Lancet Infectious Diseases, vol. 
19, no. 1, pp. e26-e30.

“Deliberations of the Strategic Advisory Group of Experts on Immunization on 
the use of CYD-TDV dengue vaccine(CYD-TDV 뎅기열 백신 사용에 대한 예방접종 
전략자문그룹의 심의)” Wilder-Smith A, Hombach J, Ferguson N, Selgelid M, 
O’Brien K, Vannice K, Barrett A, Ferdinand E, Flasche S, Guzman M, Novaes 
HM, Ng LC, Smith PG, Tharmaphornpilas P, Yoon IK, Cravioto A, Farrar J, 
Nolan TM, The Lancet Infectious Diseases, vol. 19, no. 1, pp. e31-e38.

“First clinical trial of a MERS coronavirus DNA vaccine(최초의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DNA 백신 임상시험)” Yoon IK, Kim JH, The Lancet 
Infectious Diseases, vol. 19, no. 9, pp. 924-5.

“Parting the Clouds over Typhoid with a New Conjugate Vaccine(신규 
접합백신으로 장티푸스 문제 해법 찾기)” Marks F, Kim JH,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vol. 381, no. 23, pp.2262-4.

55

51

과학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수

과학인용색인(SCI)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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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아직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질병들이 여전히 있고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백신으로 예방가능한 질병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희생되고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 IVI 의 활발한 활동은 빈곤 퇴치, 
기후변화가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 모든 사람 특히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평화롭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UN 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에서 
백신이 하는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덕적 지지, 정치적 지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지원입니다 ...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그 동안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온 
IVI 는 백신 개발 공동연구, 해외 임상시험, 인재
개발, 글로벌 R&D 파트너십 구축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IVI가 세계적인 백신
연구의 주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개발도상국 
및 인류를 위한 백신 개발이라는 본연의 사명과 
국제기구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IVI 가 저중소득 국가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빈곤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집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IVI 가 세계 공중보건에
기여하는 바는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2019 IVI 협력국 포럼에서

정은경 한국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과 질병관리본부가 공동 주최한 ‘IVI 
협력 활성화 포럼’에서

테레사 수프(Teresa Soop) 박사,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 
선임연구고문, IVI와 Sida의 파트너십 갱신과 관련하여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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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저렴한 기술과 수단의 개발과 
이행을 촉진하여 비장티푸스성 
살로넬라(NTS)의 질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정에서, IVI 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어 기쁩니다.”

“IVI 와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 공중보건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 IVI 의 기존 역량이 더욱 
강화되고 CEPI 의 전 세계 백신 포트폴리오가 
보완되어, 혁신이 가속화되고 신종 병원체 백신 
개발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입니다.”

“연구, 교육훈련, 백신개발 역량강화 분야에서 IVI와 인도 간 
협력의 역사는 IVI와 공공 기관, 민간업계 간 협력의 영속적인 
가치를 웅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 원조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개발도상국 국민, 특히 어린이들을 
돕는 IVI의 인도주의 활동을 개인적으로도 
후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의학 분야의 과학자로서 백신의 가치와 
감염병 예방 및 생명 보호 효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후원금이 인류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인 백신의 
발굴·개발·보급이라는 IVI 의 인도주의 노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샐리 니컬러스(Sally Nicholas), 웰콤트러스트 재단 파트너, IVI가 iNTS 
백신 개발 가속화 과제로 웰콤 연구비를 수상한 것과 관련하여

리처드 해치트(Richard Hatchett) 박사,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대표, 양 기관 ‘시행 파트너
용역 총괄 협약’과 체결에 즈음하여

주한 인도대사 스리프리야 란가나탙(Sripriya Ranganathan), 국회에서 
개최된 ‘IVI 협력 활성화 포럼’에서

포항공과대학교 성영철 교수 (IVI한국후원회 이사), IVI 설립 이래 한국후원회를 통해 IVI에 
기부된 개인 기부금 중 최고액 후원

7

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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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안 워텔(Anh Wartel), 의사
백신 임상개발/보급 및 역학(EPIC) 
부서 사무차장보

송만기, 박사
과학 담당 사무차장

한경택, 박사
정부협력 및 공보담당 사무차장

프랑수와 블랑(Francois 
Belin)
최고운영책임자(COO)

제롬 김(Jerome Kim), 의사
사무총장

플로리안 막스(Florian 
Marks), 박사
백신 임상개발/보급 및 역학 
(EPIC) 담당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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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조지 비커스탭(George 
Bickerstaff)
이사장
미국 M.M.딜런사 이사

조셉 김(Joseph Kim) 박사
미국 이노비오 파마수티컬스사 CEO

프레드 빈카(Fred N. Binka) 
교수
가나 보건 및 종합과학대학 UHAS 
부총장

조지 시버(George R. Siber) 
박사
과학소위원회 위원장
미국 클리어패스 백신사 CSO

한나 노히넥(Hanna 
Nohynek) 박사
부이사장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소(NHWI)의 
최고의학책임자(CMO) 

크리스 바르마(Chris Varma) 
박사
미국 비전 메디신사 공동 설립자 겸 
회장

말콤 스위니(Malcolm 
Sweeney)
재무소위원회 위원장
영국 NComputing 사
유럽 중동 아프리카 재무담당 이사

랄프 클레멘스(Ralf Clemens) 
박사
과학소위원회 위원장
독일 그리드 유럽컨설팅 설립자 겸 
대표

자이드 메미시(ZIAD Ahmed 
A. MEMISH) 박사
사우디 아라비아 보건부 모하메드 빈 
압둘아지즈 왕자 병원 연구부장
전 보건부 공중보건 차관보

앤소니 포드 허친슨(Anthony 
Ford-Hutchinson) 박사
미국 리보노바(Ribonova)사 
최고과학책임자(CSO)
겸 의약산업 컨설턴트
전 힐레만연구소(Hilleman 
Laboratories) 이사회 이사장
전 머크사 백신 연구개발담당 부사장

타케시 카사이(Takeshi 
Kasai) 박사
세계보건기구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권기환 국장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 
국장

이민원 박사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

카타리나 슈테페손(Catharina 
M. Steffensson) 박사
스웨덴 사렙타 테라퓨틱스 Medical 
Director Nordics 부대표

발람 바르가바(Balram 
Bhargava) 박사
인도 보건부 보건연구국 국장 겸 
인도의학연구회(ICMR) 사무총장

제롬 김(Jerome Kim) 박사
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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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안 W. 맨들(Christian 
W. MANDL) 박사 (위원장)
미국 백신 및 바이러스 벡터사

갈릿 알터(Galit Alter) 박사
미국 하버드대 의대 부교수

최은화 박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교수

빈센트 I. 아혼카이(Vincent I. 
AHONKHAI) 박사
미국 귀네드 컨설턴시그룹

사비르 A. 마디(Shabir A. 
MADHI) 박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비트바테르스란트대학교 백신학 교수

미구엘 오라이언(Miguel 
O’RYAN) 박사
칠레 칠레대학교 의대 교수 겸 
국제협력처장

로저 I. 글라스(Roger I. Glass) 
박사
미국 포가티인터내셔널센터 책임자
국립보건원 세계보건 담당 부책임자

켄 J. 이쉬(Ken J. Ishii) 박사
일본 도쿄대학
의학연구소, 미생물 및 면역학부 
백신과학과 교수 겸
국제점막백신연구개발센터 센터장

이준행 박사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교수
비브리오감염연구소 소장
임상백신연구개발사업단 사업단장

리처드 A. 쿱(Richard A. 
Koup) 박사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감염병알러지연구소(NIAID) 
면역실험실 실장
백신연구센터 부센터장

마론 M. 레빈(Myron M. 
Levine) 박사
미국 메릴랜드 의과대학 교수
백신개발센터(CVD) 설립자 겸 전 
센터장(1974~2014)
세계보건, 백신학 및 
감염성질병 부문 부학장

마수람 산토샴(Mathuram 
Santosham) 박사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보건소아과 교수
미국인디언보건센터 센터장

남문희(Moon H. Nahm) 박사
미국 버밍햄 앨라배마주립대 
의과대학 교수
WHO 폐렴구균혈청학 
표준연구소 소장

성백린 박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부 
생명공학과 교수

빈 왕(Bing Wang) 박사
중국 푸단대 기초의학과 교수

프레드 젭(Fred ZEPP) 박사
독일 마인츠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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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의 파트너
IVI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후원자와 협력기관들에

깊은 감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운영 및 핵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 
대한민국, 스웨덴, 인도 정부와 IVI 한국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IVI 특정 연구 사업을 아낌없이 지원해준 
후원자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기타 주요 후원자

*기부 금액 순서대로 나열

다케다제약
인비라젠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캠브리지대학교
세계보건기구(WHO)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설사병연구센터(icddr,b)
삼광의료재단
BIBCOL
미국 국방성

바이오파마
한국연구재단
셀트리온
양현재단
씽크웰연구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바이오로직스
리처드 마호니(Richard Mahoney)
크리스 마틴(Chris Mar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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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철
국제로타리 3640지구
김앤장사회공헌위원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라파스
보아스이비인후과 네트워크
삼익악기
삼진글로벌넷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스마트비전컴
스카이 72 골프클럽
신일기업
영문월간 디플로마씨
웰봄병원

회장  
박상철 
전남대 연구석좌교수

이사장
이병건
SCM생명과학 대표이사

부회장
박만훈
SK 바이오사이언스 부회장

신영진
영진 L&M 대표이사

상임고문
조완규 
전 서울대 총장, 
전 교육부장관

수석고문
박상대 
서울대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부회장

법률고문
최상엽 
변호사, 
전 법무부 장관 

상임이사
김덕상 
싸토리우스코리아 대표이사

고문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회장 

IVI 한국후원회를 
통해 기부한 
기업, 단체, 개인

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 
고문 및 이사 명단 강중현 

삼진글로벌넷 회장

권이혁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전 서울대 총장

김낙두
서울대 약대 명예교수

김두현 
종근당고촌재단 이사장

김상주 
전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박수길 
전 유엔협회세계연맹 회장, 
전 UN 대사, 고려대 석좌교수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

신승일 
미국 세계전염병대책연구소 이사 

원대연 
한국패션협회장

윤홍근 
제너시스 BBQ 그룹 회장

이규형 
삼성경제연구소 고문,
전 주중/러시아대사,
외교통상부 제 2 차관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

이상섭 
서울대 약대 명예교수, 
㈜태평양기술연구원 고문

이상희 
녹색삶지식경제연구원 이사장, 
전 과기부 장관  

이호왕 
전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유바이오로직스
이의구
임현택
제넥신
조안 리
종근당고촌재단
코리아나화장품
파이낸셜뉴스
한경택
한국수출입은행
황혜정

정길생
건국대 명예교수

조동성
인천대 총장, 
서울대 명예교수

채영복 
전 경기바이오센터 이사장, 
전 과기부장관

채희병 
국제로타리 이사  

2019 연례보고서56



강대희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경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뇌과학전공 교수

김경호
한경기전 회장

김 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장 

김병관 
서울시 보라매병원 원장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이사 

김수희 
글로벌유명 대표이사

김영재 
스카이 72 사장

김형룡 
단국대 약학대학 석좌교수

박경아 
연세대 의대 특임교수

박기영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

박남서 
산하이앤씨 회장

박태현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학부장

백영옥 
유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성노현 
서울대 자연대 교수

성영철 
제넥신 회장

송경애 
BT&I 대표이사

송진원 
고려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김용원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김재범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신현일 
보문통상 회장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이사

유학수 
코리아나화장품 대표이사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이경자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이사장

이상균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장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이영순 
서울대 명예교수

이인정 
태인 대표이사 회장

이재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임덕규 
영문월간 Diplomacy 회장 

임정빈 
순천향대 의료생명공학과 석좌교수

장승희 
신한관세법인 대표이사

전홍재 
전방재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도현 
라파스 대표이사

정찬복 
SK 바이오랜드 부회장

조원태 
(주)대한항공 회장

이사

감사

조정필 
스마트비전컴 대표이사

주학유
동우화공 대표이사

최덕호 
전 한국백신 대표이사

한은경 
성균관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허은철 
GC녹십자 사장

홍승환 
서울대 자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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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무 내역

재무 요약

수익(단위: 1,000달러) 2019 2018

A.	기부금 30,795 28,180

B.	기타 수익 379 344

C.	이자 370 342

D.	환차익 718 331

수익 합계 32,262 29,198

2019

A
96%

C
1%

B
1%

D
2%

2018

A
97%

C
1%

B
1%

D
1%

기부금 내역

A
46%

B
19%

C
6%

I
22%

2019

A
36%

B
20%C

2%

D
3%

H
2%

E
2%

H
2%

F
2%

G
1%

G
1%

E
2%

I
21%

현금 기부금(단위: 1,000 달러) 2019 2018

A.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13,087 10,555

B.	대한민국 정부 5,336 5,733

C.	국제개발협력청(Sida) 1,831 573

D.	인도 정부 - 1,000

E.	한국 질병관리본부 707 606

F.	삼성생명공익재단 529 3,654

G.	IVI 한국후원회 352 272

H.	이자 464 500

I.	 법인 및 개인 6,261 6,180

연간 기부금 합계 28,567 29,072 F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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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출(단위: 1,000달러) 2019 2018

A.	프로그램 서비스 19,024 20,916

B.	실험실연구 지원 2,263 2,141

C.	일반 관리 5,754 5,553

D.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706 426

E.	환차손 944 755

지출 합계 28,692 29,789

자산 2019 2018

현금 및 은행 예금 19,480 18,507

유동 채권 5,606 7,009

기타 유동 자산 467 305

비유동 자산 20,835 16,396

자산 합계 46,389 42,217

부채 및 순자산 2019 2018

매입 채무 1,537 907

기타 유동 부채 602 626

비유동 부채 186 190

순자산 44,064 40,494

부채 및 순자산 합계 46,389 42,217

순자산 변동 3,570 (592)

1. 현금 요약표는 해당 연도(2019 년, 2018 년)에 수령한 기부금을 나타낸다.
2. 재무제표는 2019 년 미국 일반회계기준(GAAP)에 따라 표시했으며, 2018 년 재무제표는 그에 따라 조정되었다.

2019
A

66%

C
20%

B
8%

E
3%

D
3%

D
1%

2018
A

70%

C
19%

B
7%

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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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 회원국

IVI 프로그램
콜레라

장티푸스

항생제 내성

기타

뎅기열

C

D

O

A

T

키르기즈스탄

중국

몰타

몽골

부탄

레바논

에콰도르

이집트브라질

라이베리아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인도

자메이카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D

IVI의 
활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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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뉴기니

네덜란드

베트남

스리랑카

WHO

스웨덴

태국

페루

오만

파키스탄

터키

필리핀

타지키스탄

루마니아

세네갈

대한민국

파나마

우즈베키스탄

C

C

C

C

O

O

O

O

A

A

A A A

A
A

A
A

A A

T

T
T

T

T

T

T

T

미얀마

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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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내 국제백신연구소(IVI)

세계 공중보건에 필수적인 
백신 연구개발의 가속화

연례보고서
국제백신연구소 IVI는 1997년에 UNDP의 주도하에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로서 세계보건을 위한 백신의 개발과 보급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