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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은 전 세계 인구, 보건체계, 경제, 사회문화에 전례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보건의료기술 개발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연대하고 있다. 본 고는 보건의료기술 접근성을 저해하는 장애

물에 대한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감염병 다자기구 및 코로나19 보건의료기술 접근성 제고를 위한 ACT-A 사업을 검

토한다. 연구 결과, 첫째, 국제사회는 필요한 기술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선시장공약, 백신채권, Covax Facility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둘째, 존재하는 기술이 접근가능하지 않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조달메커니즘, 의약품특허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셋째, 기술이 수용되지 않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인력역량 강화 등을 포함하는 보건체계 강

화를 지원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적·학술적 향후 과제로써 기추진중인 한국 공적개발원조 사업

과 감염병 다자기구 및 ACT-A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더욱 활발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Purpose: Global collaboration to accelerate development and equitable access to COVID-19 tests, treatments, and vaccines

was launched with the name of the 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ACT-A), and this initiative owes its expertise

to the lessons learned of the global health organizations. To date, the comprehensive mechanisms and potential effects of

the initiative remain largely unknown. Methods: This study reviewed the programs of Gavi, the Global Fund, Unitaid, and

ACT-A, which mitigating barriers to greater use of health technology with an analytic framework. Results and conclusion:

The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rograms to alleviate the absence of necessary technology include the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for Immunization and Covax Facility. Second, Pooled Procurement Mechanism and Accelerated Order

Mechanism are examples of mitigating the inability to access technology. Third, programs to overcome reluctance to adopt

accessible technology include health system strengthening efforts such as the capacity-building health workforces. Further

actions of Korea are needed to collaborate with the initiatives to enhance health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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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은 전 세계 인구, 보건체계, 경제, 사회문화에 전례 없는 영

향을 미치고 있다(Armitage et al., 2020; Rundle et al., 2020;

Ataguba et al., 2020). 검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공중보

건 조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활용되고 있으나, 코로나

19 팬데믹 종결을 위한 백신·치료제·진단기기를 포함하는

보건의료기술(health technologies) 개발 및 전 세계 보급은

여전히 시급한 문제이다(Shih et al., 2020) 보건의료기술 접

근성은 전통적으로 자원이 제약된 중저소득국을 배경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는 현재 치

료제 및 백신 개발에 필요한 유전자 정보 등 과학지식이 불

완전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중저소득국 뿐 아니라 고소득

국에서도 보건의료기술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

어나고 있다. 이에 최근 들어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를 포함하는 국제사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기

술 개발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해 연대하고 있다. 

이러한 연대의 결실로 2020년 4월말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프랑스 대통령,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의장, 빌앤

멀렌다게이츠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이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백신·치료제·진단기기 개발

을 가속화하고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ACT-A)가 출범하였다(ACT-

A, 2020). ACT-A는 전세계적으로 정부, 과학자, 기업, 시민

사회, 자선가 및 국제보건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ACT-A

에 참여하는 감염병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s)로

는 세계백신면역연합(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이하 Gavi), 글로벌펀드(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이하 Global Fund), 국제의

약품구매기구(International Drug Purchasing Facility, 이하

Unitaid) 등이 포함되었다. 

그간 보건의료기술의 접근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백신

·치료제·진단기기 등 개별 제품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특

허권과 의약품 접근성에 집중되어 왔다(Shih et al., 2020;

Attaran, 2004).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시대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보건의료기

술 개발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ACT-A에 참여하는 다자

기구 및 이들의 사업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의료기술의 개발, 재정적 및 지리적

접근성 제고, 기술의 수용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포괄할

수 있는 Howitt et al. (2012)의 보건의료기술 접근성을 저

해하는 장애물에 대한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ACT-A에 참

여하는 감염병 다자기구의 정책 및 사업을 검토하였다. 세

부적으로는 (1) 보건의료기술 및 접근성을 저해하는 장애물

및 극복 방안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2)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감염병 분야 다자기구의 사업을 고

찰한다. 또한, (3) 코로나19 하에서 동 감염병 분야 다자기

구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이니셔티브인 ACT-A를 살펴봄으

로써 코로나19 보건의료기술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조망하고 (4) 보건의료기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실

무적·학술적 향후 과제를 도출한다. 

Materials and Methods

1. 보건의료기술 접근성의 이론적 배경

WHO는 “보건의료기술”을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

해 사용되거나, 재활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조직 및 체계에

서 사용되는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적 및 수술적 술기”로

정의한다(WHO, 2001). 해당 정의는 상해 예방을 위한 헬멧

등 건강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포괄하는 건

강을 위한 기술(technologies for health)의 정의 범위 보다 협

소하나(Howitt et al., 201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

회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기술인 백신·치

료제·진단기기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보건의료기술 접근성은 SDGs의 세부목표(targets)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SDGs에는 보건의료기술의 접근성을

직접 언급하는 2개의 세부목표(SDG 3.8, SDG 3.b)를 포함

하며(Table 1) 각각 양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가격

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성 및 세계무역기구 무

Table 1. SDGs goals and targets related to health technology

Goal Targets

Goal 3.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Target 3.8: Achieve universal health coverage, including financial risk protection, access to quality essential health-care services

and access to safe, effective, quality and affordable essential medicines and vaccines for all 

Target 3.b: Suppor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vaccines and medicines for the communicable and non-communicable

diseases that primarily affect developing countries, provide access to affordable essential medicines and vaccines, in accordance

with the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which affirms the right of developing countries to

use to the full the provisions in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arding flexibilities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in particular, provide access to medicines for all



Sooyeon Song, Jongho Heo

218 | Journal of Appropriate Technology, 2021, 7(2), 216-224 This journal is ⓒ Academic Society for Appropriate Technology 2021

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과 공중보건

에 관한 도하선언에 따른 적정가격의 필수 의약품 및 백신

에 대한 접근을 목표로 한다. 세부목표로 직접 보건의료기

술을 언급하지 않지만, 세부목표 달성이 보건의료기술의 접

근성에 영향을 받는 보건 관련 세부목표는 11개가 있다

(SDG 3.1, SDG 3.2, SDG 3.3, SDG 3.4, SDG 3.5, SDG 3.6,

SDG 3.7, SDG 3.9, SDG 3.a, SDG 3.c, SDG 3.d). 이들은 감

염병, 성생식모자보건, 비감염병 등을 포괄하는 질환별 세

부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술은 접근성 및 서비

스 품질 제고, 비용 절감을 통해 해당 세부목표 달성에 기

여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활용한 이론적 분석틀은 국제보건 영역에

서 보건의료기술 접근성 관련 다수 문헌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Howitt et al. (2012)의 “Barriers to greater use of technology

for global health”이다. 란셋에 실린 Howitt et al. (2012)의

“Technologies for global health” 논문에서 제시한 국제보건

에서 더 활발하게 사용되어야 할 기술의 사용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논하는 분석틀을 활용하여 ACT-A에 참여하는 감

염병 다자기구의 ACT-A 사업에 대한 보건의료기술 접근성

을 검토하였다. Howitt et al. (2012)은 이 리뷰논문에서 새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해

중저개발국에서 사용가능한 적정기술이 더욱 많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보건의료기술과 그 기술이

보건성과에 미친 효과를 검토한 결과, 보건의료기술의 접근

성을 저해하는 세 가지 주요 장애물을 제시하였다. 첫번째

로, 필요한 기술 자체가 부재한 경우, 둘째, 필요한 기술이

존재하지만 재정적 혹은 기타 이유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

은 경우, 셋째, 접근가능한 기술이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수

용(adopt)되지 않는 경우이다. 보건의료기술 접근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이러한 주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제

시한다. 첫째, 필요한 기술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해당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는 추진요인

(push factors) 측면의 개입, 해당 기술의 국제적 수요를 산

출하여 산업계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유인요인(pull factors)

측면의 개입이 있다(Grace and Kyle, 2009). 둘째, 존재하는

기술의 접근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경제적 및 지

리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였다. 지적재산권 및 이

를 반영한 가격 책정은 혁신에 대한 가치를 지불한다는 측

면에서 중요하나 보건의료기술의 경제적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 면제(WHO, 2006), 잠재시장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한 차등가격제(tiered pricing)(Moon et al., 2011),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보건의료기술을 생산할 수 있는 국

가로의 기술이전 및 제품 생산(Carger, 2018)이 대안으로 논

의되었다. 지리적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 존

재하는 상업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USAID, 2019)이 있

다. 셋째, 접근가능한 기술일지라도 문화적 저항 및 현장에

서의 관성으로 수용되지 않는 경우, 행동경제학적 기법을 활

용한 대안이 논의되어 왔다(Dupas, 2011).

2. ACT-A에 참여하는 감염병 다자기구의 개요

감염병 다자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협력위원회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OECD DAC)가 개발원

조 통계 보고의 기준으로 삼는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코드 목록 중 채널모항목(Channel Parent Category) 분

류상, 4만번대에 해당하는 다자기구(정부 회원 자격을 가진

국제기구에 해당) 중 감염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로 선

정하였다. 이 기준에 의해 Gavi, Global Fund, Unitaid가 선

정되었다. 국제백신개발채권(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for Immunisation, 이하 IFFIm)은 Gavi 연계 매커니즘으로 포

함하였고, 채널모항목 3만번대(공공-민간 파트너십에 해당)

에 해당하는 전염병대비혁신연합(the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CEPI)는 제외되었다.

ACT-A에 참여하는 감염병 다자기구인 Gavi, The Global

Fund, Unitaid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이루어진 파트너십이

국제보건을 주도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에 발족되었다. 이

들은 국제보건이니셔티브(Global Health Initiative)라고 통칭

되기도 하며, 기능적으로 자금 조달·사업비 지급·조정·실행

과정에서의 일부 공통기반을 공유하나, 제도적 측면의 공통

점은 거의 없다(Biesma et al., 2009)(Table 2). 개별국가가 주

도하는 기존의 UN기구 거버넌스 모형과 달리 시민사회, 재

단, 산업계, 학계가 기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Gostin, 2014). 감염병 다자기구 중 일부는 UN기구 및 다

자개발은행과 함께 다자기구성과 평가네트워크(Multilateral

Organiz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MOPAN)와

같은 공여국으로 구성된 외부기관에 의해 주기적으로 평가

받는다.

Gavi는 백신예방가능질병(vaccine preventable disease)을

대상 질환으로 하며 백신 접근성 확대를 통해 어린이 등 인

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2000년 출범했다. 이를 위해 Gavi

는 자체 지원적격국가에서의 백신예방가능질병을 중심으로

아동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한 백신 공급 사업(보장성 강화)

을 추진하며, 백신 공급체계 개선 및 관련 보건인력 역량강

화 등의 보건체계강화 사업 역시 지원하고 있다. 최근, 출

생 후 B형간염 1차접종 지원을 결정하기도 했다(Gavi, 2018).

또한,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백신 개발을 유도하기 위

해 국제백신개발채권(IFFIm), 선구매공약(Advanc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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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ments, AMC), 매칭펀드 등 다양한 재정적 도구를 활

용하고 있다. 출범 이후 2019년까지 190억불을 관련 사업

에 투입(연평균 9.5억불)하였다.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이사

회로, 이사진은 시행국가(중저소득국), 공여국, 산업계, 시민

사회, 게이츠재단, World Bank, WHO, UNICEF, 개인전문가

를 포함한다. 분과위원회는 프로그램 및 정책 위원회, 거버

넌스 위원회, 투자 위원회, 감사 및 재무 위원회, 평가자문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MOPAN 평가는 2012년, 2015-

2016년 주기 총 2회 수검하였고, 2021년 10월 현재까지 추

가 평가는 없었다.

Global Fund는 3대 감염병(HIV/AIDS·결핵·말라리아) 퇴

치를 위한 자금 조달 및 관리를 목적으로 2000년 출범했다.

사업대상국가 수요에 따른 3대 감염병 예방·진단·치료를 제

공(보장성 강화)하기 위해조달 및 공급망 강화, 데이터 체

계 및 사용 강화, 지역사회 참여 제고, 통합적이고 인간중

심의 보건서비스 촉진, 보건인력 강화 분야의 보건체계 강

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출범 이후 해당 사업에 2020년 4월

까지 449억불을 투입(연평균 25억불)하였다. 최고의사결정

기구는 이사회로, 이사진은 지역적 대표성을 고려한 중저소

득국(아프리카, 서태평양지역 등), 공여국, 재단(게이츠재단

등), 민간 부문(머크사(社) 등), 시민사회(지역사회, 고소득국

비정부기구, 중저소득국 비정부기구로 구성) 등을 포함한다.

분과위원회는 윤리 및 거버넌스 위원회, 전략 위원회, 감사

및 재무 위원회, 조정그룹, 기술평가자문그룹, 기술검토패널

로 구성되어 있으며, MOPAN 평가는 2012년, 2015-2016년

주기 총 2회 수검 하였고, 2021년 현재 추가 평가가 진행중

이다.

Unitaid는 HIV/AIDS, 결핵, 말라리아의 3대 감염병 예방

·진단·치료를 위한 혁신기술 투자를 목적으로 2006년 출범

했다. 출범 당시 HIV/AIDS, 결핵, 말라리아를 주요 대상 질

환으로 하였으나, 최근 샤가스병 등으로 대상 질환을 확대

하고 있다(Unitaid, 2019). Unitaid는 자체적으로 대상 질환

에 대한 보건의료기술 시장을 분석하고, 확인된 기술 격차

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 공모를 진행하여 선정된 개

별 사업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 및 도입 확대에 기여하고 있

다. 이는 국가 단위로 대상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사업

을 수행하는 Gavi 및 Global Fund사업 형태와 구분된다. 특

히, 중저소득국의 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자발적 특허

권 공유를 촉진하는 의약품특허풀(Medicines Patent Pool,

MPP)은 Unitaid의 주요 성취 중 하나이다. 출범 이후 2016

년까지 28억불을 투입(연평균 2.5억불)하였다. 최고의사결

정기구는 집행이사회로, 이사진은 Unitaid 창립이사국 및 주

요 공여국(한국 포함), 아프리카 국가, 시민사회, 게이츠재

단, WHO를 포함한다. 분과위원회는 재무 및 책무성 위원

회, 정책 및 전략 위원회, 제안서 검토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MOPAN 평가는 수검하지 않았고, 2021년 10월 현

재까지 계획된 평가는 없다.

Results and Discussion

1. ACT-A에 참여하는 감염병 다자기구별 보건의료기술 접

근성 제고 사례

Table 2. Gavi, Global Fund, and Unitaid overview

Gavi Global Fund Unitaid

Founded 2000 2002 2006

Disease focus Vaccine preventable disease
HIV/AIDS, Tuberculosis, 

Malaria

HIV/AIDS, Tuberculosis, Malaria, 

Neglected Tropical Diseases 

(Chagas disease), Hepatitis C, etc

Primary project strategy Coverage expansion Coverage expans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Investment examples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for 

Immunisation (IFFIm)

Advance Market Commitments (AMC)

Matching Fund

Country funding using Country 

Coordinating Mechanisms
Medicines Patent Pool (MPP)

Governance

Decision-

making body
Board Board Executive board

Committee

Ethics and Governance Committee

Strategy Committee

Audit and Finance Committee

Programme and Policy committee

Governance Committee

Investment Committee

Audit and Finance Committee

Evaluation Advisory Committee

Finance and accountability committee

Policy and strategy committee

MOPAN assessment 2012, 2015-2016 2012, 2015-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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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1: 필요한 기술의 부재 문제의 대응책

감염병 다자기구는 보건의료기술 접근성을 저해하는 장

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고 있

다(Table 3). 첫째, 필요한 기술이 부재한 장애물을 극복하

기 위해, Gavi는 유인요인 측면의 개입, 즉 재원 조달 확대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선시장공

약(AMC)은 장기간의 백신 구매를 보장함으로써 백신제조

사들이 중저소득국에 적합하고 저렴한 백신을 생산하도록

장려하였고, 이는 2009년 폐렴구균백신 개발에 적용되어 백

신 출시로 이어졌다(Cernuschi et al., 2011). 백신채권(IFFIm)

은 각국 정부의 지원공약을 바탕으로 국제자본시장에서 채

권을 발행하여 백신기금을 모금하되 Gavi가 발행된 채권을

즉각 사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전환하여 공여국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백신 공급 자금 확보에 기여하고 있

다(Gavi, 2020). 매칭펀드는 일부 공여기관이 기업 등 민간

단체가 기부한 금액만큼 추가로 Gavi에 기부하기로 약정하

여 기업 및 재단의 기부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2011-2020년

간 공여기관을 통해 약 1억 9,700만불의 추가 기여가 이루

어졌다. Unitaid는 유인요인 측면의 개입을 위해 대상질환

및 제품(진단기기, 치료제 등)별 기술 현황 분석(market and

technology landscape analysis)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결과

를 공개하여 관련 기관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러한 분

석 결과에 기반하여 어린이용 다제내성결핵 치료제 개발 사

업 등을 직접 지원한다. 한편, Gavi, Global Fund, Unitaid는

추진요인 개입의 일환으로 공동으로 말라리아 백신(RTS,S/

AS01)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등 신규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하였고(글로벌펀드, 2019), 해당 말라리아 백신은

WHO에 의해 사용 승인을 받는 성과를 달성했다(WHO,

2021).

장애물2: 접근 가능하지 않은 기술 문제의 대응책

존재하는 기술이 접근 가능하지 않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감염병 다자기구는 경제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Gavi 선구매공약(AMC)은 백신

제조사가 중저소득국 대상 낮은 공급가격을 유지하게 함으

로써 백신의 경제적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백신 생산능력 확

대를 통한 백신 가용성 확대에 기여하였다(Gavi, 2020). 그

러나, AMC는 투입 사업비 대비 달성한 백신 가격 인하 수

준이 충분한지, AMC를 통한 백신 가격 인하보다 UNICEF

입찰을 통해 더 저렴하게 백신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아

닌지 우려도 있었다(Wilson, 2010). Global Fund는 의약품 등

보건제품의 전략적 구입을 위해 공동조달메커니즘(Pooled

Procurement Mechanism, PPM)을 사용한다. PPM은 글로벌

펀드 지원 사업들이 사용하는 보건제품별 총량을 산정하여

사업 시행자를 대신하여 제조업체와 가격 및 조달 조건을

협상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Global Fund는 동 메커

니즘을 통해 2019년 1억 7,400만불을 절감했다고 밝히고 있

다(Global Fund, 2020). 최근 온라인조달플랫폼(Wambo.org)

을 통해 PPM 협상 조건 및 가격을 공개하여 시장 가시성

을 제고하고 있다. Global Fund가 의약품 제조업체에의 공

동부담금(co-payment)을 지불하여 의약품 수입업체의 부담

을 낮추는 민간부문 공동지불 메커니즘(private sector co-

Table 3. Health technology program examples of Gavi, Global Fund, and Unitaid

Gavi Global Fund Unitaid

Barrier 1. 

Necessary technology 

does not exist

Funding issues – 

Push factors

Project investment (RTS,S/AS01 

malaria vaccine trial, etc)

Project investment (RTS,S/AS01 

malaria vaccine trial, etc)

Project investment (RTS,S/AS01 

malaria vaccine trial, R&D etc)

Funding issues – 

Pull factors

AMC

IFFIm

Matching fund

-
Market and technology landscape 

analysis

Scientific issues - - -

Barrier 2. 

Technology exists, 

but is not accessible

Cost

Challenges of 

distribution

Inadequate human 

resources

Unreliable energy 

supply

AMC

Project investment (building 

cold chain infrastructure, etc)

Pooled Procurement Mechanism 

(PPM)

Wambo.org

Private sector co-payment 

mechanism

MPP

Project investment 

(technology transfer, etc)

Barrier 3. 

Accessible technology 

is not adopted

Cultural resistance

Human Inertia

Project investment (workforce 

capacity building, etc)

Project investment (workforce 

capacity building, etc)

Project investment (workforce 

capacity building, etc)



Promoting Access to Health Technologies in the Post-pandemic Era: Gavi, Global Fund, Unitaid, and Access to COVID-19

This journal is ⓒ Academic Society for Appropriate Technology 2021 Journal of Appropriate Technology, 2021, 7(2), 216-224 | 221

payment mechanism)을 활용하기도 한다(Global Fund, 2019).

Unitaid는 의약품특허풀(MPP)을 통해 자발적 의약품 생산

기술 및 특허권 공유를 유도하여 복제약 생산을 촉진하며,

현재 18개 의약품 생산권을 보유하고 있다(Unitaid, 2020).

그 밖에 결핵 진단기기 생산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저렴한

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물3: 수용되지 않는 기술 문제 대응책

셋째, 기술이 수용되지 않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감

염병 다자기구는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혁신기술 개발

·도입 확대를 위한 개별 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신규 보

건의료기술을 도입하는 개별 사업 내 지역사회와 보건의료

인력 재교육, 참여 강화 등 사업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보건

의료기술 수용을 촉진한다.

2.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의료기술 접근성 제고를 위한

ACT-A의 활동

ACT-A는 코로나19 관련 백신·치료제·진단기기 개발을 가

속화하고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4월 한시적

이니셔티브로 출범했다. 2021년 2월 142개국에 2억만 도즈

백신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 COVID-19 사업비 조달, 백신

기부 및 조달 지원, 진단기기 배포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

다(WHO, 2021). 하위 분과로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보건

체계 분과를 포함한다. 보건의료기술 분과별로 접근성 제고

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사례를 주요 장애물별로 분류한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개별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일차목적

으로 하지 않는 보건체계 분과는 표에서 제외하였다.

백신 분과는 2021년 말까지 백신 개발, 생산능력 제고, 공

급을 통해 전 세계에 20억 도즈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

며, 주관기관으로 Gavi와 CEPI가 활동한다. Gavi는 백신 조

달 및 대량 공급을 위해 COVID-19 Vaccine Global Access

(Covax) Facility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백신제조사와

중저소득국 및 고소득국에 보급할 백신의 적정 기준가격을

협의함으로써 백신의 경제적 접근성 제고하고 있다(장애물

2). 세부적으로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중저소득국 백신 공급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Covax 선구매공약(AMC) 및 고소득

국이 자부담금을 지불하고 자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Self-

financing Participants라는 총 2개의 재정적으로 분리된 메커

니즘으로 구성된다. Covax Facility는 2020년 10월 기준 184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WHO, 2020). CEPI는 백신 개발과 생

산을 촉진하기 위해 10개의 백신후보물질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장애물1), 2021년 10월까지 144개국에 3억만 도즈를

공급하고 있다(Gavi, 2021)

치료제 분과는 2021년 중반까지 2억 4,500만개 COVID-

19 치료제를 개발·제조·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Unitaid

와 웰컴트러스트(Wellcome Trust)가 주관기관이다. Unitaid

는 덱사메타손 효과성 평가 등 치료제 개발(장애물1), 중저

소득국 인증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웰컴트러스트는 코로나

19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 지원(장애물1), 코로나19 치료제

연구비 지원을 위한 민간 자금 모금(장애물1)을 진행한다

(Wellcome Trust, 2020). 진단기기 분과는 2021년 중반까지

중저소득국에 2-3개의 고품질의 진단키트 도입 등을 목표

로 하며, 주관기관으로 혁신진단재단(The Foundation for

Innovative New Diagnostics, FIND)과 Global Fund가 활동한

다. FIND는 개별 국가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WHO와 협

력하여 분자·면역진단에 대한 독립평가 수행, 코로나19 진

단기기에 대한 파이프라인 및 성능 데이터를 수집·공개한

다(장애물1)(FIND, 2020). 글로벌펀드는 코로나19 진단기기

구입 및 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신속구매메커니즘(Accelerated

Order Mechanism, AOM) 및 개발된 진단기기의 단가 절감

등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민간협력 워킹그룹을 운영한다

(장애물2). 보건체계 분과는 백신·치료제·진단기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력 역량강화 등의 보건체계 강화를 목표

로 하며, 주관기관으로 Global Fund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활동한다.

셋째, 기술이 수용되지 않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백

Table 4. Health technology program examples of Access to COVID-19 Tools Accerlerator (ACT-A) by pillars

Pillars Vaccines Therapeutics Diagnostics

Barrier 1. 

Necessary technology 

does not exist

COVAX Facility

Investment of Covid-19 

Vaccine R&D

Project investment (Therapeutics R&D)

Rapid evidence assessment of candidates

R&D of tests & digital tools 

(independent evaluations of molecular 

tests and immunoassays, etc)

Barrier 2. 

Technology exists, 

but is not accessible

Covax Facility
Market preparedness, facilitating market 

entry and supply at scale

Accelerated Order Mechanism (AOM)

Supply, pooled procurement & equitable 

distribution of tests

Barrier 3. 

Accessible technology is 

not adopted

Project investment (Adequate 

deployment in all countries)

Project investment (Adequate 

deployment in all countries)

Project investment (Adequate 

deployment in all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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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치료제·진단기기·보건체계 분과는 사업 내 세부요소로

신규 보건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보건인력 역량 강

화를 포함하는 등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개발

된 보건의료기술 수용을 촉진한다.

앞서 살펴본 감염병 다자기구 및 코로나19 보건의료기술

접근성 제고를 위한 ACT-A 정책 및 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첫째, 보건의료기술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기추진중인 한국 공

적개발원조 사업과 감염병 다자기구 및 ACT-A 사업과의 연

계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보건의료기술 접근성 제고

를 일차 목적으로 하는 한국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국제질

병퇴치기금,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혁신적기술프로그램(Creative Technology

Solution, CTS),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Research Investment

for Global Health Technology Fund, RIGHT Fund)를 포함한

다(Table 5). 국제질병퇴치기금은 Gavi, 글로벌펀드, Unitaid,

CEPI를 지원하며 Covax AMC 설계 등 감염병 다자기구의

보건의료기술 접근성 제고 논의에 기여하는 한편(KOICA,

2020; Gavi, 2020; 글로벌펀드, 2020; Unitaid, 2020), 연구개

발 비용 및 전문성을 민간 및 공공이 분담함으로써 보건의

료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추진요인 측면의 대안인 제품개발

파트너십(Product Development Partnership)(Howitt et al.,

2012)과의 협업 역시 추진 중이다(TB Alliance, 2020). 한국

국제협력단의 혁신적기술프로그램(KOICA CTS)는 자원이

제약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KOICA,

2020)하는 또 다른 추진요인 측면의 개입이다. 글로벌헬스

기술연구기금(RIGHT Fund)는 백신·치료제·진단·디지털 헬

스 분야에서 저소득국가의 공중보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라이선스·가격책정·공급을

포괄하는 제품 접근성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RIGHT

Fund, 2020). 세 프로그램의 공개된 사업 중 문화적 저항 및

관성 등 특정 제품의 수용(adopt) 자체를 일차인 목표로 하

는 사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세 프로그램은 주로 필

요한 기술이 부재하거나 존재하는 기술이 접근가능하지 않

는 장애물 극복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

건의료기술 개발 자체 만으로는 보건성과 개선을 달성하기

에 불충분하고 효과적인 전달체계, 확대보급을 위한 재정수

단, 현장에서의 수용 등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Howitt

et al., 2012), 감염병 다자기구 사업 혹은 국내 유관 공적개

발원조 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학술적으로, 보건의료기술 개발·기술의 재정적 혹은

기타 제약 극복·현장에서의 수용을 촉진하는 국제사회의 정

책 도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건성과에 미친 영

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유사한 원리에 기

반하여 설계·운영 중인 정책 도구일지라도 세부 요소에서

의 차이가 상이한 보건 성과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주요 요

소를 표준화하는 노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가령, 폐렴구

균백신 선구매공약(AMC)과 코로나19 백신 선구매공약

(AMC)은 유사한 원리를 기반으로 기획되었으나 비용부담

유무, 대상 국가 등 설계의 세부요소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

며 이 차이는 상이한 보건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분

석을 바탕으로 각 정책 도구가 보건성과에 미친 영향 평가

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정책 중 다수가 재

원조달(mobilizing), 공급 확대 및 위험 분산(pooling), 구매

(purchasing) 측면의 경제적 도구를 주된 원리로 활용하고 있

다는 점에서 보건경제학적 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개

별 기술 평가 지원 및 추가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보건 수

요를 규명하기 위한 접근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감염

병 다자기구의 포괄적인ACT-A 사업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세부적인 하부 사업들에 있어서는 여러 장애물들이

중복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기술 접근성 관

련 다수 문헌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Howitt et al. (2012)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ACT-A 사업에 대한 이해와 향후 방향

설정을 돕고자 하였다. 둘째, 감염병 다자기구 및 ACT-A 홈

페이지 내 공개자료를 자료원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에 공

개되지 않은 사업이 추가로 존재할 수 있고 전체 사업을 포

Table 5. Examples of Korean ODA programs to improve accessibility and affordability

Examples of Korean ODA programs

Barrier 1. 

Necessary technology does not exist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program (Core contributions to multilateral organizations)

KOICA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CTS) program

Research Investment for Global Health Technology (RIGHT) Fund

Barrier 2. 

Technology exists, but is not accessible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program

(Core contributions to multilateral organizations and project-type intervention)

KOICA CTS program

RIGHT Fund

Barrier 3. 

Accessible technology is not adop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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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Covax Facility 등

감염병 다자기구의 보건의료기술 접근성 관련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고 향후 세부사업 관련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

는 주요 사업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Conclusion

본 연구는 Howitt et al. (2012)의 보건의료기술 접근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에 대한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감염병 다

자기구 및 코로나19 보건의료기술 접근성 제고를 위한

ACT-A 정책 및 사업을 검토했다. 연구 결과, 첫째, 필요한

기술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감염병 다자기구 및 ACT-A

는 선시장공약(AMC), 백신채권(IFFIm), 매칭펀드, Loan

Buydown Facility, 기술 현황 분석, Covax Facility, 백신 후

보물질 개발 지원, 임상시험 지원, 진단기기 독립평가 등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 존재하는 기술이 접근가능하지 않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감염병 다자기구 및 ACT-A는 선

시장공약(AMC), 공동조달메커니즘, 온라인조달플랫폼, 민

간부문 공동지불 메커니즘, 의약품특허풀(MPP), Covax

Facility, 신속구매메커니즘(AOM) 등을 시행하고 있다. 셋째,

기술이 수용되지 않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감염병 다

자기구 및 ACT-A는 인력역량강화 등을 포함하는 보건체계

강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기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최근 국제

사회의 정책 및 사업을 포괄적으로 탐색한 첫 연구라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무적·학술

적 향후 과제를 다음과 제시하였다. 첫째, 실무적으로, 보건

의료기술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기추진중인 한국 공적개발원

조 사업과 감염병 다자기구 및 ACT-A 사업과의 연계 가능

성을 검토하고, 둘째, 학술적으로, 보건의료기술 개발, 기술

의 재정적 혹은 기타 제약 극복, 현장에서의 수용을 촉진하

는 국제사회의 정책 도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

건성과에 미친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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