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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신약개발사업 개요

☐ 사업 개요

◼사업명 : 국가신약개발사업(복지부‧과기부‧산업부)
◼사업기간 : ’21∼’30년(총 10년)
◼사업규모 : 2조 1,758억원(국고 1조 4,747억원, 민자 7,011억원)
◼사업목적 : 국가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민 건강 증진
◼사업내용
▫유효물질 발굴에서 임상2상에 이르는 전주기 신약개발 지원을 통해 신약개발
기초단계 성과의 임상·실용화 단계로의 진입 활성화 및 성과 창출

- 부처 간 분절적 지원을 통합하고, 기업 참여를 통한 성공가능성 제고
- 3개의 R&D 세부 사업과 1개의 R&D 지원 사업으로 구성

* ① 신약기반확충연구, ② 신약R&D 생태계 구축연구, ③ 신약 임상개발, ④ 신약
R&D 사업화지원

□ 사업내용

○ (신약기반확충연구) 질적⋅양적으로 우수한 초기 파이프라인의 지속적

공급을 목표로 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인 연구개발 지원

○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기초 연구 성과가 임상단계로 원활

하게 진입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및 중소·중견기업 집중 육성

○ (신약 임상개발) 기업 중심의 글로벌 신약 개발 등 실용화 성과 

창출을 위한 임상단계 연구개발 지원

○ (신약 R&D 사업화 지원) 비임상-임상, 기술사업화, 제조·생산 등

신약개발의 주요 단계별 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

☐ 사업 예산 : 2조 1,758억원(국고 1조 4,747억원, 민자 7,011억원)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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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

사업 내용 총사업비 국고 민자
합 계 21,758 14,747 7,011

국가
신약개발

① 신약기반확충연구 3,600 3,600 -
②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9,344 6,074 3,270
③ 신약 임상개발 7,315 3,657 3,658
④ 신약 R&D 사업화 지원 1,499 1,416 83

2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개요

☐ 사업 개요

◼사업명 :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복지부‧과기부)
◼사업기간 : ’21∼’30년(총 10년)
◼사업규모 : 5,955억원(국고 5,423억원, 민자 532억원)

◼사업목적 : 재생의료기술 분야의 잠재가치 발굴 및 재생의료기술을 이용한
치료제·치료기술 개발로 국민 건강 보호

◼사업내용
① 재생의료 원천기술
- 재생의료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기반으로 확장성을 고려한 新기술 개발

② 재생의료 연계기술
- 재생의료 분야 新기술 검증 및 치료제의 조기 임상 진입을 위한 기술 개발

③ 재생의료 치료제·치료기술
- 재생의료 치료제·치료기술의 조기 임상 적용 및 실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

☐ 사업 내용

○ (원천기술개발) 차세대 재생의료 치료제·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재생의료를 응용한 미래 新기술 개발

○ (연계기술개발) 재생의료 기반·활용기술 개발 및  치료제·치료기술

의 임상진입을 위한 후보물질 발굴 및 전임상 지원

○ (치료제·치료기술개발) 재생의료 치료제·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허가용 임상시험 지원

☐ 사업 예산 : 5,955억원(국고 5,423억원, 민자 5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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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
사업

사업 내용 총사업비 국고 민자
합 계 5,955 5,423 532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

① 재생의료 원천기술 개발 1,967 1,908 59
② 재생의료 연계기술 개발 2,793 2,515 278
③ 재생의료 치료제·치료기술 개발 837 642 195
④ 사업 지원 358 3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