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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3차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

(※ 추후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K-방역 고도화, 산업화 및 세계화에 1조원 규모(9,656억 원) 지원

1. K-방역 고도화 : 전주기(예방-진단-치료) 방역시스템 보강 (7,299억 원)

① (사전방역 철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비축*(2,009억 원)과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확대(235만 명, 265억 원)

     * 현재 코로나 2배 수준 유행에도 대응(보호구 772만 개, 인공호흡기 300대, 

ECMO 100대 등)

    ** (현행) 만 13세 이하 + 만 65세 이상 → (확대) 만 14∼18세 추가

② (방역체계 강화) 고위험·중환자용 음압병상을 120병상 확대(300억 원),

권역별 대응을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13개소, 12억 원)

- 경영상 애로를 겪는 의료기관 대상 자금융자 추가 지원(4,000억 원)

     * 총 8,000억 원 지원: (1차 추경) 4,000억 원 → (3차 추경) +4,000억 원

③ (진단·검사) 호흡기·감염병 안전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호흡기 

전담클리닉(500개), 상시 선별진료소(67개) 구축(602억 원)

④ (격리·치료)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디지털 의료협진 인프라 확충(111억 원)

     * 생활치료센터 온라인진료 시스템(31억 원),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60억 원) 등 

2. K-방역 산업화 : 치료제·백신 등 조기 개발·생산 추진 (1,923억 원)

ㅇ (치료제·백신) 유망후보 물질 조기 제품화를 위해 ｢전(前)임상*

→ 임상 → 글로벌 3상**｣의 전주기 R&D 지원(1,115억 원)

     * 후보물질 발굴(10개, 50억 원), 효능평가(35세트, 85억 원), 독성평가(4개, 40억 원) 등

    ** 치료제: (1상) 후보군 6개(80억 원) → (2상) 4개(160억 원) → (3상) 4개(2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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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 (1상) 후보군 3개(90억 원) → (2상) 3개(240억 원) → (3상) 1개(150억 원)

ㅇ (방역·의료장비) 감염병 예후예측모델 개발 등 예측·분석 역량 강

화와 방역장비·진단기기의 국산화 지원(460억 원)

ㅇ (생산 인프라) 신약 신속 개발을 위해 벤처 제약업체 등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실험·제조용 장비 및 시설 조기 확충(348억 원)

     *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장비 지원(90억 원), 치료제·백신 생산시설 및 공정관리

(100억 원) 등

3. K-방역 세계화 : K-방역 경험의 브랜드화·수출 확대 (434억 원)

ㅇ (K-방역 국제표준화) 방역대응 프로세스를 체계화한 ‘K-방역

국제표준 모델*’, ‘AI 역학조사지원시스템’ 개발·수출(114억 원)

     * 감염병대응 전(全)과정(검사확진 → 조사·추적 → 격리·치료 등)의 절차·기법을 표준화

ㅇ (수출 확대) K-방역제품의 신뢰도·인지도 제고, K-방역업체의

해외조달 진출, 지식재산권 확보 등 해외판로 개척 지원(82억 원)

     * 체외진단·방역기기 표준·성능실증(30억 원), K-방역업체의 해외조달 참여 지원

(14억 원), K-방역기술의 해외 지식재산권 선점 지원(20억 원) 등

ㅇ (ODA) 글로벌 방역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개도국 

대상 마스크·진단키트의 인도적 지원 확대(238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