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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Innovation Trend 해외 혁신동향

프랑스

보건 연구: 이해도 높은 연구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행동 계획
1)

글 : 성경모 (lumilyon2@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4년 4월 프랑스 보건의학연구원(Inserm)의 개원 

50주년 기념 포럼 때 프랑스 대통령 Hollande는 

“Aviesan(프랑스 보건 및 생명과학 연합체, Alliance 

nationale pour les sciences de la vie et de la santé)

은 보건 연구 주체들 간의 시너지를 강화시킬 수 있

는 전략적 발상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

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 고등교육 연구부

(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및 사회보장, 보건 및 여성권리부

(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de la Santé et 

des Droits des femmes)는 Aviesan 대표에게 국가

보건 전략 및 국가 연구 전략을 지향하는 행동계획

(plan d'action) 수립에 관한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 계획안은 올해 7월 관련 정부부처에 제출되었다. 

이 계획은 연구자금원 및 자금운영 주체들의 증가로 

인해 매년 임상연구 및 전환연구에 프랑스가 들이는 

노력(2013년 약 2억 유로를 8,000개 프로젝트에 투

자)에 대한 가시성이 불투명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

하여 임상연구 및 전환연구 차원에서 최선의 구조, 

일정 및 자금조달 활용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Aviesan, 국가연구청(ANR), 국립암연구원(INCa), 

국립에이즈연구원(ANRS)와 같은 프랑스 보건 연구 

주체를 아우르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진 이 계

획은 다음과 같은 3개 중심 축을 중심으로 보건 연

구의 프로그램 구상 원칙을 재정의 하였다:

○ 연구 프로젝트 공모 지원체제 절차 공유

○ 자금 조달 대상 평가 규범의 조정

○ 국가 보건 전략 및 국가 연구 전략이라는 배경 안

에서 국가적 우선과제 확인 및 연계

위와 같은 제안은 국내외 보건 연구 프로그램 이해

도를 높이고, 연구팀으로의 작업을 단순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15년 Aviesan의 주도 아래 조직된 운영위원회는 

관련 연구 기관들 및 자금운영 주체들과 함께 다음

1)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보도자료 (2015.07.15), 「생물학과 보건」
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cid91516/recherche-en-sante-un-plan-d-action-pour-
une-programmation-plus-lisib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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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운영위원회 운영 목표를 제시, 추진하기로 

하였다:

○ 모범적 연구 실행 및 절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 및 

공유하여 프로젝트의 과학적 평가에 대한 조정

○ 연구 공모양식, 일정, 공표 등을 국가 연구청이 

제안한 ‘공동포털’에 따라 연구공모 지원체제의 

단순화

○ Aviesan이 제안한 과학적 프로그램으로서의 일

관성 추구 : 기초연구, 전환연구, 임상 연구 및 공

중보건 연구 사이의 지속성을 강화시키는 방법으

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  각기 다른 보건 분야 연구 사이에서 과학적 우선

순위에 대한 조정 

이 행동계획은 2015년 말에 프랑스 보건 분야의 국

제적 연구 가시성을 최대한 높이고 행동계획이 실효

성을 거둘 수 있는 최선의 거버넌스를 조직하는 방

향으로 일관성 있게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프랑스는 공공연구의 연합체인 Aviesan 

주도 아래 보건분야 공공연구 프로그램 구상시에 국

가 보건 전략 및 국가 연구 전략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국가적 우선과제를 확인하고 연계시키는 것에서부

터 출발하고 있다. 이 출발점은 한국의 공공연구 시

스템 하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이 공공연구 

기관들에게 임무로 연결되고 연구 자금 운영 주체가 

평가대상의 임무에 맞는 평가 기준을 세울 때 보다 

합리적인 연구 시스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무엇

보다도 국가 연구 개발 시스템 운영은 연구 현장이 

공감하는 모순점 개선과 국제 과학 공동체 활동에 

대한 참여 및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2) 성경모 (2015), 「프랑스 보건 ·생명과학 연구 제도 혁신의 산물 : AVIESAN」, 동향과이슈 제 19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Aviesan이란?

Aviesan(Alliance nationale pour les sciences 

de la vie et de la santé)은 2009년 4월에 조

직된 보건 및 생명과학을 위한 프랑스 공공

연구 연합체이다. Aviesan은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연구의 새로운 조직을 활성화시켜 

보건 및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의지의 결과물이다. 즉, 보

건 및 생명과학 분야의 공공 연구 차원에서 

많은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연구의 탁월

성과 창조성 및 합리적인 연구 시스템 운영

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창립 구성원으로는  원자력청(CEA), 국립과

학연구센터(CNRS), 국립농학연구원(INRA), 

컴퓨터과학통제연구원(INRIA), 국립보건의

학연구원(INSERM), 국가발전연구원(IRD), 

파스퇴르연구소(Institut de Pasteur), 대학총

장회의(Conférence des présidents 

d'université), 지역 및 대학병원센터장 회의

(Conférence des directeurs généraux de 

centre hospitaliers régionaux et universitaires)

가 있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