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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백신개발을 위한 미국 ‘Operation
Warp Speed’ 주요 추진동향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피해가 누적되어 가고
있어, 치료제 및 백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백신개발을 통해 자국
경제를 정상화하고, ‘백신 리더십’을 통해 국제사회 주도권을 차지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중국, 영국 등 각 국가별로 정부 주도의 정책을 펼치고 민간과 정부가 협력
하여 백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3월 초 시진핑 국가주석이 과학자들에게‘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요청한 지 2주 만인 3월 20일 우한 시민 108명을 대상으로
인민해방군 연구진이 개발한 코로나 19 백신 임상시험 1상을 시작하였다. 중국정부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임상필수단계 중 일부를 면제해줄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을 확대․적용하면서 백신
개발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또한, 영국 또한 4월 17일 옥스퍼드대학교의 백신 임상시험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선언하였다.

유럽연합 27개국의 경우, 지난 5월 1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를 통해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범 유럽 차원에 ‘유럽 혁신 의약품 이니셔티브(Innovative Medicine
Initiative)'에서 선정한 공동 R&D프로젝트에 연구자금을 지원할 것을 결의하고, 백신·치료제·
진단기기를 민․관 공동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였다.
초기 코로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미국은 4월 초에 일명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아이디어를 도입하고 5월 초에 트럼프대통령이 프로그램 추진을 발표하였다. Operation
Warp Speed는 약 100억 달러($10B)의 예산을 투자하여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CDC), 식품의약국
(FDA), 국방부(DoD), 보건복지부(HHS),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생의학 첨단 연구 개발 기관(BARDA: Biomedical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등 연방정부의 상당수가 참여하여 민간-정부간 협력을 통해 최소 12~18개월이 소요되는
백신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여 2020년 말까지 백신을 개발하고, 2021년 1월까지 미국인
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의 접종이 가능하도록 대량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초기 코로나 대응 실패에 대한 비난을 잠재우고, 기업단위에서 경쟁적으로 백신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연방정부의 자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가장 유망한 백신 후보를
선별하고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고, 백신을 선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백신개발 다양한 접근방식 예시>

<백신 개발 및 생산 프로세스>

Operation Warp Speed의 특징은 COVID-19 백신의 개발, 제조 및 유통을 가속화하기 위해
‘개발→임상 시험→ 제조’와 같은 백신개발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간 부문의 제약 회사는 재정적 위험 부담 때문에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 및 효율성의 검증 절차를 마친 후 제조에 들어가게 되며, 이러한 신약 개발은
보통 5년~10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COVID-19 백신의 경우,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백신은
Operation Warp Speed에 의해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대량의 백신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민간 기업 대신 Operation Warp Speed와 연방 정부가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여
생산절차에 따른 지연 없이 생산성을 확보하여 개발 가속화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연방정부에서는 Operation Warp
Speed에서 진행하는 과정은 전통적인 단계를 건너뛰는 것이 아닌, 개발 단계를 동시에 진행
함으로서 개발 타임 라인을 줄이는 효과를 불러오는 것이므로 제품의 안전성과 효율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임상시험 주요단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추진현황>

현재까지 Operation Warp Speed의 백신개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Operation Warf Speed 주요 백신개발 지원현황
ㅇ Johnson & Johnson (Ad26.COV2-S)
3월 30일 보건복지부 산하의 생의학 첨단 연구 개발 기관(BARDA: Biomedical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은 9월에 제1상 임상시험(phase 1 trial)이 시작될 예정인 Johnson
& Johnson에서 개발한 백신(Ad26.COV2-S)에 Operation Warp Speed의 최종 5개의 후보로서
4억5,600만 달러($456M)를 지원할 것을 발표하였다. 존슨 앤 존슨 (Johnson & Johnson)은 최근
9월에 1 상 임상시험(phase 1 trial)을 시작할 것으로 발표 했지만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보면
이보다 빨리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상 임상 시험에서는 백신이 건강한 사람에게 널리
투여되기 때문에, 특히 백신의 중요한 요소인 안전성 테스트에 중점을 두게 된다.

ㅇ Moderna (mRNA-1273)
4월 16일 보건복지부가 최대 4억8,300만 달러($483M)를 지원하여 코로나19 백신(mRNA-1273)을
개발 중인 Moderna는 이미 3월 16일에 제1상 임상시험(phase 1 trial)을 시작하여 FDA로부터
fast-tract을 통한 임상시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45명의 지원자를 15명씩 3그룹으로 나눠 자신들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mRNA-1273)을 각각 25㎍(마이크로그램), 100㎍(마이크로그램), 250㎍(마이크로그램)씩
투여한 결과 전원이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됐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7월 30,000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phase 3 trial)을 시작하게 되며, 100㎍(마이크로그램) 용량의 백신을
투여할 예정이다. 3상 임상시험(phase 3 trials)은 수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효능을
사실상 최종적으로 시험하는 단계로, 투여 용량을 100㎍으로 정한 이유는 면역 효과를 최 대로
끌어올리면서도 유해 반응을 최소화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최종 임상시험 참가자는 1년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Moderna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면 스위스 제약회사 Lonza 그룹과
제휴해 2021년부터 10억 회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ㅇ AstraZeneca(AZD1222)
5월 21일 보건복지부 산하의 생의학 첨단 연구 개발 기관(BARDA: Biomedical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는 AstraZeneca에서 옥스퍼드대학과 공동 개발한 백신에 최대 12억
달러($1.2B)를 지원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 백신은 올 9월에 제3상 임상시험(phase 3 trial)이
가능하고 빠르면 올 10월에 첫 투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첫 대량
생산 중 최소 3억 회 투여 용량을 미국에 제공하게 되며, 현재 제3상 임상시험 연구 대상으로
30,000명의 미국인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ㅇ Pfizer & BioNTech (BNT-162)
미국 제약사 화이자(Pfizer)와 독일 제약사 바이오엔테크(BioNTech)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

19 백신은 총 45명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된 1차 임상시험(phase 1/2 trial)에서 긍정
적인 결과가 나왔다.

출처: BioNTech

시험 참가자 45명에게 백신 후보 물질 'BNT162b1'을 10㎍, 30㎍, 100㎍ 네 개의 위약군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이 중 100㎍ 위약군에서는 고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나, 10㎍과 30㎍을
접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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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alizing antibodies)가 생성됐다고 미국 현지 시간 7월 1일 아침에 발표하였다.
ㅇ Merck & Co. and IAVI (rVSV-SARS-CoV2 / recombinant)
5월 26일, 미국의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 개발전문 대형 제약사인 Merck는 코로나19 백신 2종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 중 한가지는 비영리 단체인 IAVI(International AIDS
Vaccine Initiative)와 공동으로 에볼라 백신 개발 경험을 살려 에볼라 백신과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코로나19 백신(rVSV-SARS-CoV2 / recombinant) 개발을 진행하기 발표하고, 올 하반기에 1상(phase 1)
임상시험을 진행 할 예정이다. 임상시험은 Operation Warp Speed 프로그램에 선정됨에
따라 생의학 첨단연구기관(BARDA)과 파트너쉽을 맺고 진행될 것이다. Merck는 이 외에도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Institut Pasteur), 피츠버그 대학과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던
오스트리아 제약회사인 Themis Bioscience를 인수하여, 코로나19 백신 후보를 추가로 확보하고,
수주 안에 추가 임상시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mis 프로젝트는 전염병대비혁신연합
(CEPI: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으로부터 일부 지원금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이 백신은 프랑스에서 임상시험용 용량이 이미 생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 CEPI(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미래의 전염병을 막기 위해 공공, 민간, 자선, 시민 단체가 참여하여 2017년 다보스에서 설립된 혁신
협력 단체이다. CEPI는 현재까지 총 10억 달러의 자금 목표액 중 7,500만 달러 이상을 확보했다.
CEPI가 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질환은 에볼라 바이러스, 라사(Lassa) 바이러스, 중동호흡기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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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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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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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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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kungunya) 바이러스이다. CEPI는 이 밖에도 알려지지 않은 병원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를
예방하는 신속한 백신 및 면역예방적 치료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에도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CEPI는 백신 및 플랫폼 개발에 4억 5,600만 달러의 투자를 주도해 왔다.

또한, Merck사는 에모리대학(Emory University)이 발견하고 마이애미 소재 생명공학 업체인
리지백(Ridgeback Biotheraputics)이 개발하고 있던 초기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인 EIDD-2801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5월 말부터 중간단계의 임상시험을 시작
했다. EIDD-2801은 길리어드(Gilead)의 렘데시비르(remdesivir)와 유사한 작용기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소재 베일러 의과대학(Baylor College of
Medicine)과 손잡고 2011-2016년 사스(SARS) 퇴치를 목표로 개발된 백신 후보물질 CoV
RBD219-N1의 제조 플랫폼을 개선하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정 개발에 협력하여 '코로나19 백신 제조 플랫폼' 개발도 추진 중에 있다.
동시에 생산공정 최적화를 위해 텍사스 아동병원센터 연구진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2개의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의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고 있다.
ㅇ Vaxart, 6월 26일 프로그램 합류
미국의 경구 백신 개발 전문기업인 Vaxart가 개발한 최초의 알약 형태의 경구용 백신은
Operation Warp Speed의 영장류(NHP: non-human primate) 챌린지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 이 연구는 회사의 Vector-Adjuvant-Antigen Standardized Technology (VAAST
™)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Vaxart의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전달하는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가 함유된 경구용 알약으로, 지난 4월 30일 전임상 1차 평과 결과
단일 복용한 후 2주 후에 모든 시험 동물에서 면역 반응, 즉 코로나19 항체 물질인 이뮤노
글로블린G (immunoglobulin G) 생성이 확인되었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Vaxart는 6월 25일
Attwill Medical Solution Sterilflow와 코로나19 백신의 정제 및 장용 코팅을 포함한 동결 건조
(lyophilization) 개발 및 대량 제조와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연간 10억회 이상의
COVID-19 백신을 제조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올 여름에 1상 임상시험 (phase 1 trial)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출처: Public Citizen, "The People's Vaccine" Report

□ Operation Warp Speed 주요 계획 및 진행현황
5월 15일에 발표한 주요 계획의 내용은 백신개발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다. 관련해서 현재까지 주요 진행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코로나 백신후보 선별 현황>
ㅇ Operation Warp Speed는 현재 개발 중인 100개 이상의 백신 후보 중에서 14 개의 유망
후보가 선정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이미 미국 정부 지원 하에 임상 시험 중에 있다.
ㅇ 이들 선정된 14개의 백신 후보군에서 다시 약 7개의 후보로 좁혀지고 있는데, 관계자에
의하면 유명 TV쇼인 'Shark's Tank'과 같은 진행 방식으로 다양한 기술 옵션 중에서 가장
유망한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ㅇ 7여개 후보들 중에서 다시 3~5개의 유망 후보를 선정하여 초기 임상 시험에서 추가 테스트를

거치게 되며, 안전성과 효능의 입증을 위한 대규모 무작위 시험이 진행될 것이다.
ㅇ 최종 5개의 백신 후보는 ▲Ad26.COV2-S (Johnson & Johnson) ▲AZD1222 (AstraZeneca &
옥스퍼드 대학 & Vaccitech)

▲BNT-162 (Pfizer & BioNTech)

▲mRNA-1273 (Moderna) ▲

unnamed vaccine (Merck & Co. and IAVI)로 선정되었으며 이중 4개 백신 후보는 생의학
첨단 연구 개발 기관(BARDA: Biomedical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으로부터
총 20억 달러($20B)을 지원 받았다.

<Operation Warp Speed 최종 5개 후보>
□ 백신 제조관련 지원현황
연방정부가 제조 capability에 관련한 위험을 대신 감수함으로써, 선정된 백신 개발기업들이
위험부담 없이 백신 개발에 적극 투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빠른 백신 보급의 효과를
불러 온다. 즉 유망한 백신으로 선정된 백신 후보는 아직 개발 중임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책임 하에 우선적으로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여러 회사와 협력하여 백신을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 배포용 솔루션’도 개발하고 있으며, 이 솔루션에는 미리 채워진
주사기, 바이알(vials) 및 용기(containers)와 같은 도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Operation Warp Speed에 의한 제조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ㅇ 앞서 언급된

AstraZeneca($1.2B), Moderna($483M), 및 Johnson & Johnson($456M)에 보건

복지부가 3·4·5월에 지원한 정부지원금에는 이러한 제조 capability에 관한 투자도 포함
된다. 다만 Moderna에는 지난 5월 제조 capability 증설를 위하여 추가로 $53M을 지원하
였다.
ㅇ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1일, 잠재적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국내 제조 능력 및 제조

용량을 향상하기 위해 Emergent BioSolutions에 약 6억 2,800만 달러($628M)에 달하는 과업을
지시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백신 보급 관련 지원
코로나19 대책 방안이 승인되기 전에 Operation Warp Speed 는 이미 백신 보급에 관한 계획
및 인프라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백신 분배에 대한 계층적 접근방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유행성 독감 대응을 위해 개발된 방법론 및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
19의 확산시 대응방안, 바이러스 데이터 및 백신의 효력,

필수 인력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일부 수정/조정하여 수립된 것이다. 계층적 시스템에서 노인, 기존의 유증상자, 진료 및 치료
수행에 관여된 의료 종사자를 포함한 Service provider들을 높은 계층으로 분류하여 우선권을
부여하게 되며, 보급 계획을 바탕으로 백신 분배에 필요한 국내 제조 및 유리, 약병(vials)
같은 특수 재료 및 리소스의 공급을 확대하여 백신 분배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며, 백신의
신속한 배포 및 관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국방부를 참여토록 하고 있다.
Operation Warp Speed에 의한 보급관련 주요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ㅇ 5 월 12일 (ApiJect, 국방부&보건복지부 $138M 지원)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ApiJect와 백신 보급을 위해 2020년 말까지 미국 전역에 100만개가
넘는 미리 채워진 주사기를 배포 하는 것과 더불어 2021년에는 5억개 이상의 미리 채워진
주사기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제조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 3,800만 달러($138M)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6 월 9일 (코닝/Valor Glass/SiO2, 국방부&보건복지부 각각 $138M/$164M/$144M 지원)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백신 및 치료에 필요한 약병(vial)의 국내 생산 증대를 위한 공동
노력을 발표하였다. 코닝에 2억 6,000만 달러($260M), Valor Glass에 1억 6,400만 달러
($164M)를 지원하여 백신에 사용할 수 있는 약병을 수요에 따라 국내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 능력을 확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SiO2 Materials Science에 약물 및 백신에 사용할 수
있는 유리 코팅 플라스틱 용기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1억 4,400만 달러($144M)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프로그램 관리 감독
Operation Warp Speed는 Alex Azar 보건복지부 장관과 Mark Esper 국방 장관이 감독하고,
Moncef Slaoui 박사가 수석 고문(Chief Advisor)으로, Gustave F. Perna 장군이 운영 책임자
(Chief Operating Officer)로 임명 되었으며, 추후

프로그램 관련하여 의회와 및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별도의 연락담당처(Contact point)를 발표할
예정이다.

□ 프로그램 지원 예산
의회는 CARES Act 법안을 포함한 추가 자금을 통해 거의 100억 달러($10B)를 Operation
Warp Speed에 투입했으며, 의회는 또한 다른 융통 자금(flexible funding)을 통해 마련된 약
100억 달러의 자금을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코로나19 대응책 개발용으로 생의학 첨단 연구 개발
기관(BARDA: Biomedical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에 책정된 65억 달러
($6.5B)와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연구를 위해 책정된 30억 달러($3B)이 포함
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의 예산은 R&D, 임상 시험, 그리고 manufacturing, 백신 보급 등에
사용 된다.
조사전문기업인 BioCentury에 따르면 Johnson & Johnson과 Pfizer 등 거대 제약업체를 비롯해
현재 전 세계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각각 150여종과 350여종에 달한다.
또한 5월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가운데 현재 임상시험 단계에 돌입한 것은 모두 7개다. △중국 3개
(캉시눠·군사의학연구원, 중베이징커싱(시노백), 우한생물제품연구소) △미국 2개(Moderna,
Inovio) △영국 1개(옥스퍼드대) △범유럽 1개(Pfizer·독일 BioNTech·상하이 푸싱 파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세계 Coronavirus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중인 23개 기업들 (5월 초 데이터 기준)>

Operation Warp Speed 프로그램은 미국 국민에게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고 저렴한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백신 관련 개발 기업들에게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백신을 미국 정부에
우선적으로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창궐로 인한 인명 및 경제적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지키고 경제를 되살리고자 각국은
가능한 모든 자원을 들여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개발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일부 공중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 개발 경쟁이 국가적 경쟁으로 치닫는 형태로
전개되어 각국 정부가 자국민을 위해 백신 할당량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이기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당분간은 이러한 경쟁구도 양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의 소리 없는 백신 전쟁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그리고 우리
나라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떠한 대비를 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출처>
https://www.statnews.com/2020/05/15/trump-audacious-plan-vaccine-covid19/
https://www.sciencemag.org/news/2020/05/unveiling-warp-speed-white-house-s-america
-first-push-coronavirus-vaccine
https://science.sciencemag.org/content/368/6492/692
https://www.defense.gov/Explore/News/Article/Article/2222284/operation-warp-speed-acce
lerates-covid-19-vaccine-development/
https://www.hhs.gov/about/news/2020/06/16/fact-sheet-explaining-operation-warp-speed.html
https://www.hhs.gov/sites/default/files/fact-sheet-operation-warp-speed.pdf
https://www.bioworld.com/articles/435677-european-commission-working-on-procurement
-plan-as-covid-19-vaccine-race-accelerates
https://www.cfr.org/backgrounder/what-world-doing-create-covid-19-vaccine
https://www.hhs.gov/about/news/2020/05/15/trump-administration-announces-framework-an
d-leadership-for-operation-warp-speed.html
https://www.genengnews.com/news/vaxart-oral-covid-19-vaccine-joins-trumps-warp-spe
ed-ramps-up-manufacturing-capacity/
https://www.thestreet.com/investing/inovio-coronavirus-vaccine-candidate-deemed-safe-in
-phase-1-test
https://www.nytimes.com/2020/06/03/us/politics/coronavirus-vaccine-trump-moderna.html
https://www.marketwatch.com/story/biontechs-stock-halted-pfizer-shares-jump-on-promi
sing-covid-19-vaccine-data-2020-07-01
https://www.sciencemag.org/news/2020/05/merck-one-big-pharma-s-biggest-players-rev
eals-its-covid-19-vaccine-and-therapy-plans
https://www.biopharmadive.com/news/coronavirus-drugs-merck-vaccines-antivirals-antibod
ies/578929/
https://www.medrxiv.org/content/10.1101/2020.06.30.20142570v1.full.pdf
https://investors.merck.com/news/press-release-details/2020/IAVI-and-Merck-Collaborate
-to-Develop-Vaccine-Against-SARS-CoV-2/default.aspx
https://observer.com/2020/05/coronavirus-vaccine-update-novavax-merck-bill-gates-funding/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merck/merck-to-buy-austrian-vacc
ine-maker-as-it-jumps-into-covid-19-race-idUSKBN2321CU
★관련문의처:

미국 실리콘밸리 거점 김병재 소장(T: 1+408-791-9042, E: rarmy78@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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