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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네릭의약품 위수탁 제조현황 세부 분석(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개정과 제약바이오산업

박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험·유통팀장)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7월 20일

대 3개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동일 제조소 기준
자사제조 품목
+
타사에게 수탁받아
제조하는 품목

허가품목수 기준(‘20.7.31)
동일제제 제네릭의
약품 제조품목 수

자사제조
품목 수
(A)

A/B %

1+0

1

6,590

70.8

-

-

1+1

2

945

10.1

945

6.1

1+2

3

378

4.1

756

4.9

1+3

4

270

2.9

810

5.2

1+3까지 합계

-

8,183

87.9

2,511

16.2

1+4

5

182

2

728

4.7

1+5

6

124

1.3

620

4

1+6

7

101

1.1

606

3.9

1+7

8

96

1

672

4.3

1+8

9

62

0.7

496

3.2

1+9

10

68

0.7

612

3.9

1+10

11

59

0.6

590

3.8

위탁제조 품목수
(C)

C/D %

2020년 9월 발의된 서영석 의원안은 그동안

위해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정하는 법안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 자료를 무제한

1+11 이상

12 이상

438

4.7

8,737

56.2

(제 2조의 2 신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수

으로 공유한 결과 의약품의 과도한 난립, 리베이

총계

-

9,313 (B)

100

15,572 (D)

100

를 확대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는 법안(제

트 제공 등 불법 유통과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능

18조 및 제18조의 2) 등 주요 개정 항목들이 14

력 약화 등이 우려된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했

규정 제2조 9)으로 복합제, 용법용량 변경 제품

권장했고, 생동인정 품목 확대를 목표로 위탁생

건에 달했다.

다. 의약품 시장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

등을 의미한다.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그 중 가장 산업계의 이목을 끈 법안은 동일한

동성시험 자료를 이용해 허가신청 가능한 품목을

특히 임상 3상 자료를 허여한 품목의 경우 최

그러나 위탁생동 품목수가 늘어남에 따라 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자료 또는 임상시험자료를

최대 3개(수탁사 1곳당 위탁사 3곳) 이내로 제한

초 허가 당시 5개사 내외로 공동 허가를 받았으나

험약가제도와 맞물려 보험약가 선점, 리베이트 과

이용한 품목 허가를 제한하는 법안(1+3 제한법

하는 것이 골자다.

이후 시판후조사(PMS) 만료 전 이른바 ‘위임형

당 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2007년에 위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네릭의약품 위·

제네릭’으로 추가 허여한 품목의 수가 급격히 늘

탁(생동)을 2개까지 제한했고, 이를 일몰제(2007

수탁 제조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품목허가된

어나는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법안 발의에 힘을

년 5월 25일~2010년 11월 25일)로 운영한다.

본고에서는 의약품 난립과 과당경쟁 해결 측

제네릭의약품은 약 2만 5,000개로, 이 중 자사제

실었다. 위임형 제네릭은 자료제출 의약품을 허

일몰기간이 끝난 후 식약처는 추가로 3년 연

면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는 약사법 개정 사유와

조 품목은 약 9,300개(약 38%)이고, 위탁제조하

가받은 제약사가 공동개발 참여사 아닌 다른 제

장을 추진했으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시사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는 품목은 1만 5,600개(약 62%)에 달한다. 위탁

약사에게 임상자료 등을 허여함으로써 승인받는

개선 권고 의견을 들어 1년만 연장, 2011년 폐지

제조 품목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동일 제조소에

후발의약품을 뜻한다.

하기에 이른다.

안)과, 영업대행사(CSO)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
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었다.

두 법안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생동시험 자료

이후에도 제네릭 품목 난립, 과당경쟁 문제가

또는 임상시험 자료를 허여하는 제도는 우리나

불거짐에 따라 2019년 4월 식약처는 ‘의약품의

2020년 11월 발의된 서정숙 의원의 약사법

라 건강보험 시장의 특이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통해 위

개정안은 자료제출 의약품의 공동 임상자료 허여

2000년 의약분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세

탁(공동)생동 제한을 재추진했다. 그러나 규제개

서영석, 서정숙 의원의 발의안은 ‘의약품 품목

로 동일한 의약품이 다수의 다른 제품명으로 허

계 각국은 정책적으로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비

혁위원회는 제약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것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가·발매되어 다른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차단시키

용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고가의 오리지널을 대

이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에 작성된 생물학적동등성

는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했다. 자료제출 의약품

체하는 제네릭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였다.

효과가 낮으며, 연구개발 증진 효과도 미미해 재

시험 자료 또는 임상시험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은 ‘신약이 아닌 의약품이면서 안전성·유효성 심

우리나라는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을 시

이용하여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을 최

사가 필요한 품목’(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행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제네릭 사용을

위탁한 품목이 3개 이내인 경우는 전체의 16.2%

품목허가 수 제한 법안(서영석, 서정
숙 의원)

02

에 그치는 현실이다.

도입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03

약사법 개정과 제약바이오산업

공포된 약사법 개정은 의약품의 중요성을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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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DMA가 검출

월 20일 공포됐다.

됐을 때 문제가 된 성분의 품목수가 미국 10개, 영
국 5개, 캐나다 21개 등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는
자그마치 174개 품목에 달한다는 점이 연일 회자
되면서, 동일 품목이 지나치게 많은 문제를 해결

CSO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의무화
법안(정춘숙, 고영인, 서영석 의원)

[일부개정 약사법, 2021. 7. 20 시행, 법률 제18307호]
약사법 제47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①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의약품공급자등”이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
내에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회차원에서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

정춘숙, 고영인,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19년 실시한 설문조

적용 및 관리 투명화를 위해, 지출보고서를 인터

면서 여·야의 공통된 문제인식 아래 약사법 개정

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공급자 뿐만 아니

사에 따르면 195개 제약사의 45%가 CSO를 이용

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라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

하는데, CSO를 이용한 매출비율은 평균 25% 수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이 각 제약

보건복지전문위원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의

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지출보고서 작

준, CSO 평균 수수료율은 37%, 최대 65%까지

사의 웹사이트 등에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는 사례

심사와 관련해서도 “제네릭의약품의 모든 허가를

성 의무자에 추가하는 한편, 지출보고서를 공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처럼 높은 수수

를 제도화하고자 한 것이다.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공동) 생동의 경우 생

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적용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료율은 2014년 7월 시행한 ‘리베이트 투아웃제’

동성시험 자료 제출 면제만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

의약품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의 회피수단으로 CSO를 악용하는 것이라는 지적

여기서 지출보고서는 의약품 공급자 등이 의

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물품 중개업 신고만으로 의

하다”는 입장을 냈고, 약사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그 내용과

약품 판촉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CSO의 사업행

찬성하였다.

근거 자료를 기록,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복

태는 의약품의 취급, 유통, 판매를 허가업소 및 전

또한 이 법은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치면서 법

지부 장관에 보고토록 하는 양식을 의미한다. 기

문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의 근본적

시행 이전에 다수의 의약품 제조업자가 공동 개

존에는 대행업체에 업무를 위탁한 의약품 공급자

인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발하기로 하고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자료

등이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하도록 되어 있었기

제출 의약품은 공동 개발한 의약품 제조업자에

때문에, 관리에 한계가 있었고 CSO가 제공하는

한해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다만 임상시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제재의 근거가 취약하다는

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의약품을 공동개발

지적이 잇따랐다.

하기로 한 입증자료를 첨부해 개정규정 시행일로

이에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경제적 이익 등

해야 한다. 제31조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의 개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

정이 포함된 약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

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구 심사를 거쳐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7

법안에 반영되었다.

[일부개정 약사법, 2021. 7. 20 시행, 법률 제18307호]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⑪ 제10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의약품이 임상시험자료를 작성한 자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
서 동일한 처방 및 제조방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하여 제조되는 경우(완제품 포장 공정만 다르게 하여 제조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해당 임상시험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성자의 동의서로 같은 항 제3호의 자료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의
약품(「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생물학적 제제 및 그 밖
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의 임상시험자료를 작성한 자는 3회에 한정하여 해당 자료의 사용에 동의할 수
있다.
⑬ 제1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의약품이 생물학적 동등성자료(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작성한 자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한 처방 및 제조방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
게 하여 제조되는 경우(완제품 포장 공정만 다르게 하여 제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생물학적 동등성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
록 하는 작성자의 동의서로 같은 항 제2호의 자료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자료를 작성한 자는 3회에 한정하여 해
당 자료의 사용에 동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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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한과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가 주는 시사점
1+3 제한 법안은 의약품 허가 시 발생하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CSO 지출보고서 의무

이에 대해 고영인 의원은 CSO의 지출보고서

화 법안은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각

<표 2>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외국 사례(자료=보건복지부)
구분

미국

유럽

일본

근거규정

ACA ‘선샤인 액트’
(오바마케어 일부)

MedTech Europe Code of Ethical
Business Practice

일본의료기기산업연합회
기업윤리ㆍ프로모션 코드 투명성
가이드라인

시행일

2013. 8. 1.

2017. 1. 1.

2013회계연도부터
(2014년 공개)

책임기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유럽의료기술산업협회
(MedTech Europe)

일본의료기기산업연합회
(JFMDA)

공개방법

공공 웹사이트

각 국의 공공 웹사이트
또는 각 제약회사의 웹사이트

각 회원사 웹사이트 또는 JFMDA
홈페이지

공개사항

수령자 이름, 주소, 양도가치, 양도일,
양도이유 등

신고대상

현금양도, 지분양도, 자문료,
사례비, 선물, 접대비, 식사 등

양도가치, 양도기관(병원, 재단),
제3자 주최 행사/교육 관련 비용에 한해
수령인, 수익 유형(연구지원, 기부금,
수령단체, 지급 유형, 목적, 액수 등
강연료 등)
제3자 주최 행사에 대한 지원,
교육 관련 비용 등

제3자 주최 행사에 대한 지원,
교육 관련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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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과 제약바이오산업

할 때 별도의 생동성시험을 통한 품목허가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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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두 법안은 의약품 난립

유럽연합(EU) 화이트리스트 등재, 의약품실사상

과 과당경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질은 같

호협력기구(PIC/S) 가입 등은 국내 의약품 산업

다고 볼 수 있다.

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진 것으로 평가

일부 회사들이 연구개발 없이 자료를 허여받

받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기존과 같이 산업계 일

아 품목수를 늘리고, 자체 생산 없이 위탁 생산하

각에서 낡은 관행,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

는 현실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또한 영

가 계속된다면 제약바이오산업은 한 순간에 지금

업활동이나 마케팅에 CSO를 활용하면서 리베이

의 지위를 잃고 더 큰 규제와 위기를 맞이하게 될

트 성격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적발

것이다.

되면서 검찰수사를 받기도 하였다.

제네릭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제약바이오산업이 현실에 안주하며 기존 관행

산업계에서는 정상적인 제약기업이 연구개발

만 되풀이하다가는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

을 통해 의약품을 개발하고, 품질관리를 통해 생

축(驅逐)하며 산업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다. 제약

산하고, 정상적인 마케팅과 영업활동을 통해 매

바이오산업이 국민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출을 일으켜 또 다른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순환

서는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한다.

1. 들어가면서

구조가 기존 제도의 허점 때문에 공멸하게 될 것
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로 사용되는 발사르탄 성분의 원료의약품에서 발
암 추정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이 검출된 사건, 소위 발사르탄 사태로 제네릭 의

또한 리베이트 규제 강화를 벗어나고 피하기

면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낮

약품에 대한 신뢰에 또 한 번 충격이 가해졌다. 그

위해 CSO에 과도한 수수료를 주고 CSO는 수수

추고, 가격 경쟁이 존재할 경우 상대적으로 더 저

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발사르탄 사태 이

료의 절반을 리베이트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회자

렴한 대체재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보건의료 재

후 이루어진 제네릭 의약품 관련 주요 정책의 변

되면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확대와 공개는

정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보건

화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경

예견된 수순이었다.

의료제도가 잘 갖추어진 많은 나라에서는 공적

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실제로 지난 2018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보험 및 보건의료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이하에서는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된 국내 제

CSO의 장점이 많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네릭 의약품 관리 문제 및 위탁(공동) 생물학적 동

사각지대를 노린 리베이트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있다. 최근에는 가장 큰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등성(이하 생동성)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제

제기했고, 다수의 제약사가 처방사례비 명목으로

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네릭 의약품 수입

네릭 의약품 관리제도를 주요 제약 선진국과 비

CSO를 통해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을 추진하고 있다. 또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교하며, 제네릭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

입건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은 최근 건강보장제도 확

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대로 인해 의약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

산업은 보건안보의 첨병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서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잠재력도 인정받아 왔고,

고 있다.

2. 발사르탄 사태와 국내 제네릭 의약
품 관리의 문제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신약 개발보다는 제

중점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제

네릭 의약품 생산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던 국내

약바이오가 미래 3대 주력산업으로 선정되는가

제약기업의 관점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국제 경쟁

식약처 국정감사 등에서 발사르탄 사태는 제

하면,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은 더 이상 산

력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네릭 의약품의 “난립”과 품질관리제도의 미비가

업계만의 목표가 아닌 국가적인 지향점으로 자리

없다.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먼저, “난립”이라

잡았다.

사실 그동안 국내에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표현할 만큼 과도하게 많은 제네릭 의약품의 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의 국제적인 위상도

일반적인 인식이 그리 긍정적이지 못했다. 여러

목 수 자체가 NDMA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올라갔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입,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2018년 고혈압 의약품으

고 볼 수는 없으나, 사후 수습하는 과정을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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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건 사실이다. 2018년 8월 기준, 발사르탄 성

을까.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에 필요한 생동성 확

생동성 인정을 받은 품목은 2002년 대비 2018년

분 함유 완제의약품 중에서 판매금지 품목 수는

보 관련하여 위탁(공동) 생동성 제도의 변화를 살

에 건수가 매우 증가(40건→670건)했을 뿐만 아

둘째, 원료의약품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완

영국이 5개, 미국이 10개, 캐나다가 21개인데 반

펴볼 필요가 있다.

니라 전체 생동성 인정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제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매우 증가(17.3%→84.9%)하였다.

변경 분류를 달리 할 수 있다. 한국은 원료의약

해 한국은 무려 174개 제품이 판매금지 되었는

국내에서는 시기별로 제네릭 의약품 허가과

판단된다.

<그림 1>은 2007년부터 2019년 사이 생동성

품 변경관리 규정에서 변경 분류 체계를 ‘변경보

또한, 원료의약품의 품질관리 미비가 주요 원

위탁(공동) 생동성 시험 관련 규제가 변화되어 왔

을 인정받은 품목 대상으로 연도별로 직접생동

고’(경미)와 ‘변경등록’(중요)의 2단계로 구분하는

인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 허가 이

다. 2000년대 초, 건강보험재정 지출 절감을 위

및 위탁생동이 양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

데, 제조장소·제조업자의 변경, 제조공정의 변경

후 원료의약품 공급선을 변경할 때 제제 특성만

해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장려하는 과정에서 전

준다. 2011년에 규제가 사라진 이후로 위탁생동

은 변경등록(중요)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미

보는 비교용출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구조로, 허

공정을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생동성 시험이

의 비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물

국과 유럽연합은 변경 분류 체계를 4단계(시행 후

가 전에는 양질의 고가 원료를 사용했다가 허가

면제되었다. 그러나 2006년에 다수의 생동성 조

론 여기에는 2012년부터 모든 제네릭 의약품이

신고, 신고 즉시 시행, 변경신청 후 기다렸다 시

후에는 품질 보장이 어려운 저가 원료로 변경하

작이 발생한 이후, 2007년 5월에는 공동 생동성

동일 약가를 받게 되면서 더 많은 제네릭 의약품

행, 변경신청 허가 후 변경)로 구분하여 좀 더 세

는 게 가능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원료의약품 해

시험(이하 공동생동)의 공동 참여회사 수를 2개

이 시장에 진입할 유인이 생기게 된 점도 영향을

밀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

외 제조소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

로 제한하고, 위탁 생동성 시험(이하 위탁생동)을

미쳤을 것이다.

의 품질관리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대목이다.

이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규정이 변경되었다.

요컨대, 무제한적 위탁(공동) 생동 및 제네릭

이후 규제 개혁의 차원에서 2011년에 이전 규정

동일 약가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이 “난립”하고, 제

이 폐지되고 위탁(공동) 생동에 참여하는 업체 수

한된 가격경쟁 하에서 영업력에 의존하는 제약시

에 제한이 없어졌다.

장 구조가 지속되는 한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경

3. 위탁(공동) 생물학적 동등성 관련
현황

이런 허용적 법 개정의 영향으로 인기(?) 많은

쟁력을 높이는 일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5. 제네릭 의약품 국제 경쟁력 제고 방안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될 경우 해당 제

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 향

발사르탄 성분 함유 완제의약품 중에서 174

네릭 의약품이 100개, 200개를 넘는 것은 전혀

상 및 이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개 제품이 판매금지 되는 상황은 어떻게 일어났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 결과, 위탁(공동)으로

4. 제네릭 의약품 관리제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자.
첫째, “난립” 수준의 제네릭 의약품 숫자를 제

<그림 1> 연도별 생동성인정품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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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의약품 관리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

한하는 것이 품질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지만, 여기서는 위탁(공동) 생동 허용 관련 규정과

수 있다. 위탁(공동) 생동 관련 규제 완화는 경쟁

원료의약품 변경관리 규정 2가지 측면에서 한국

력 낮은 제네릭 의약품 증가를 초래하므로, 제네

과 주요 외국의 제도를 비교해 보았다.

릭 의약품 품목 수를 줄이기 위해서 위탁(공동) 생

첫째, 위탁(공동) 생동 허용 관련 규정에서 한

동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진입 장벽을 높일 필

국은 생동 입증 품목을 제조하는 수탁사에 위탁

요가 있다. 마침 최근 ‘공동 생동 1+3 제한’을 위

사가 제품명을 달리하여 동일한 의약품을 위탁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

제조하는 경우에 허가요건인 생동성 시험 자료

부 중소제약사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

제출이 면제된다. 이는 위탁(공동) 생동이 증가하

로 제약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제네릭 의약품의

는 데 일조를 하였을 것이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연합은 동일한 상황에서 자료 제출 면제를 허용

둘째, 높은 품질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따르게

하지 않으며, 한편으로 수탁사가 여러 위탁사와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제약사가 더 많은 노력을

함께 동일 성분, 동일 제형 제품을 동시에 판매할

기울여 높은 품질을 달성하더라도 이에 대한 편

경우에 과도한 가격경쟁을 초래할 것이 쉽게 예

익(보상)이 없으므로 기준을 충족하는 최저 수준

상되므로 위탁(공동) 생동이 비활성화 된 것으로

에서 품질이 관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을 많

09

제네릭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

정의 진입장벽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의 하나로

데, 이는 사후 수습의 어려움을 짐작케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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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여 품질을 향상시킬 유인이 적은 편이다. 이
와 관련하여 제네릭 의약품 품질 관련 지표를 개
발하고 측정하는 일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의약품 품질 혁신과 신뢰도 제고

필요가 있다.
셋째,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에 관한 정보 공개
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제네릭 의약품 품질 지
표가 측정가능한 단계에 이르면 해당 지표를 투
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제약업체의 품질 향상을 위

이삼수 (보령제약 대표)

한 노력을 자극하고 제네릭 의약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제네릭 의약품 관리제도상 미비한 점은
신속히 보완하되 우수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춘래불사춘(春來不似春), 중국 한나라 원제 때

조, 시대적 배경, 기술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측

를 주요 제약 선진국의 규정과 비교했을 때 그 수

4대 미녀로 꼽히는 아름다운 외모의 왕소군은 화

면을 통해 서술하고자 한다. 우선은 한국인의 의

준이 상당히 유사하고 일부는 더 나은 결과를 보

공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 흉노로 시집갔는데, ‘흉

식구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일본이나

이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 차원에서

노지방은 중원과 계절이 달라 화초가 피지 않으

서양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과정을 중시하여 불편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 수준에 대해 홈페이

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라는 시구다. 현재의

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도 감히 생략하거나

지에 정보를 공개하거나 소비자단체에 정보를 제

제약 산업에 딱 어울리는 문구라고 생각되어 도

위반하는 걸 주저하는 편이다. 반면에 한국인은

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입부를 장식했다. 현재 제약바이오산업은 K-방역

주체성이 강해서 불합리한 과정이나 규정은 과감

과 K-진단시약 및 K-백신·치료제 등의 붐을 타

히 생략하거나 거스르는 경향이 있다. 불필요한

※ 본고는 “제네릭 의약품 국제 경쟁력 제고 방

고 정부의 지원정책과 국민의 기대에 힘입어 봄

곳에 신호등이 있으면 잘 안 지키거나, 주차금지

안 마련을 위한 연구” (식약처·서울대 산단,

날과 같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올 봄에 터진

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주차해보고 차량의 흐

2020)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임

불량의약품 스캔들로 인해 봄 같지 않은 뒤숭숭

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주차를 강행하는 것을

을 밝힌다.

한 봄을 보냈다.

본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식구조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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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에 촉발된 B사의 허가와 다르게

여 완제품 기준으로 좋은 품질의 약을 만들고자

생산된 의약품으로부터 시작되어 많은 회사들이

하는 성향이 있어 과정인 허가를 무시하는 경우

허가와 다르게 제조를 하여 식약처의 특별감사를

가 발생하는 것이다.

받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두 번째는 시대적인 배경으로서 제약산업이

한, 몇몇 제약회사들은 안정성 자료를 임의 변경

발전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로 볼 수 있다. 예

하여 이슈가 되고 있고, 계속하여 의약품 품질에

전에 국내 제약회사의 기술이 일천했을 때에는

대한 괴담이 떠돌고 있는 형편이다. 따지고 보면

외국 제약회사들의 허가자료를 모방하여 완전히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 2019년에도 유망했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

기업의 세포치료제가 허가와 달라서 나라가 떠들

에 조그마한 변화나 변동이 생겨도 이를 대응하

썩했던 사건이 발생했었다.

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또한, 오리지널 의

허가와 다르게 생산하거나, 자료를 조작하는

약품의 최초 등록 자료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오

풍토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왜 지금까지도 이

리지널 사가 추후에 이를 변경한 경우 최초의 자

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국인의 의식구

료를 모방한 제네릭의약품의 경우 이를 바로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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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가 필요하다. 국내 제네릭 의약품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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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여 말 못할 사정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QbD (Quality

육훈련에도 게을리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지지하는 쪽으로 의

심지어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허가자료 뿐 아니라

by Design)의 도입이 필요하고, 서양과 같이

고 생각한다.

견을 모았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규모가 큰 제약

USP나 EP 및 KP에 수재된 시험법도 실제로 시

제네릭 제품에도 CTD (Common Technical

지금까지는 허가사항과 GMP 위반이 발생하

사와 작은 제약사 간에 입장 차이로 인한 혼선을

험해보면 제대로 시험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었

Document)의 도입이 필요한데, 식약처에서 이

는 원인에 대하여 열거했는데, 이에 따른 파급효

빚은 바 있으나, 최근 벌어진 품질관련 사건으로

다. 이리하여 오래 전에 허가받은 제품의 경우 허

러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과는 막대하다. 내부고발로부터 시작된 식약처의

인하여 제네릭에 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였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의식구조, 시대적 배경,

실사는 많은 회사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이에

자료제출 의약품에 대해서도 완전 일치를 보지는

장의 품질책임자들은 허가내용과 실제 생산/품질

기술적인 요인에 대해 기술했지만 가장 문제가

따라 엄격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못했지만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을 보였고, 최근 국

내용이 같은지 항상 점검하고 일치시키려는 작업

되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이라고 생각된다. 제약

사실들은 언론들에 의해 국민에게 여과 없이 확

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

에 몰두해야 한다.

바이오협회 통계를 기준으로 2019년 제조업소

대 재생산되면서 국민들은 국내 제약바이오회사

행에 들어갔다.

다음으로는 기술적인 요인이다. 한국의 제네

는 477개이고 공장 개수로 따지면 500개가 훌쩍

의 품질을 불신하게 되고, 외국회사의 오리지널

TFT에서는 제조소의 GMP 수준 향상을 위

릭 허가제도는 서양의 제네릭 허가에 비하여 매

넘는다. (표1 참조) 2019년 생산액인 23조원 남

선호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산

해서는 연구개발 단계부터 품질 수준을 설계하

우 관대한 편이라 development history가 제대

짓을 업소수로 나누면 업소당 평균 생산액이 대

업의 미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고 공정 조건이 점이 아닌 범위로 규정되는 QbD

로 서술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때 정해

략 500억원 정도인데, 이중 상위 20%를 제외한

이에 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제약바이오회사

(Quality by Design)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

지는 품질 요인에 대한 공정능력이 제대로 파악

하위 80%의 평균 생산액은 189억원이다. 하위

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켜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다. 데이터 임의변경과 임의조제를 원천 봉쇄할

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받은 다음에 scale-up, 장

20%를 기준으로 따지면 평균 생산액은 100억원

궁극적으로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

수 있는 Data Integrity System의 엄격한 적용도

비 변경 혹은 공정이 변경될 때 변동이 발생하여

이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작은 업소라고 해도 공

도록 의약품 품질관리 혁신 TFT(이하 TFT로 약칭

서둘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하여 제약바

품질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 scale-up이 되

장장과 제조·품질 책임자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

함)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말뿐이 아닌 실체가

이오협회는 한국 혁신의약품 컨소시움 (KIMCo,

면 주성분은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만 부형제로 사

지이고 허가 품목수도 큰 회사와 비교했을 때 크

있는 혁신 활동을 위하여 제약회사의 CEO 중 필

Korea Innovative Medicines Consortium)

용되는 결합제, 코팅제, 활택제 등은 비례적으

게 적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그간 한국의 제약바

자를 포함하여 품질 혁신에 관심이 있고 실행력이

을 통하여 QbD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Data

로 증가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경미한 변화

이오업계가 500명이 넘는 유능한 공장장, 각각

있는 4명을 선정하고 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

Integrity를 위해서는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였

인 경우 비교붕해나 비교용출 등의 방법으로 허

500명씩의 유능한 제조·품질관리책임자를 키워

장 등 임원진 5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TFT를 만들

고 또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가 변경을 시도할 수 있지만 생동을 실시해야 할

낼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가 의문이다. 그간 영업·

었다. 실행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14개 제약회사의

GMP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종

정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선뜻 허가변경을 시도

마케팅 위주로 회사를 성장시켜왔기 때문에 기술

연구소장·공장장·개발임원·품질임원으로 구성된

사하는 인력의 양적·질적 향상이 필수라 하겠다.

하지 못 하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러

과 품질 분야에 투자를 한 업소는 많지 않았고 교

실무 TF를 산하에 구성, 세부적인 품질 혁신 활동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품목 대비 품질 인원수

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 현격하게 부족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품질 인

<표 1> 업소 규모별 생산액
구분

업체수

점유율(%)

생산금액(원)

점유율(%)

업체당 평균 생산액(억)

5,000억 이상

5

1

36,784

15

7,357

5,000억 미만~3,000억 이상

8

2

29,358

12

3,670

3,000억 미만~1,000억 이상

40

8

69,849

29

1,746

1,000억 미만~500억 이상

38

8

26,621

11

701

500억 미만~300억 이상

9

2

4,102

2

456

300억 미만

377

79

71,272

30

189

합계

477

100

237,985

100

499

TFT 활동의 추진 전략은 의약품 품질관리 강

원을 증원시키는 것이 선결 과제이고 이들에 대

화 노력과 제조소 GMP 수준 강화 노력 및 인력

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

수준 제고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각각의

이 필요하다. 제약바이오협회는 ‘GMP와 의약품

노력에 대해서 서술하기로 한다. 의약품 품질관

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제네릭 품목수를

있으며 이 교육과정은 6월부터 고용보험 환급과

줄여서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업계에서는 그간

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역량 향상을 위한 제약

부족했던 점들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자정

회사 인재들의 교육에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식약처와 자주 대화를 하

12

고 협업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GMP 수준 강화 활동은 식약
처와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제네릭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품목

품질 수준 향상 및 사업의 연속성 두 가지 모두

수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식약처와 국

를 달성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QbD와 Data

회에서 추진한 제네릭과 자료제출의약품의 1+3

Integrity 강화를 위해서도 식약처의 지원과 협업

13

의약품 품질 혁신과 신뢰도 제고

가 사항과 다른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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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데, 마침 식약처에서도 이 두 가지 항목

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 적용

에 대한 정착 의지가 강하여 먼저 채택하는 업체

하는 데 한계가 있는 형편이다. 아마도, 규제 산업

에게는 자금적인 지원책이나 허가 시에 신속 심

인 의약품 제조업은 가이드라인이나 약전에 통계

사나 약가 보상 등 여러 가지 장려책을 검토하고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를 하지 않아

있다고 한다. 또한, GMP 실태 조사에 관련해서도

도 되는 아이러니가 이러한 현상을 만든 것 같아

사전심사 예고제도나 지도점검 확대 등을 검토하

씁쓸하다.

며 실태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업체에 공유하여

과도한 제조업소 숫자와 품목수가 품질 경영

사전 대비의 목적이나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에 지장을 주는 원인의 하나라면 기왕 허가된 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추가적으로 식

약바이오 업체 수를 강제로 줄일 수 없기에 업계

약처 내에 역량있는 GMP 실사관 확충과 해외 규

의 파이를 키워야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에서 벗

제기관 경력이 있는 분들을 자문관으로 고용하여

어날 수 있다. 각 회사는 연구개발과 수출 증대를

국내 GMP 업소들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

통하여 의약품 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궁극적인

면 하는 바람이 있다.

품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AI 기반의 신약개발 패러다임 변화

김화종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장)

AI 기반의 신약개발 패러다임 변화

국내 AI 활용 신약개발의 한계

각 회사의 상호 교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품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제약바이오협회의

질 관련 인력이나 공무 인력들은 기존 교류를 통

질병 치료에서 의약품의 사용은 필수적이며,

현재 국내 여러 기업에서 AI 기반 신약개발에

TFT 활동만으로는 부족한데, 과연 국내 제조업소

해 상호 실력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교류 규

전 세계 의료 및 제약바이오산업에서 향후 더 효과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들의 GMP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 제약바이

모는 물론 영역도 확대하여 의약품 시장의 파이

적인 신약개발을 위해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신약개발에 필요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바이오 데

오업체가 각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이다. 구조

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있다. 최근 5년간 글로벌 제약사 및 스타트업은 신

이터의 기관 간 연계 활용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걸

마지막으로 사업가들은 그 동안 영업·마케팅

약개발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

보건의료 데이터는 대부분 데이터, 개인 데이

리겠지만, 1+3 법안을 기점으로 각 회사의 품목

에 주력하고 생산·품질에 등한시 했던 과거를 반

여 약물 재창출(re-purposing) 또는 혁신 신약후

터이므로 공유 활용이 어려우며, 제약사와 병원,

수를 줄이되 내실을 다지는 경영을 앞세워서 유

성하고 기술자들은 품질 개선을 위한 소극적인

보 물질을 찾는 방법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

AI 신약개발 기업은 대부분 각자 보유하고 있는 데

통 질서를 정상화하고 이익을 늘려서 품질 부문

노력만 하고 근본적인 품질경영에 등한시 했던

다. 신약개발은 이제 세계인 삶의 질 향상뿐 아니

이터를 폐쇄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특정 기관 간

에 투자하고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과거의 잔재를

라 국가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산업으로 점차 중요

일대일 협업만으로는 효과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

품질 인원 당 품목수를 지속적으로 줄여서 품질

씻고 현재의 역량을 개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

해지고 있다.

우며 해외 기업들과 경쟁 및 협력을 하기에는 국내

경영에 나서야 한다.

어 모두가 꿈꾸는 의약품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

AI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특허를 피하는 약

의 전반적인 데이터 활용 경쟁력이 부족하다. 이러

물 후보 물질을 신약개발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과 육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영업과 마

찾을 수 있으며, 초기 임상시험 단계에서 빠르

필요하나, 현재 원론적인 필요성만 논의되고 있을

케팅에 집중하느라 공장 설비와 인원의 교육에

게 실패 여부를 확인하여 전체 신약개발의 시간

뿐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는 등한시한 세월이 오래 지속되었다. 이제는 품

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AI의 생성

질 문제로 행정조치를 받게 되면 제조정지 뿐 아

(generative) 모델을 사용하면 지금까지 논리적,

니라 판매 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에 영업에 막대

실험적으로는 찾지 못하던 질병 타겟(target) 또

한 차질을 주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품질에 투

는 약물 후보 물질을 빠르게 찾는 것이 가능해진

자하는 것이 바로 영업으로 직결된다는 인식으로

다. AI를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수익성이 높지 않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하여 효과적

접근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 제조·품질의 핵심인

아 외면했던 희귀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파이프라

인 신약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제약기업, AI 기업,

GMP/Validation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통계인

인 구축과 다품종 소량 약품 생산의 필요에 부응

정부, 의료기관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이 가

데 다른 산업에 비하여 통계 공부를 너무 등한시

하는 다양한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구축이 용이해

능하도록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그리고 실행 가

하여 GMP/Validation 교육을 하더라도 깊이 있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

또한, 제약바이오 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14

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차원의 AI 지원 프레임워크 필요

15

AI 기반의 신약개발 패러다임 변화

마지막으로 다룰 부분은 현재의 품질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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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각 제약사가 가지고 있

FDD 플랫폼의 이해

연합학습이란?

는 개별 데이터의 기밀을 유지하는 동시에, 타기
업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
는 방법을 2019년부터 논의하기 시작했다.

≐≐ 신약개발에

연합학습을 적용하는 MELLODDY

컨소시엄
FDD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연합학습이란 다수의 로컬 클라이언트와 하나
의 중앙 서버가 협력하여 데이터가 분산되어 저장

각 제약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실험 데이터는

① 연합 AI(Federated AI): 이는 각 기관이

된 상태에서 공통 모델을 학습하는 기술이다. 2017

경쟁사와 공유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연합학습

제적인 협력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제약기업, 대

보유한 원시 데이터의 직접적인 교류 없이 안전

년도 구글 AI 블로그에 공식적으로 소개되었으며,

과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각 기업 데이터의

학, 연구소, 의료기관이 신약개발 관련 데이터를

한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연합형 인공지능 플

구글에서는 연합학습을 ‘Collaborative Machine

기밀성과 분석 목적 등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참여

공유·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협업

랫폼’ 솔루션이다. 연합 AI는 연합학습을 기반

Learning without Centralized Training Data’로

기업 간의 실제적인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진다.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 구축은 이해관

으로 동작하며 가상 데이터 공유(Virtual Data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추진중인 유럽의 ‘MELLODDY’ 컨

계가 있는 특정 민간 기업 주도로는 한계가 있으

Sharing)와 모델 공유로 구성된다. 가상 데이터

기존 AI 학습은 일단 데이터를 ‘한 곳에’ 수집

소시엄은 신약개발을 목표로 글로벌 빅파마 간의

며, 정부의 지원 하에 공공의 차원에서 추진해야

공유란 각 기관이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직접 공

한 후 AI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결과를 도출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보여준다. 연합학습 기법을 도

한다.

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

방식을 취하지만, 연합학습은 알고리즘(모델)을

입하여 각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 상태로 데

이터로 학습한 Local AI Model의 가중치를 공유

먼저 구현한 후 이를 공유하여 가상적인 데이터

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 활용 가능한 AI 플

함으로써 가상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효과를

활용 효과를 얻는다. 연합학습으로 얻는 공통(글

랫폼을 개발하였으며, 10개 글로벌 빅파마(GSK,

얻는 것을 말한다.

로벌) 모델은 로컬 클라이언트들의 데이터로 학

Amgen, Merck, Novatis 등)를 포함하여 17개

이와 같이 각 기관의 데이터로 학습된 Local

습한 결과(가중치,weight)가 모델에 업데이트되

기관의 10억 개 이상의 약물개발 연관 데이터, 천

AI Model의 가중치를 공유하는 것을 Weight

어 완성된 모델이다. 로컬 클라이언트는 실제 데

만 개 이상의 저분자화합물에 의한 생물학적 실험

Sharing이라고 하며, 전체 운영 서버에서는 여러

이터가 위치한 곳이며, 서버로부터 공통된 모델

데이터 등을 활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AI 기반의 신약개발 프로세스를

기관에서 발생한 가중치를 결합하여 글로벌 모델

을 전송받고, 보유한 데이터로 받은 글로벌 모델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현업의 실제

(Global Model)을 갱신한다. 글로벌 모델은 다시

을 재학습하여 활용하고, 재학습한 가중치를 서

적 활용을 돕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각 로컬 모델에 전송되어 커스터마이징 함으로써

버로 공유한다.

방식의 효과적인 데이터 공유 및 활용 플랫폼이

로컬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게 된다. 이렇게 연합

중앙 서버는 모델의 정의, 모델의 공유, 클라

필요하다.

학습을 거쳐 최종 생성된 글로벌 모델들을 참여

이언트와의 통신 제어,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받

기관들이 다양한 응용 분야에 공유하는 것을 모

은 가중치의 융합, 모델의 갱신, 다시 공통 모델을

델 공유(Model Sharing)라고 한다.

공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내 AI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제안 – FDD
플랫폼 구축

이를 위해 AI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는 FDD
(Federated Drug Discovery) 플랫폼 구축을 제

국내 AI 신약개발 성장을 위한 인공
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의 역할
AI 신약개발지원센터는 국내 제약사들의 인공
지능 활용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이 주

② 연합 산업(Federated Industry): 이는 제약

도하기 어려운 데이터 공유활용 사업을 추진하

FDD 플랫폼은 각 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원

사·병원·대학·공공기관 등 각 영역에서 연합 AI

며 기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자 한다. 현재 국

시 데이터 자체는 직접적으로 교류하지 않으면

플랫폼을 활용하여 혁신 신약 및 맞춤형 치료제

서, 각자 보유한 데이터로 습득한 분석 능력만을

개발이 가능한 ‘데이터 기반의 협력과 경쟁 산업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는 구글이 2019년에 발표

체계’를 말한다. 데이터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인

연합학습 개념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해

기업 단위로는 AI 기반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을

한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기술을 사용한

신약 후보 탐색, 정밀 의료, 타겟 발굴, 약효성 검

외 사례로, 유럽에서는 2019년부터 멜로디

구축하기 어렵다. AI 센터의 경우 ‘인공지능·빅데

다. 연합학습의 핵심은 데이터를 직접(또는 익명

증 등 응용 프로그램 구축을 돕는 것이다.

(MELLODDY)컨소시엄을 진행중이며, 미국에서

이터 활용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지난

화 처리 후) 공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 공유

는 NVDIA Clara Imaging SW 플랫폼에서 연합

2019 년도부터 AI 활용 신약개발 분야 국내·외의

의 최종 목적인 ‘분석능력’을 공유하는 것이며 이

학습으로 훈련된 COVID-19 모델을 제공하고 있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를 ‘모델공유(Model Sharing)’하는 것이라고 할

다. 인텔에서는 뇌종양 분류기 개발 사업에서 연

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AI 신

수 있다.

합학습을 적용하고 있다.

약개발을 위한 FDD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안한다.

해외 적용 사례

내 제약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규모는 국외
제약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개별

FDD 플랫폼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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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신약개발 패러다임 변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AI 기반 신약개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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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첫째, AI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축 또한 용이해진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 및 대형

다. FDD 플랫폼을 사용하면 각 기관이 AI 분석을

제약사들이 신약개발에 투자하는 시간 및 비용을

위한 모델을 각자 구축하지 않아도 공통 모델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유할 수 있게 되므로 각 기관이 AI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디지털치료제를 통한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FDD 플랫폼으로부터 FDA 승인까지”, 이것
이 AI 센터가 추구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이

둘째, 다양하고 신속한 신규 파이프라인 구축

다. FDD 플랫폼 구축부터 신약개발 승인까지의

이 용이해진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희귀

전과정에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협

난치병 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력방법을 찾고, 산학연관의 데이터 기반 협업을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구축 필요성 또한 높아졌다.

이루는데 AI 센터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FDD 플랫폼을 활용하면, 양질의 데이터를 중심

한다.

정재훈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으로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신규 파이프라인 구
분야를 개척하고 실용화하는 과정에 우리나라에서

지낸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 신문기자

도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바이오 의약품 열풍이

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일어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은 미래의

방법이 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4

황금알에 주목하는 대신에 Risk를 우려했다. 그 시

차 산업혁명에 성공하는 게 선진국을 추월할 수 있

점에서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체계

는 유일한 방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강한 자

를 가장 잘 갖추고 있던 제약기업들은 위험하지만

1) 국가신약개발재단, “국내 신약개발 사업 개요”

가 아닌 빠른 자가 독식하는 세상으로 그 시장 규

성공하면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는 바이오 의약 기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국내·외 현황과 과제”, 13p, 2020

모가 국가 단위를 넘어설 정도이며 시장 지배도,

술 개발에 뛰어들기를 주저하였다. 대다수의 제약

3) 한국의약통신,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6년간 1조 투입”, http://www.kmpnews.co.kr/news/

체제도 반영구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채무를

기업들은 잘 할 수 있었던 영역임에도 준비 부족과

늘려서라도 미래 투자에 나서야 한다. 그 투자는

미숙한 형세 판단으로 그 시장을 남의 떡처럼 침을

빚으로 남지 않고 이윤으로 회수될 것이기 때문이

삼키며 쳐다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전자약과

다. 4차 산업혁명 성공여부는 투자 역량과 과학 기

디지털치료제”라는 새로운 세상에서도 유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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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활용에 달려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김교수의 의견을
빌려온 것은 30여 년 전 제약업계의 실수가 반복될
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디지털헬스케어의 핵심은
생체 작동 원리와 조절 기전을 추적하는 기술이며,

디지털 헬스케어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

전면에 등장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

야 중 하나로 인식되는 가운데, 시장조사업체인 마

넷 등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다르게 흘러

켓스앤마켓스의 조사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

가고 있다.

털헬스케어 시장규모가 2018년 1,697억 달러 이

30여 년 전 다국적 제약사들이 바이오의약품

18

새로운 개념의 의료, 디지털치료 기술
시장

후 연 15.5%씩 성장하여 2024년에 3,920억 달러

19

디지털치료제를 통한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노무현 정부 초대 정보과학기술 수석보좌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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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맞춤형 의약서비스

서 2023년 44.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와 효율성 증대, 접근성 개선, 비용 절감, 서비스 질

Euromonitor International은 2025년 디지털치

개선을 목표로 디지털헬스케어는 하루가 다르게

료제 시장이 약 8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진화하고 있다. 그 서비스 중에서 제약과 연관성

있다.

<표 1> 질환별 주요 디지털 치료제와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표적 질환
약물 중독

제품(개발 기업)

제품 특성

reSET(Pear Therapeutics)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reSET-O(Pear Therapeutics)

아편중독 치료 프로그램

Clickotine(Click Therapeutics)

개인맞춤형 금연 앱

이 가장 높은 분야가 전자약과 디지털치료제이다.

미국 CDC(질병관리센터)가 2017년 당뇨예방

2011년 노보큐어(Novocure)의 ‘옵튠(Optune)’이

앱인 Noom과 2018년 Omada Health를 인증하

SmartQuit(2Morrow)

니코틴 대체요법 수준의 금연 앱

라는 전자종양치료기술이 미국 FDA승인을 받으면

면서 당뇨병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의 다양한 예방

AKL-T01(Akili Interative)

아동 ADHD 치료용 게임

서 이미 전자약과 디지털치료제의 적용범위가 더

솔류션들이 개발·제공되고 있다. 이외에도 2015

AKL-T02(Akili Interative)

자폐증 치료용 게임

이상 정신질환이나 신경질환 등 좁은 영역에 국한

년 Pear Therapeutics가 세계 첫 약물중독 치료용

Autism Diagnostic(Cognoa)

자폐증 조기진단 프로그램

되어 있지 않다(표 1).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Allied

소프트웨어인 ‘reSET’을 개발한 이래 1918년 아

Autism Therapeutic(Cognoa)

자폐증 맞춤형 행동치료 프로그램

AKL-T0(Akili Interative)

우울증 치료용 프로그램

market Research가 2020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편류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사 처방이 필요한

CT-152(Click Therapeutics)

우울증 치료용 프로그램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치료제 시장은 2018년 21.2

소프트웨어(Prescription Digital Therapeutic)인

Clickadian(Click Therapeutics)

불면증 치료용 프로그램

억 달러에서 연평균 19.9%씩 성장하여 2026년에

‘reSET-O’가 미국FDA 승인을 받았다.

Sleepio(Big Health)

불면증 치료 시각적 훈련 프로그램

Somryst(Pear Therapeutics)

성인 불면증과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

흡연 중독

ADHD/
자폐증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2형 당뇨 디지털 치료기술로 웰독의 블루스타

른 시장조사기관인 Frost and Sullivan은 미국에서

와 불룬티스의 인슐리아가 있고, 프로테우스디지

Freespira(Palo Alto Health Science)

공황장애/PTSD 환자 스트레스 이완 바이오피드백

털헬스의 조현병 치료조합도 FDA 허가를 받았다.

DTHR-ALZ(Dthera Sciences)

알쯔하이머 치료 프로그램

tES LAB(Neurophet)

치매 환자 뇌자극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Abilify Mycite(Proteus Digital Health)

복약센서 탑제 정제와 앱

Pear-004(Pear Therapeutics)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

Pear-006(Pear Therapeutics)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우울증상 완화 프로그램

Klio(Klio and Quartz Health science)

맞춤형 요통 치료 프로그램

Motion Coach(Kaia Health)

요통 재활 모바일 앱

디지털치료제 시장 규모가 2017년 8.9억 달러에
<그림 1> 세계 디지털치료제 시장 전망

알쯔하이머/
치매
조현병
다발성경화증
통증
근감소증

?(Welt)

근감소증 진단 및 관리 플랫폼

시야장애

Nunap Vision(Nunaps)

VR 기반 시야장애 치료 프로그램

2형 당뇨

BlueStar(WellDoc), Insula(Voluntis), Omada (Omada
Health), My Health Note(Huray Positive), Transform(Blue
Mesa Health), Better Choice Better Health(Canary Health),
Virta(Virta Health), MySugar(Roche Diabetes Care)

당뇨 자가 관리 또는 인슐린 복약관리, 예방·관리,
원격 예방·관리, 식이조절을 위한 앱 또는 프로그램

efil care M(LifeSemantics)

뇌졸증환자 자가관리와 원격모니터링 플랫폼

Precision Eating(suggestic)

실혈관질환자 개인 맞춤형 식이조절 프로그램

efil breath(LifeSemantics)

호흡재활 자가관리와 원격모니터링 플랫폼

RESPIMAT(Propellar Health)

흡입제 복약관리 스마트 흡입기

efil care M(LifeSemantics), Oleena(Voluntis)

암환자 자가관리와 원격모니터링 플랫폼

심·뇌 혈관

COPD/천식
암

출처: CHOAlliance 보고서, Vantage, 보건산업진흥원 자료 재구성

2021년 CHO Alliance의 보고서 “국내외 원격의

디지털치료 기술의 특성

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개발 동향과 시장전망”
에 따르면 개발된 디지털치료제와 개발중인 파이
출처: Euromonitor International(‘19), 식약처 재가공(2021 KFDC법제학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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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인은 아래 표1과 같다.

디지털치료제(Digital therapeutics)는 근거
기반의 고도화된 소프트웨어(모바일 애플리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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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치료제를 통한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는 96.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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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apeutics’라는 용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적과 올가노이드 기술이다. 시험관에서 세포 수

수의 다국적제약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다국적제

용하여 질병이나 장애를 예방하고 관리, 치료하

자약과 디지털치료제도 화학 의약품처럼 생체에

준의 조작 기술이 기관(Organ)까지 확대되었다.

약사들의 생명과학팀이 기술-벤처회사들과 전략

는 기술이며, 전자약(Electroceuticals)은 전류

서 전기·화학적 변화를 야기하여 생체 기능을 항

여러 처치나 조작을 인공 장기에 적용·시험할 수

적 제휴를 통하여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나 자기장 등 에너지로 뇌 또는 기관, 신경, 특정

진 또는 억제한다. 2019년 KHIDI의 바이오헬스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생체의 작동원리가

실례를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물론 Amazon과

세포를 자극해서 기능을 변화시키고 치료 효과를

리포트에선 디지털치료제의 특성으로 독성과 부

달라지진 않았지만 그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Apple, Microsoft, Google 등과 같은 ICT기업

내는 기술이다. 법제상 디지털치료제는 의약품이

작용이 없고, 비용이 저렴하며, 복약 행동과 환자

방법과 이를 시험할 수 있는 기술이 첨단화되고

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아닌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심사·허가되고 있다.

상태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그 분석을 통한 처

있다. 예를 들어 배양·제작된 mini-brain에 조작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형병원의 R&D 팀과

의약품(醫藥品)의 법적 정의는 ‘사람 또는 동물의

치 강약과 빈도 등의 유연성이 높다는 점들을 제

기술을 적용하여 인체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

IT 기술 벤처회사들이 소규모 연합을 통하여 대

질병의 진단·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의

시하였다. 그러나 “부작용이 없다”는 인식에 대

게 되었고, 생체의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

항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은 Nature 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구·기계가 아닌 것’

한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현재까지 개발된 디지

전·자기적 자극들과 연상자극의 미세 조작 기술

매지인 npj Digital Medicine이라는 잡지의 발

또는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

털치료제나 적용 기술은 유의적인 독성이나 부작

들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ICT 기

간에 파트너기관으로 참여하여 최신 관련 정보와

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

용이 관찰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생체에서 작동

술의 발전으로 AI 연산 관련 컴퓨팅 파워가 증대

산업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구·기계가 아닌 것’이다. 전자약과 디지털치료제

원리를 고려하면 전자약과 디지털치료제도 위해

되었고 시스템 설치·유지의 경제성도 향상되었

여전히 생명현상을 조절하는 ‘약(藥)’이라는 개념

는 기구·기계에 가깝지만 분명히 질병의 진단·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관련 자료들의 고찰에

다. 어떻든, 디지털치료제의 기술 특성은 생체표

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집단지성이나 집단지

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

근거하여 디지털치료제의 특성을 아래 표에 정리

적 + 올가노이드 + ICT + 마이크로 로봇 기술 등

도체제와 같은 용어가 매우 익숙한데, 미래 산업

며,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

하였다.

의 융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중에서 생체표

에서는 집단기술이 필요하다. 그것도 전혀 연관

적 + 올가노이드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존 의약

성이 없을 것 같은 분야의 과학자들이 융합하여

기술이다. 생명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마이크

창조해내는 집단 기술이 생명의 길을 열어갈 것

로 로봇과 ICT 기술을 생체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이다.

인체 생리적 측면에서 최첨단 기술은 생체 표

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Ceuticals’와
<표 2> 디지털 치료제의 차별성
구분
공통점

비고

생체기술 + ICT 기술

생체표적-올가노이드/ICT-가상·증강현
실 등 SW의 융합

작용기전

화학적 작용기전

물리적 작용기전

광·전·자기적 자극들과 연상자극에 의한
병태생리 변화

대부분 단일 효과
화학·약리적 독성과 부작용,
상호 작용
•다양한 투여 경로
다중 질환과 증상에 다 약제
•
동시 복용
•별도의 복약관리 필요
•상호작용 위험

단일 또는 다중 효과 조정 가능

화홥물치료제+디지털치료제 병용을 통한
최적 치료 가능

물리·약리적 독성과 부작용

디지털치료제의 독성과 부작용은 상대적
으로 약하거나 적게 고안 가능

•투여 또는 처치 장치
•하나의 장치로 다중 처치 가능
•복약 실시간ㆍ지속 관리 가능

•다중 질환과 증상의 복합적 실시간

관리 가능
•상호작용 우려 해소
•복약 관리 가능

•진료 시간 외 환자 모니터링을 •

한번 설치된 장치나 프로그램
위해선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함
으로 환자 상태 등의 모니터링
치료과정의 자료화, 별도의
•
가능
장치 필요
•자동적 자료화와 분석

환자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 중인
처치의 조정과 추가 처치가 가능하고
자동 자료화와 분석 가능

개발비용

고비용과 고위험: 개발 절차와 기 저비용과 고효율: 개발 절차와
간, 비용의 지속적 증가
기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음

유효성과 안전성,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
기 위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

사용비용

한번 설치된 장치나 프로그램의
초기 설치비용이 높을 수 있으나 재사용
화합물 약품의 지속적 공급(복용)
재사용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비용이 없음. 복용 횟수가 증가할수록
비용이 요구됨
않음
단가 감소

투약
(복약)

환자
모니터링과
자료화

러한 특성 때문에 이 분야의 글로벌 R&D에는 다

임상적으로 검증된 근거에 기반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 증상의 완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됨
생체기술+화학+제제

독성과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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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치료제

핵심 기술

유효성

차
이
점

기존 치료제(화합물)

<표 3> 제약사와 파트너십을 공유하고 있는 디지털치료제 예
개발회사

Pear
Therapeutics

제품

적응증

상태

사업 파트너

투자 파트너

reSET

물질사용장애(약물중독)

출시

Sandoz

Novartis

reSET-O

아편 중독

출시

Sandoz

Pear-006

다발성경화증

개발 중

Novartis

Unspecified

소화기 장애

개발 중

Ironwood Pharmaceuticals

Welldoc

Bluestar

1형과 2형 당뇨병

출시

Astellas

Akili Interactive

Endeavor

ADHD

출시

Shionogi

Amgen, Merck

Nightware

Nightware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출시

Click
Therapeutics

CT-152

주요우울장애

Pivotal

Otsuka

Sanofi, Hikma

Cognoa

Autism Diagnostic

자폐

Pivotal

EVERSANA

BiovitalsHF V1

심부전

출시

Novartis

BF140

통증

Pilot

Chugai

Biofourmis
Propeller
Health

Propeller

천식, COPD

출시

AstraZeneca, GSK,
Novartis, Orion, Boehringer
Ingelheim

Happify Health

Happify

다발성경화증 관련
우울과 불안

개발 중

Sanofi

출처: npj Digital Medicine 3: 15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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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치료 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제도와 지원

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

다. 만성질환 뿐만아니라 두통이나 소화불량과

고 그 품목군을 ‘E01000 심혈관 진료용 소프트웨

구·기계가 아닌 것’이다. 전자약과 디지털치료제

같은 가벼운 증상에도 이 기술이 적용될 것이다.

어 (Software for cardiovascular)’ 등 11개 중분

는 기구·기계에 가깝지만 분명히 질병의 진단·치

집집마다 애매한 디지털/전자 치료 장치가 비치

산업적 요구가 반영되어, 미국은 2018년 4

류로 구분하였다. 이미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

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

되어 증상들을 치료하고 각자의 이동전화기가 건

월 발표된 ‘새로운 의료기기의 안전성 실행계획

사 가이드라인」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의

고, 사람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

강을 관리하는 세상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미래

(Medical Device Safety Action Plan)’을 통하

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의료기기 소

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화학 의약품처럼 전자약

그 시점에서도 제약의 개념이 고집스럽게 유지된

여 환자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판 후 감시 체계를

프트웨어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모바일 의료용

과 디지털치료제도 유효성과 함께 위해성을 내포

다면, 현 제약기업들의 공간이 어떻게 변할까?

개선하였으며, FDA는 2017년 이후 200개 이상

앱 안전관리 지침」,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

하고 있다. 그 사용에 있어서 전문가의 엄격한 통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해온 것은 시·공간 한계

의 디지털건강상품(digital health products)을

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

제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의 극복과 행복 추구이다. 시·공간 한계를 극복할

승인하였다. 아울러 기술 혁신과 제품수명전주기

이 준비되어 사업화 프로세스를 그림2와 같이 제

탈모치료를 목적으로 전자약과 디지털치료제 사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권력자들은 시·공간을 지

(TPLC)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를 추진하고

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이에 경계가 모호한 모 제품의 TV 광고를 볼 수

배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반면 철학자들

있다. EU 국가들도 저위험 소프트웨어인 디지털

만으로 이루어진 의료기기(SaMD; Sotware as a

있다. 그 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해성은 전무할까?

은 행복한 존재에 몰입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건강앱(DiGA)의 처방 및 건강보험 지원 제도들과

Medical Device)의 허가 건수는 2017년 26건,

탈모의 종류와 심각도, 범위, 탈모자의 성별과 연

신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윤리학의 대

가이드라인들을 정비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2019

208년 20건, 2019년 37건, 2020년 103건에 이

령, 체중, 질병여부, Life style 등에 상관없이 동

전제로서 ‘행복’을 제시하였다. 윤리나 선(善)도 모

년 12월 디지털공급법(Digital-Versorgung-

어, 2021년 5월 현재 25건에 이른다. 정부는 서

일하게 사용해도 되나?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하

두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 단순

Gesets)이 발효되었다. 일본은 Society 5.0

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한 5개의 혁신의료기기실증

지 않을까? 탈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혈압강하 목

하게 보면, 인류는 유사 이래 오늘까지 “행복하게

내에 ICT 활용 4P(Predictive, Preventive,

지원센터와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한 10개의 의료

적의 디지털치료제나 전자약이 나온다면, 그 유

영원히 존재하고자” 하는 열망을 유지해오고 있다.

Personalized, Participatory)를 담아 지속적 편

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선정하여 병원 인

효성과 안전성에 기반한 용법과 관리는 훨씬 더

이 열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생명을 향한 기술의

안한 삶(건강수명 연장)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

프라를 활용한 혁신 디지털의료기기의 제품화를

복잡해 질 수 있다. 생명과학적 관점에서 ‘전자약

발전은 지속될 것이며, 의약(醫藥)도 이를 위한 하

리나라 보건복지부는 2019년 12월 ‘혁신적 의료

지원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

과 디지털치료제’도 ‘의약품’의 개념으로 접근할

나의 수단이다. 수많은 천재들이 의약의 새로운 길

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공개

털헬스케어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을 내었고, 오늘은 우리가 힘을 합쳐 또 다른 길을

하고 2020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에서 나열된

의약품의 정의에서 “기구·기계가 아닌 것”이

내어야 한다. 집단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치료제

활용할 것을 천명함에 따라 관련 업계는 디지털

내용들을 혁신으로 읽을 수 있을까? 쓰나미처럼

라는 단서를 제거하는 것은 어떨까? 약은 화합물

와 전자약이라는 새로운 길을 내어야 한다. 리더가

치료제가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

몰려오는 새로운 개념들을 현실의 틀에 담아내는

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소프트

스스로 돌이켜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하다

고 있다.

과정으로 여겨진다.

웨어나 미세 장치를 의약품으로 보는 순간 제약

고 판단되면 시·공간을 비우는 용기가 필요하고,

보건복지부는 적용된 기술의 기술 집약도/ 기

제시된 내용들은 기존 제도와 틀에 기반한 것

R&D의 패러다임은 바뀔 것이고 법제의 일시적

힘이 모자라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해

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인지 여부/ 안전성·유

으로, 혁신으로 보기 어렵다. 기존의 개념과 제도

혼란이 올 수도 있다. 기업에선 전통적 제약 R&D

야 한다. 생각을 바꾸면 돌아가는 수레바퀴가 위험

효성의 현저한 개선/ 희귀·난치성 질환의 진단

들이 혁신적 사고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센터의 합성과 약리/독성, 제제 등의 연구실 대신

이 아닌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과 치료 등에 사용/ 경제적·사회적·기술적 파급

의약품(醫藥品)의 법적 정의는 ‘사람 또는 동물의

에 ICT-기반 창약 연구실이나 융합연구실이 중요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효과 등을 기준으로 혁신의료기기를 선정하여 지

질병의 진단·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의

해 질 수 있다. 전자약과 디지털치료제의 적용범

원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의료기기 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구·기계가 아닌 것’

위가 더 이상 정신질환이나 신경질환 등 좁은 영

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별표 3. 의료기기 GMP 품

또는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

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신경자극과 면역, 대사
기능의 관계를 이용하여 비만과 당뇨병, 고혈압,

<그림 2>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프로세스

심혈관 질환, 항암까지 그 치료 범위를 확장하고
•

•

•

•

•

•

있다. 머지않아 고혈압이나 당뇨, 부정맥, 위염위궤양과 같은 만성질환에 현재와 같은 화학약물

출처: 2021 KFDC법제학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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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테라젠이텍스 계열회사 및 주요 출자 현황
구분

중소제약기업 성장전략 ‘변화와 혁신’ 사례
종속 법인

장민후 (테라젠바이오 경영기획본부 이사)

주요 출자 법인

회사명
리드팜

의약품 유통

테라젠바이오

유전체 분석 및 솔루션

테라젠헬스케어

의료용품 제조 유통

테라젠지놈케어

진단 서비스

북경태래건이과기유한공사(중국)

유전체 분석 서비스

Theragen HK Co.,Limited(홍콩)

유전체 연구 컨설팅

메드팩토

신약 개발

Celleron Therapeutics Limited(영국)

신약 개발

Cancer Precision Medicine,Inc(일본)

신약 개발

Celloram(미국)

신약 개발

현재 테라젠이텍스는 소화기 및 순환기, 항생
제약산업은 내수 위주, 제네릭 위주의 사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과당경쟁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변화를 요구받고

주요 사업

제와 개량신약 등 200여 종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기업 제네톡스와 제휴를 맺고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 과정에서 테라젠이

도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네릭 위주의 사업모델에서 벗어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역량을 제고할 시점이 산업

제협의체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로부

텍스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며 자회사와 계열사의

계에 도래했음을 뜻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의약품 사업에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을 접목하고, 항암신약 개발에

터 획득한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승인을

R&D를 지원하고 있다. 매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뛰어들어 주목받고 있는 한 회사의 변화와 혁신 사례를 조명해본다.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약개발 전문가인 류병

채널 및 아이템 확보에 나서는 한편 합성의약품

환 대표를 중심으로 R&D 분야를 강화해 신약 개

및 바이오 분야에서 속도를 내며 혁신을 꾀하고
있다.

창호약품이 모태인 테라젠이텍스그룹은

대표가 설립했다. 고 대표는 내세울만한 천연자원

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류병환 대표는 SK케미

1987년 의약품 유통업을 시작으로 제약, 유전

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성

칼 상무, 서울제약 대표, 영진약품 대표 등을 역임

체, 항암신약 개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 발

장동력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룹을 혁

하고 2016년부터 테라젠이텍스를 이끌고 있다.

전시켜 왔다. 모기업 테라젠이텍스를 비롯, 유전

신적으로 변모시켜왔다. 전문의약품 생산 및 유통

테라젠이텍스의 핵심 성장전략은 오픈 이노

체 기반 정밀의료 솔루션 기업 테라젠바이오, 항

을 캐시카우로 삼아 정밀의료를 실현하는 것이 그

베이션(개방형 혁신)이다. 2017년 신약 개발 벤

암신약 개발 기업 메드팩토 등의 종속기업과 관

의 포부였다.

처기업 J2H와 제휴를 맺고 경구용 루게릭병 치료

혁신의 결실 유전체 분석기업 ‘테라젠
바이오’ 설립

계회사를 두고 있다. 테라젠이텍스그룹은 유전

또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마

제(TEJ-1704) 개발에 착수했다. 경구용 루게릭병

혁신의 첫번째 결실은 2009년 테라젠이텍

자 정보에 따라 약물의 반응성과 부작용이 다르

음껏 연구하고, 글로벌 과학자로서 성장할 수 있

치료제는 환자들이 정맥주사 치료를 위해 정기적

스의 유전체 연구소로 설립된 테라젠바이오다.

다는 사실에 근거한 맞춤형 ‘정밀의료(Precision

는 토양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확장, 유

으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휴약기 없이

2020년 5월 물적분할과 함께 독립 법인으로 재

Medicine)’를 중심으로 성장해 정밀의료의 핵심

전체 사업 초기부터 세계 최초로 각종 분석 연구

약제의 일관된 체내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

탄생한 테라젠바이오는 유전체 분석, 유전자 기

기술인 유전체 분석과 신약 개발 역량을 갖추고

를 진행토록 했다. 2010년대 초반 테라젠바이오

점이 있다.

반의 예측 및 진단 사업을 토대로, 맞춤형 암 백신

있다. 연매출(2020년 말 기준)은 약 1,400억원이

(당시 테라젠이텍스 바이오연구소)가 세계 최초

테라젠이텍스는 이를 시작으로 2021년 3월에

며, 시가총액은 총 2조원 규모다.

로 여성(로잘린 길) 유전체를 해독한 것을 비롯해,

는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진스크립

자생종 콩, 호랑이, 복제 개 스피너 등 유전체를

트와 항체 치료제 분야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

테라젠바이오는 2009년 세계 5번째, 국내 최

연이어 분석하는 성과를 올렸다. 일각에서는 기

결했다. 테라젠이텍스는 유전체 분석을 통해 발

초로 인간 게놈지도를 완성했으며, 2010년 아

업이 비상업적 연구에 치중한다는 평이 있을 정

굴한 신규 타깃을 기반으로 난치성 암 및 만성 면

시아 최초로 예측성 개인 유전체 검사를 상용화

도였다. 이 같은 성과는 훗날 테라젠바이오가 세

역질환 관련 항체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인

했다. 주요 사업은 ‘헬로진(의료기관 통한 유전

계 40여개국에 유전체 분석 관련 서비스를 제공

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에도

자 검사)’, ‘진스타일(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

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힘을 쏟고 있다. 2020년에는 보톨리눔톡신 제조

사, DTC)’ 등의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와 연

바이오·인공지능 등 다각도 협력으로
‘지속 성장’
테라젠이텍스그룹은 고진업 현 테라젠이텍스

26

개발, 생명정보(Bio Informatics) 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 활용 신약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7

중소제약기업 성장전략 ‘변화와 혁신’ 사례

있다. 경기도 안산시 소재 의약품 생산시설은 국

있다. 동일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및 임상시험 자료를 이용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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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원용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Next

다. 2020년 고해상도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지

환경 조절, 개인 맞춤형 치료, 병용요법 등 최신

증으로 하고 있다. 또한 ‘BAG-2’ 발현량이 많을

Generation Sequencing) 서비스로 구성된다.

도 연구에서 RNA 전사체를 분석한 데 이어, 코

항암 패러다임에 맞춰 연구를 진행 중이다. ‘백토

수록 치료 예후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해 이

유전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액체생검 등 암 조기

로나19 방역 기술 개발 첫 국책과제인 ‘코로나19

서팁’은 암 조직 주변 기질 벽의 생성을 억제하기

를 진단에도 활용하고자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진단 및 모니터링, 암 환자의 유전체를 분석해 맞

조기 진단 기술 고도화’ 연구를 주관하고 있다.

때문에 면역세포와 다양한 암 치료제가 암세포

이처럼 테라젠이텍스그룹은 ‘변화와 혁신’이

춤형 항암제를 처방할 수 있는 동반진단 바이오

황태순 테라젠바이오 대표는 시스코 아시아

를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라는 전략을 앞세워 1990년대 의약품 유통으로

마커 발굴, 맞춤형 암 치료 백신 연구 등도 진행하

총괄이사를 역임하는 등 해외 IT업계에서 20년

TGF-β1은 모든 암에서 다량으로 분비되기 때문

시작해 2000년대를 거치면서 제약 분야에 입지

고 있다.

이상 활동한 데이터 전문가다. 바이오 IT 융합 기

에 ‘백토서팁’ 역시 모든 암 종에 사용할 수 있을

를 다지고, 정밀의료 바이오 분야에서 경쟁력을

술력을 앞세워 현재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것으로 기대되며, 면역항암제뿐만 아니라 표적항

키우고 있다. 테라젠이텍스그룹은 패러다임에 선

를 주도하고 있다.

암제, 화학요법제 등과의 병용 투여도 가능하다.

제적으로 대응하며 작지만 강한 존재로 진화해왔

테라젠바이오가 개발 중인 암 백신은 환자별
암세포 유전체 분석을 통해 변이에 의해 생성되
는 단백질들 중에서 극히 일부인 면역반응 유도

두번째 파이프라인 ‘BAG-2’ 단백질 표적 제

가능 신생항원(Neoantigen)을 예측, 개인 맞춤

제도 순항 중이다. ‘BAG-2’가 면역세포 활성을

형으로 투여하는 방식이다. 암세포가 지닌 특이

바이오마커 기반 신약개발 ‘속도’

항원(Tumor Specific Antigen)을 암 환자에게

고, 앞으로도 혁신을 거듭할 것이다.

억제해 면역치료 효능을 억제시킨다는 사실을 최
초로 규명, 이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치료제를 개

테라젠이텍스그룹은 2013년 테라젠이텍스 바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이를 개발하기

이오연구소에서 분사해 설립한 메드팩토를 통해

위해 일본에 CPM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바이오마커 기반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바이오

이와 함께 테라젠바이오는 신약재창출(Drug

마커를 통해 신약개발 초기부터 치료 가능성이 높

Repositioning) 및 빅데이터 분야도 진행 중이

은 환자를 선별하고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

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신약 개발의 첫 단계인 약

는 것이다. 이는 기존 치료제의 반응률(ORR)을 높

물의 작용 기전(MOA, Mode of Action)을 규명

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임상시험에서도 그만큼

하는 것인데, 2020년 신약재창출 기술력을 겨루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바이오마커를 기반으

는 국제 대회 ‘드림챌린지’에서 2차례의 준우승을

로 신약을 개발하면 성공률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기록한 바 있다.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테라젠바이오의 유전체 기술력은 신종코로나

메드팩토는 현재 면역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

높이기 위한 항암신약을 개발중이다. 종양 미세

발 중이다. 현재 삼중음성유방암 등을 주요 적응
중소제약기업 성장전략 ‘변화와 혁신’ 사례

투여해 생체 내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그림 1> 메드팩토 상장기념식(자료: 메드팩토)

<표 2> 테라젠바이오 주요 국책과제 수행 현황
과제명

담당부처

기간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K-DNA)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2020. 10 ~ 2022. 10

코로나19 조기 진단 기술 고도화
(제1차 감염병 방역기술개발사업)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2020. 10 ~ 2023. 4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보건복지부

2020. 1 ~ 2022. 8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유전체 정보 구축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2021. 3 ~ 2022. 1

신원 추론을 위한 가족 유전체 정보
생산 및 얼굴 변화 유전자 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10 ~ 2023. 7

사용자 참여형 빅데이터 기반
건강 위험도 예측 관리 서비스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8. 9 ~ 202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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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적으로 매출 기준 세계 최상위 10개 제약사

이슈 진단

글로벌 제약사란 무엇인가?

중 5개사(AbbVie, Johnson & Johnson, Bristol

제약바이오기업이 미국에 진출해야 하는 이유

김한곤 (유한양행 BD 팀장)

Myers Squibb, Merck & Co., Pfizer)의 본사가
미국에 포진하고 있다.

년 매출 기준 국내 제약사 상위 5개 사는 유한양

이러한 압도적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행, GC녹십자, 한국콜마, 종근당, 광동제약 순이

일본과 독일에 이어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국 중 3

다. 그러나 이들 기업 중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곳

위에 그치고 있다. 이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단편

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들 기업이 국내 제약업계에

적 결론은 우리 제약사들이 미국시장의 잠재력을

서는 전통의 강호로 여겨질지는 몰라도, 진정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player로 인정받기에는 체급적 한계가 존

하지만 시장의 규모만으로 해당 국가가 최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은 미국에
진출해야 하는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0

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적으로나 제약산업계 차원에서

모에 비해 진출 실적이 빈약하다 하여 그 비대칭

지향하는 바는 분명하다. 한국 제약바이오기업

약사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이라면 오히려

적 부족분(分)이 꼭 우리 제약사의 기회로 직결된

이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진출을 하지 않기가 어렵다.

다고 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이 제공하는 거

글로벌 제약사에 요구되는 ‘체급’이 갖춰지지 않

대 시장과 인프라가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고자

은 상태에서 어떻게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할 것

하는 국내 기업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

인가?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의 ‘체급’이란 도대체

해야 미국 진출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다. 물론 모든 제약바이오기업이 미국

우선 표면적 진출이유로 미국이 세계 최대 규

에 진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글로벌 제

모의 제약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

(단위 : 천 달러)

2019
순위

자료원 : EvaluatePharma May 2021 (www.evalu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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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총계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1

일본

575,836

255,747

320,089

2

독일

571,285

522,781

48,504

3

미국

529,088

433,821

95,267

4

중국

522,580

245,831

276,749

5

터키

417,033

401,226

15,807

6

헝가리

239,183

235,619

3,564

7

베트남

186,118

140,660

45,458

8

네덜란드

177,976

117,047

60,929

9

브라질

157,631

86,207

71,424

10

아일랜드

140,086

1,520

138,566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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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사의 ‘체급’은 결국 매출로 귀결된

‘중견’ 또는 ‘중소’ 기업으로 분류되는 국내 제약

하고, 자금과 전문성이 결여된 단계는 외부 기관

출 대상인 글로벌 제약사의 파이프라인과 창출할

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매출 규모가 높고 낮음에

사가 성공하기는 어렵다. 국내 제약사가 요구되

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제약사의 총체적

수 있는 시너지에 대한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도

따라 global player인지 아니면 local player인

는 자금과 시간을 당장 투입할 역량이 없다면 전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블록버스터 신약

록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서

지로 나뉘게 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에서는 글

략적이고 순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다수의 국내 제약사

는 정형의 인 & 아웃 라이센싱을 벗어나 유동성

로벌 수준의 매출을 창출하는 제품을 흔히 ‘블록버

가 신약 후보물질을 초기단계까지만 개발하고 글

있는 전략적 제휴 모델을 제안하여 상대방이 전

스터 의약품’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USD 10

로벌 제약사에 아웃 라이센싱하는 오픈 이노베이

문성을 보유한 분야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

션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록 협상해야 한다.

억/年 이상의 매출을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기준으
로 여긴다.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이러한 거대 매출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전략 :
오픈 이노베이션

을 일으키기 위해 필연적으로 미국과 같은 거대시

그러나 이런 초기 단계 아웃 라이센싱 모델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도화된 BD

태생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아웃소싱분(分)

역량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블록버스터 신약을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이 자사의 기술을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국내 제약

개발해야 한다. 이익이 배분되는 구조라도 블록

확보할 경우 블록버스터급 매출을 창출하기 용이

진보시킴에 있어 외부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사가 lead 단계의 물질을 연구기관에서 인 라이

버스터 신약의 매출 규모(USD 10억/年 이상)를

하므로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통상 신약을 의미한

것이 내부의 아이디어와 마찬가지로 제약이 없

센싱 후 임상 1상 진행 중에 글로벌 제약사에 아

고려할 때 꾸준히 블록버스터 신약을 배출한다면

다. 결국 글로벌 제약사의 ‘체급’은 블록버스터 신

어야 할 뿐 아니라, 외부의 아이디어를 사용하

웃 라이센싱하였다면, 해당 신약물질이 블록버스

cash cow 역할을 훌륭히 하게 될 것이며, 이를

약을 개발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는 패러다임”이다

터 신약으로 성공하여 글로벌 급 매출을 일으킨

통해 확보하는 resource를 재투자하는 선순환을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다.

(Chesbrough, 2003). 이러한 패러다임은 사실

다고 하더라도 연구기관과 글로벌 제약사와 체결

통해 국내 제약사는 자사의 특장점을 보유한 영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제약사가 블록버스터

신약개발에 적용하기 용이한 전략이다. 신약개발

된 인&아웃 라이센싱에 따라 이익을 배분해야 하

역을 넘어서 신약 개발 및 상업화 전(全) 주기 역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미

의 value chain이 “신물질 발견, 임상시험, 승인

는 것이다. 자금투입 부담을 경감하고 개발 리스

량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국의 경우 initial discovery에서 판매 개시까지

및 마케팅으로 표준화 및 모듈화 될 수 있어 각 단

크를 분산하는 대신 이익을 배분하는 것 자체가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신약 개발을 위한 순

계별로 아웃소싱이 가능하고, 신약 후보물질은

약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달성하고자 하

수 R&D 비용만 통상 수백억 원에 달한다.

특허로 지적재산화 될 수 있어 이동이 용이”하기

는 궁극적 목표가 글로벌 제약사로의 성장이라

때문이다 (이원희, 2016).

면, 그래서 글로벌 수준의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이렇게 대규모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블록
버스터 신약의 개발을 글로벌 제약사 기준으로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채택할 경우, 국내 제

한참 영세한,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마저

약사가 특장점을 보유한 신약개발 단계만을 수행

아울러 순수한 초기 단계 아웃 라이센싱 모델만

준비도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개발단

(단위: 억원)

블록버스터 신약을 연속적으로 개발한 이후의

을 채택할 경우, 아웃 라이센싱 이후의 전문성을 내

계 이후의 상업화 역량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치료분야

Phase 1

Phase 2

Phase 3

Total

재화하기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 후보물질을 원

글로벌 매출을 일으키는 기존의 시장에서는 마케

감염

46.8

158.1

253.9

458.8

천사로부터 ‘순수’하게 도입만 하는 경우도 마찬가

팅 역량을 확보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신시장

심혈관계

24.5

77.9

280.6

383.0

중추신경질환

43.4

154.8

213.8

412.0

지다.

개척을 통한 사업확장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

피부질환

20.0

99.1

128.1

247.2

자금과 전문성의 한계로 상당수의 국내 제약

축해야 한다.

내분비

15.6

134.7

189.3

339.6

사가 채택할 수밖에 없는 초기 단계 아웃 라이센

이러한 선제적 준비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

소화기질환

26.7

175.9

161.5

364.1

싱 모델의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 일본의 다케다社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

비뇨기질환

34.5

162.6

194.9

392.0

혈액질환

18.9

218.2

167.0

404.2

Business Development(BD) 역량을 고도화해야

다. 다케다는 1980년 중반부터 1990년 초반까

면역조절

73.5

178.2

132.5

384.2

한다. 인 라이센싱의 경우, 도입하려는 파이프라

지 블록버스터 신약을 연속적으로 출시하며 발

종양 (암)

50.1

124.7

246.1

420.9

인의 훌륭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Discount Point

생한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기반으로 글로벌 제

안과질환

59.0

153.7

341.8

554.5

를 찾아내서 원천사와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약사로서 연구개발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통증 및 무감각증

15.6

189.3

589.0

793.9

호흡기 질환

57.9

135.8

257.2

451.0

아웃 라이센싱의 경우, 전임상 또는 초기임상을

하였다.(이원희, 2016) 사실 다케다는 이러한 블

평균

37.4

151.0

242.7

431.2

수행함으로써 후보물질에 추가한 가치를 적절히

록버스터 신약 출시를 훨씬 앞선 1977년에 미국

인정받는 것은 물론, 해당 파이프라인이 기술수

의 Abbott社와 joint venture를 설립함으로써 신

자료: Aylin Sertkaya (美 보건복지부 제출 보고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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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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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개발과 글로벌 마케팅 노하우를 체득할 수 있

제약바이오협회가 2021년 4월 14개 회원사를 대

는 전략적 제휴의 틀을 마련했다.(이원희, 2016)

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에도 잘 나타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블록버스터 신약의 미국시장

하지만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

진출에 후속하여 나이코메드를 인수함으로써 신

면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은 단발성 호재로 그칠

흥제약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게 된다.(이원

것이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블록버스터 신약

희, 2016)

개발 성공을 발판으로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하려

상당수의 국내 제약사들은 사실 한참 윗 체급

면 그 블록버스터 신약의 시장 안에 전초기지를

인 글로벌 제약사를 상대로 아웃 라이센싱하기도

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초기지를 세우고자

벅찬 것이 현실이라, 초기 단계 아웃 라이센싱 모

하는 기업이 블록버스터 신약에 걸맞은 매출을

델을 고도화하거나 신약개발을 넘어선 역량 구축

일으킬 수 있는 곳,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제

에 힘쓸 여유가 없었다. 자연스레 미국 진출 관련

약사의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상대가 가장 많은

한 관심사도 시장분석, 전략 수립, 현지 네트워킹,

곳, 아울러 정부 지원 인프라가 이미 가장 많이 구

연구개발 및 인허가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한국

축되어 있는 곳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슈 진단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유럽 진출 전략

오봉근 (스위스 바젤 투자청 한국 대표)

러나 2010년대 이후 여러 대기업의 진출 및 대

에 대해 관심을 갖는 한국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

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전통적 제약사들의 오

다. 유럽 내 거점을 선정할 때는 체계적인 접근이

랜 연구 개발 및 사업 개발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필수적이다. 산업 내 인재 가용성, 지식 재산 관리

서 기술 수출 및 생산을 중심으로 한 K-Bio의 중

를 위한 인프라, 세금 구조, 삶의 질과 같은 객관

흥기가 시작되었다. 한국 기업들도 할 수 있다는

적 기준을 통한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기대감에 자본 시장 내 투자자들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물론, 이미
이러한 기대에 걸맞는 성과와 성장세를 보여준

왜 지금 유럽인가

한국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더욱
큰 도약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무대 진

과거 한국의 의약품 시장은 글로벌 제약사들
에 의해 주도된 ‘영업 및 마케팅’ 격전지였다. 그

출은 필수적이다.
한국에서는 2014년 최초로 매출 1조원 제약

자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미국진출 기업 수요조사(2021.4)

스위스 바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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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등장하였고, 이후 6년 사이에 연간 매출 1

특히 유럽 지역의 경우 미국에 이어 세계 2대 시

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음의 핵심 사

지리적 범위 내에 제약바이오산업 종사자만 3만 2

조원 이상을 기록하는 제약바이오업체가 10개로

장이며 FDA와 쌍벽을 이루는 규제기관 EMA가

항 또한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

천명이 넘는다. 또한 700여개의 생명 과학 및 바이

늘어났다. 이 시기는 한국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위치한 시장으로, 미국 진출과 함께 고려되는 것

한 접근이다.

오텍 회사들이 집적되어, 수많은 오픈 이노베이션

본격적인 해외 무대 진출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

이 적절하다. 우리 기업들이 다루고 있는 제품 및

첫째, 거점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분야 세계 최대 클

초반에는 지리적 접근성과 시장 진입의 용이성을

질환의 특성에 따라서는 유럽 시장이 더 큰 이점

이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유럽 시장

러스터 중 한 곳이다. 이 때문에 수많은 급성장 바

이유로 동남아 시장 등을 우선 고려하였으나, 이

이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만, 유럽 내 거점을

은 오랜 역사와 함께 다양한 국가 및 문화가 존재

이오 기업들이 본사 또는 유럽 본부를 바젤에 두고

제는 미국 등 선진 시장 내 거점을 검토하는 회사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확인이 필수적

한다. 이에 따라 포괄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있다.

가 늘고 있다. 연구 개발 및 사업 개발의 목적이

이다.

다소 애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종합적 데이터를

둘째, 해외 진출 및 투자를 준비할 때는 장기

가장 크다. 특히 미국의 경우 한국제약바이오협

확인하고 이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반

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멀리 보아야 한

회 차원의 보스턴 지역 공동 진출 노력도 가시적

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 관련 종사

다. 많은 한국 기업들은 당장 임상 시험 승인과 최

자수가 많아 전문 인력의 채용이 쉬운 곳은 어디

종 승인에 대한 부분에 매몰될 수 있다. 물론 해

이며, 실제 몇 개의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모여 있

당 사안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

는지 여부 등은 필수적으로 비교해 보아야 한다.

나 임상 시험에 성공하고 판매 허가를 얻는다고

이다.

유럽 진출의 핵심 성공 요소

그러나 여전히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의 진입에는 전략

정에서 우연히 보유하게 된 해외 파트너사 또는

적 거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전략적 거점

특히, 데이터의 기준을 잘 살펴야 한다. 예를

한들, IP 보호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터무니없는

자문사 등의 네트워크에 의존하거나, 주요 임직

이라는 것은 심리적 친근함이나 의사결정자의 직

들어 유럽 내 어떤 지역들은 기차로 2시간이 넘게

약가를 책정받게 되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원의 출신 학교 등, 제한된 연고지를 중심으로 전

관 또는 주변에서 이렇다더라는 풍문으로 정할

걸리는 거리를 제약바이오 클러스터로 묶고 있는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

략적 선택지를 가져가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많은

반면, 유럽 내 제1의 제약바이오 클러스터인 스위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이 경우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경우 사업 상의 연고를 통해 전략적 거점을 결정

스 바젤의 경우, 로슈, 노바티스, 론자 등 굴지의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법인소득세와 관련

다양한 시장 기회를 극히 일부만 검토하게 되는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유럽 내 파트너사가 어

글로벌 제약사들이 30분 거리 안에 밀집되어 있

부분도 미리 신경 써야 한다. 스위스 바젤은 유럽

아쉬운 상황들이 많이 목격된다.

디에 있기 때문에 그 곳을 거점으로 먼저 검토하

다는 사실 등이 데이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내에서 법인세가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이다. 공

이제는 해외 진출도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노바티스 본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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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이다. 전략적 관점에서 이러한 접근은 문제

덧붙이면 바젤 지역은 상대적으로 넓지 않은

식적 법인세가 13%인데, 스위스 바젤 지역에서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존슨앤존슨 자회사 액텔리온 본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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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걸음마 단계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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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를 등록하고 관리할 경우, 11.03% 수준까지 특

위스의 이점을 고루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짧

스위스 바젤이 보유한 지리적 이점과 인적 자원

실제 유럽 시장에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수많

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제약 산업

은 시간 안에 독일에서 식재료를 사고, 프랑스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여러 지원

은 오픈 이노베이션 기회가 존재하며, 무엇보다 스

육성을 위한 사회경제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서 와인을 사서 스위스 집으로 돌아가 저녁 요리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스위스 바젤 지역 생명

위스 바젤을 포함한 유럽 시장에서도 한국 제약바

때문에 참조가격제 측면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

를 할 수 있는 삶이 주어진다. 스위스의 자연 환경

공학 클러스터 내에서는 혁신 신약 후보 물질을

이오기업들에 이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글로벌 제약사들이 바젤

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보유한 유럽 내 제약바이오 스타트업들이 투자,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장기적 시각으로 시야를 넓

을 그들의 유럽 거점으로 선정하였다.

청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공동 개발, 기술 수출 등을 목적으로 대형 제약바

히고,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판단을 통하여 한국

셋째, 정주 여건을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한다.

이오기업들과 교류하는 바젤런치(BaseLaunch)

기업들의 발자국을 넓힐 시점이다. 코로나-19 백

우리에게 친숙하고 잘 알려진 유럽 대도시라고

라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로슈(Roche),

신의 접종률이 빠르게 상향되고 있는 지금이야말

존슨앤존슨, 로이반트(Roivant) 등 유수의 글로

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 진출에 시동을 걸어야

벌 제약사들이 파트너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

만 할 때다.

무조건 정주 여건이 좋은 것은 아니다. 안전, 교

국제 경쟁력 확보와 스위스 바젤런치

육, 문화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유
한국 제약바이오기업들에게 유럽 시장은 아직

년 150여 개 수준의 파이프라인이 심도깊게 검토

교육 수준이 매우 높기도 하지만, 또한 신기하게

까지 불모지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주춤하

되었고, 그 결과 지금까지 3,100억원 규모의 투

도 세계 최고 부자 도시이다. 지역 GDP가 12만

고 있는 사이, 중국 및 일본 등의 제약바이오 기업

자금을 유치하였다. 또한 스위스뿐만 아니라 독

달러 수준이다. 이 때문에 물가가 비싸다는 심리

들은 유럽으로 진출하여 주요 연구개발을 포함한

일 및 프랑스의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까지 하나

적 거리감을 많은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경우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여하고자 투자를 아

로 묶어, 혁신 연구 파이프라인을 기업들과 매칭

도 있다. 그러나 사실 주거비 및 사무실 임대료 등

끼지 않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한국 기업

을 해주는 바이오 캠퍼스라는 프로그램도 있다.

은 유럽 내 타도시들보다 바젤이 경쟁력이 있다

들이 해외 활동에 숨 고르기를 하는 동안 중국 항

우리 기업들도 현지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서(HengRui) 제약은 ‘지금이 기회’라며 스위스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

반면, 생활, 교육, 문화 등의 삶의 질은 대단
히 높다. 독일과 프랑스의 접경 지역 특성에서 오
는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과 함께 독일, 프랑스, 스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유럽 진출 전략

럽 내에서도 작은 도시 중 한 곳인 바젤은 전체적

바젤 지역 진출을 결정하고 50명의 현지 인력을
확보하였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유럽 시장 내 교두보로서

스위스 이노베이션 파크 메인 캠퍼스 전경

스위스 바젤 투자청 한국 대표 오봉근
Discover more about the Basel Area and how we successfully assist international companies to set
up or expand business operations in Switzerland, and connect them to the dynamic cluster of leading
companies, top universities and world-class research centers.
https://invest.baselarea.swiss/how-we-help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로슈 본사에서 내려다보는 바젤 전경

38

39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

ME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