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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뢰 확보와 글로벌역량 강화
한국제약협회가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합니다.

니다. 산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는 게 목적이지

지나온 역사를 바탕으로 제약100년을 향해 새로운 비

만 미래 신약개발 과학자를 꿈꾸는 어린이가 나온다면

전과 좌표를 설정해야 할 전환점에 선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제약산

2015년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서 제약산업계는 ‘국

업계가 일궈온 기술혁신과 신약개발 등 산업의 발전상

민신뢰 확보와 글로벌역량 강화’를 산업의 목표로 삼

을 다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았습니다. 이는 ‘안으로 뿌리를 단단히 내리면서 세계

‘글로벌 역량강화’는 세계시장을 노크하고 있는 제약

로 뻗어나가겠다’는 선포이자 각오입니다.

산업계의 지상과제입니다. 세계시장 진출의 핵심 성
공열쇠는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KPMA

제약·창약 스토리텔링으로
국민의 공감과 동의 얻을 것
외국허가, 해외임상, 수출계약 증가로
글로벌진출 청신호

Brief 제4호에서는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 현황을
총 점검해 봤습니다. 2013년 현재 57개 제약기업의
국내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은 10%를 차지하고 있
습니다. 제약산업의 중장기 목표는 국내매출액 대비
외국매출액(수출포함) 비중을 50%로 끌어올리는 것

제약산업계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연구개

입니다. 이는 신약개발력, 자금력, 마케팅력을 겸비

발 강화와 윤리경영 실천, 사회적 책임 이행과 대국민

할 때 가능해질 것입니다.

소통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

인프라 측면에서는 세계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데 충

자면, 제약(製藥)과 창약(創藥)에서 나오는 제약산업

분한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결과 27개

만의 스토리를 만들겠다. 이 스토리를 갖고 사회와 소

제약기업의 해외 법인 수는 총 69개소이며, 57개 기

통하며 공감과 동의를 구하겠다. 그리고 이 사회의

업의 해외법인을 포함한 기술수출계약과 수출계약 건

공감과 동의를 등에 업고 세계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겠

수는 169건이었습니다. 14년 8월 현재, 미국 FDA

다는 것입니다.

시판허가 품목은 4개였으며, 해외 임상시험건수는

한국제약협회는 사업목표의 한 축인 ‘국민신뢰 확보’

79건, 그리고 1억불 이상 대규모 수출계약 건수는 6

를 위해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니다. 불필요한 소모성 기념사업은 최대한 축소하고

한국제약협회 창립 70주년을 전환점으로 삼아 ‘국민

제약산업 본연의 가치를 알리는데 전념할 것입니다.

신뢰 확보와 글로벌역량 강화’에 매진코자 하는 제약

구체적으로는 제약산업의 경제·사회적 기여도 연구

산업계의 새 출발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크게 응

를 통해 산업 가치를 측정해 보고자 합니다. 생산시

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연구소·제약박물관의 시민 개방 행사도 열 것입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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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진흥정책
및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시행현황
정은영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진출지원과 과장

Ⅰ. 들어가며

Ⅱ. 제약산업 육성정책 기본방향

제약산업은 창조경제를 이루는 핵심 산업 중 하나이

이러한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체계적인 산업육성

다. 인구 고령화, 신흥국 경제성장, 의료보장 강화 등

을 위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으로 인해 세계 제약시장 규모가 지속 확대될 전망되
고, 특히 첨단 과학기술, 융복합 응용기술 등이 요구

`12.4에 제정·시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5년마다 제약
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매년 동 종합계획을 구

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전문인력·기술력 등 인적자

체화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적합

`13.7월에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14.3월에 「2014년 시행계획」을 마련하였으며 `14.12

하기 때문이다.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성공시 대규모
하다는 점, 제약산업 발전은 국민 건강권 확보와 직결

월에 정부의 5개년 계획 실천 의지의 표명으로써
「2015년 예산안 확정에 즈음하여 제약산업 육성 5개

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 등이 정부

년 계획 후속조치」를 수립하여 발표한바 있다.

국부창출과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단숨에 도약이 가능

가 제약산업에 주목하고 있고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비전으

이유이다.

로 비전 달성을 위해 ①신약개발 R&D투자 강화, ②
투·융자 자본조달 활성화, ③핵심 전문인력 유치·
표1.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중 5대 목표 및 13대 추진전략
5대목표
13대
추진
전략

R&D

투·융자

인력양성

① 전략적 R&D
투자 확대

① 정책금융 활용도
제고

① 글로벌 인재
유치·양성

② 개방형 혁신 기반
R&D협력
네트워크 강화

② 제약기업
투자확대 유도

② 연구·산업
전문인력 역량
강화

③ 투·융자 기반
강화

③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해외진출

인프라

① 전략적 수출 지원

① 전주기적 인프라
구축

② 글로벌 마케팅
지원

② 기술사업화 촉진
인프라 구축
③ 제도의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약산업 진흥정책 및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시행현황 - 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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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④전략적 해외진출 확대, ⑤선진 수준의 인프

자 한다. 10대 특화분야에는 항암제, 신경계질환 치료

라 구축을 5대 목표로 하고 13대 추진전략을 마련하
여 체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제, 바이오시밀러, 줄기세포 치료제, 항감염제(백신포
함), 항바이러스제, 당뇨 및 대사질환치료제, 면역치
료제, 심혈관계질환치료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이 있으
며, `15년 2개 분야를 시작으로 `17년까지 5개 분야

Ⅲ. 그간 이행현황(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누적)에 선정·지원할 계획에 있다.

1. 전략적 R&D 지원 및 투자확대

첨단 바이오의약품 분야 역시 차세대 맞춤치료기술로
인식되어 국가별로 집중 투자 중이며 향후 급성장이 예

R&D 분야는 제약분야의 정부 투자규모를 늘리고, 보
다 효과적인 R&D 수행을 위해 Open Innovation기반

상되는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선

으로 개방형 R&D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선택과 집중을

이에 국내외 임상 실용화단계에 진입한 첨단 바이오의

통해 전략적인 R&D를 수행하는 것이 기본전략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동연구 및 상업화 촉진을 위한

약품 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조기성과를 창출 할 수 있

R&D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기술사업화 인프라
취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4.6월에 한-싱가포르

업으로 복지부는 상품화 가능한 국내외 후기 임상시험

(A*STAR) 공동으로 싱가포르 바이오폴리스내에 국제

품질관리 등 제품화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첨단 바이오

공동연구협력센터(Med-Tec Development Center)를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립하고 4개 공동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 수행을
지원 중에 있다. 동 연구를 통해 유망기술의 조기상업

동시에 신약개발 R&D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

화를 완료하고 `16년에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진국과 경쟁 가능한 기술력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도록 한다. 동 사업은 미래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
(2상, 3상)을 지원하고 미래부는 대량상산, 공정개발,

간 정보교류 활성화, 사업계획, 성과연계사업 발굴·
관리, 성과공유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국제적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R&D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다. 동 협의
체에는 복지부, 미래부, 산업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

확보하고 신약개발 및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촉진을 지

외에도 국립암센터, 국립보건연구원, 범부처신약개발

원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 R&D를 지

사업단,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한국신약개발연구조

원하고 있다. `13년에는 단년도 지원 사업이었지만
`14년부터는 사업모델도 구체화·다양화(단순 국제공

합 등 관련기관도 참여시켜 신약 R&D에 대해 광범위
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동협력 연구 → 후보물질 고속 스크리닝 전문 연구기관
협력을 통해 비임상후보물질 도출, 글로벌 제약사 보

2. 투융자 자본조달 활성화

유 신약후보물질에 대한 새로운 적응증 확대 연구 등
구체화)하고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

제약산업에 투자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도 개선하였다(`13년 24개과제, `14년 13개 과제지
원).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 외에도 `15년부터 기존의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시스템통합적항암신약개발, 첨단의료기술개발, 임상

하였고, 기술력, 아이디어는 있으나 글로벌 진출하기

연구인프라조성 등 제약관련 R&D사업 외에 제약산업

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조성 1년만에(`14.12월 기

의 미래를 주도할 ‘미래제약 10대 특화분야’를 도출하

준) 460억원을 투자(46% 투자실적)하여 타 정부기관
운영펀드의 1년차 펀드 평균 투자 집행률(27.3%)에 비

여 특화분야별 전문제약기업 육성형 R&D를 지원하고

`13.9월에 정부재원 200억원을 투입, 민간투자자 모집
을 통해 제1호 제약펀드를 총 1,000억원 규모로 조성
위해 자본이 부족한 중소·벤처 제약기업에 전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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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매우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제1호 펀드 운영

고 있다. 특히 R&D 투자, 선진 설비(cGMP) 투자확대

기간은 8년으로(추가 2년 연장가능) 지속적인 투자처
발굴 등을 통해 향후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14.2월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의한 의약품 품질관리

로 기대된다.

개선시설 투자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연장(기존 `13
년말 → `16년말까지) 한 바 있으며, R&D투자에 대해

`14년에는 중소·벤처 제약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제1
호 제약펀드와 보완될 수 있도록 중견 이상의 제약기업

법인세액을 공제해주는 범위에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

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2호 제약펀드를 조성
하였다. `14.12월에 정부가 200억원을 출자하고,

약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1상, 2상이 신규로 포함되기
도 했다. 앞으로도 제약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지

1,15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자를 모집, 총 1,350억

원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해 조세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원 규모로 조성을 완료하였다. 제2호 제약펀드도 제1

해 나갈 계획이다.

술 분야로 백신의 후보물질 발굴, 화합물의 혁신형 신

호 펀드와 마찬가지로 8년동안 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추가 2년연장 가능) `15.1월말에 금융감독원의

3. 핵심 전문인력 유치· 양성

등록을 마치고 본격 투자에 나서고 있다. 제2호 펀드
위탁운용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는 `15년에 3~4개 제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다학제간 융합

약기업에 6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것을 계획으로 운영

지식을 갖춘 석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제약산업 특

방향을 잡고 있다.

성화 대학원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특성화 대학원을
통해 제약산업의 R&D기획, 인허가, 기술경영 등 내용

정책펀드의 장점은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을 교육, 글로벌화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한다. 제약산

파급효과가 크나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산업

업 특성화 대학원으로 `12년에 성균관대학교, 충북대
학교를 지정했으며 `14년 하반기에 추가로 중앙대학교

분야에 특화하여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하여 준
자와 매칭을 통해 더 큰 규모의 시드머니(Seed Money)

를 지정하여 지원 중에 있다. `14년 말 기준으로 `12
년에 지정한 2개 대학에 178명을 교육하고 43명의 졸

를 조성하고 전문성 있는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을 통해

업생을 배출하였는데 이 중 전일제 학생 24명 중 22명

효과적인 투자를 진행하도록 하여 성공사례 조기창출

이 제약기업 및 CRO기업에 취직하였고 2명은 박사과
정에 진학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다는 점에 있다. 또한 한정된 정부재원으로 민간투자

에 기여, 정책펀드가 목적하고자 하는 산업에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
는 장점도 있다. 실제로 `13년 정부중심의 제1호 제약

석사급 인재양성 외에도 현재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펀드 조성이후, 벤처캐피탈 기준으로 바이오·의료분

신약개발에 필요한 전주기 과정으로 R&D기획·임
상·생산·인허가·마케팅 등 분야에 대해 교육을 추

야 신규투자가 늘어나는(`13년 1,463억원 → `14년
2,928억원) 등 민간 투자환경이 개선되어가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15년에는 제약산업 뿐 아니라 의료기기, 의료기관 해
외진출 등 보건산업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

진하고 있다. `14년에는 제약기업 해외진출 전문컨설
턴트, 신약개발 시뮬레이션, 국내 재직자 해외채용예
정자 과정 등 30여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1,555
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다. 국내에 전문가가
부족한 분야는 해외 우수 전문인력을 단기 컨설턴트로

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1,500억원

고용·유치하여 국내 제약기업 대상으로 자문·컨설팅

이상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동 펀드는 기존과 변함없

을 지원하고 있다. `14년에는 5명의 해외 제약전문가

이 1,000억원 이상을 제약산업에 특화하여 투자하도록

를 고용하여 356건의 기업컨설팅, 61건의 교육을 추진

설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제약기업의 투자 확대를

하였고 그 결과 A社는 사우디·UAE 등 중동 11개국에

위해 조세당국과 협의를 통해 세제지원 내실화에 힘쓰

무릎관절 주사제를 수출시키는 성과를, B社의 중국진

제약산업 진흥정책 및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시행현황 - 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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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위해 인허가 과정 등에 컨설팅을 하여 대규모 수

고 있다. 신흥국의 경우 아직까지 정부 주도 시장정책

출계약을 체결시키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국내에 고

으로 G2G 협력이 중요하고, 글로벌 제약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의료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안을 모색

용·유치가 어려운 해외 제약전문가는 GPKOL(Global

Pharma Opinion Leader)위원으로 위촉,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온라인 컨설팅, 심포지엄, 비즈니스 미팅 등

중이기 때문에 한국 제약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적기(

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4년에는 97명의 해외 제약
전문가를 GPKOL 위원으로 위촉하여 온라인 컨설팅을

관계자 대상으로 한국 제약기업의 기술수준, 인허가

46건 추진했으며 2014 BIO-MEDICAL KOREA때
GPKOL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였다.

실시하고 있다. `13년에 멕시코, 에콰도르, 페루, 브
라질 등 4개국 대상으로 22명, `14년에는 멕시코, 에

인력은 산업을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콰도르, 브라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등 5개국
14명, `15년에는 멕시코, 칠레, 에콰도르, 페루, 브라

중 하나이다. 아무리 많은 자원이 투입되더라도 그것

질, 콜롬비아 등 6개국 17명을 초청하여 연수하므로써

을 운용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인적자본의 역량이 낮다

親한국제품 정서조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13.5월에
폴란드를 시작으로 `13.7월 멕시코, 브라질, `13.9월

면 성공과 산업발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適期)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흥국 보건부 인허가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K-Pharma Academy를

문인력의 역량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에 에콰도르, 페루, `14.3월에 멕시코, 에콰도르, 페
루, `14.12월에 칠레, 멕시코, 에콰도르에 민관합동

이다.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제약기업과 비즈니스 포

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인재유치 양성, 연구·산업 전

럼을 개최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한 바 있다.

4.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그 결과 한국 제약사 최초로 `14.3월에 에콰도르에서
는 한국의약품의 우수성을 인정, 한국 의약품 인허가

국내 제약시장 규모는 19.3조원으로(`13년기준) 세계
시장의 2%에 불과하지만, 세계 제약시장은 반도체

자동승인(Homologation) 인정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400조와 자동차 시장 600조원을 합한 수준인 1,000조
원에 달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17년에는 1,400조원

인허가 기간이 평균 2년에서 최대 2주 이내로 단축되는

수준으로 성장이 전망된다. 이런 외화획득의 보고(寶

동승인인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예시

庫)인 세계시장으로 진출은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

: 페루 의약품 선진국 제도)를 대상으로 확산시킬 계획

리가 반드시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에 있다.

하였다. 동 제도로 인해 에콰도르로 수출하는 의약품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에콰도르의 자

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국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인허가 장벽이 높은 선진

또한 바이오-메디컬 코리아와 연계하여 제약박람회

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제약기업에는 컨설팅 및 인허가

(Pharm Fair) 개최 및 투자박람회(Hi-Korea Invest
Fair)를 개최하여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보건당국과 G2G 협력이 수출에 중
및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유도

을 지원한다. `12년부터 개최된 제약박람회는 `14년
까지 총 3회 개최를 통해 Singing Ceremony를 통하여

하며, WHO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의약품을 조달받

총 4,185억원의 MOU 및 수출계약 체결을 지원하였다.

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WHO-PQ(사전 적격성 심사) 지

제약산업 분야에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투자박람회

원, 국제조달시장의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의 지

는 `13년부터 추진되었는데 총 2회 개최를 통해 1,013

원을 하고 있다.

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정부에서는 신흥국과의 G2G 협력을 통해 인허가

앞으로는 우리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기존의 제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에 힘쓰

품수출 일변도에서 국내 제약기업이 해외 대규모 프로

요한 중남미·중동 등 신흥국에 대해서는 민관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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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글로벌 진출방식 다변화에

또한 우리 임상시험의 글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의약품 수출과는 달리 제약

‘글로벌 임상연구 혁신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plant 수출 등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공장건설 뿐 아
니라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교육, 기술이

통해 임상 수행속도(Speed), 임상결과의 질(Quality)

전 로열티 획득, 원료의약품 수출 등 복합적인 효과를

도를 높이기 위해 각 기관에(식약처, 심평원, 임상시험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정

센터 등)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통합한 ‘임상시험 통합

부차원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G2G협력을 통
해 해당국의 제약산업 관련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여기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허가 컨설팅 등 임상시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임상시험 수행 속

에 국내 제약기업의 참여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험 One-Stop Service를 지원하며, 임상시험 data 분
석의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ISO, CAP의

실제로 `14.6월에 우리부와 사우디 민간기업인 SPC社

인정을 받은 Central Lab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

(Sudiar Pharma Company)와 2,000억원 규모의 한사우디 제약특화단지 조성에 합의하는 MOU를 체결하

해 유치된 다국가 임상시험은 국내 CRO 및 제약사와
연결하여 산업간 동반성장을 도모하도록 한다.

고, 우리 제약기업인 일동제약, 중외제약, BC월드제
약과 공장설립 MOU도 체결한바 있다.

약가제도도 우리 제약기업의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글
로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

5. 선진 수준의 인프라 구축

다. 대표적인 사례로 `13년에 보험급여기준 고시 행정

제약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가

예고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였고 심평원 내부
의 신약 평가기간을 150일에서 120일로 단축한 바 있

장 대표적인 인프라가 임상시험 분야이다. 임상시험은

다. 또한 기존에 효과개선, 부작용 감소, 제형 개선 등

산업육성을 통해 신약개발 과정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약의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등 신약개발 역량확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환자의

를 적용하여 약가를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비교약제

임상참여를 통해 질병치료 기회가 늘어나는 등 국민 건

개별가격수준으로 상향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진

강권 확보에 기여하고 다국가 임상시험 유치시 R&D
자금 및 외화획득이 가능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

중에 있다. 신약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의 약

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임상시험 산업 발전을

도록 하여 신약의 조기등재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며

위해 새로운 임상시험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인 (

근거 생성이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 경제성 평가는 A7

재)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를 설립하고 임상시험 글로

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일

벌 선도센터를 5개소 지정·육성하는 등 임상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임상시험 시행 규모로 우

본)의 최저가 이하 수준에서 경제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리나라가 `07년 세계19위에서 `13년 세계 10위로, 서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진출 대상 신약의 사용량-

울은 `07년 세계 12위에서 `13년 세계1위에 오르게 되

약가 연동제 적용시 약가인하 대신 일정 금액을 환급토

었다. 하지만 아직도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

록 하여 약가 유지를 지원하고자 한다. 동 제도의 적용

라는 미약한 수준으로 아직 임상시험 산업이 나아가야

대상은 ①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여 ②국내에서 세

할 길은 멀다. 임상시험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15

계 최초 허가를 받은 신약으로서 ③다국가 허가나 임상

년 상반기에 기초연구, 공익적 목적이 큰 임상시험을

3상 시험승인 받은 제품이어야 하고 환급방식은 약가

중심으로 통상진료비용(routine care cost)에 대해 보

협상 이후 3년간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추가계약(기존

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하고 이와는 별도로 전체 임상시

3년 + 추가 3년)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공단협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

등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개발한 신약의 글로벌

험 통상진료비용 보험급여 방안을 비롯하여 임상시험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가칭)임상

이 외에도 우리 제약산업 구조를 기존 판매·마케팅 중

시험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심에서 신약개발 등 R&D 중심으로, 내수 중심에서 글

제약산업 진흥정책 및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시행현황 - 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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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진출로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의

다는 것이 작은 변화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내수 중심

안정화 및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12년
43개사 1차 인증에 이어(`15년 현재 지위변동 등으로

에서 글로벌로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들이

인해 41개사로 변경) `14년 5개사를 2차로 인증하여
총 46개 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어 있다.

계약, 美 FDA 신약허가 등 글로벌 진출 성공사례도 하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R&D사업 신청

가 마련되는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도 차곡차곡

시 가점을 부여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으로만 국제

쌓여나가고 있다.

최근 에콰도르 자동승인인정, 1억불 이상 대규모 수출
나둘씩 나오고 있으며 2년 사이에 제약특화 펀드가
2,350억원이 조성되고 신약개발을 촉진하는 약가제도

공동연구사업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규등재 제네릭 의약품에 대

산업발전은 그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업계 종사자가 중

해 1년간 약가우대(혁신형 제약기업 68% vs 비혁신형

심이고 주체가 되어야 한다. 120여년 동안 우리 제약
산업이 그동안 국민 건강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해온

제약기업의 경우 53.55%), 개량신약 복합제(혁신형 제
약기업은 각 성분 신약 가격의 68%를 합산 vs 비혁신
형 제약기업은 59.5%) 및 신약개발 원가산출 기준(혁

것도 따지고 보면 제약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소

신형 제약기업 약가산정 이윤율 17% vs 비혁신형 제약

우리 제약기업은 내수에 갖혀있던 시기를 넘어 세계 유

기업 13%)을 우대해 준다. `14.6월에는 미래부와 협의

수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표 글로벌 기업으로 발

를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

돋음하기 위한 환골탈퇴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약산업

원) 지정시 추가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

은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라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이 병역지정업체로 지정 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산업이라는 인식을 가

인원배정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15년에는
12년에 1차 인증된 기업 대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재

지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연구개발과 경영혁

인증을 추진할 예정인데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은 전

야 한다. 이러한 업계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부의 육성

문가와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여 진행할

정책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글로벌 50대 제약기

계획이다.

업 등장과 ‘20년 7대 제약강국 진입은 꿈만이 아닐 것
이다. 물론 정부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

명의식과 투철한 직업의식 덕분이었을 것이다. 이제

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며, 정부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는 업계분들의 끊임없

Ⅳ. 마치며

는 관심과 지적을 부탁드린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지 3년차에 접어들고 있
다.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제약계는 정부는 말만으로 제약산업 육성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아 정부 입장에서 ‘감히 제약산업을
육성한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심정이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제
약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수립한 5개년 계획을 약속한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약
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써 비전과 종합계획을 세우고

R&D 외에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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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PIC/S 가입,
국내 제약산업 굴기(崛起)의 서막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장

Ⅰ. 세계 경제 환경 및 시장 동향

장으로는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브릭스와 태
국,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떠오르고 있는 것

지금 지구촌은 다자간 무역협상 시대를 지나 양자간

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의약품 연간 수출

또는 경제 권역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사실상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 경제적으로는 국경이 없는 시

규모는 약 2조 3천억원(2013)이며, 완제의약품 주요
수출국으로는 베트남, 일본, 중국, 브라질 등이, 원료

대로 접어들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국들과의 FTA

의약품 주요 수출국으로는 일본, 미국, 중국, 아일랜

를 통해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경제영토(2012년)를 가
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경제 영토를 확충해 나가고

드, 터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2).

있다.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이제 1,000조원대를 넘
어 2017년에는 약 1,4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

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PIC/S 가입

망되고 있다(그림1).
글로벌 제약 시장의 구조를 보면 북미, 유럽, 일본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5월 16일 이탈리아 로마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신흥시장, 이른바 파머징 시

에서 개최되었던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정

그림1. 글로벌 의약품 시장 동향 및 구성
세계 의약품 시장 동향

글로벌 제약시장의 구성('12)

항목

'11년

'17년

세계시장 규모

1,059조원

1,360~1,400조원

바이오의약품

174조원(16%)

233~247조원
(17~18%)

제네릭 의약품

268조원(25%)

490~535조원
(35~39%)

신흥시장

215조원(20%)

429~474조원
(31~35%)

신흥시장(파머징시장) :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브릭스와
태국, 이집트,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7개국
※ 자료 : IMS Health(2012) The Gloval Use of Medicines

남미 7.5%
일본

11.7%
북미

36.2%
아시아, 호주,
아프리카

21.5%

유럽

23.1%
※ 자료 : IMS Health(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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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글로벌 의약품 제품형태 별 수출 현황
완제의약품 수출(상위 10개 국가, '13년)

원료의약품 수출(상위 10개 국가, '13년)
단위 : 천불

127,957

단위 : 천불

249,615

127,957

94,878

70,440
59,954

78,882
41,510

74,285
69,930

54,790
49,917
44,260

43,711

33,263
32,390
21,409

29,724

19,465

26,688

베트남

일본

중국

브라질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

이란

미국

일본

미국

중국 아일랜드

터키

독일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 출처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관세청

기회의에서 가입이 승인되었고 2014년 7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12년 가입 신청후 역대
최단기간인 2년만에 성공했고, 의약품규제조화회의

적으로 공인받았다 할 것이다.

Ⅲ.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P 정책과 설계
기반 품질관리(QbD)

(ICH) 국가인 일본과 같은날 동반 가입했다(그림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대내적으로는 PIC/S 가입

PIC/S 규정 전체를 일괄 채택하지 않고 국내 GMP 규
정 체계를 유지하면서 가입한 것도 제외국으로부터

에 따라 변화된 GMP 제도와 규정들이 제약업계에 조
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는 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자국 규정체계를 유지하

편, 대외적으로는 PIC/S 가입국 지위를 활용하여 국
제 신인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국내 제약산업의 수출경

면서 가입한 국가는 PIC/S 회원국 43개국중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뿐이다.

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엄정한 기관평가를 거쳐 가입했다는 측면에서

이와 함께, 21세기형 GMP 라 할 수 있는 설계기반 품

GMP 분야 만큼은 이제 식약처가 어떠한 국가의 규제
당국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의

질관리(QbD)의 국내 도입 및 정착을 위해 2015년부터

PIC/S 가입은 무엇보다도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신인
도를 크게 높여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점이

구축해 나갈 것이다. QbD는 최첨단 지식 및 기술을 기

가장 의미있다 하겠다.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

제조공정과 품질시험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제약 시스

구(OECD) 가입으로 비로소 경제대국으로서의 국제

템을 일원화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융합하는 신개념 패

적 인지도를 확고히 한 것과 마찬가지로 식약처의

러다임으로서, 의약품 생산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

PIC/S 가입이 국내 제약산업의 대외 인지도를 확고히
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품질 경쟁력을 국제

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제약산업의 생산효율성 향상

본격적으로 예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 인프라부터
반으로 하는 품질관리에서의 과학적 접근 방식으로서

과 불량률 감소 등 혁신적 개선이 가능해지게 된다. 또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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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연도별 PIC/s가입 활동 내역
주요활동

해외 전문가
초청 자문

2011년

2012년

2013년

3월 컨설턴트(Bob)

9월 ICH, EFPIA위원

9월 ICH, EFPIA위원

10월 컨설턴트

10월 컨설턴트

9월

컨설턴트(Bob)

10월 PIC/S전의장

2014년

11월 PIC/S집행위원
11월 인도넨시아
규재당국자

PIC/S
정기회의 참석

PIC/S
평가대응

5월 정기회의

5월 정기회의

(스위스, 40주년)

(스위스, 평가단지점)

10월 정기회의 및 세미나

10월 정기회의 및 세미나

(남아공)

(우크라이나)

(캐나다)

가입신청서 작성

가입신청서 제출

PIS/S 평가단 면담 및
질의·답변

1월 PIC/S 현장평가

1차 Gap Analysis

PIC/S 평가자 면담

12월 PIC/S 평가자
예비평가

PIC/S 평가단
질의·답변

2차 Gap Analysis

PIC/S 가입 승인

규정 개정(안)마련

규정 개정 추진

7월 역량평가 워크숍
GMP
조사관
연략강화

9월 ICH, EFPIA위원

1월 역량평가 워크숍

5월 정기회의
(프랑스, 가입승인)

10월 정기회의 및 세미나

6월 역량평가 워크숍

7월 역량평가 워크숍

12월 역량평가 워크숍

6월 역량평가(CSI) 워크숍

5월 역량평가(CSI) 워크숍

11월 역량평가(CSI) 워크숍

9월 역량평가(CSI) 워크숍

PIC/S 가입 추진을 위해 총 61개 책자(21,253쪽 분량) 제작

한 시험관리 비용의 혁신적 절감, 변경허가 수요의 대

가입하여 GMP 관련 규정들이 국제수준과 완전히 동일

폭 감소로 정부와 기업 모두 관련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그림4).

해진 상황이지만 QbD 도입 시기를 놓치게 되면 향후
PIC/S 가입 효과가 제한적이 될 수도 있다. 이미 미국,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간 FTA 체결 등에 따라 전 세계

유럽 등에서는 QbD 적용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

가 하나의 시장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과 관련된

이므로 멀지 않은 장래에 새로운 기술 장벽으로 가시화

규범들이 사실상 같아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비관

될 수 있다(그림5). 식약처에서는 2015년부터 ‘QbD 적

세 무역장벽으로 통칭할 수 있는 GMP 와 같은 기술 관

용 모델 개발’ 등 예산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도입 및

련 규범들을 국제 수준에 맞추지 못하는 산업은 하나의

정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장 효과를 누리기 어렵게 된다. 식약처가 PIC/S 에
그림4. 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패러다임 변화

Ⅳ. 국내 제약산업 굴기(崛起)의 서막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제약산업은 세계 시장
규모가 자동차, 반도체 시장 보다 더 크고, 앞
으로 도래할 고령화 사회와 그에 맞추어 나타날
새로운 의료기술 등에 따라 지속 가능한 성장산
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은 전 세계
적인 경제 침체, 지속적 약가 인하, 리베이트
쌍벌제, 다국적 기업의 오리지널 제품 국내 제
네릭 시장 진출 확대 등에 따라 내수 시장은 한

식약처의 PIC/S 가입, 국내 제약산업 굴기(崛起)의 서막 - 김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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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미국 및 일본의 QbD기반 의약품 허가신청 현황
미국 및 일본의 QbD 기반 의약품 허가신청 현황
제출 월/년

% of ANDAs(multiple QbD
elements 포함)

6월/2012

24.6%

7월/2012

25.5%

8월/2012

53.3%

10월/2012

62.5%

1월/2013

82.9%(as of 1/13/2013)

연도

승인품목수

2008

3

2009

3

2010

2

2011

11

2012

11

2013

12

2014

20%이상일 것으로 예상

▶ 신약부에 대한 연간 신청건수 : 120~130건
▶ 신약부의 통상심사기간 : 12개월

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
으로의 진출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상황이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PIC/S 가입이 큰 의미를 가
지는 이유다. 이제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품질경쟁력은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것이고 국제적 신인도가 과거
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이스라엘이나 인
도의 제약기업이 제네릭 수출을 통해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한 사례도 있다. 이제 국내 제약산업이 세계 시장
을 무대로 수출을 통해 크게 성장해 나가서 앞으로 굴
기(崛起)라 부를 수 있는 시대를 열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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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한국투자글로벌제약산업
육성펀드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상무

Ⅰ. 배경
1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내 제약 산업은 그간
제약주권 회복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며,

바이로메드, 아이센스, 메디톡스, 오스템임플란트,

DHP코리아, 삼천당제약,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등
이 있다.

최근 년 매출 1조원 이상의 기업이 나타나는 등의 성과
를 보이고 있다. 신약개발과 관련해서도 유수의 기업

Ⅱ. 개요

들이 글로벌제약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 성과를 창출해 왔다. 다른 한편으로 보건복지부가

제2호 글로벌제약산업육성펀드의 공식적인 명칭은 “한

2012년 1월 추진한 새로운 약가제도로 인하여 4월 1
일부로 기존에 등재된 의약품의 약가가 일괄 인하되

국투자글로벌제약산업육성

었고, 미국, 유럽 등과의 FTA체결로 국내 제약업계
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건복

사모투자전문회사”이다.

제1호 펀드(운용사: 인터베스트, 규모: 1,000억원)와
의 가장 큰 차이점은 펀드의 형태가 PEF(Private

지부는 국내 제약산업 지원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Equity Fund)로 중견제약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가 가
능해 졌다는 점이다(1호 펀드의 형태는 KVF(Korea

을 2회에 걸쳐 선정하고, 국내 제약기업의 성장을 지
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중의

Venture Fund)임). 본 펀드는 정책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 해외진출, 생산시설 고도화를 준비

하나가 매년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제약산업육성펀드

하거나 진행 중인 중견제약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

를 조성하는 것이며, 이번에 두 번째로 1,350억원 규
모의 제약산업육성펀드를 조성하게 되었다. 운용사로

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후반기에는 바이오벤처기업,

선정된 ㈜한국투자파트너스는(대표자:백여현) 지난

다. 운용기간은 8년으로(투자기간 4년) 투자한 이

수년간 벤처투자실적 1위의 대표적인 벤처캐피탈로,
일반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한국투자증권, ㈜한국투

후에 충분한 시간 내에서 펀드가치를 극대화할 수

자신탁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과 같이 ㈜한

표1 참조)

의료기기 기업 등의 중소기업 투자도 진행할 계획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펀드의 구성요약은

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이다. ㈜한국투자파트너스
의 대표적인 기존 투자기업으로는 카카오, YG엔터테
인먼트, 네이버 등이 있으며, 제약/바이오 분야에는

Ⅲ. 운용인력 및 운용전략

제2호 한국투자글로벌제약산업 육성펀드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 황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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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펀드 요약
항목

내용

펀드 명칭

한국투자글로벌제약산업육성 사모투자전문회사

펀드 법적 형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상장/비상장 기업: 중소기업, 중견 제약기업 모두 투자가능)

펀드 조성규모

1,350억원

출자자(LP) 구

보건복지부(모태펀드 출자) 200억원
산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 500억원
한국투자증권 100억원
한국투자파트너스(운용사) 200억원 포함 총 550억원

펀드운용사(GP)

한국투자파트너스(대표:백여현)

성

핵심운용인력
운용기간
투자원칙 및 방법

주목적 투자대상 및 조건

대표펀드매니저 황만순(핵심운용인력: 김연준, 길영목)
8년(투자기간 4년)
해외 유망벤처 M&A, 기술제휴, 현지 영업망 및 생산시설 확보,
선진생산시스템(EU-GMP, cGMP등) 국내 구축 등에 투자 지원 원칙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 지분투자
다음의 투자대상에 운용사는 투자기간 내 60%이상을 투자
1.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 호 ‘제약산업’ 영위 기업
②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 ‘제약기업’ 해당 기업
③ 의료기기법 제2조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연구개발·제조·가공·보관·유통 관련
산업(의료기기산업) 영위기업
* 다만, ③에 대해 총액의 20%까지 투자가능
2. 국내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국내외 투자에 대한 매칭투자

“한국투자글로벌제약산업육성펀드”의 핵심운용인력은

질환전문기업, 3)제네릭의약품전문기업, 4)글로벌
CRO / CMO기업, 5) 글로벌의약품 물류기업 등으로

3인으로, 대학에서 제약/바이오 분야의 기본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펀드매니저를 맡

특성화하고자 하며, 본 펀드는, 꿀벌이 수분활동을 하

고 있는 황만순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학부/석사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이른바 “한국형 글로벌 제약기

과정을 마치고, 국내 제약회사 연구소 및 CRO기업에
서 직접 신약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본

업”의 성장 및 가치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

펀드의 핵심운용인력인 김연준 수석팀장과 길영목 수

억원 이상의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며, 중소기업들에

석팀장 역시 각각 수의학과 생물화학공학 전공자이다.
김연준 수석팀장은 다국적 제약기업에서 임상개발업무

대해서도 회사당 50억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하여, 투
자한 제약/바이오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를 수행한 바 있으며, 길영목 수석팀장은 제약사 계열

할 것이다.

벤처캐피탈에서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

투자를 진행한 기업들에 대한 전략적 협조관계를 통해

고 있다. 한마디로 국내 제약기업의 현황과 향후 방향

기업들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성에 대해 이해가 깊다고 할 수 있다.

1) 기존에 운용사가 투자한 기투자기업들과의 협력관

는 것처럼, 운용사 및 핵심운용인력이 보유한 국내외

면에서 중견제약기업들을 대상으로는 회사당 최소 100

계 구축, 2) 국외(미국, 일본 등) 벤처캐피탈 및 바이오
본 펀드의 운용전략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한국형글로

벤처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한 파이프라인 도입, 3) 신흥

벌제약기업의 성장, 가치창출 그리고 수익률 제고”로

국(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에 대한 수출 네트워

요약할 수 있다. 국내 제약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조사

크 지원 등의 세부전략들을 이용할 계획이다(참고로 ㈜

결과, 국내 기업들은 장차 1)글로벌제약기업, 2)희귀

한국투자파트너스는 중국의 상해 및 북경에 직접 사무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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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 제약/바이오 전문 투
자심사인력을 보유하여 중국 네트워크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음). 제약업 및 금융투자 분야를 모두 경험을
해본 본 대표펀드매니저는, 국내 제약기업들이 자본시
장 내에서 인색한 가치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
고 있으며, 국내 제약기업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기업들의 IR 활동 및 제약 산업 위상 정립
등에 대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Ⅳ.기대 효과
국토면적 및 인구 면에서 작은 나라인 유럽의 스위스가
글로벌제약산업의 중심지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점은 국내 제약 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국내 제약
업계의 벤치마킹 모델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번에 조성된 “한국투자글로벌제약산업육성펀드”를 통
해 모든 제약기업에 투자지원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에서 지원한 펀드를 통해 국내 제약기업과 자본시
장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한국형 제약기업
의 성장모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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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약기업 R&D의 글로벌 방향성 탐색
장우익
(주)한독 연구개발본부장

Ⅰ. P
 harmaceutical Associations Conference
(PAC) 2014: 어떤 회의인가?

Sanofi, Takeda에서 각 회사의 R&D collaboration을
위한 open innovation strategy를 발표하였다.

제약산업 오픈이노베이션 컨퍼런스인 PAC 2014가 11
월 18-19일 양 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제약협
회(KPMA)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공

II. P
 AC 2014: 왜 하는 지? 어떤 점이 차별
되는 지?

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
한 PAC 2014의 주제는 "Global Partnering for Open

Innovation" 였다. GSK 등 다국적기업을 포함하여 총
100개의 기업, 학교, 연구소, 공공단체가 참여하였고

KPMA의 이경호 회장과 KRPIA의 김진호 회장의 리더십
하에 KPMA와 KRPIA가 손을 맞잡고 한국제약산업의 글
로벌 진출의 공동 목표를 지향한 새로운 시도였다. 그러

총 440명이 참여 하였으며 46건의 파트너링 회의가 별

나 이미 비슷한 형태의 컨퍼런스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 “

도로 진행되었다. Celgene의 chairman 이며 Cellular

왜 PAC을 열어야 하냐?”,“그럼 다른 컨퍼런스와 어떤 점

Therapeutics의 창립자인 Dr. Robert Hariri가 "New

이 차별화 되냐?”,“어떤 결과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가?”

paradigm of pharma R&D for efficiency and
success" 로, 보건복지부 배병준 국장이 “Government

가 컨퍼런스에 주어진 중요한 질문이었다. PAC 2014는

policy for pharma industry development"로 기조강연
을 하였다. KPMA 주도로 5개의 session이 KRPIA 주
도로 4개의 session이 진행되었다. KPMA는 1)Novel
drug discovery for orphan diseases, 2)

Empowered(next generation) biologics, 3)First-inclass NCEs, 정부의 신약개발지원정책을 반영한 4)
Essence of KDDF projects 및 5)Essence of National
Oncoventure projects 의 5개의 session을 기획하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1. KPMA와 KRPIA가 R&D open innovation을 주제
로 하여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한 제약협회 주도형 컨퍼
런스였다. 정부주도형 컨퍼런스에 단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서 프로그램 기획부터 기업의 관점을 반영하였
고 결과이미지를 미리 그려보며 실행하였다.

다. KRPIA는 GSK, Novartis, Daiichi Sankyo,

2. 국내제약기업의 R&D는 두 방향 즉 자체개발제품
을 임상초기에 다국적제약기업에 라이센스 아웃한 후

Boehringer Ingelheim, Merck Serno, Janssen,

후기임상시험을 공동으로 하는 것, 또는 그 반대로 다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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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제약기업의 개발제품을 초기부터 들여와서 공동으

부의 신약후보물질을 들여오는 것뿐만 아니라 자사의

로 개발하는 양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어떤 방향의
협력모델이건 간에 다국적제약기업의 R&D open

개발물질을 외부로 out-licensing하는 것도 추구하므
로 국내제약기업도 이런 신약후보물질을 들여와서 개

innovation 전략을 이해하지 않으면 국내제약기업이

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PAC 2014는 다국적제약기업의 각 회사 별 open
innovation strategy와 국내제약기업의 대표적인 연구
개발과제를 동시에 발표함으로써 전략과 과제의

match 가능성을 탐색한 자리였다.
3. PAC 2014는 국내제약기업의 대표적인 R&D 과제
를 보여 줌으로써 다국적제약기업으로부터 한국제약기
업의 R&D 잠재력을 충분히 알게 하여 궁극적으로 연
구개발 초기단계부터 한국을 open innovation의 파트
너십 우선 국가로 고려하도록 추구되었다.

2. J&J는 Korea as Innovator로 불룸버그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을 기회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KDDF같은 정부지원신약개발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
인 입장을 갖고 있다. 가능성 있는 다국적제약기업의
개발물질을 KDDF fund를 활용하여 개발하여 이익을
나누는 모델을 추구하는 KDDF의 새로운 운용도 논의
할 만한 영역이다.
3. Takeda는 novel target, novel therapeutic
concept, novel platform technology같은 영역을 risk
를 가지면 innovative approach를 하는 영역으로 다루

KDDF(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및 National
Oncoventure(시스템통합적항암신약개발사업단)의

고 있다. 미국의 뉴욕의 유명한 3기관과 Tri-I TDI 라는

session을 통해 신약개발의 private-public 협력모델을
잘 보여주었다. 각 사업단에서 자체 선정한 5개의 과제

인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는 mega hospital이

가 발표되었는데 향후 더 확대 발표될 필요가 있다.

상시험, translational research의 인프라를 갖고 있
다. 연구중심병원 R&D 프로젝트에 국내제약기업의

4.

프로그램으로 pre-Proof of Concept 영역에서 배타적
있다. 대개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중심병원에 속하고 임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III. 다국적제약기업의 R&D open innovation
전략 및 프로그램: 우리가 어떻게 활용
할 수 있나?

4. Daiichi Sankyo는 TaNeDS라는 신약 discovery 프
로그램을 일본부터 시작하여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확
대하여 진행하고 있다. 국내제약기업은 국내의 신약

1. Novartis는 후기 임상단계 파이프라인의 34%가 외

discovery 인프라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부로부터 들어온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외
그림1. 2014년 PAC 컨퍼런스 개최 모습

5. GSK는 Trust in Science라는 프로그램으로 파이프라인
을 보강하고 있다. 한국에도 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
6. Sanofi는 translational medicine 과 open
innovation을 통해 R&D model을 바꾸어 가고 있다.

IV. P
 AC 2015 및 이후: 무엇을 추구해야 하
는지?
KPMA와 KRPIA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PAC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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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 다룰 수 있는 플랫폼이다. 2014년에는 “Global

partnering for open innovation"의 주제로 열렸는데
2015년에는 같은 주제로 심화 프로그램이 열릴수도 있
을 것이다. 이때 business development, IPR 등이
case study를 통해 더 많이 다루어진다면 2014년의 부
족한 점이 메꾸어 질 것이다. PAC은 플랫폼이므로 아
주 색다른 주제를 다룰 수 있게 열려 있다. 2014년에는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다루려는 욕심이 있었는데

2015년에는 참가자들이 더 많이 질문하고 전문가들이
더 가까이서 대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
할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Asia PAC을 열 수도 있다.
한국, 일본, 중국이 공동으로 다양한 주제 및 포맷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다국적제약기업의 더 적극적인 참
여를 유도할 뿐 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 간의 실제적인
협력의 플랫폼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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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의약품 시장 동향과
한국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 현황
이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지원팀 팀장

Ⅰ. 제약산업 국내외 동향

고 주요 대형품목의 특허만료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 및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

세계 의약품시장 규모는 ‘13년 기준 약 1천조원으로
평균수명 증가 및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함

이고 있다. 즉, 글로벌 제약기업들을 중심으로 인

에 따라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

력이 높은 바이오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등과 같은

운데, 글로벌 제약 시장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재

Specialty 의약품1) 개발을 통해 글로벌 성공 사례 창
출을 추진하고 새로운 틈새시장을 확보하고자 하고

편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유럽, EU 주요
5개국 등 선진국 시장은 블록버스터 신약의 특허만

수·합병(M&A)이 증가하고 있고, 신약 R&D의 잠재

있다.

료, 신약승인 건수 감소, 제네릭 중심의 의료 정책 등
으로 저성장이 예상되지만, 중국, 브라질, 인도, 러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제약 선진국의 경우 세계 50대

시아 등 신흥국 시장은 인구증가, 급속한 경제 성장,

제약기업2)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글로벌 제약

만성 질환 급증 등으로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또

기업들은 거대 자본과 기술 독점으로 고부가가치 시장

한, 대부분의 글로벌 제약기업들은 파이프라인 생산

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제약기업의 대부분

성의 급격한 하락으로 R&D 생산성 위기에 직면해 있

은 중소규모로 제네릭 의약품 개발, 내수 위주의 산업

표1. 세계 제약산업 시장 성장패턴 전망(‘12~’17년)
구분

'12년

'17년

965조원

1,300조원

• 선진국 시장

680조원 (65%)

728조원 (56%)

• 신흥국 시장

245조원 (23%)

422조원 (32%)

• 저개발국 시장

131조원 (12%)

153조원 (12%)

• 세계시장 규모

자료 : IMS Health(2013) The Global Use of Medicines, 진흥원 가공

1) 고혈압 등 다빈도질환(Primary Care)이 아닌, 암 등 특수질환(Secondary care)으로 Specialty 의약품 비중은 563억불(14%, ‘02)에서 1,969억불(23%,
’12)로 증가하고 있음(MIDAS)
2) 매출액 2조원 이상으로 0.3~1조원 규모의 블록버스터를 보유하는 기업, 50대 제약기업이 세계시장의 약 68% 차지. 국내 1위 동아제약(‘12년 기업분할 전, 약
9천7백억/년)은 세계 90위 수준 (PharmaExec(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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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수출전략국 권역별 수출 추이
(천불,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CAGR(08-12)

선진국

413,331

476,821

497,811

584,356

716,824

23.3

신흥국

324,743

433,156

498,947

590,680

751,527

30.0

개도국

150,261

204,165

203,278

240,273

278,200

22.2

30개국 외 기타국

250,702

277,327

330,813

338,572

302,942

4.8

총수출 합계

1,139,037

1,391,469

1,530,849

1,753,881

2,049,493

15.8

자료 : 의약품수출입협의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편집 가공

표3. 국내 개발 주요 개량신약ㆍ신약 등 해외 진출 진행 현황
제품(회사)

분야

테디졸리드
(동아에스티)

진행현황

슈퍼항생제

美FDA 예비심사 통과, 美FDA허가 승인(‘14.6.22)

IVIG(녹십자)

면역글로불린

임상 3상 완료(`13), `14년 상반기 美FDA허가 신청

그린진(녹십자)

혈우병

임상 3상 완료(`13), `14년 상반기 美FDA허가 신청

디클라제(LG생명과학)

서방형호르몬제

나보타(대웅제약)

보톡스제제

메로페넴(대웅제약)

박테리아항생제

에소메졸(한미약품)

역류성식도염

램시마(셀트리온)

류마티스관절염

`14년 상반기 美FDA 현지실사 진행
판권계약체결(`13), `14년 미국 임상 3상 준비
美FDA 허가신청서 승인(`13), `14년 북미 발매 준비
개량신약 美FDA 허가(‘13.8) 및 최초 미국 시판 발매(`13.12월)
유럽 EMA시판허가 획득(`13), `14년 판매 시작
캐나다 보건부 판매허가 획득(‘14.1)
자료 : 각 언론사 등 보건산업진흥원 편집

구조로서 강한 오너쉽 위주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경

추세이다. 또한, 저가의 원료의약품 중심에서 고부가

영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가치의 완제의약품 수출이 늘어나면서 주요 진출 품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 제약시장의 변화에 따라 내수

목이 변모하고 있는 추세3)이다.

시장에만 국한된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제
약기업은 해외 직접 투자 확대, 투자국 다변화와 현지

Ⅱ. 해외 진출 주요 성과

화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의 수출 실적을 보면,’12년도 기준으로 수출

1) 국내 제약기업 주요 해외 진출 성과

실적은 20.5억불로 연평균 성장률(‘08~’12년) 15.8%
로 전년 대비 3.0억 달러(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

국내 개발 신약인 LG생명과학의 팩티브(‘03년)가 미국

났다. 특히, 수출 주요국 30개국 중 신흥국시장의 경
우 5년간 연평균 30%의 고성장을 보이는 등 신흥국

FDA에서 세계 10번째 국가로 신약 허가를 받은 이래로
국내 제약기업들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인허가

시장이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획득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세계

3) 원료의약품 vs 완제의약품 수출액 추이 : (‘07년) 5.3억불 vs 4.9억불 → (’10)7.3억불 vs 7.9억불 → 9.5억불 vs 11.8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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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 내 국내 개발 의약품의 해외 임상시험 현황
국가

1상

2상

3상

임상 총계

허가단계
진입품목

미국

22

15

9

46

2

유럽

4

3

2

9

1

기타

7

5

12

24

1

총계

33

23

23

79

4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14.8 기준)

최초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인 류마티스 관절염

이 있다. 특히, 국산 15호 신약 카나브정의 경우, 국

치료제 ’램시마‘가 유럽 EMA에서 허가(’13.6월)를 받았

산 신약 최초로 중남미(13개사), 러시아, 중국 등에 해

으며, 한미약품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에소메졸캡

외 진출하여 총 2억 달러 규모(누적)의 수출 계약을 달

슐‘이 미국 FDA로부터 국내 개량신약 중 최초로 시펀
허가(’13.8월)를 획득하였다. 또한, 대웅제약의 항생제

성5)하였다. 그리고 수출계약 체결(‘11.10월) 후, 멕

‘메로페넴 주사제’가 국내 최초 미국 FDA의 제네릭 의
약품으로 허가(‘13.5월)4)를 받았다. 그리고 작년에 LG

만에 해외 첫 수출 선적(‘14.8월)에 성공하여, 국내에

생명과학의 ’팩티브‘ 이후에 11년만에 두 번째로 동아
에스티의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가 미국 FDA 신약허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 된

가를 획득하였다.

연계하여 미국 등 선진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 하고 있

시코에 시판허가(’14.5월) 획득하였고, 2년 10개월
서 자체 개발한 신약의 해외 진출 성과가 가시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을 중심으로 다국적사와
다. 국내 제약기업들이 최근 내수의 한계를 벗어나 글

또한, 국내 개발 중인 의약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

로벌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전략으로 진출을 추진하

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해외 임상 시험도 확

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원료의약품·제네릭 중심

대되고 있다. ‘14년도 8월을 기준으로 미국(46건), 유
럽(9건), 그 외 국가(24건)등 총 79건의 해외 임상시험

의 수출에서 고품질의 완제의약품으로의 수출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은 향후에 글로벌 신약 및 블
록버스터 의약품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2) 정부간 협력(G2G) 주요 해외 진출 성과

기대하고 있다. 임상 및 인허가 획득 뿐 아니라, 국내
에서 개발된 주요 신약과 개량신약이 해외에 1억불 이
상의 대규모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령제약

2014년 3월 15일에 에콰도르 보건부는 한국 식품의약
품안전처에서 허가 받은 의약품에 대해 에콰도르에서

의 카나브정(고혈압치료제, 중남미), 대웅제약의 나보

자동으로

타주(보톡스제제, 미국 에볼루스사), 중외제약의 3챔

(Homologation)6)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보건부령을

버 영양수액제(미국 박스터사), BC월드의 서장성주사

공포하였다. 이는 한국의약품 허가를 외국에서 인정

제(개량신약, 일본 코아쇼지사), 고려제약(제네릭의약
품 등, 에콰도르국영구매공사 엔파마사), 셀트리온의

하는 첫 사례로 2013년 9월부터 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의 의약품 수출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협력사절

램시마(바이오시밀러, 유럽 먼디파마사) 등 6개 품목

단(복지부, 외교부) 파견 등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7)

허가를

인정하는

자동승인대상

4) ANDA(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5) 멕시코등 중남미 13개국(단일제)(계약규모: 3,000만달러)(‘11.10월), 브라질(’12.10월)(계약규모: 4,310만달러)(‘12.10월), 러시아(계약규모: 1,550만달
러)(’13.1월), 멕시코등 중남미 13개국(이뇨복합제)(계약규모: 2,600만달러)(‘13.7월), 중국(계약규모: 7,600만달러)(언론보도자료)
6) Homologation('14.3.15 공포) : 서면심사만을 통해 에콰도르에서 우리 의약품이 자동 허가를 받게 되며, 허가 절차는 최소 7일 정도로 단축, 에콰도르에서 미
국(FDA), 캐나다, 호주, 유럽의약품청(EMA)에 이어 한국이 다섯 번째로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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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혁신형 제약기업-다국적 제약기업 연계 수출 주요사례
기업

대상업체

주요 내용

아모잘탄
(고혈압)

머크(미국)

머크 사의 ‘코자XQ’ 브랜드로 16개국에서 시판허가 완료
총 51개국 판권계약 완료
DKSH와 동남아 7개국 판매계약 완료

에소메졸
(역류성 식도
염)

암닐(미국)

미국 FDA 허가신청
미국 암닐사를 통하여 미국 등의 글로벌 시장 진출
DKSH와 동남아 7개국 판매계약 완료

이베스틴
(고혈압·고지
혈증 )

사노피아벤티스
(프랑스)

사노피 아벤티스 사와 해외 판권계약 체결
DKSH와 동남아 7개국 판매계약 완료

LG
생명과학

제미글로
(당뇨병)

사노피아벤티스
(프랑스)

사노피 아벤티스 사와 해외 판권계약 체결

안국약품

‘시네츄라 시럽’
(진해거담제)

그리비티
바이오
(미국)

미국 그라비티바이오와 미국 및 유럽 등에서의 개발 등록 및 마케팅 라이선스 계
약 체결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러

호스피라
(미국)

미국 호스피라 사와 글로벌 공략 파트너쉽 체결

한미약품

수출제품

자료: 언론보도자료, 진흥원 가공

이며, 자동승인 인정에 따라 한국제품이 외국으로 나

특화 제약단지」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

가는데 수반되는 장기간의 허가절차와 비용을 대폭 절
감할 수 있어, 향후 에콰도르 시장을 교두보로 한국의

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4년 6월에 사우디 제
약기업인 SPC사(Sudair Pharma Company)와 「한-

약품의 중남미 진출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사우디 제약단지 설립」을 위한 4건의 투자협력 양해각

다. 이후 에콰도르 의약품구매공사(Enfarma, 이하

서(MOU)8)를 체결했다.「한-사우디 제약단지」는 사우

엔파마)와 보건부는 구매하고자하는 의약품 리스트를
한국측에 전달했고, 우리 측에서는 한국에서 공급이

디 SPC社와 한국기업이 참여하여 사우디 Sudair지
역에 2억달러 규모의 4개 공장(항암제, 수액제, 바이

가능한 국내 39개 제약사 291품목에 대한 가격 정보
등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2014년 10월에 엔파마에서

오시밀러, 순환기치료제 등)을 5년 내 설립하는 프로
젝트로서, 복지부를 비롯한 3개 한국기업(일동제약,

는 구매결정을 위한 실무 작업으로 최종 기술서류를

JW중외제약, BC월드제약)이 협력을 추진한다. 이밖
에 에콰도르 야차이(Yachay) 제약단지 조성 등을 추진

제출한 35개 제약사 279품목(164성분)에 대한 실사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고, 3개월 이상의 납품
기한 및 납품 최소량 확보, 포장 등에 대한 협의 등 후

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및 제품수출 등 Full Package
'K-Pharma Cluster' 수출을 통해 새로운 수출 활로

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개척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남미 및 중동 등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G2G
협력을 통해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 제약 프로젝트 참
여를 지원하는 ‘K-Pharma Cluster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하나로

정부는

사우디

‘Sudair

Pharmaceutical Cluster 설립’과 연계한 「한-사우디
7) 한-에콰도르 보건부간 MOU 체결(‘13.9),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시 에콰도르 보건부 말로 차관 방한, 자동승인인정 추진 합의(’13.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과 에콰도르 엔파마간 MOU 체결(‘13.11), K-Pharma Academy시 에콰도르 보건부·엔파마 관계자 12명 한국방문, 자동승인인정 실무협의(’13.12)
8) ① 사우디 SPC사와 복지부간 투자 협력 MOU, ② 사우디 SPC사와 일동제약간 항암제 공장 설립을 위한 MOU, ③ 사우디 SPC와 JW중외제약간 수액제 공장
설립을 위한 MOU, ④ 사우디 SCP사와 BC월드사간 완제 및 원료 수출을 위한 MOU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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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약품 시장 현황과
국내기업 중국 진출 촉진 방안
김지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국지사 지사장

I. 중국 의약품 시장 현황 및 변화

품이었다.

1. 중국 의약산업 현황

2. 중국 제약시장의 환경 변화

2013년말 기준 중국의 원료약 및 의약품 제조업체는
4,875개였으며, 공신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3년 중

중국 병원시장 규모(2014년 2Q기준 IMS Data)는
5,82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3.1% 성장하였다. 이는

국 의약산업의 매출액은 총 2조1,682억 위안(3,497억
달러)으로 전년동기대비 17.9% 증가했다. 2014년 1~3

최근 5년간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던 시장이 GSK사

분기 의약공업 총생산액은 1조7,705억 위안(2,855억
달러)으로 전년동기대비 15.6%증가했으며, 이는 2013

성/시별 입찰가인하 등의 영향으로 시장성장이 많이

년 하반기에 비해 3.6% 감소된 수치이다. 2014년 새로

으로 전망된다. 또한 의약품 생산 제약업체 수는 2012

추가된 인허가 접수 건 중 화학약품이 6,284건, 원료약

년 6,805개에서 2013년 말 약 4,875개로 감소하였다.

이 1,575건, 중약이 509건, 바이오제품이 452건, 약
용 보조제가 84건이었으며, 임상허가 신청 건 3,575건

이는 신GMP 규정을 강화하여 소규모 업체를 도태 시

중 Ⅲ형 및 Ⅵ형 신약이 각각 1,708건과 1,493건이었
고, Ⅰ형 신약은 173건이었다. 제조허가신청 수 856건

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강력히 시

중 Ⅲ형 및 Ⅵ형 신약은 각각 218건과 621건이었다.
2014년에 제조허가를 받은 Ⅰ형 신약으로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대책들은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

Mifepristone

Tablet,

단행하고, 성정부에서는 경쟁품별 최저가 입찰을 유도

Magnesium

하며, 병원별로는 기본약물목록에 있는 저가 의약품을

Tablet,

ApatinibMesylate

Adefovirdipivoxil

Tablet/Injection,

건,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척결운동, 약가 일괄인하,
둔화되었다. 올해에도 상황은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

키고, M&A를 장려, 대형제약그룹을 육성하여 국제경
행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정부도 의료비와
다. 중앙정부에서는 매년 제품군별로 일괄약가 인하를

Tablet,

의무 처방하게 함으로써 제약업체는 3중 악제에 놓여

Sabin strain inactivated poliovirus vaccine,sIPV,
Morinidazole and Sodium Chloride Injection 등 이었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원인이 제약시장 성

Isoglycyrrhizinate

Injection,Chidamide

으며, 임상허가를 받은 51개 품목 중 백신/항체 의약품

장을 둔화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1인당 GDP 성장으로
건강에 대한 요구 증가, 노령화, 의료보험 확대, 병원

이 20%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는 대부분이 화학의약

접근성 등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더욱 빠르게

중국 의약품 시장현황과 국내기업 중국 진출 촉진 방안 - 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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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亦庄生物医药园) 등이 있다.

3. 중국 제약기업의 국제협력 현황

2. 신약 개발에서의 중국과의 합자·합작 추진

중국의 국제적 교류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의 제약업체

최근 수년간 중국의 의약산업이 혁신 연구개발에 대해

들도 신약개발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14년
중국 제약업체는 신약 및 기술교역 영역에서 큰 성과를

점차 중시하기 시작하고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점차 규

거두었으며, 12월 29일 기준 총 25개 프로젝트를 완성

외기업과 보다 많은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사실상 의

하였다. 이 중에는 에딩팜(Eddingpharm, 亿腾), 하
이선(HISUN, 海正药业), 꺼리바이오(歌礼), 헝루이

(Hengrui, 恒瑞), 산성제약(3SBio,三生), 푸싱의약
(Fosun Pharm, 复星医药)등 제약기업들이 있으며,

범화하면서, 중국 제약기업들은 신약개발 부분에서 해
약품 제조업체나 투자자, 식약 관련 주무부처가 관심
을 가지고 있는 품목은 신개발, 전임상 또는 조기임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진정 절박한 임상수요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신약과 잠재적 우수약품이다. 따라서 중국

의약품은 암, 심혈관, 당뇨, 호흡기질환 치료제 등이

의 의약기업과 투자자들은 새로운 타깃과 공동개발 협

었다.

력자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협력 상대는 다
국적기업 외에도 해외의 중소기업에 많은 정력과 자원
을 투자하고 있다.

II. 국내기업 중국진출 촉진 방안
중국 국내의 신약개발 실력이 아직도 많이 저조하기 때

1.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의약단지와의 협력 모색

문에, 우수한 신약과 기술은 대부분 해외에서 도입한
실정이며, 따라서 중국 의약기업이 해외기업으로부터

중국 각 지역의 의약산업단지들은 지난 수년간 빠른 발

의약품 및 기술을 수입하는 구조이다. 이미 매체에 보

전을 가져왔다. 지방정부는 실적 제고를 위해 의약산

도되었거나 공개된 협력 프로젝트의 90% 이상이 이 같

업단지를 설립하고 다양한 우대정책들을 통해 중국 및

은 실정으로, 한국은 단일클론항체의 연구개발 대국이

해외 제약업체들의 입주를 유치해왔다. 일부 세관신구

며,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연구개발은 국제적으로 선진

와 성숙된 산업단지에서는 제약기업의 입주를 유치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 이런 우위를 이용하여 임상초

기 위해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국 및 식품의약품검험

기 또는 임상중인 품목에 대한 공동개발 등 중국의 의

검역국을 의약단지 내에 설치했으며 입주기업을 상대

약기업으로부터 투자 및 협력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로 허가신청 및 물류배송 등 풀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다. 따라서 실력을 갖춘 한국 업체들은 자사에 적합한
의약단지에 입주하여, 생산작업장 및 실험실을 임대받

3. 중국 제약기업 및 의약상업(도매업체) 적극 M&A

을 수 있으며, 의약단지는 입주한 기업에게 세수 등 부
분에서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는 Win-Win 방법을 적극

모든 제약업체와 도매업체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법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적으로 신GMP와 신GSP규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에서 인수합병, 소규모업체 도태, 제품 양

현재 베이징중관촌생명과학원(中关村生命科学院)과

도양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에서

상하이장강하이테크단지(上海张江高科技园) 외에도

제너릭 하나를 허가 등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7~8년

부대시설 등에서 비교적 성숙된 산업단지에는 타이저

소요된다. 7~8년 후에 출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경

우중국의약성(泰州中国医药城), 우한광구바이오의약

쟁품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

산업단지(武汉光谷生物医药产业园), 쑤저우공업단

다. 이런 고전적인 방법 보다는 제품 경쟁력이 있는 기

지(苏州工业园区), 베이징이좡바이오의약단지(北京

업을 M&A하고, 3.1류 신약들을 중국내에서 기술이전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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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제품군별로 포토폴리오를 구성하여 중국 내
수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고려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다. 이는 한국 제약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이며, 성장
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두번째 방법은 의약상업(도매
업체)를 M&A하는 것이다. GMP회사는 의약품만을 생
산,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다각화가 많이 제한
된다. 그러나 GSP가 있으면 의약품 License, 의료기
기, 화장품, 식품, 보건품, 일용품 등의 시장으로 영역
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
토해야 한다.

4. 기존 중국 진출 한국제약기업과의 합작
현재 중국에는 약 15개의 한국제약기업이 진출해 있
다. 한미약품은 소아과와 소화기내과 제품 영역, 녹십
자는 혈액제제 영역, 대웅은 소화기내과 영역 등에 특
화 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제약사 간에는 경
쟁적 관계이지만 중국내에서 좋은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업체들과의 합작은 잘 진행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원활하지 못하고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국내 업체 간에는 서로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전
제하에 품목군 별로 상호 협력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국 진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유럽 M&A 사업기회와 추진 방안 및 국내 제약기업의 기회 -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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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M&A 사업기회와 추진 방안
및 국내 제약기업의 기회
이진영
KOTRA 글로벌 M&A 전문위원

Ⅰ. 세계 M&A 시장의 동향

전통적으로 미국과 함께 글로벌 M&A 시장의 구입자
(Buyer)인 유럽은 최근 판매자(Seller)로서 M&A

1. 6 WAVES, OVERALL1)

매물을 다수 출회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낮아 당분간 기업 구조조정 문제로

세계 M&A 시장은 활성기(BOOM)와 침체기(BUST)가

유럽이 M&A 시장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반면, 2008

주기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M&A 거래는 특정
시기나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년 이후 외환보유고를 다량 축적하고 있으며, 기업

특징이 있는데, 이를 통상적으로 “MERGER WAVE”라

신흥국이 구입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중국은 최근

6차로
나누어지는데, 제6차 Wave는 200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M&A 시장의 글로벌화, 국경 간 M&A의

수년간 에너지·자원 기업에 대한 해외 M&A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

지칭한다.

이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 인도, 한국 등

급증, 사모펀드의 지속적인 비중 강화가 특징으로 전
세계적 과잉 유동성으로 인하여 M&A 시장이
활성화되고 현금지급 M&A 거래가 증가하였다.

Ⅱ. 유럽 M&A 시장의 동향
1. 2011년을 기점으로 유럽의 인바운드 M&A 증가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M&A 시장이 변화
유럽 M&A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유럽은 2005년부터
리먼 사태 이후 급격하게 위축되었던 국경 간(해외)

각 분야에서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M&A(Outbound FDI) 시장은 2010년부터 회복되는
추세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통신회사들은 성장 잠재력이 높고 부채상환능력이

경기회복 부진 등으로 글로벌 해외 M&A 시장에서
중국 등 신흥국의 참여가 크게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유럽 통신시장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규모의
M&A는 스페인 텔레포니카(Telefonica)가 320억 달러

뛰어나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거래 대상이 되고 있다.2)

1) 박용린 연구위원 (2011). “세계 M&A 시장 전망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험심사평가원 ‘시장형 실거래가 효과 분석 중 요양기관종별 평균할인율
2) 화진, (2006). 글로벌 M&A시장 현황과 시사점,. 증권법학회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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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유럽 M&A 시장 지수

자료: Factset Research Systems

규모에 영국 이동통신 회사 O2를 인수한 것이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2011년부터 비슷한 수준의 거래

고려하는 경우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사 개수를 보이며 2011년 12월 1,050 거래 성사를
기록하며 마감하였다. 즉 2011년 4/4분기에는 2010

스페인의 주요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스페인 내 M&A

년 4/4분기의 3,425개 거래보다 4% 적은 3,205개의
거래를 기록하였고, 공격적인 아웃바운드 M&A 거래

(Industrial Company)으로 2010년 시장의 61%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벤처캐피털 투자기업(23%),

금액(Deal Value)도 2011년 4월을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2011년 이전까지 유럽은

금융기업(8%),

아웃바운드 M&A를 많이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경기침제로 인해 해외기업이 유럽기업을 인수하는

인해 M&A 시장 내 비중이 2008~2010년 사이 54~61%

인바운드 M&A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기간 31~23%로 하락했다. 그러나 최근 중동 및
중국 국부펀드와 국영기업은 경기침체로 주가가

2. 더딘 속도로 회복 중인 스페인 M&A 시장

하락한 스페인 대기업의 지분을 매입해 현지 M&A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가는 중이며, 해외기업의

스페인은 경제성장 정체 장기화로 투자 매력도 가

스페인 기업 인수합병 건은 2010년 기준 392건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2011년에 더욱

하락하고, 열악한 대출 환경 등으로 인해 매물로 나온

체결 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기업군은 공업기업

가문자산관리기업(5%)

순이며,

경제위기 이후 공업기업의 다양한 사업구조 변화로
로 증가하는 반면,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의 점유율은

기업 가치도 떨어지고 있어 M&A 시장의 회복 속도가
더딘 편이다. 또한, 재정위기 이후 강도 높은 금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에 돌입한 현지 은행권은 M&A 대출 조건을
지속 강화해 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저성장과

M&A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산업 분야는 서비스업으로
2010년 39%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공업(17%),
식료품(8%), IT(7%), 광업/에너지(5%) 순이다.

민간소비 정체를 이유로 스페인 기업에 대한 투자

스페인 민영화 정책을 살펴보면 스페인 정부는

매력도가 저하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스페인 중소기업들은 경영난으로 인한 파산을 막기

1980~2000년에 걸쳐 공기업 민영화를 상당 부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약 400억 유로의 수입을

위해 점차 해외투자자나 대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확보했다. 스페인 정부는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일부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국가경제

유럽 M&A 사업기회와 추진 방안 및 국내 제약기업의 기회 -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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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예산 부담 경감, 국가경쟁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확대 적용되며, 태양광 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약 70개의 공기업을 민영화했으며, 이 시기에 엔데사

대한 투자 유인도 반감되었다. 유로존 재정위기에

(Endesa, 전력), 레프솔(Repsol, 석유), 텔레포니카

따른 금융비용의 상승과 투자심리의 경직으로 인해

(Telefonica, 통신)와 같이 전략적 가치가 높은

인-인(In-In) 및 인-아웃(In-Out) M&A의 경우
실적이 전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이 민영화되었다. 최근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재정 확보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으나 타 긴축재정
방안에

비해

상대적인

중요도는

낮은

것으로

다만 2008년부터 2011년 상반기 중 피아트(Fiat)사의
피아트 인더스트리얼(Fiat Industrial) 기업분할 발생
및 러시아 통신사 빔펠콤(Vimpel Com)사의 이탈리아

분석된다.

통신사 윈드(Wind) 인수, 이탈리아 최대 전력공급사인
스페인 기업들의 한국 M&A 시장 진출 가능성을 보면
항공, 광업, 방산 등의 일부 전략산업을 제외하고
외국기업의

현지기업

인수합병에

제한이

에넬(Enel)의 스페인 엔데사(Endesa) 인수 등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없어

법적절차 등 M&A 진출은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정부 측에서 실질적으로 내놓은

이탈리아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살펴보면, 이탈리아

매물은 거의 없으며, 스페인 경제위기로 인해 M&A
시장도 호황기에 비해 위축돼 있어, 현재 투자매력도는

2011년 8월 12일 정부 입법된 재정긴축 예산법안에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과 시장 경쟁원리

다소 낮다.

기반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하에

공공부문의 경우, 공항 및 복권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전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어 현 시점에서 정부

3년 안에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150억 유로의 수입을
거둬들일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경제성장을 위한

측의 공식적인 매물은 전무하다. 또한, 대다수의 현지

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재 공기업의 독점적

유망기업들은 모든 M&A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공개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형태로 지배되고 있는 산업 및 시장에 대해 전략적

희박하다.

중소기업 M&A에 특화된 매물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로컬 자문사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발효된

3. 2012년부터 변화하는 이탈리아 M&A 제도

경제자율화 법안(Decreto Liberalizzazione) 90조에
따라 이탈리아 벤처캐피털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더블딥 우려로 2011년 이탈리아

이탈리아 중소기업 M&A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M&A 총액은 GDP 대비 2.5%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하락되었다. 2010년에는 부실기업의 부채 처리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에 적극적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민영화를 고려 중이다. 이들을 목표고객으로 하는

2011년
상반기부터 중견 사모펀드들이 진행하는 인수합병

2012년 이탈리아 M&A 시장의 이원화로 이탈리아
정부의 투자 프로젝트에 국제 사모펀드가 주도하는

업무로 M&A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및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 시설물에

및

구조조정

업무가

대부분이었으나

대한 대규모 M&A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며, 중소기업
매물이 많은 이탈리아의 특성상 중소기업 간 해외

2011년 중반부터 긴축 예산안 법안의 발효 및 재정위기
확산 우려로 M&A 투자도 전년 대비 감소하는 양상으로

M&A가 자문서비스 업체의 확장과 더불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로컬 자문사들이 보유하고

전환되었으며, 2011년 5월 이탈리아 재정경제부가
확정한 제4차 에너지 법안에서 정부 제공 인센티브가

있는 기업매물 정보 입수 및 관계 법규의 개정 등

축소되어 투자수익률이 감소되었다. 2011년 8월
‘로빈후드’ 세제 수정법안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에까지

필요하다. 특히, 공기업의 민영화에는 다소 시간이

시장환경 변화 요소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이탈리아 정부의 원칙적인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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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입장은 확고하나, 구체적인 방식을
검토하는 과정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기간산업에서

기존

전력망,

한국의 해외 M&A 동향을 살펴보면, 경제규모 대비
전체 및 M&A 해외투자가 크게 저조한 상태다. 전체

스마트그리드, 철도, 교량사업 등 신설 SOC 시공 및
시설경영에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심도

해외투자가

깊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수준이다.

4. 국부펀드 출범 예정인 그리스

한국은 해외 M&A 투자 비중이 2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그린필드형(Greenfield) 해외투자에 치중하여

1차 구제금융 이후에도 그리스의 정부부채 지속은
증가 추세이며 신용리스크 또한 최고치이다. 2차

투자유형 간 불균형이 상당하다. 그동안 그린필드 FDI

구제금융 이후에 유로존은 1,090억 유로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긴축 및 경제회복 미흡으로

(지점) 설립에 치중하여 해외 M&A를 통한 기술·
경영기법 확보 등에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또한,

2011년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이며(2011년 동기
대비 13.5% 증가), 채권단의 통제 강화로 보다 강도

M&A 등 해외투자를 위한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원활하지 않고 공공부문에 대한 지원시스템도

높은 추가 긴축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흡하다.

2011~2015년의 수입 증대, 지출 절감을 통하여
재정적자 238억 유로가 감축될 전망이다.
그리스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EU/IMF 구제금융
지원 조건인 재정 건전화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2015년까지 공기업 민영화로 500억 유로 확보 및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 감축할 계획이다.

2007년부터 크게 증가하였으나,
선진국이나 다른 경쟁국과 비교해볼 때 여전히 미흡한

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나 판매지사

최근 해외 M&A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나 해외
M&A 경험·정보·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기업 위주로 소규모 M&A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일부 글로벌 IB 이외에는 해외 M&A에 대한

민영화 대상으로는 항만, 정유, 가스, 광산, 복권,

정보 제공, 자문기능 등과 관련된 국내 M&A 시장의
여건도 미흡하다. 경영여건상 자문사 등을 활용하기가

카지노, 은행 등이 포함된다.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 정보 제공,

그리스의 최근 M&A 추이를 살펴보면, 민영화 업무를

컨설팅 등의 지원체계도 미비하며, 경쟁국인 중국과

독립적으로 전담한 실무집행기관인 ‘국부펀드(NWF:

일본에 비해서도 정부지원이 미흡하다.

National Wealth Fund)가 2012년 7월 출범할
예정이다.

2. 해외 M&A 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

Ⅲ. 한국제약기업의 해외 M&A 기회

해외기업 M&A 시의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가령, 대안 실행에
필요한 시간, 자원, 실현 가능성 및 리스크 등을

1. 한국기업의 해외 M&A는 여전히 미흡

면밀히 비교 후 전략 구현을 위한 최적 수단을 선정할

표1. 한국의 M&A 현황

필요가 있다. M&A는 기업 경영 전략 실행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평균치

GDO 대비 FDI 누계
(2009년도 기준)

세계 옆균

26.9%

선진국 평균

33.0%

한국 평균

10.3%

분석
•세계 및 선진국과
차이가 큼
•전 세계 해외직접
투자에서 1% 차지

올바른 기업전략 및 사업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행 대안들의 장단점 및 실행 가능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너지 창출과 구체적 달성 방안을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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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국내 M&A 지원기관

글로벌 M&A 지원센터

KOTRA 해외무역관

현지 M&A 지원기관

•M&A 의향기업 발굴지원

•M&A 의향기업 발굴

•현지 M&A자문사 연계 딜 소싱 •인수대상 매물 제공

•실사 서비스/인수금융제공

•M&A 단계별 맞춤형 지원

•인수대상 기업 및 관련사업

•M&A 포럼 등 행사 공동개최 •국내외 M&A 지원기관 연결
•중소기업 M&A 활성화 정책
제안

•실사 서비스, 인수금융 제공

동향 조사

•인수 후 통합작업(PMI)

•프로젝트 현지관리 지원
•현지 M&A 관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인수 후 통합작업(PMI) 지원

한다. M&A 초기 검토 시부터 M&A를 통해 어떤

보통, 한국에서는 적대적 M&A란 단어에 대해 여론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좋지 않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내수시장이 포화된

따른 구체적 방안을 수립한다. 실제로 M&A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태에서는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매우 어렵지만 구체적 방안 수립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더불어 혹시라도 피인수 기업의 역량

가치 확보 등을 원하는 한국기업들은 해외 M&A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중국과 일본 등이 해외 M&A

및 시너지 창출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반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검토한다.

상황에서는 한국도 해외 M&A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다만, 해외 M&A를 시행하기 전에 전략과

셋째, 통합적 PMI(인수 후 통합)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PMI 실패는 M&A의 실패 사유 중 43% 정도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분석해본 후에 체계적으로

특히, 유럽의 선진기술이나 마케팅 채널 확보, 브랜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략이 올바르고 시너지에

접근해야 하며, 정확한 기업가치 평가와 PMI를
실행할 수 있는 자체 인력과 컨설팅 연계 등 해외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도 PMI가 실패하면 이는 M&A

M&A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의 실패로 이어진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경 간
인수(Cross-border

M&A)에서는

PMI가

특히

3. KOTRA Global M&A 센터의 지원

중요하다.
넷째,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작은 M&A를 수행해
실행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축적된 역량 없이

KOTRA Global M&A 센터는 해외 M&A를 통해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유도하고 수익성 부족으로
민간에서 외면하는 중소·중견기업형 소규모 딜

처음부터 리스크가 지나치게 큰 M&A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작은 M&A

지원에 대한 공적 보완을 하기 위해 2013년
설립되었다. KOTRA가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를 수행하면서 M&A에 대한 실행역량을 착실히
구축하는 것이 성공적 M&A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시장정보와 국내기업 정보, 123개 해외 조직망,
글로벌 공신력 등을 이용해 다양한 M&A 매물정보

결과적으로, 국가별 M&A를 해야 할 때는 기업문화를

수집 및 지원이 가능하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유럽 같은 해외 M&A
는 가족경영이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기관들이 협력하며 다양한

한다. 처음에는 기술협력과 제휴를 통해 접근하고,
점차 지분인수나 경영인수 등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M&A
지원센터에서는 M&A 의향기업을 발굴하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내외 M&A 지원 기관들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표2).

글로벌

연결시켜주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M&A활성을 위해
꾸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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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적인 지원 사항으로는 1) 전문서비스 : M&A
전문가들이 인수희망 기업의 T/F 일원으로 참여해

M&A 전단계에 걸친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며 KOTRA
해외 무역관은 타깃기업에 대한 현장정보 제공, 2)
중·소형 딜 소싱 : 수익성 부족으로 민간부문의
도움을 받기 힘들 300억 원 내외의 중·소규모 딜 중점
지원, 3) 실사비용 :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초기
실사비용 일부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진입부담 경감
등이 있다.
또한 국내·외 분야별 M&A 전문가를 배치하여
국내에서는 변호사, 회계사, M&A금융전문가들의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거점
무역관에 있는 현지 전문가를 통해 딜 소싱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내 제약기업의 M&A, 특히 중견·중소기업들의
M&A는 아직 국내 기업 간에 M&A로 머무르고 있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신약 개발, 해외 진출 등 기업의
새로운 경영 판도를 개척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M&A
는 기업의 경쟁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국내외의 잘
정비된 지원 제도와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 M&A도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외 제약기업간의 해외 M&A
환경조성(기술이전, 합작투자, 라이센싱)을 통해
신약개발 R&D를 위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수익원
창출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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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통상환경 변화와 수출지원제도 점검
권오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수출진흥부 팀장

Ⅰ. 산업 및 통상환경 변화

고 장수하는 비밀은 수출 60% 이상과 수출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 있다고 한다.

1. 왜 수출을 해야 하는가?
2) FTA 영향
1) 개 요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의 기업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Why)의 질문으로
부터 출발할 때 존재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
를 바탕으로 왜 존재해야 하는 가에 대한 답변은 경영전
략, 예산, 인사 등 기업 전반의 경영 프로세스(How)를
거쳐 제품(What)에 담겨져 국내외 고객에게 전해진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수출해야 하는가? 에 대한 명확

발효를 계기로 경제영토 확장에 나섰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스위스 등

4개국), 아세안(10개국), 인도, 유럽연합(영국 등 28
개국), 페루, 미국, 터키, 호주가 발효국이 됐다. 새
해 1일 부터는 캐나다와의 FTA가 공식 발효됐다. 이
로써 칠레를 시작으로 10여년 만에 11곳과의 FTA 발

수 있다. 세상의 수많은 제약기업 중 하나가 아니라 바

효가 이뤄졌다. 타결 현황까지 포함하면 총 15곳이
다. 이 중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콜롬비아와의 FTA는

로 그 기업(Only one)으로 변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타결된 뉴질랜드, 중국, 베

아쉽게도 수출을 왜 해야 되는 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트남 등과의 FTA도 국내 절차가 완료될 경우 연내 발
효된다.

한 대답과 치열한 실천으로 제약기업은 수출기업이 될

것 같다. 우리나라 제약기업 중 상장기업의 매출구조를
보면 평균 약 10%가 수출이고 내수가 90%로 지극히 내
수 의존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400개 기업을 대
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출하는 기업이 수출하지

현재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1) 순위는 칠레(1위,
85.1%) 페루(2위, 78.1%)에 이어 세계 3위(73.5%)이

않는 기업보다 평균 2.1%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

다.(타결국 포함).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

고 있다. 독일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높은 수익성을 내

(GDP)의 73.5%를 점유하는 경제영토를 가진 것이다.

1) 경제영토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상대국들의 국내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FTA 체결국가 GDP(71.7%)+우리나라
GDP(1.71%)합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73.5%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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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사상 최대(1조988억 달

유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FTA에 대한 수출

러)를 기록하며 4년 연속 1조 달러를 넘어선 데는 FTA

지상 주의적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한다. 특히 FTA는
양국 간 국제협약을 통해 이루지는 만큼 FTA를 통해 정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무역 규모 1조 달러 달성 국가
는 전 세계에서 10개국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양자간 FTA에 치중했다면 올해부터는 다자간 협상인 ‘
메가 FTA’(RCEP, TPP)에 주력하게 될 것 같다.

해진 규범은 국내법을 구속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
어 정부의 정당한 산업육성 정책이 FTA 규정위반으로
국내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

FTA란 국가 간에 산업별 거래를 하는 것이라서 환호하
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한숨을 쉬는 업종도 있게 마련

예를 들어 의약품에서 있어 허가 특허 연계제도이다.

이다. FTA는 말 그대로 관련 국가들 간 쌍무적인 협정

려 물질특허 제도를 삭제하고 제법 특허만을 통해 현재

이기에 상대국 시장의 장벽이 낮아지는 만큼 국내 시장

의 제약산업 발전의 기틀을 잡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턱도 낮아진다. FTA란 급진적 교역 자유화를 통해
상대국의 수출시장 선점의 효과가 있는 반면에 수입 자

의 제약산업 입장에서 아무리 FTA를 많이 맺는다 해도

인도의 제약산업 발전을 일견하면 인도 특허법은 오히

허가 특허연계로 인해 제네릭 출시가 지연되면 결국

그림1.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현황
구분

생산

수출

수입

무역수지

시장규모

수입점유율

시장증가율

‘09년

147,886

17,872

52,193

-34,320

182,206

28.6

6.02

‘10년

157,098

17,810

54,184

-36,374

193,472

28.0

6.18

‘11년

155,968

19,585

55,263

-35,678

191,646

28.8

-0.94

‘12년

157,140

23,409

58,535

-35,126

192,266

30.4

0.32

‘13년

163,761

23,185

52,789

-29,488

193,365

27.3

0.57

그림2. 국내의약품 시장규모 추이
200,000

10
수출(억원)

수입(억원)

무역수지(A-B)

생산(억원)

시장증가율(%)
8

150,000
6
100,00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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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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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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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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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관세혜택을 통한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상대국
시장 선점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입측면

년 19조 3천억원으로 시장규모 성장률이 거의 정체된
상태이다. 이는 결국 내수시장의 포화상태를 의미한다

에서는 가령 한중 FTA가 발효되는 경우 중국에 생산 공

고 볼 수 있다.

장이 있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경우 관세혜택을 통해 지
금 보다 더 많은 의약품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게 될 것

2013년 대륙별 의약품 수출현황을 보면, 유럽 등 선진

이다. 그러하다면 결국 국내 제약시장에서 다국적기업

국의 경우 완제의약품(7%) 보다는 원료의약품(27%)의

의 시장 선점 및 원가 경쟁력은 더욱 커질 것임은 자명

수출이 약 4배 이상 많다. 이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한 일이다.

완제의약품의 기준이나 생산시설이 유럽 기준에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 된다. 아세안의 경우에는 원료

3) 산업구조 대전환

(6%)보다 완제의약품(24%)의 수출이 4배 많다. 중남
미의 경우에도 백신, 호르몬 제제 등 완제의약품의 수

한국경제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성장률은
4.5%였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성장

출이 원료보다 많다. 결국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이 선

률은 3%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경제의 평균성장률은 현재 추세대로

어, 하드웨어 측면의 투자와 의약품 개발을 위한 R&D

진국으로 완제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
투자비를 한 층 더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라면 3%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한다 . 이른바 장
기 저성장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고

아울러 수출 상대국가에 따라 FTA를 활용한 발 빠른 시

성장 시대의 산물로 저성장 시대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장선점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 전략도 적극적으로

없다. 저부가가치-저생산성-과당경쟁의 고리를 끊고

구사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일본 전후의 성공방식은 메

고부가가치-고수익의의 산업으로 패러다임의 대전환

이드인재팬으로 요약되는데, 모든 것을 일본 안에서

을 가져가야 할 것이다.

(Made in Japan) 만들어 해외시장으로 밀어내는 이른
바 자전주의(自前主義)(개발에서 생산까지 모두 자기

특히 우리나라와의 무역교역량 1위(26%) 국가인 중
국의 경우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중국은 어지간한 부

가 직접 하는 것을 뜻하는데, 일본 제품들의 품질과 완

품은 자국에서 조달하는 풀셋 공업 구조를 구축함으

체의 주요 경영이념) 전략이었다.

성도를 높여주는 경쟁력의 핵심 원천으로 일본 제조업

로서 전통산업에 대한 가공무역 형태로는 우리 경제
의 중국보너스 시대가 끝나 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그러나 현재는 일본에의 과도한 집착이나 감상적인 회

진단한다. 중국으로 야기된 성장이 한계에 달했다는

고에서 벗어나 세계의 자본, 조직 및 사람이 일본과 함

지적이다. 이제는 중국에 빨려들면서 중국의 성장이

께 가치를 창출한다는 메이드위드재팬(Made with
Japan)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오히려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러한 산업, 통상 역학구조의 대전환에 직면하여 풍

의 다케다약품은 1781년 창립 이후 최초로 외국인
CEO을 선임함은 물론 최고경영회의 참가자 9명 중 5

부한 고급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지식 산업

명을 외국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분석이다.

인 제약 산업에 선제적인 투자와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III. 수출지원 제도
II. 제약시장 규모와 수출현황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또는 비 예산 지원적 수출지원
최근 3년간의 제약 시장규모(생산+수입-수출)를 살펴

제도는 많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협회가 추진하고

보면 2011년 19조 1천억, 2012년 19조 2천억, 2013

있는 단체 전시회 참가와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을 중심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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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2013년 대륙별 의약품 수출현황
(단위 : 천불)

국가

원료

유럽

완제

292,820

70,008

아세안

71,024

243,020

CIS

27,890

19,900

중동(GCC, 요르단, 이란, 쿠웨이트, 터키)

39,304

64,551

아프리카(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알제리, 이집트)

24,057

21,283

남미(멕시코, 브라질, 에쿠아도르, 칠레, 콜롬비아, 페루)

47,142

123,109

597,047

476,139

1,099,284

1,018,010

기타국가
Total

유럽 7%
아세안

유럽

24%

27%
기타국가

54%

아세안

6%

기타국가

47%

CIS 2%

CIS 3%

중동 6%

중동 4%

아프리카 2%

아프리카 2%

남미 12%

남미 12%

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에 참가하여 394명의 바이어와 미팅을 통해 약 4백만
불의 계약을 추진하였다.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1. 단체 전시회 참가지원

된 CPhI 유럽 전시회에 34개 업체로 구성된 한국관내
에서 세계 각지의 약 1,000명의 바이어와 미팅 또는 자

무역촉진단 사업 중 단체전시회로 한국관을 구성해 해

사 제품을 홍보하였다. 그 결과 약 5천5백만불의 계약

외 전시회에 참가하며 부수임차료, 장치비, 홍보물 제

상담을 달성하였다.

작 등 공동경비를 지원한다. 우리협회는 세계를 권역
별로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유럽에서 개최되는 전

전시회는 불특정 다수에게 참가회사의 신제품 소개,

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기업 이미지 제고, 잠재 고객확보, 현장 계약체결, 기

있다.

존 고객과의 유대강화, 정보 수집과 교환 등 다양한 활
동을 목적으로 한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실현할 수 있

지난해 4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CPhI 일본 전시회에

10개 업체가 참가하여 222건의 상담과 700만불의 계
약 상담을 하였다. 6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CPhI

다. UFI(세계전시산업협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기업
구매 결정자의 95%가 전시장에서 vendor를 만나고 있
으며, 의사결정자의 90% 이상이 전시장에서 구매정보

전시회에는 27개 업체가 참가하여 세계 각지에서 온 약

를 얻는 데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마케팅 능

1,005개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600백만불의 계약 상
담을 이루었다. 7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Interphex

력이 부족한 중소업체의 경우 최적의 마케팅 활동 공간
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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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은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

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 합당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

라의 경제성장을 위해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독일의

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이 민간투자에 포

경우 강소기업의 가장 효과적인 해외마케팅 수단으로

지티브 시그널을 주어 투자 → 개발 → 생산 → 판매(수

전시회 참가를 선택하고 있다.

출) 투자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
록 적극적인 투자 정책을 바란다.

2. 시장개척 활동 지원
특히, 총성 없는 통상정책 속에서 정부-기업간 팀플레
시장개척단은 사전에 참가업체의 수출 가능 유망품목

이가 없으면 시장진입 허들을 뛰어 넘기가 어렵다. 따

을 타깃으로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을 통해 수

라서 비 예산적 지원 정책으로 촉매 역할의 정부 기능

출상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이 필요하다. 과거 기업들이 자생력이 부족했던 시절

바이어 섭외비 등 경비를 지원한다. 우리협회는 매년 2

엔 정부가 성장통제 역할에 치중했지만 이제는 글로벌

회 정도 제약기업 수요와 코트라 현지 무역관 사정에

경쟁에서 생존 가능한 기업들의 길을 터주는 역할에 치

따라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CIS지

중해야 한다.

역에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
좋은 예로 그간 국내 제조업체 간 의약품 위탁제조만
허용하였으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수설비가

IV. 결어

필요하거나 추가 설비 투자비용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특수제형 의약품에 대해 해외 위탁제조를 허용함으로

수출을 위해서는 제약기업 스스로의 패러다임을 바꾸

써 기술은 있으나 생산 공장이 없는 경우 해외 제조원

어야 할 것이다. 수출하려면 먼저 연구 개발하는 기업

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내 의약품의 연구개발이 촉진

이 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고유 제품 개발 없이 수

되고 이제 공장 없는 제약회사도 제약기술만으로 세계

출할 수 없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대명제로 정부 또한 제약을 산업으로 보지 않고 약가인
하 등 규제 대상으로만 봐 주지 않기를 학수고대한다.

이제는 “더 많은 지원”에서 “더 의미 있는 지원” 이라는

이러한 이해의 바탕 하에 정부의 지속적인 R&D 투자
가 필요하다. 기업은 자신이 거둘 수익만 보고 R&D 투

비 예산적 정책으로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 FTA 협상
도 마찬가지로 관세 철폐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차원

자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적정 투자규모에 미치지

에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비관

못할 것이라는 게 그 출발점이다. 정부의 R&D 투자는

세장벽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끝.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기능이다. 따라서 신약개발 처럼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공공성격이 짙거나 위험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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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국제협력 네트워크 및 협력사업
윤석규
한국제약협회 국제협력팀 팀장

1. 들어가며

윤리적 행위 및 규범의 원칙에 대한 장려 및 지지
(c) 의약품의 제조관행 및 품질통제의 상위 기준 채택

복지부가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의 도약을 한
국 제약 산업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신약 개발

장려 및 지지

수 10개,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5.4%, 글로벌 기업 12

고 공중보건향상에 헌신하는 국제기구, 국가기관 및

개를 창출할 계획을 목표로 설정한 이래, 국내 제약기

정무 비정부기구와의 협업적 관계 및 파트너쉽 양성

업 역시 이러한 비전과 목표에 발맞추어 발 빠른 행보

(e) 상기의 목적 실현을 향한 회원 간의 정기적인 접촉,

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보령의 ‘카나브’ 중남미 수출

경험공유 및 노력에 대한 조정

을 비롯한 한국 제약기업의 일련의 성과에서 잘 드러나

라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국제약협회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IFPMA의 이사회로 활동하

듯이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d) 특히 개도국과 신흥국에 업계의 전문지식을 공유하

되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제약환경

고 있으며, 이사회(Council Meeting)는 총 79개 회원
(49개 회원협회, 30개 회원사) 중 39명의 멤버로 구성

하에서 한국제약협회가 기울이고 있는 국제적인 노력

되고, 연간 2회, 통상적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되는 Council Meeting에 참석하여 주요 국제적 이슈에

제약역량을 강화하는 것만이 정답임은 주지의 사실이

관하여 산업 전략 및 정책(방침)을 제시하게 된다.

2. 국제 제약단체 네트워크

2) 세계대중약협회(WSMI)

1) 국제제약단체연합회(IFPMA)

한국제약협회는 1980년 9월 1일, 셀프 케어의 사회
적·경제적 가치를 알리고, 셀프 케어의 이해와 개발

한국제약협회는 1978년 7월 1일, 국제제약단체연합회

을 장려하며 WHO와 공식적인 관계를 가지는 비정부기

(IFPMA)에 가입하였다. IFPMA는 (a) 전 세계 환자들
의 이익을 위하여, 치료용 및 예방용 의약품의 혁신을

구(NGO)로서 1970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WSMI에 가
입하였다. WSMI는 WHO의 공공 헬스케어의 목표에

촉진하는 글로벌 정책 환경 장려 (b) IFPMA Code of

기여하고 이와 관련해서 국제적 또는 지역적 회의를 주

Practice에 의해 보여진 바와 같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관하며, 각국의 셀프 케어에 대한 리서치를 이행한다

제약협회 국제협력 네트워크 및 협력사업 - 윤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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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총 58개의 회원국을 거느리고

보급한다는 공동 목표아래 2012년 첫 개최된 APAC은

있는 WSMI에는 현재 한국제약협회의 이경호 회장과
보령제약의 김은선 회장이 이사로써 활동하고 있다.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KPMA,

WSMI의 주요활동사항으로는 (a) OTC 제약산업의 확
대 및 발전을 위한 안전한 OTC 사용 소비자 교육, (b)

KRPIA),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타이완, 태국
의 11개 아시아 국가의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
보교류 플랫폼을 만들어, 각국 규제 현황 및 문제점을

OTC 관련 규제 완화 등에 관해 논의하는 세계대중약협
회로서 세계적인 OTC의약품의 관련 법규 변화 등에 능

교환·배포하고 규제당국에 제안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회원사 및 회

킹그룹(DA), 규제 및 승인 담당 워킹그룹(RA), 운영그

원단체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c)

룹(SC)으로 나뉘어 활동 중에 있다.

활동을 하고 있는 APAC에서는 현재 신약개발 담당 워

정부, 의ㆍ약학 전문가, 업계 및 일반에게 자기 건강관
리에 의한 보건시스템의 가치·공헌에 대해 이해시키

5) 한일, 한중 세미나

고 실천 촉구, WHO 및 그 외의 국제기구에 대하여 대
중약 단체를 대표하여 업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러

‘14년 6월 중순 일본 도쿄에서 12차 한일공동세미나 개

한 기관과 상호 유익한 공동 Project의 개발에 참여 (d)

최 및 14년 9월 한국에서 개최한 한중공동세미나는 각

국내외 규제 및 공공에 관계되는 공통적인 문제에 관하

각 양국에서 교대로 해당년도 각국의 현안을 중심으로

여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 및 생산성의 협력을 촉진

세미나를 개최하며, 세미나 후반부에 양국 제약사간

(e) 대중약의 연구, 제조, 판매에 관하여, 특히 의약품

IR세션 및 비즈니스 미팅으로 구성을 하여 양국 제약사
간 실질적인 성공사례도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을 이용 하는 대중에의 정보제공에 관하여 최고 기준
여 등 WSMI의 연간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한일세미나는 서울에서, 한중세미나는
중국 청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3) 아
 ·태지역 대중약협회(Asia-Pacific Self

6) 기타 MOU

설정 등 한국제약협회는 각국 현황 정보공유, 연구 참

Medication Industry, APSMI)
일본제약협회(JPMA), 중국제약협회(CPIA) 이외에도

APSMI는 WSMI소속 지역 협회로서 건강한 OTC시장
발전을 위한 APSMI 회원 지원,정보공유 및 상호 이해

러시아, 폴란드, 이탈리아, 미국, 인도 등의 제약관련

를 통한 아시아 태평양(ASEAN국가 포함) 지역의 OTC

협회와도 MOU를 맺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
국제약협회는 기존 MOU국가 및 MOU추진 국가의 협

시장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2010년 11월 5일에 설립 되

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제약협회 회원사의 해외

었으며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이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

시장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

다. 현재, 한국(KPMA), 일본(JSMI), 태국(PReMA),

일 예정이다.

중국(CNMA), 대만(TPMMA) 등 5개국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호주, 말레이시아 등에서 참여를 검토 중이다.

APSMI에서는 WSMI 이사회의 공식적 지지를 얻어
2009년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아시아 지역의 SelfMedication의약품의 시장 확대 및 사용 활성화, 아시

3. 국제협력을 위한 제약협회의 노력

아지역 규제 조화 등의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책과 맞물려, 한국제약협회의 활발한 해외활동으로 인

복지부, 식약처를 필두로 현 정부의 제약산업 진흥정
한 한국 제약 산업의 위상증대는 국외 기관 및 회사의

4) 아시아지역제약협회연합회의(APAC)

제약협회에 대한 정보 문의요청수의 증가에서도 잘 나
타난다. 제약협회는 회원사의 정확한 정보제공 및 홍

아시아 지역 내에서 혁신적인 의약품을 빠른 시일 내에

보강화를 위하여 매 2년마다 회원사의 주요정보 및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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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point를 명기한 영문 디렉토리를 제작하여 협
회의 국제 활동 및 해외사의 국내 방문 시마다 제공하
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 제약 규제당국자, 산업계 및 학계 관
계자에게 한국 제약기업 홍보 및 글로벌 파트너링을 촉
진시킬 수 있는 기회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2013년도 식약처 산하 APEC규제조화센터의 사무국
사업인 ‘APEC 규제조화센터 위탁사업’을 맡아 국내 제
약 및 의료기기 업계 종사자들이 APEC 규제조화센터
(AHC) 활동참여를 통해 국제적 동향 및 발전방향을 습
득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리나라 보건산업
발전을 위해 AHC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적
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한국제약산업
의 브랜드가치상승이란 장기적 목표를 토대로 회원사
들의 차후 해외시장 진출 시 한국의약품의 우수성을 토
대로 목표 시장에서의 성과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그 외, 한해 30여 차례에 달하는 각국 규제당국자 및 산
업계와의 세미나 및 포럼을 통하여 회원사들의 해외기
관/기업과의 파트너링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
약협회의 노력은 회원사들의 실질적인 수출증대로 이
어지고 있다.

4. 마치며
세계 제약 산업에서 한국제약업계가 차지하는 위상의
향후 증대 또는 감소를 결정지을 중대한 이 시점에서,
한국제약협회는 회원사들의 해외시장 진출, 나아가 한
국 제약 산업의 국제적 위상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
며, 회원사들의 깊은 관심 및 적극적인 협회 활동의 참
여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
을 것으로 본다.

'선택과 집중‘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 이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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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진출사례 - 녹십자

녹십자 ‘선택과 집중’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이민택
녹십자 Overseas 본부장

*이하 기업 진출 사례는 협회 공모를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녹십자는 14년도 연간 누적 수출액이 2억달러를 돌파
함으로써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던 지난 2013년대

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비 약 40%증가한 성과를 나타내며 제약업계 수출 역사

플랜트 단위 수출 또한 녹십자의 수익 창출 루트 중 하

를 새로 쓰고 있다.

나로 녹십자가 보유한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특화된 높

이번 녹십자의 수출 성장은 최근 위축되고 치열한 사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특화된 제품군으로 끊임없이 해외

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지난 2013년 1월에 혈액분획제
제 플랜트를 태국 적십자로부터 수주했는데 이는 국내

시장 문을 두드린 결과물이 가시화 됐다고 할 수 있다.

제약기업이 해외에 생물학적제제 플랜트를 수출하는

특히 독감백신과 수두백신 등으로 대표되는 백신 부문

첫 사례로 이 프로젝트는 금년 3분기까지 완료를 목표
로 현재 순항 중이다. 태국 플랜트 수출 경험과 기술을

의 지난해 세계 최대 수요처 중 하나인 WHO 산하 범미
보건기구 (PAHO)를 중심으로 약 6천만달러를 기록하
며 지난 2013년 대비 60% 정도 성장하는 성과를 나타

바탕으로 동남아 국가들과 플랜트 단위 추가 수출을 협

냈으며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를 방지하는 알부민과 면

녹십자의 수출 호조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

역결핍치료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 등의 혈액분획제

고 있으며 년초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세계보건기구

제도 중국, 인도, 중동 등 이머징 마켓 중심으로 수출

(WHO) 산하 범미보건기구(PAHO, Pan American

그림1. 녹십자 면역결핍치료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

그림2. 녹십자 독감백신(左), 수두백신(右)

의/추진 중에 있다.

www.kpma.or.kr

44

KPMA Brief｜2015. 02. Vol. 04

Health Organization)의 2015-2016년 공급분 수두백
신 입찰에서 미화 약 7천5백만 달러 (약 810억 원)규모

이번 캐나다 진출을 통해 더 큰 시장인 미국 시장에 안

의 수두백신 입찰 전량을 수주한 것으로 이번 수주는 국

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제기구의 의약품 입찰에서 국내 제약사의 단일 제품 기

고 북미 진출을 위해 캐나다를 선택한 것은 미국에 비해

준으로 사상 최대규모로 수두백신은 현재 세계적으로

상대적으로 시장진입과 안착이 쉽기 때문이다. 캐나다

공급 부족 상태로 수주 물량은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

는 공영 의료보험제도를 갖고 있어 해외기업이 의료시

로 기대하고 있다.

장에 진입하기가 수월하며 또한 공공기관과 거래하기
에 수요가 안정적이기도 하다. 녹십자는 캐나다에 먼저

이에 따라 녹십자의 올해 백신제제 수출액은 전년대비 약

진출해 기술력과 안전성을 검증 받고 인접국가이자 최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혈액분획제제의 중동, 남
미 지역 신규 시장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 시장인 미국시장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캐나다 공장 설립해 북미시장 공략

2017년까지 혈액원 20곳으로 늘려 연간
100만 리터 원료혈장 공급

녹십자는 올해 초 캐나다 현지법인 GCBT를 설립하며
캐나다 퀘백 주 몬트리올에 혈액분획제제 공장을 세우

녹십자는 북미시장 공략을 위해 원료인 혈장 확보에도

고 북미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는 캐나다 퀘백 주

고순도로 분리한 의약품인 혈액분획제제를 생산하기

정부 및 관계 기관과는 공장 건설 자금지원과 생산되는

위해서는 안정적인 혈장 공급처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

제품을 주 정부가 우선 구매해준다는 내용의 계약을 근

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혈장 안의 필요한 성분만을

거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 완공예정인 이 공장에서
는 연간 100만 리터 혈장을 처리해 알부민과 아이비글

지난

로불린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GCAM(Green Cross America)은 현재 캘리포니

2009년

설립된

녹십자의

미국

법인

아 주, 택사스 주, 아이다호 주 등지에 총 6곳의 혈액
이번 진출은 북미 시장 진출을 준비해 온 녹십자와 혈액

원을 보유하고 있어 연간 최대 30만 리터에 달하는 양

분획제제의 역내 생산을 고민해 온 퀘백 주정부의 이해

질의 혈장 공급이 가능한 상태다.

가 맞아떨어진 결과며 녹십자는 현재 지난해 북미 임상

그림3. GCAM이 올 1월에 개원한 아이다호 주에 위치한 
트윈폴스 혈액원 모습

3상을 마친 면역글로불린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의 미
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혈액분
획제제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20조원에 달하고, 이 중
북미 지역이 50% 안팎으로 소비해 세계 최대 시장이다.
캐나다에는 혈액분획제제 공장이 없어 그 동안 모든 주
정부가 혈액분획제제 전량 수입에 의존했으나 이번 계
약을 통해 자국 내 생산거점 확보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린 시장의 약 15%에 해당하는 연간 0.78톤 규모를 공급

GCAM은 미국 내 자체 혈액원을 오는 2017년까지 20
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혈액원이 20곳

하게 되며 이와 함께 캐나다 정부 입찰을 통해 향후 추

으로 늘어나면, 녹십자는 미국 자체 혈액원에서만 연

가물량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 최대 100만 리터의 혈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우선 캐나다에 전체 아이비글로불

'선택과 집중‘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 이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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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작으로 향후 세계 세 번째 유전자재조합 혈우병치
료제 그린진 에프 등 국내에서 생산하는 녹십자 제품이

도약기 맞은 중국녹십자

중국에 진출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녹십자는 지난 1995년 한중 합자 ‘안휘녹십자 생물제품
유한공사’를 설립했다. 1998년에는 중국녹십자의 혈액
분획제제 공장에서 첫 생산을 시작한 이래 2000년, 녹
십자가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순수 한국 기업으로
변신했다. 회사명도 녹십자(중국)생물제품유한공사(
이하 중국녹십자)로 변경했다.

그림4. 중국녹십자 혈액분획제제 생산시설

혈액분획제제를 중국에서 제조•판매하는 중국녹십자
는 중국진출 15년만인 지난 2011년 누적 흑자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까지 누적 매출이 지난해
매출실적을 넘어섰다. 본격적인 도약기에 들어선 것.
중국녹십자는 매년 20%의 성장세를 보이며 급팽창하
고 있는 중국 혈액분획제제 시장을 겨냥해 지난해 생산
시설을 업그레이드 했으며 연간 최대 혈장 처리량 30만
리터에 달하는 이 공장에서는 알부민과 아이비글로불
린, 혈우병치료제(8인자) 등이 생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녹십자는 중국 내 의약품 유통을 맡길
의약품도매법인 ‘안후이거린커약품판매유한공사(이하
거린커)’를 지난 2012년 9월 설립했다. 중국은 도매법
인만이 의약품 수입과 유통할 권한을 갖고 있어 그 동
안 한국 녹십자의 제품을 수입해 오지 못했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이로써 중국녹십자는 중국 내 허
가와 물류, 마케팅까지 아우르게 됐다. 거린커는 지난
2012년 중국에 직수출한 약 1천만달러 규모의 알부민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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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진출사례 - 동아ST

동아ST의 글로벌 사업 성과와 계획
류정하
동아ST 해외영업전략팀

(구)동아제약은 1932년 ‘강중희 상점’으로 창업한 이
후, 자양강장제 ‘박카스’를 비롯해 각종의약품, 의약외

족과 GMP 공장 가동을 기반으로 기초원료의약품과 ‘
유로키나제’, ‘탈암피실린’ 등을 수출하였습니다. 본격

품, 생활용품 등을 주력으로 1967년부터 대한민국 대
표 제약기업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2013년에는 국

적인 수출을 시작한 것은 1980년대입니다. (구)동아제

내를 넘어 세계적인 제약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

약은 1980년대 정부의 전략수출정책의 일환으로 개방
시책이 강화되자 의약품수출 진흥을 통해 해외시장개

한 혁신 신약 개발과 글로벌 경영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척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981년 7월 박카

지주회사 전환을 결정하고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

스를 통한 미국 시장 개척을 시작했으며, 83년에는 ‘암

ST, 동아제약으로 분할되었습니다. 각 회사별로 분리
되어 운영됨에 따라 각 사업 부문의 유연성 제고와 효

피실린’ 합성기술을 인도 제약사에 기술수출하기도 했

율성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동아제약의 존속

습니다. 이후 1985년까지 1,000만 달러 수출 고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출진흥위원회를 발족시

법인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투자사업부문을 담당하

켰고 동남아시아, 인도 등으로 수출을 늘려 나갔습니

고, 신설된 동아제약은 일반의약품 사업부문을 담당하

다. 1987년 박카스, 타우린, 항생제 원료 및 일반의약

고 있습니다. 동아에스티는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

품으로 수출 품목을 확대하며 마침내 수출 1,000만 달

진단, 수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세워진 ETC 전문 사
업회사입니다. 자체개발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제네

러를 돌파했습니다. 90년대 들어 (구)동아제약은 유럽

릭, 도입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99년에는 자체기술로 개발한 바이오제품인 ‘에포론’, ‘

있으며 다수의 블록버스터 제품을 바탕으로 시장지배

류코스팀’, ’인터페론알파’, ‘그로트로핀’을 브라질과

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인도, 파키스탄 등지에 수출

과 중국, 호주 등지로 수출국가 확대를 시작했습니다.

하며 수출국과 수출액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동아ST의 글로벌 진출 태동
동아ST 글로벌 진출 현황
(구)동아제약의 해외 수출은 1961년 인삼제제 의약품
을 동남아에 수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70년대 후반
에 들어서면서는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중앙연구소 발

1) 수출국가

동아ST의 글로벌 사업 성과와 계획 - 류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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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수출국 현황(2013년 기준)
구분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CIS

국가
미국, 캐나다
과테말라, 멕시코,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괌, 뉴질랜드, 사이판, 호주
그리스, 독일, 영국, 네델란드, 프랑스, 터키
대만, 말레이시아, 몽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미얀마,
스리랑카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이란
나이지리아, 남아공, 탄자니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동아ST는 보다 큰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아 해외 시
장 확대를 노력한 결과 유럽,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1992년 5월 생산공장을 완공하여, 박카스를 현지에서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판매유통기반 구축이 장기

등 40여 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적인 미국시장 개척에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1996년 8
월 지사체제로 재 출범한 이후, 2001년 6월 캔 박카스

2) 해외법인

판매를 개시하는 등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ST는

DAC(DONG-A AMERICA
CORP), 브라질 법인 DAP(DONG-A Participacoes
Ltda), 인도연락사무소, 동아쏘시오홀딩스 소속의 중
미국

법인

국법인인 소주동아 등 현지 네트워크를 글로벌 시장공

소주동아음료유한공사는 박카스 등의 음료제조 및 판
매사업을 하는 회사로 1995년 5월 15일 설립하여
1996년 11월 1일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1996년 9월

후 인도네시아에서 바이오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기 위

완공된 오강공장은 1996년 10월 20일 박카스를 초도
생산하였으며, 총 면적은 29,616㎡로 1년에 720만병

해 현지 공장 설립 추진하고 있으며, 몽골에서도 현지

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략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향

제약사와 공장 설립과 제품 제품 생산, 등록, 마케팅,

그림2. 소주동아음료유한공사_ 중국

판매, 유통 등에 대한 포괄적 협력계약을 체결하고 몽
골시장 공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DAC는 1991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설립하였고,
그림1. Dong-A America Corporation(DAC)_ 미국

Dong-A Participacoes Ltda는 2013년 1월 브라질 상
파울로에 투자법인 형태로 설립하였으며, 브라질 제약
시장 공략을 위해 의약품 비즈니스 및 관련 사업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남미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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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장에 대한 정보력 강화와 효율적 대처로 새로운

질, 캄보디아 등에서의 매출 성장과 더불어 미얀마, 베

성장 기회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남, 스리랑카 등의 동남아시아, 탄자니아와 같은 아
프리카 지역에서 신규매출을 창출한 결과 2013년에 전

그림3. Dong-A Participacoes Ltda(DAP)_ 브라질

년대비 23.3% 성장한 1,17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
다. 최근 6년간 수출실적은 연평균 27.5%의 성장률을
보이며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4) 수출 품목
현재 동아ST의 수출 효자 품목은 박카스로 미국, 중
국, 일본, 캄보디아 등 18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중 캄보디아 매출이 단연 최고입니다. 캄보디아에
인도 연락사무소는 인도 뭄바이 Andheri-Kurla
Taluka지역에 2011년 2월 개설 후, 인도 내 비즈니스

서의 박카스 매출은 현지 파트너사의 노력과 TV광고,
옥외 간판, 다양한 이벤트 활용을 통해 2009년 최초 진

를 위한 정보수집 및 본사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

출 이후 2011년 52억 원, 2012년 172억 원, 2013년은

니다.

266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캄보디아 국민드링크로
자리잡았습니다.

3) 수출액
동아ST는 캄보디아에서의 박카스 성공을 토대로 2015

2013년 제약시장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중국 및
신흥국가들의 성장률 둔화 등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 침

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동유럽과 말레이시아,

체, 각 국가의 높아지는 진입 장벽, 전 세계적인 약가

대할 예정입니다. 에너지드링크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인하 및 제품가격 인하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어려운

약 7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연평균 10%이상
고성장 중입니다. 박카스의 국내 판매량을 감안할 경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ST는 브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로의 진출을 확

그림4. Dong-A Participacoes Ltda(DAP)_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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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주요수출품목
구분

유형

완제의약품
의약품

완료의약품

기타

완제

품목

적용도

비고

자이데나

발기부전치료제

합성의약품

크로세린

결핵치료제

합성의약품

그로트로핀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

에포론

만성신부전환자의 빈혈치료제

바이오의약품

류코스팀

호중구감소증치료제

바이오의약품

싸이크로세린

결핵치료제

합성의약품

테리지돈

결핵치료제

합성의약품

아토르바스타틴

고지혈증치료제

합성의약품

박카스

자양강장제

그림5. 수출 품목 매출비중(2013)

인마켓에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바오지아스’란
이름으로 중국 마트 입점 등을 통해 중국 한족시장 진

기타

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3%
원료의약품

박카스

34.7%

26.0%

동아ST는 2011년 12월에 성공적으로 WHO(세계보건
기구) 실사를 마친 이후, 기존 WHO에 완제를 제공하
던 업체들에게 원료로 제공하던 항결핵제를 WHO에 직
접 완제 형태로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WHO로부터 PQ(사전품질인증)을 받아 국제 입찰에 참

바이오의약품

여할 자격을 얻었고, 2014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

30.0%

가 실시한 2014년도 결핵치료제 국제입찰에서 글로벌
사업부문 1순위 공급자로 선정되면서 경구용 결핵치료

우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
다. 이에 동아ST는 거점국가 성공전략을 통해 마케팅

제 크로세린을 WHO에 확대공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WHO를 통해 치료받는 환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 해

글로벌 신화를 이루겠다는 전략입니다. 발매 2년 차를

WHO의 결핵치료제 구매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크로세린의 추가 공급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

맞은 베트남에서는 TV광고를 포함해 6월에 예정된 세
계 테니스 선수권 대회 후원과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다. 이 밖에도 지난해에는 중국 제약사와 5년간 최소
250억 원 규모의 크로세린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

진행할 계획입니다. 필리핀에서는 3월 전국마라톤 대
회를 시작으로 무에타이 대회, 레이싱 대회 등을 후원

습니다. 또한 수출 확대를 위해 인도, 중국과 필리핀,

함으로써 박카스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

산능력 확보를 위한 추가 공급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다. 지난해 5월 새롭게 진출한 중남미의 과테말라에서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또 다른 형태의 항결핵

는 현지 파트너와 함께 ‘제 1회 박카스배 마라톤 대회’
를 개최해 현지 언론을 통해 과테말라 전역에 박카스를

제 제품을 WHO에 등록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습니다.

홍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주시장 공략을 위해 탄산

적 성장을 기반으로 2008년 러시아에 진출하였으며,
터키, 말레이시아, 인도 등의 해외 시장으로 그 영역을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향후 거점국가를 확대, 박카스

을 함유한 박카스캔 제품을 출시해 동부 및 LA지역 한

아프리카 11개국에 대한 제품 등록 및 패키지 개선, 생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는 국내 시장에서 이룬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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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혀가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중국을 포함한 18개
국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동아 ST는 지속적인 자이데

이 밖에도 합성신약 및 천연물신약을 의약품 특성에 맞

나 해외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진출 국의 핵심 오피니

라 소화기계 질환, 비뇨기계 질환, 대사내분비계 질환

언 리더들을 한국에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

을 중심으로 해당분야 최고 후보물질을 도출한 뒤 국내

며, 2년마다 자이데나 글로벌 파트너사의 관계자를 초

개발과 동시에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에서 기술 수

청해 자이데나 개발경위 및 임상자료, 국내 마케팅 현

출을 통하여 현지 동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황과 각국의 현지 마케팅 전략 및 판매계획 등을 공유

체 개발 당뇨병 신약인 ‘DA-1229’는 2012년에 중국 루

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제약집단과 인도 알켐에, 2014년에 브라질 유로파
마에 각각 라이센싱 아웃했으며, 항암제 ‘모노타셀’을

5) 글로벌 R&D 현황

2012년 중국 글로리아에, 빈혈치료제 아라네스프의
바이오시밀러인 ‘DA-3880’을 2014년에 일본 산와화학

동아ST는 글로벌 R&D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
외 제약사, 벤처기업, 대학 등과 활발한 R&D 네트워

연구소에 각각 라이센싱 아웃 했습니다.

춰 지역별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추진한다는 전략에 따

크를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기술이전은 이러한 네트
워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동아ST 글로벌 비전과 계획

실적으로 2007년 미국의 항생제 개발 전문회사인 트
리어스 테라퓨틱스(Trius Therapeutics, 현재 큐비

동아ST는 2013년 10월 글로벌 비전 전략을 공표하고,

스트)사에 기술 수출한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테디졸

향후 5년 이내에 해외매출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성장

리드(Tedizolid)는 시벡스트로(Sivextro)라는 제품명

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비전의 핵

으로 올해 FDA 허가를 받아 국내 제약사로는 2번째
로 미국 시장에 출시 됐으며, 유럽 EMA(유럽의약국)

심전략은 신약 개발과 바이오시밀러를 글로벌화의 두

로부터 MAA(시판허가신청)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최
근 의약품 인체사용자문위원회(CHMP) 허가 지지를

니다. 이러한 비전 및 전략에 따라 당사는 글로벌 리서

받아 2015년 상반기 허가가 예상됩니다. 국내 최초
세계 4번째로 개발한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는 계
열사 메지온에서 현재 미국의 워너칠코트(Warner

Chilcott, 현 악타비스)와 미국 임상3상 시험을 성공
적으로 마치고 미국 FDA에 품목 허가신청을 완료했
습니다. FDA로부터 허가를 받게되면 미국 내에서 유
통중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 계획입니다. 더불어 2011년 일본의 메
이지세이카파마(Meiji Seika Pharma)와 전립선비대
증 치료제로서 아웃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
로벌 신약으로서의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뇨병성신경병증 천연물신약인 DA-9801과 기능성
소화불량치료제 천연물신약인 모티리톤의 경우, 단
독으로 미국 FDA 임상 2상 IND(신약임상시험계획
서)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
된 천연물 의약품의 글로벌 개발이 현실화되고 있습
니다.

축으로 삼고,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입
치 네트워크 구축, 임상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R&D
역량을 제고하고, 조직 및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글로
벌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보령제약 글로벌 진출 성과와 계획 - 최태홍

51

글로벌 진출사례 - 보령제약

보령제약 글로벌 진출 성과와 계획
최태홍
보령제약 대표이사

1. 보령제약 글로벌 사업 HISTORY

2. 보령제약 신약 카나브 등 해외진출 및 성과

보령제약은 ‘인류 건강에 공헌’ 및 ‘인본주의에 입각한
공존 공영 실천’ 이라는 기업 사명을 가지고 지난 1963

12년의 연구개발기간을 거쳐 탄생한 카나브는 국내에서
15번째 신약으로 허가받은 국내최초 고혈압 신약이다.

년 창업 이래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으로 이를 실천해 왔

카나브는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 같은 계열의 약물보다

다. 1977년 독일에 고려인삼차를 내보내면서 글로벌
시장의 문을 처음 두드린 후, 꾸준히 해외 시장에서의

우수한 효능/효과 및 안전성을 입증하였으며, 현재도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후 1980년 멕시코에 항생제
합성기술 수출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일본, 중국, 동

카나브는 지난 2011년 10월 멕시코 스텐달社와 중남미

비교 임상시험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남아, 중동,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모든 대륙 약 50

13개국에 대한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시작으로 브라질,
러시아, 중국과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주력 수출품목으로는 고혈압

현재 동남아, 중동과 금년 상반기 내 계약을 목표로 활

신약인 카나브를 비롯하여, 일본에 세파항생제와 원료

발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미국과 일본 파트

의약품, 중국에는 겔포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너사 선정, 유럽 PreIND를 진행 중에 있다.

을 비롯한 동남아, 중동, 중남미 국가들은 항암제와 보
령독자 기술로 개발한 항암제 원료 독소루비신 등이 주

이와 함께 해외 임상시험도 브라질과 러시아에서 순조

요 제품이다. 보령제약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성장하

롭게 진행 중이다. 멕시코의 경우 2013년 4월부터 시작

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대비 30%성장한 550억원을 목

된 허가 임상시험과 국내 실사를 거쳐 약 2년 6개월 만

표로 하고있다.

인 2014년 5월 시판허가를 받아 현재 처방이 이루어 지
고 있다. 향후, 기대되는 수출 총액은 년간 약 1억불 규

중기적으로는 오는 2019년 매출 1조 달성과 함께 글로

모다. 하지만, 신약의 해외시장 진출은 해당 국가에서

벌수출 비중을 매출의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

허가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얼마나 성

재 카나브 라이선스아웃 국가 순차적 발매 및 신규 국가

공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카나브는 뛰어난 효능효

발매 시, 목표 매출인 3000억원 수출액의 70, 80%를
카나브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 안전성을 강조한 마케팅 전략으로 해외시장에 성공
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국산신약의 성공사례로 꼽히
고 있다.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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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상적 가치강조

관심을 받기도 했다. 국내제약사가 개발한 신약만을 가
지고 별도의 특별 심포지엄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

카나브는 국내 최대규모 (실제 복용 환자 14,151명 대
상) 4상 연구를 통해 우수한 약효와 안전성(2013년 1월

으로 ISH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완료)을 입증하며 신약의 신뢰를 한 단계 높였다. 본 연

카나브의 임상적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위상을 높일

구 결과는 완료 직후인 2013년 1월말 SCI(과학기술 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임상적 가치

문 인용 색인)급 저널인 ‘American Journal of
Cardiovascular Drugs’에 소개되며 국제적으로도 인

를 바탕으로 한 evidence 마케팅을 통해 멕시코 등 중
남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신약 글로벌 마케팅 사례이자,

정 받았다. 2012년 3월 카나브 2상 시험, 3상 시험 논
문이 미국 Clinical Therapeutics에 연이어 등재된 후
세 번째다. 또한, 고혈압 학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2) 국내성과를 바탕으로 한 상업적 성공가능성 제시

세계고혈압학회(ISH/International

카나브는 발매 첫 해 매출 100억 원을 넘었고, 2012년

Society
of
Hypertension)에서 학술 심포지엄 개최, 임상적 가치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205억, 2013년 350억 등 국내 신약 중 최대 매출 기록
했다. 또한, 카나브는 2014년 2월 말 기준으로 오랜 기
간 글로벌 항고혈압제가 주도하고 있는 국내 고혈압제

2010년 캐나다에서 진행된 세계고혈압학회에서 카나
브 임상 결과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호주에서

단일제부분에서 1위에 올라선 이후 지속적으로 1위 자

진행된 세계고혈압학회에 임상 결과를 발표하며 주목

에서 카나브의 신뢰성를 높여주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

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2014년 그리스에서 진행된 세

서도 카나브의 국내 시장 성과(마켓 퍼포먼스)를 주목

계고혈압학회와

리를 지키고 있다. 이러한 국내 매출 성과는 해외 시장

유럽고혈압학회(ESH/European

Society of Hypertension) 통합 학술대회에서 별도의
Satellite symposium을 열고 카나브의 국내 임상시험
및 만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4상 연구 결과를
비롯하여, 현재 개발 중인 CCB 복합제 임상시험, 글로
벌 시장에 진출한 카나브(성분명 피마살탄 Fimasartan)
의 해외 임상 결과을 발표하며 세계고혈압학계에 집중
표1. 카나브 라이선스 아웃(기술수출) 현황
년월

국가

회사명

라이선스Fee

공급금액

합계

2011년 10월

멕시코 등
중남미 13개국
(단일제)

스텐달(Stendhal)社

700만 달러

2,300만 달러

3000만 달러

2012년 10월

브라질

아쉐(Ache)社

310만 달러

4,000만 달러

4310만달러

2013년 1월

러시아

알팜(R-Pharm)社

150만 달러

1,400만 달러

1550만달러

2013년 7월

멕시코 등
중남미 13개국
(이뇨복합제)

스텐달(Stendhal)社

300만 달러

2,300만 달러

2600만달러

2014년 1월

중국

글로리아(Gloria)社

540만 달러

4억2800만 위안
(약7,060만달러)

7600만달러

2,000만달러

4억2800만 위안
(약7,060만달러)

19,060만달러

합계

※ 중남미 13개국
멕시코, 과테말라, 벨리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럼비아, 베네주엘라, 페루, 에콰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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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리지날 의약품 집중

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일본에는 피타바스타틴(고지
혈), 펙소페나딘(알레르기), 설트랄린(항우울) 등을 독

보령제약은 카나브를 비롯하여 오리지날 의약품 개발

일, 브라질에는 독소루비신(항종양) 등의 원료 수출을

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노력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에서는 급성장하고 있는 겔포

있다. 근래에는 일본 UCB사의 오리지날 의약품인 시
나롱, 스토가의 전세계 판권을 인수하여 새로운 제품

스의 수출확대를 위해 현지화에 노력하고 있다.

포트폴리오를 갖추었다. 기존의 겔포스, 카나브와 더
불어 시나롱, 스토가까지 합세한 보령제약의 오리지날

3. 글로벌 진출 계획

의약품 제품군은 글로벌 시장 매출확장을 견인 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1) 일본, 중국 시장 집중

해외시장 주요 거점 확보에도 게을리 하지 않아, 2009
년 10월 북경에 개설한 중국지사를 필두로, 현재 미국,

일본의 경우 신규 거래처를 개척하기까지에는 많은 시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대상으로 하여 신규 해외

간과 비용의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번 거래를 성

지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시키고 신뢰를 쌓아간다면 장기적이고 대규모 수출
이 가능한 지역이다. 특히, 근래 일본정부는 국가에서

3) 선진시장 진출확대

지불하는 의료비 지원을 낮추기 위해 제네릭 시장 활성
화를 외치고 있다. 이런 기회를 우리 제약사들이 잘 활
용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 보령제약은 일

보령제약은 지난해 11월 유럽의 유명한 원료의약품
(API/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및 제네릭

설트랄린(항우울) 등을 주축으로 일본시장 확대를 위해

의약품 주력 제약회사인 AET사와 계약을 통해 EUGMP 시설의 카나브 유럽 생산기지를 확보하게 되었으

노력하고 있다.

며, 이를 통해 유럽은 물론 일본, 미국 등 선진시장 진

본에는 피타바스타틴(고지혈), 펙소페나딘(알레르기),

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카나브는 멕시코를
또한, 지사가 진출해 있는 중국에는 완제의약품 겔포스

포함한 중남미 13개국, 브라질, 러시아, 중국 등 파머

를 수출하고 있다. 겔포스는 중국 진출 12년째인 2004

징마켓(Pharmerging Market), 즉 신흥제약 시장에
진출하며 국산 신약의 성공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계

년에 현지매출 100억원을 넘기고 이후 매년 20%이상
성장해 2014년에는 약 5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

약은 카나브가 신흥시장을 넘어 선진시장에 진출하며

다. 지금은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국내 제약사 제품

글로벌 신약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것

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국산의약품이기

이 가장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도 하다. 겔포스는 또 한 번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중이다. 이러한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현지에

보령제약과 AET사는 2015년 상반기까지 기술이전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실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서 직접 생산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 또한, 현지

양사는 내년 하반기 유럽의 허가기관과 카나브 허가를

화 마케팅을 위해 현지 파트너사와의 방문 연수뿐 아니

위한 사전 절차(Scientific Advise Meeting)의 진행과

라 다양한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카나브의 유럽 판매를 맡을 파트너사를 선정을 위해 협

와 함께 기존 겔포스가 확보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하여,
고혈압 신약인 카나브, 2010년 준공한 신원료 합성공장

력해 나갈 예정이다. 보령제약은 AET가 가지고 있는
유럽 내 강력한 네트워크, 신뢰성과 평판, 유럽 대표 제

에서 생산되는 원료 등 경쟁력 있는 수출품목 다각화를

네릭 기업으로서의 다양한 허가 경험 등을 활용한다면,

통하여 어느 지역보다도 적극적으로 공략 중에 있다.

판매허가 및 파트너사 선정 등 카나브의 유럽 진출을 위

중국 일반의약품 허가, 국가 건강보험에 등재도 준비

한 절차들이 좀 더 빨리 진행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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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 파트너사 선정 등 선

정이 달라,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출되는

진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각 나라에서 인증되는 GMP 생산시설 인증과 DMF 서
류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이런 현상은 미국 FDA(
식품의약국), 유럽의 경우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다.

4. 최우선 지원과제

2013년 복지부가 중남미에 국내 제약산업 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당시 현지 관계 당

1) 신약 개발 및 약가 지원

국인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 (COFEPRIS/

국가에서도 미래성장동력으로 지정한 제약산업은 신약

The Feder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against
Sanitary Risk)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 신약 진출에 대한

하나로 수조원의 높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고부가가치

협조를 이끌어 내며, 카나브가 멕시코 현지에서 빠르게

산업이며,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이 필요한 고도의 지식
집약적인 산업이자, 굴뚝 없는 산업이다. 천연자원이

발매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해 3월 한국과 에콰도
르 정부간 맺은 ‘한-에콰도르 의약품 상호인증 협정’이

없고, 인적/자본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해야 하는 우

후 에콰도르에서도 기존 승인 기간보다 상당히 단축된

리나라의 경우 제약산업이야말로 국가적 지원과 육성

기간에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상호인증 및 협력

이 절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또한, 대부분의 오리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제약산업 발전과 글로벌신약 탄

지날 의약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신약

생이 좀더 앞당겨지길 기대해 본다.

개발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재정에도 많은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리라 판단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제약회사에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동기
부여책 마련이 필요하다.신약을 개발하는 데는 장시간
과 고비용이 들어가 실패에 대한 위험 또한 높다. 이러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신약이 시장에서 적정가
격을 받지 못한다면 제약회사는 연구개발투자를 꺼리
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험재정 안정성이라는 측
변도 고려해 해외진출 신약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신약이 세계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
책적 지원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2) GMP 상호 인증 및 각국 협력관계 확대
세계적으로 제약산업의 전반적인 추세가 약가인하와

GMP 규정강화를 외치고 있으며, 우리보령의 주요 수
출국인 일본, 중국의 경우에는 그 어느 시장보다도 엄
격한 제조처의 생산설비 기준과, 의약품 등록서류를 요
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제, 주변국가인 동남
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만에서 PICS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GMP를
도입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로, 내수제품과 수출제품에 적용되는 GMP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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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진출사례 - 서울제약

서울제약 글로벌 진출 성과와 계획
이윤하
서울제약 사장

Ⅰ. 서울제약의 비전

기술적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세계 최초로 100mg 이상
의 고용량 제형의 상업화에 성공하였고, 의약품의 맛을

서울제약은 환자의 복약순응도 향상을 목적으로

차폐하는 기술까지 확보하여 다양한 제품의 개발을 용

SmartFilm 기술과 같은 특화된 구강붕해필름 플랫폼
기술을 가진, 글로벌 제약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특수

이하게 한 특허화된 기술입니다.

제형 제제를 전문적으로 연구·개발, 생산하는 원천기

현재 전세계적으로 구강붕해필름형 제제의 의약품 생

술 기반의 글로벌 기업이 되겠습니다.

산설비와 기술을 모두 갖추고 상용화에 성공한 회사는

Ⓡ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서울제약은 기존 시화공장
의 생산설비 외에도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새로운

Ⅱ. 글로벌 진출 전략
서울제약은

글로벌진출을

공장을 cGMP 및 EU-GMP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2014년 준공을 마치고서 선진 수준의 제조품질관리로
목표로

관절염치료제,

구강붕해필름형 제제의 대량생산시설을 추가 확보하였

COPD치료제를 비롯한 신약 연구는 물론 혁신적이고
편리한 약물전달기술인 특수제형 및 차별화된 개량신

습니다(투자비 330억원). 이는 애초부터 미국 및 EU 등

약의 개발에 주력해 왔습니다.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여 계획하였던 것으로 서울제약의 글로벌 진출에 주춧

독창적이고 특화된 기술과 제품의 보유가 필요하다고

돌이 될 것입니다.

판단하였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R&D 분야에 적용하
고 있습니다.

그림1. 서울제약 오송공장

글로벌지역에 공급가능한 구강붕해필름의 제조를 위하

구강붕해필름 (Orally Disintegrating Film, ODF)은 그
주요 성과 중의 하나로, 혀 위에서 즉각 녹아 물 없이 간
편하게 복용할 수 있으면서도 휴대 및 보관이 편리하여
복약순응도를 높이고 정확한 용량투여가 가능한 차세대

Drug Delivery System 입니다. 특히 서울제약이 보유
한 SmartFilmⓇ 기술은 기존 구강붕해필름형 제제의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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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제약은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연구개발 능

략시 차별화요소를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

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

다. 그러면서도 전 세계 10여개 업체만이 ODF 제제를

2014년 9월 15일 중앙연구소를 확장이전 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준공한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첨단공장과 연

상업화에 성공하여 희소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글
로벌사업이 가능한 기회요소가 충분합니다.

계하여 다양한 Pipeline의 구강붕해필름을 고효율, 대
량생산을 가능케 함으로써, 현재의 SmartFilmⓇ 기술
에 차별성과 생산성을 더해 해외진출을 한층 가속화할

2014년부터는 6월과 10월에 각각 중국 상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4 CPhI 전시회에 부스를 설치하고

것입니다.

참여하여, 서울제약의 SmartFilmⓇ과 Aliver 등 개량
신약을 전시하였으며, 관심을 보인 중국, 아시아, 유

해외 파트너링도 글로벌진출 및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럽 등 많은 회사와 business partnering을 적극적으로

요건입니다. SmartFilm 을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하

진행하고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어 곧 가

려 하지만 서울제약 단독으로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습

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년

니다. 각 국가의 인허가, 마케팅 및 판매를 대행할 수

2~3회의 국제 의약품전시회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성과
를 도출해낼 계획입니다.

Ⓡ

있는 전략적 파트너(Strategic Investor/Partner)가 최
적의 파트너입니다. ODF 품목에 대한 전세계판권을
양도해 주는 대가로 Milestone Fee, Royalty를 받을 수
있습니다.

Ⅲ. 글로벌 진출 성과

ODF 제제는 휴대와 보관이 용이하며 환자의 복용순응
도를 제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제로서 특허만료가 임

‘불티스(Vultis)Ⓡ’는 서울제약이 최초로 개발한 구강붕

박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제품라이프사이클 연장이라는

약물동력학적 동등성 및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여

기회요소를 제공하며 반대로 제네릭 업체에는 시장공

2012년 5월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시판하였으며, 현재

그림2,3. 새로이 확장 이전한 서울제약 중앙연구소 입주
건물 및 연구원

그림4,5. CPhI Worldwide 서울제약 부스

해필름형 제제로, 오리지널 제품인 비아그라Ⓡ 정제와

서울제약 글로벌 진출 성과와 계획 - 이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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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리지널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화이자제약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였기에 국내 품목허가 획득 및

서울제약으로부터 공급받아 ‘비아그라 엘’ 이라는 이

출시시점 병행하여 CTD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을 일찌

름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내 독점공급계약을 통

감치 구축하였고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해 Pfizer는 실데나필 시르트산염 구강붕해필름을
50mg 및 10mg까지 국내에서 유일하게 두가지 용량
모두를 보유하여 비아그라Ⓡ를 필요로 하는 환자와 의

Ⅳ. R&D Pipeline 전략

료진에게 보다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친 Pfizer Global 팀의 수회
Audit을 통해 Pfizer가 고유하게 요구하고 있는 글로벌

서울제약은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엘’ 이외에도‘불

스탠다드를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였기에 가능한 일

치매치료제 ‘아트페질Ⓡ’(Artpezil, 도네페질염산염 구

이었으며, Global Market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
딜 수 있었습니다.

강붕해필름), 정신분열증치료제 아리피프라졸 구강붕

티움Ⓡ(Vulteum)’(타다라필 구강붕해필름)을 비롯하여

해필름 등 총 3개 ODF 품목의 시판허가가 추가 완료되
어 발매준비중 입니다. 또한 항구토제 및 간염치료제

또한 2014년 7월 28일, 대만 센터랩사(Center
Laboratories, Inc.)와 24억원 규모의 ‘불티스Ⓡ

등 매년 3~4개의 다양한 ODF Pipeline을 확보하여 글

(Vultis)’10년간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대만지역에

니다. Global Market 진출을 위해 특허 등 지적재산권

완제품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은 대만에서 허가

취득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조성 및 제

절차를 완료한 후에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이지만,

조방법 특허 등을 통해 플랫폼기술 특허는 물론 품목별

대만시장 진출을 통해 거대 중국시장 확대로의 발판을

특허취득을 기본전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련하였다는 데에 더욱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Fast-onset 제품, 생물학적 백신, 성호르몬 제제

로벌 파트너사와의 더욱 활발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적 제품에도 많은 시장 니드가 존
최근 2014년 12월 22일, 쿠웨이트 소재 다국적기업인
메드비전사(Medvision for Medical Services Co.)와
중동지역 5개국(쿠웨이트,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카타르)에 59억원 규모의‘불티스(Vultis)Ⓡ’독점 판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19년까지

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DDS 기술을 결합한 서방
형 ODF 제품에 우선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Ⅴ. Future Plan

5년간 입니다.
오송공장은 PIC/S GMP 기준에 맞는 첫 ODF 전용공장
대만 및 중동지역을 비롯하여 그 외 해외 파트너를 통

이 될 것입니다. 해외 파트너링을 통해 미국, 유럽,

해 각국의 등록 및 판매를 추진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

Emerging Market 모두 등록 및 판매를 추진하고 있
어, Emerging Market은 빠르면 2015년말부터, 미

는 CTD 작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서울제약은
그림6. 센터랩사와의 독점공급계약 체결

국/유럽 지역은 cGMP, EU-GMP를 획득하는 2016년
말부터 공급 가능합니다.

ODF 제제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에 따라 단기간의 고
도 매출 성장은 물론 수익성의 개선이 기대됩니다. 무
엇보다도 글로벌기업으로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추후에는 ODF 생산기술 이전을 위한 해외 합작법인 설
립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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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진출사례 - 안국약품

안국약품 천연물신약의 글로벌 시장 진출
김정민
안국약품 해외사업팀 팀장

I. 세계 천연물의약품 시장

과 에이즈환자 설사 증상 완화제로 허가 받은 미국

합성의약품 시장에 비하여 세계 천연물시장의 규모는

Salix Pharmaceuticals사의 Fulyzaq®가 시판 중
에 있다. 현재까지는 상용화된 제품이 극히 일부이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세계 의약품 시장의 대부

만 매년 미국의 천연물의약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분을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전체 의약품시장에서 천연

다국적제약사 및 기타 제약사들의 IND 신청 건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관심을 가질 대목

물의약품이 차지 하는 비율이 0.1% 이하이며, 천연물
의약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시장
의 경우에도 전체 의약품시장에서 천연물의약품은 1%
내외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빅마켓 중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 시장규모가 걸음마 단계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 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이다.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천연물의약품은 OTC 의약품이
다. 즉, 치료의 목적보다는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사용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영국의 GW
Pharmaceuticlas에서 개발한 다발성경화증 치료제인

많은 제약기업들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합성신약 개발

Sativex를 비롯하여 수 백억원 이상의 매출을 보이는 전
문의약품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에 대한 대안으로서 천연물의약품 개발에 관심을 보이

중국은 수많은 고전적 문헌을 바탕으로 개발된 수 천개

고 있다.

의 천연물의약품이 시판 중에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여기서 말하는 천연물의약품이란 식물, 동물, 미생물

큰 천연물의약품 시장으로 약 20조원의 시장 규모를 형

및 이들의 대사산물로부터 얻어지는 물질을 이용한 의

성하고 있다.

블록버스터급 천연물의약품들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약품을 말하며, 국가별로 생약(crude drug) 및 생약제
제(herbal medicinal preparation), 식물제제(herbal

medicinal product), 식물의약품(botanical drug) 등
으로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

II. 천연물의약품 개발 현황

진법이 2001년에 제정되어 천연물 성분을 이용하여 연

2.1. 해외 천연물의약품 개발 현황

구개발한 의약품을 의미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시장인 미국의 경우, 음부 사

천연물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의약품 중에서 세계에

마귀치료제로 개발된 독일 Medigen사의 Veregen®

서 가장 유명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은 바이엘의 아스피

안국약품 천연물신약의 글로벌 시장 진출 - 김정민

제품명

업체

원료

적응증

비고

아스피린

아스피린

버드나무

해열진통제

100년 전 개발

타미플루

타미플루

팔곽회향

항바이러스제

30억 달러/년

은행잎엑스

은행잎엑스

은행잎

혈액순환

20억 달러/년

탁솔

탁솔

서양주목

항암제

12억 달러/년

차전차엑스

차전차엑스

질경이씨

정장제

3억 달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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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국내 천연물신약 허가 품목
업체

제품명

적응증

주성분

허가일지

구주제약

아피톡신주

골관절염

봉독

1999.11.29

SK케미칼

조인스정

골관절염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

2001.07.10

동아제약

스티렌정

위염

애엽

2005.04.29

녹십자

신바로캡슐

골관절염

자오가, 우슬, 방풍 등

2011.01.25

안국약품

시네츄라시럽

기관지염

황련, 아이비엽

2011.03.11

동아제약

모티리톤정

기능성소화불량

현호색, 견우자

2011.05.16

한국피엠지

레일라정

레일라정

당과, 목과, 방풍 등

2012.03.13

영진약품

유토마외용액

유토마외용액

돼지폐 추출물

2012.11.01
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

린이다.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살리신(salicin)의 유도

2.2. 국내 천연물의약품 개발 현황

체를 이용하여 개발된 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신종플루로 인하여 국내에

국내 천연물의약품 중에서 가장 큰 매출을 보이고 있는

잘 알려진 길리어드의 타미플루는 팔곽회향 추출물을

품목은 동아제약의 스티렌이다. 제네릭 발매이전 약

이용하여 개발된 약물이다. 이 밖에도 혈액순환개선제
로 사용되고 있는 은행잎추출물, 정장제로 사용되고 있

9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었고, 현재에도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천연물의약품 중에 하나이다. 그 다음으로는

는 질경이씨추출물 등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시럽이다. 아이비와 황련을 주성

있다.

분으로 진해거담제로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

오리지널 합성의약품의 특허만료에 따라 다국적제약사

외에도 SK제약의 조인스, 동아제약의 모티리톤 등 년
매출 100억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들의 천연물유래 의약품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고조되

출시되고 있다.

고 있다. 자체 기술 개발은 물론, 천연물 유래 의약품
개발에 특화된 회사와의 공동개발, 기술이전을 통하여
발 빠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항암

III. 천연물의약품 글로벌시장 진출 전략

제, 호르몬대사질환 치료제뿐만 아니라 희귀, 난치성
질환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분야의 치료제 개발을 목표

3.1. 글로벌 진출 전략

로 움직이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R&D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천연물의약품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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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원료의 표준화, 규격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

억원 이상의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해서는 원료의 재배, 채집, 추출과정부터 의약품으로

시네츄라시럽은 제품개발 초기부터 글로벌시장진출을

개발되는 일련의 모든 과정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가

목표로 개발되었다. 이는 안국약품의 비전인 “세계적인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CMC(Chemical

신약 개발과 글로벌마케팅”에 초석이 되는 제품으로서

manufacturing control) part를 준비해야 하는데, 안
국약품의 경험으로는 가장 어려운 준비과정 중에 하나

전사적인 관심과 노력 하에 탄생되었다. 안국약품은 우

라 할 수 있다.

기 위해 매년 매출의 10%이상을 R&D 비용으로 투자하

수의약품 개발을 통한 인류건강과 행복실현을 추구하
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R&D 투자를 바탕으로 탄생

그 다음으로는 임상적으로 safety와 efficacy를 입증하

한 시네츄라시럽은 발매 초기부터 국내뿐 아니라 해외

는 작업이다. 특히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safety에 대한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관리 규정이 갈수록 엄격해 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 해
전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013년에 미국뿐만 아니라 CIS를 포함한 유럽 전역에
Licensing-out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상반기 미

마지막으로 국가별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분류, 관리규

국 내 임상2상 진입을 목표로 발 빠른 행보를 이어나가

정이 상이하여 진출하려는 국가에 대한 허가규정을 사

고 있다. 안국약품은 미국 및 유럽시장에서 연간 2,000

전에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안국약품의 경우 시네

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

츄라시럽의 중국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다. 또한 중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와의 계약 추

당국이 천연물 의약품에 대한 관리규정을 갑작스럽게

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2015년 상반기 내 계약

강화시키면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는 중국당국이

체결이 마무리되면 2016년 중남미 시장 제품 상용화를

자국 천연물의약품시장을 보호하려는 의지와 무관치

시작으로 글로벌시장 진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

않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이에 더 높아진 규제장벽에
대비해 해당 국가의 허가 규정을 더 높아진 시각으로 주

고 있다. 안국약품은 2018년 국내제약사 10위 진입,
년매출 5,000억원 달성을 단기목표로 잡고 있다. 이를

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해서는 시네츄라시럽의 글로벌시장 진출이 필수적으

줄 수 있는 임상적인 자료나 약물상호작용, 약물작용기

로 선행되어야 하며,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은

3.2. 안국약품 시네츄라 글로벌시장 진출 전략

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전사적으로 움
직이고 있다.

안국약품은 2011년 국내 5번째 천연물신약으로서 시
네츄라시럽 개발에 성공하였다. 2000년도부터 아이비

3.3. 천연물의약품 글로벌시장 진출 정부지원 사항

엽 성분의 푸로스판을 통하여 국내에서 천연물의약품
우와 개발역량을 바탕으로 다년간의 꾸준한 R&D 투자

2014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한국천연물의약품
연구회에서 미국, 유럽, 호주지역의 천연물의약품 관

를 통하여 제품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2007년 천연

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 하지만 각 대륙, 국가별

물연구팀을 신설하고 산학연계를 통하여 제품 개발 역

상이한 허가규정들이 많아 실제 제품허가를 진행하기

량을 강화하였으며, 우수 인재 영입 및 역량 강화를 통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국가별 허가규정에 대한 이해가

하여 천연물의약품 선두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의 많은 제약기업들이 해외 제품

하고 있다.

등록을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선두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그 동안 축적된 노하

바탕으로 노하우가 축적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시네츄라시럽은 2011년 제품 발매 후 3개월 만에 누적

관련 정보들에 대한 공유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

판매 100억원을 달성하며 단기간에 블록버스터 제품
반열에 올랐으며, 보험급여 인하에도 불구하고 년 300

다. 이에 정부차원의 정보공유와 지원이 절실하며 국내
가이드라인 역시 해외 선진 국가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안국약품 천연물신약의 글로벌 시장 진출 -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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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보완, 수정해 나가는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져

을 글로벌시장에 알릴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될 수 있

야 할 것이다.

을 것이다.

또한 합성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국내 천연물신약의 해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 속에서 보다 합리적

외 진출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요인 중 하나는 국내 보험

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통하여 천연물의약품의 표준

약가이다. 국내 천연물신약은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

화, 규격화를 이루어 낸다면 조만간 국내제약기업이 글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으로 인하여 발매 이후 지속적

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 보험약가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해외의 많
은 국가들이 오리지널 국가의 약가를 참고하여 가격을
책정하다 보니 해외 수출을 진행하는 제약기업 입장에
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정부의 한정된 보험재
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겠지만, 국
내제약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
원정책과 함께 합리적인 약가 정책 개편이 필요한 시점
이다. 예를 들어 혁신형제약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시
장 진출 우수의약품을 선정한 후, 선정된 의약품에 한
하여 해외 수출액 및 추가적인 R&D 비용을 감안하여
가격결정에 우대사항을 적용시키는 방안이다. 즉, 적
응증 추가를 위한 임상 등 제품발매 후 지속적인 R&D
투자비용을 고려하여 약가 산정시 가산점을 부여 한다
면, 제약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R&D 투자를 통하여
관련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IV. 맺음말
정부는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하여 신약
개발 R&D 투자를 강화하고 투자, 융자 자본조달 활성
화를 통하여 제약기업의 정책금융 활용도 제고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전략적
해외진출 확대, 선진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많
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서 많은 제약기업들
도 글로벌시장 진출을 목표로 R&D 투자비용을 늘리고
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천연물의약품
은 우리의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 생각
한다. 아직까지 합성의약품과는 다르게 천연물의약품
시장에 있어서는 시장 지배적인 글로벌 기업이 없으며,
오히려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온 우리의 노하우, 지
식과 함께 성공적인 천연물의약품들이 지속적으로 개
발되고 있는 현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제약기술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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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진출사례 - 유한양행

유한양행 수출현황 및 미래 전략
신명철
유한양행 수출팀 이사

제약관련 각종 규제의 강화, 내수 시장의 한계와 국내

식하던 중국 및 인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쉽

제약업체간의 과다경쟁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은 모든

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유한은 상당기간 매출감소를 감

회사의 공통적인 전략방향이 되었다. 유한양행은 의약

수하고 선진국 시장으로 눈을 돌려 생산 시스템과 시설

품 주원료인 API 및 중간체의 CMO(Contract

을 글로벌 cGMP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향상시키

Manufacturing Organization) 사업을 미국 및

기 위해 집중하였다.

유럽시장 등 선진시장에 주력 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

그 결과 항바이러스 의약품인 리바비린이 US-FDA

들의 신약개발 단계부터 협력하여 공정개발연구에서

의 실사를 지적사항없이 통과하는 것을 계기로 다국적

생산에 이르기까지 one-stop service를 제공하는

제약사에 중간체 및 원료의약품을 공급하는 CMO 사

CMO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유한은 해외시장을 성공

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유한은 미국 FDA, 유럽

적으로 공략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CEP, 호주 TGA, 일본 PMDA의 엄격한 승인조건에

생각한다.

부합하는 원료합성공장을 중심으로 다국적기업과의
CMO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사

첫째는, 경쟁력 있는 자사제품 및 기술의 확보다.

업 파트너와 영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약이든 개량신약이든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사 제품이야 말로 해외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필수

지속적으로 시스템 향상과 생산능력 확충에 집중한 결

조건이다.

과 미국 및 유럽의 제약사 자체 생산공장 및 CMO들과

둘째는 cGMP 생산시설의 확보다.

그림1. 과거 5년간 유한양행 수출액 추이

국내든 해외 현지든 선진국의 요구조건에 부합하고 우
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확보는 해
외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반이다. 틈새

수출액

세파계 항생제 원료 및 제네릭 원료가 주력 수출품이던
1990년대 후반 낮은 가격을 앞세워 시장을 빠르게 잠

141,000
105,000

100,000

시장을 노릴 수 있는 특수반응 시설을 갖추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단위 : 천불

150,000

85,000
63,000

62,000

2010년

2011년

50,000

0
2012년

2013년

2014년

유한양행 수출 현황 및 미래 전략 - 신명철

동등 또는 더욱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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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시화공단 합성공장

격으로 공급하면서 다국적 제약사와의 거래를 확대해
나갈 수 있었으며 최근에는 초기 연구개발단계부터 협
력하는 전략적인 동반자 지위에 까지 오르게 되었다.
셋째는 Documentation 능력의 확보다.
최근에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의약품 품질
관리와 자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완벽한 품질관리 및 이
를 증명하는 documentation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다. 수출 및 현지 판매를 위해서는 일단 진출하고자

고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품질의 에이즈치료제, C형

하는 국가에 의약품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규

간염 치료제, 페니실린제제 등의 원료의약품을 선진국

제와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등록자료 작성의 중요성은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성공적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인 현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GMP, EH&S 분야에서 계속 강화되고 있는 요구 조

유한의 원료사업의 주요 목표 시장이 미국, 유럽 등 선

건들이 의약품 수출업체에는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의

진시장이다. 신시장 개척이라는 개념 보다는 목표 시

약품 시장에서 규제강화는 선진국 시장에 국한되지 않

장내의 신규 업체 및 신규 프로젝트 개발에 중점을 두

는다. 가장 큰 중국 시장을 필두로 이머징 국가 등에서

고 있다.

도 자국민에게 고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각종

다국적 기업들이 API를 기본적으로 자체 생산을 하지

규제를 선진국 수준에 못지 않게 강화하고 있다. 시시

만, 향후 점차 outsourcing 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

각각으로 변화하고 강화되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제

다. 이에 유한은 더욱 더 사업을 확장 하는데 노력을 하

조업체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시스템뿐만 아니

고 있다

라 시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모
든 시스템과 시설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인 만큼 해당분
야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도 업체들에게는 큰 과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유한은 세계 유수의 다국적 제약
사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이들의 신약개발단계부터
참여하여 공정개발과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임상 및 임상용 원료의약품과 핵심 중간체를 공급하
그림2. 유한양행 연구소 신약개발 현장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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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 글로벌 진출 현황과
최우선 정책 지원과제
이상은
한국제약협회 보험정책실 선임연구원

Ⅰ. 시작하며

1. 해외 진출 실적

최근 제약기업들이 앞다투어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서고

57개 제약기업의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수출액 현황은 다
음과 같다. 2013년 기준으로 총 매출액은 9.56조원에서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정된 내수 시장 안에서 심화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내수 시장에서 성장 한계에

10.78조원으로 13.1% 증가하였으며 총 수출액 역시
0.97억원에서 1.17억원으로 21.8% 증가하였다. 2014년

직면한 기업의 어려움을 세계시장 개척으로 타개하겠

도 3분기 총 수출액을 2013년도 동기간과 비교하였을 때

다는 전략인 것이다. 최근 많은 제약 기업들이 해외 시

0.87조원에서 0.93조원으로 5.95%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1). 또한 작년보다 동기간 수출액이 하락한 기

고 있는 경쟁과 약가인하로 대표되는 정부의 규제 강화

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해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다.

업도 26개(대기업 15개사, 중소기업 11개사)로 나타났
다. 이것으로 볼때 2013년 보인 20% 이상의 가파른 수

이에 제약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떠한 성과를 보

출 증가세는 2014년 들어 주춤해졌음을 알 수 있다.

시장 진출이 기술력과 제품력을 갖춘 국내 제약기업의

여 왔으며 앞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 과제
가 필요한지 점검해보았다. 한국제약협회 회원사(203

그림1. 3년간 매출액 및 수출액 현황
(조 원)

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12

시스템(Dart)에 공시된 사업 보고서를 이용하여 총 57

10

개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1)2)

매출

11.31

수출

10.78
9.56
8.88

8
6
4

Ⅱ. 제약기업 해외 진출 현황

2

0.97

1.17

2012년

2013년

0.93

0.87

0
2014년(3분기)

2013년(3분기)

1) 따라서 전체 의약품 시장 통계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도 전체 의약품 수출액(원료+완제)은 21.1억달러로
집계 되었다.
2) 대기업이 34개사, 중소기업이 23개사로 설문서상 답변 내역과 사업보고서 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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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수출액 기준 제약기업 순위(2014년 3분기)
(단위 : 백만원)

매출액

순위

기업
유형

제약사

1

대

2

수출액
2012

2013

2014
(3분기)

비중(%)

2012

2013

2014
(3분기)

녹십자

715,596

793,754

627,901

97,790

151,663

135,685

21.6

대

유한양행

776,457

943,609

746,023

96,076

115,042

115,881

15.5

3

대

LG
생명과학

406,006

417,344

294,586

160,136

173,486

98,378

33.4

4

대

동아
에스티

*

500,967

433,044

*

98,210

79,014

18.2

5

대

종근당
바이오

113,759

100,370

81,401

83,237

73,337

61,418

75.5

6

대

한미약품

674,005

730,133

549,806

76,062

77,040

60,619

11.0

7

대

영진약품

137,688

156,622

121,655

45,160

55,236

45,341

37.3

8

대

코오롱
생명과학

141,254

139,611

97,869

67,005

65,769

37,892

38.7

9

대

동국제약

180,296

213,086

168,742

42,401

46,723

32,254

19.1

10

대

보령제약

312,075

327,278

269,837

26,634

32,048

27,457

10.2

1

중소

신풍제약

221,169

215,962

167,261

22,322

22,907

19,424

11.6

2

중소

대원제약

138,168

158,878

129,841

19,932

21,876

11,532

8.9

3

중소

대한뉴팜

48,010

56,702

51,925

10,013

9,199

7,393

14.2

4

중소

한화제약

45,317

46,038

37,500

3,297

4,176

2,747

7.3

5

중소

동성제약

84,581

75,175

55,177

61

1,499

2,637

4.8

6

중소

아주약품

60,520

68,156

56,852

1,661

2,925

1,962

3.5

7

중소

슈넬생명과학

33,769

29,543

25,206

2,211

1,749

1,942

7.7

8

중소

화일약품

91,832

94,165

68,492

654

2,495

1,452

2.1

9

중소

알리코

33,386

28,730

30,000

1,099

989

1,318

4.4

10

중소

명인

115,889

123,881

131,982  

1,817

1,224

0.9  

1,604  

주1: 명인제약의 경우 2014년 3분기가 아닌 4분기까지의 매출 및 수출액임
주2: 기업 유형은 대기업/중소기업임		 
자료 : 금융감독원 사업 보고서(DART) 및 설문 응답사 대상
그림2. 제약기업 해외 기관 설립 현황

1%
조사대상 전체 기업에서 보았을 때 2014년 3분기까지
의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기업이 평균

9.9%였고 중소기업이 3.73%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1분기~3분기) 기준 수출액 상위사 순위는 <표

4%
단독법인

1>과 같다. 대기업에서는 녹십자가 1천3백억원으로 1
위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에서는 신풍제약이 1백9십억
원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합자회사

16%
40%

사무소
연구소
공장

8%

자료 : 설문 응답사 대상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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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독법인

16%

2. 해외 진출 현황

합자회사

보았는가 하는 설문에서 해외제약전문가 컨설팅이
사무소

총 5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료나 완제 의약

8%

품 수출을 주 사업 영역으로 삼고 있었으며, 이 중 해
외 자회사나 법인을 설립한 기업은 27개사로 조사되었
다. 유형으로는 단독법인 40개, 합자회사 8개, 사무소

16개, 연구소 1개, 공장 4개 로 조사되었다(그림2).

시장개척단 파견 및
40% 그 뒤로연구소
35%로 1위로 나타났고
G2G협력(ex.Farm Fair 개최, MOU로 절차 간소화
공장

등)이 30%,혁신형 제약기업 공동연구가 22%,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가 13%로 나타났다(그림4).
그림4. 제약산업 지원 정책 이용 현황

13%

제약기업이 주로 의약품을 수출하거나 법인을 설립한
지역은 아시아(3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30%

뒤로 중동(16%)과 중남미(14%), 유럽(13%), 미국

22%

(11%),아프리카(9%), 기타 지역(CIS 등)(5%) 순으로
나타났다(그림3).
그림3. 제약기업 해외 진출 지역

9%

4%

5%

11%
13%

14%

16%
40%

35%
미국

시장개척단 파견 및 G2G협력

유럽

해외제약전문가 컨설팅

아시아

단독법인

중동

합자회사

중남미

사무소

아프리카

32%

5% 제약기업 국제 공동연구
혁신형
11%
미국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유럽
13%자료 : 설문 응답사
아시아대상

14%

중동

기타

연구소
공장

9%

자료 : 설문 응답사 대상

중남미

2. 해외
진출 지원 정책 이용 결과 분석
16%
32%

아프리카
기타

지원 정책을 이용한 기업들은 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
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매우 만족한다와 상당히

Ⅲ. 제약기업 해외 진출 지원 정책

만족한다가 각각 9%와 43%로 나타났고 보통이라고 답

13%
1. 해외 진출 9%
지원 정책
4% 이용 현황
30%

그림5. 지원정책 이용 만족도

매우불만족

9% 4%

22%
설문을 통해서 제약기업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

약간불만족

외 진출 지원 정책을 이용해 보았는지와 그 만족도에
보통

매우불만족

상당히 만족

약간불만족

44% 및 산하기관에서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다. 보건복지부

43%
글로벌
시장35%
개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

44%

매우만족

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바, 이를 경험해 본 기업들이 어
느 정도 지원책에 만족하고 있는지와 어떤 지원 방안을

시장개척단 파견 및 G2G협력

43%

보통
상당히 만족
매우만족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해외제약전문가 컨설팅

해외 진출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책을 이용해보았다고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 공동연구

응답한제약산업
회사는 육성펀드
13개사 였다. 어떠한 지원책을 이용해
글로벌

자료 : 설문 응답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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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각 분야별 지원 제도 확대 요청 안
1.R&D 분야

글로벌 신약(의료기기) 개발 후보물질 도출 지원 과제 신설

2.제조 및 수입, 승인 
허가 분야  

제약사 cGMP 신공장 신축 정부지원 확대, 의약품 자동승인제 확대, G2G 네트워크를 통한 제품
허가, GMP상호인증 국가 확대, 타 PIC/S 가입국과 해외 시장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
록 지속적인 노력

3.제도 분야  

수출 제품에 대한 약가우대, 수출 제품에 대한 국내 관리 규정 완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실질
적인 우대 지원 정책 및 지원과제 현실화 필요

4.기타 지원 정책

해외 진출 맞춤형 컨설팅 확대, 해외 기업 정보망 구축 및 열람 시스템 제공, 외교적 노력 통한 한
국 제품의 이미지 개선 등

자료 : 설문 응답사 대상

한 기업이 44%, 약간불만족과 매우 불만족하였다는
답변은 각각 0%와 4%로 나타났다(그림5).

알 수 있었다. 설문 응답사가 적어 통계상의 유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제약사들이 정부의 지원 정
책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지원 정책이

다만 지원 정책이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가 무

움직였으면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데에

엇인가에 대해서는 시장개척단 파견 및 G2G 협력에 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어서 현실적으로 수출이 어려운 국가를 매칭하는 경우
가 있었으며 해외전문가 컨설팅에서는 의약분야 비전

특히 이런 지원 제도들이 해외 진출 시, 정보력이나 자

문 통역 지원 등 지원 인력의 퀄리티 문제를 지적하는

금운영 등에 있어 대기업보다 어려움을 겪는 중견·중

답변이 있었다. 또 일반적으로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소 기업들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

전달이 신속하지 못하고 신청 시 제출 서류가 과다하여

을 줄 수 있는 방안인만큼, 중견·중소기업들이 어떻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답변한 기업도 있었다.

게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실태 조사와 효과 분석이 이루어져 효용성 있는 제도

그리고 향후 포함되었으면 하는 지원 정책으로 <표2>

운영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의 내용과 같이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건의하
였다. 특히 PIC/s 가입으로 국제 신인도가 향상되고 해
외진출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이 가능한 만큼, 타 가입
국과 해외 시장에서 동등하게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후
속 조치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Ⅳ. 향후 제약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전망
제약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
게 이를 도모하고 있으며 해외에서의 수익 역시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들이
대기업에 집중되어있으며 중소기업에서 수출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외 진출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나, 이러한 지원 정책들이 활성화 되는 것
이 앞으로의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임을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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