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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의약품의 진화와 새로운 가능성
숨 가쁘게 달려온 2016년도 어느덧 중반을 향해가고

에는 연평균 성장률 4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있습니다. 연초에 세운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현재 전 세계 매출 상위 의약품 중 6개를 바이오 의약품이

있는지, 사업방향을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재점검해 볼

점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시장 개척을 목표로 하고

때 입니다. 주력 산업의 극심한 위기 속에서 신산업 육성

있는 국내 제약업계가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이 중요한 국정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이미 바이오
헬스를 포함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에너지신산업,

국내 바이오 의약품 시장도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첨단신소재, 고급소비재를 5대 신산업 분야로 선정하고

2006년 5.8%에서 2012년 10.3%까지 성장하였고 이

이를 중심으로 R&D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성장률은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우리는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인 하티셀그램(파미셀)을 비롯한

바이오헬스의 핵심이라 할 제약산업은 견실한 성장세

4개의 바이오 신약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초로 바이오

속에서 매출액의 11.9%를 R&D에 투자하며 전통적 내수

시밀러를 개발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에서 글로벌산업으로의 질적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개발 역량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정체현상(2011년 13조
4300억원, 2012년 13조 700억원, 2013년 13조
2400억원, 2014년 13조 4500억원)을 보이고 있음

에 대한 내용을 테마로 하여 세계시장 현황과 글로벌진출

에도 제약산업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내개발

전략 등의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신약개발

신약의 매출 확대와 수출실적 증가 때문입니다. 특히 수출

분야의 R&D 조세 감면제도, 천연물 의약품 해외 진출

2015년 사상 첫 20억 달러(22.9억달러, 전년
대비 32.6% 증가)를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산업

전략, 2015년 주요 의약품 수출 실적 분석 등 시장 현안

도약’ 목표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약품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내용도 제약기업 종사자에게

보험의약품 시장이

실적은

KPMA Brief 제8호에서는 바이오 의약품의 현재 상황

을 진단하고 글로벌 시장 및 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때마침 제약 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지원 의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정책을

한국제약협회는 앞으로도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동향과

입안하고 실행하는 단계로 이끄느냐가 관건입니다. 제약

최신 국내외 제약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우뚝 서느냐 마느냐

입니다. 감사합니다.

를 좌우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모든
성과들을 무(無)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안전 이슈를 살피고,
제약기업 본연의 업에 맞는 사업과 경영을 하고 있는지 재
점검하면서 동시에 신약개발을 통한 글로벌진출에 박차
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중 하나는 바이오 의약품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첨단·융합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매년 성장하며 2020년

이 경 호 한국제약협회 회장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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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시장 분석과 향후 전망
송용주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 연구원

바이오의약품은 약 2천억 달러로 20%대의 비중을 차지

2014년 Frost&Sullivan에서는 2012년 9억 달러에서
연평균 60.4%로 성장하여 2019년 239억 달러로 성장
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였다. 2015년 6월에는 CBR
Pharma Insights에서 2015년 2백억 달러에서 연평균
22.4%로 성장하여 2020년 5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향후

전망하였다.2) 이러한 차이는 신제품 출시에 따른 시장 변

20년 이내 화학합성 의약품 시장의 70% 가량을 점유할

화를 반영하는 시점과 미국 시장 성장에 대한 견해차에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에 대한

비롯된다. 의약품 시장 규모 1위인 미국이 그동안 바이오

있는데1),

시밀러 도입에 소극적이었지만 오바마케어 이후 약제비

Ⅰ. 바이오시밀러 국내외 시장 현황

1. 전 세계 시장 현황
현재 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1조 달러이며 이 중

전망은 조사기관과 발표 시점마다 차이가

그림1 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
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 전망

자료: 의약품 및 바이오 의약품 EvaluatePharma 2014, 바이오시밀러 Frost&Sullivan 2014

1) Mordor Intelligence(2014): 2014년 52억37백만 달러 → 2020년 282억 달러 (연평균 40.3% 성장)
Research and Markets(2015): 2025년 320억 달러
2)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20년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전망, 20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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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

국내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 전망

자료: 의약품 보건산업진흥원 2015, 바이오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 바이오시밀러 Frost&Sullivan 2014

절감을 위해 바이오시밀러 허가 규정을 마련하고 2015년

Ⅱ. 주요 기업의 제품 개발 동향

첫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허가함에 따라 급속한 시장 성장이

시밀러 개발기간 단축이 가능하게 된 것도 시장 확대에

1) 글로벌 제약 기업 동향
산도즈(Sandoz), 호스피라(Hospira), 스타다(Stada),
테바(Teva) 등 글로벌 대형 제네릭 기업뿐만 아니라 화이자
(Pfizer), 머크(Merck), 암젠(Amgen), 베링거 잉겔하임
(Boehringer Ingelhiem) 등 오리지널 보유 제약 기업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미국과 유럽

역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에서의 바이오시밀러 판매 실적과 출시 일정에 귀추가

이러한 글로벌 제약사들은 바이오벤처의 인수합병과 전략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성장 속도에 따라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더욱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바이오
시밀러 허가 규정 및 가이드라인이 확립됨에 따라 바이오

주목되고 있다.

적 제휴를 활용하여 신기술을 흡수하고 판매망을 넓히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2. 국내 시장 현황
국내 의약품 시장은 최근 5년간 약 19조 원, 세계 시장

2015년 9월, 세계 1위 제약사 노바티스(Novartis)의

에서의 점유율은 약 2% 선에 정체되어 있다. 바이오의약품

자회사 산도즈는 미국 최초의 바이오시밀러인 ‘작시오

2013년 2조원 규모로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의
비중은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약 12%를 기록했다.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2013년 기준 8백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2019년까지 1천5백억 까지 성장할 전망3) 이며, 정부의

(Zaxio)’의 판매를 개시하였고 세계 2위 제약사 화이자는

적극적인 바이오 육성 정책과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생산

시밀러 ‘ABP

시설 구축,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

업체의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시장은

바이오시밀러 개발 전문업체인 호스피라를 인수합병
하였다. 2015년 12월에는 미국의 암젠이 미국 FDA와
유럽

EMA에 항체의약품 ‘휴미라(Humira)’의 바이오
501’의 허가를 신청하는 등, 주요 제약

로 예상된다. 또한 바이오시밀러 제품 약가 산정 방식의
변화4)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시장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3) Frost&Sullivan, 2014
4) 제약업계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약가 산정 기준을 현행 오리지널의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 중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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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국내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 현황

자료: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국내외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시장 현황, 2015.12.29

2) 국내 기업 동향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인 ‘허쥬마’

국내 기업들은 기존 제약 및 화학 업체와 대기업을 중

에 대한 미국 임상1상 시험에 돌입했다.

심으로 향후 가장 큰 시장이 예상되는 항체의약품 분야의
제품 개발과 과감한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공격적 투자로 세계 최단 기간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R&D 투자 금액이 크고 개발 기간이 길며 임상 실패

성공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우, ‘엔브렐’의 바이오

리스크가 큰 바이오신약보다는 바이오시밀러에 초점을

시밀러 ‘브랜시스(SB4)’와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맞추고, 판매량이 많거나 특허가 만료될 예정인 5대 블록

‘렌플렉시스(SB2)’의 국내 허가를 2015년 취득하였다.

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집중하고

유럽에서는 SB4가 ‘베네팔리’라는 상표명으로 허가를 받아

있다. 2012년 셀트리온의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인

2016년 상반기 내 판매 시작될 예정으로, 유럽 내 광범

‘램시마’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총 5개

위한 마케팅 네트워크를 보유한 바이오젠5)이 판매를 맡아

품목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임상시험이

EU 28개국에 단계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유럽의

진행 중인 품목은 12개에 이른다.

제약업계에서 시장 잠식을 우려할 만큼 성공적인 판매가
기대되고 있다.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의 선두주자인 셀트리온은

2013년 램시마의 유럽 판매 허가를 시작으로 유럽,
일본, 남미 등 약 70개국에서 허가를 획득하였고 유럽 내
처방 환자가 2015년까지 누적 6만 명에 이르는 성공을
거두었다. 램시마는 지난 4월 5일 미국 FDA의 최종
승인을 받아 10월 출시 예정이다. 미국 내 유통을 화이자가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송도에 연간 18만ℓ 생산
능력을 갖춘 제3공장을 추가 증설하여
이에 따라 송도의 총 생산용량은 연간

‘레미케이드’

개발사인

51만ℓ가 되어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단지로 등극할 예정이다.

맡아 시장 침투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램시마의
오리지널약

2018년까지

연 36만ℓ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추게 된다.

존슨앤드존슨

(Johnson&Johnson)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시장 출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추이를 지켜볼

5) 바이오에피스는 미국의 바이오의약품 개발사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합작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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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전망 및 전략 방향

바이오시밀러의 성공 여부는 대량 양산 능력 확보,
인허가기간 단축을 통한 시장 선출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처방에 주저하는 의사들을 설득하는 마케팅력에 달렸다.

개발도상국의 의료 수요 증가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국내 제약 기업은 대량 생산 능력은 확보했으나 판매

특히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들의 특허 만료가 임박하고

네트워크가 취약하다. 영업력 보완을 위한 글로벌 제약

있고,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 시장 역시 고속 성장이 예상

업체와의 마케팅 협력이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의 관건이다.

됨에 따라 향후 시장 확대는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특허를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들의 무역 장벽 역시 우리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의 시장 진입이 증가하고 중국,

제약 기업들이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현재 약사법의

인도 등 신흥시장의 제약사 역시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재심사제도에서 우회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자료독점권을

한국 기업들을 추격함에 따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법제화하는 것도 우리 기업들의 신약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보인다.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개발사들의 특허 침해

부여를 위해 고려해볼 문제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바이오

소송이 이어져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것도 위험 요인으로

시밀러는 바이오베터 및 바이오신약에 시장을 잠식당할

작용할 것이다. 또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의사들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수출 확대를 토대로

안전성 우려 및 이에 따른 대체처방 금지 등은 허가 이후

바이오베터와 신약 개발에 대한

에도 시장 침투가 어려울 것임을 예고한다. 바이오시밀러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R&D 투자를 늘리는

오리지널보다 20~30% 가량의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 해도
의약품 처방에 있어 보수적인 의사들을 설득하기에는 큰
차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미국과의 FTA외에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까지 가입할 경우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을 인정해야 하는 점도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계에는 큰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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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앱지스 희귀 의약품 해외 진출 현황
박준영
이수앱지스 사업본부장 / 상무

2001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바이오 제약

제약업계의 트렌드인 ‘항체치료제’ 및 ‘바이오시밀러’ 등

회사’라는 비전을 가지고 설립된 ㈜이수앱지스는 희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기반기술 및 인식이 부족한 상황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의약품 제약

이었다. 1세대 EPO 제품 등이 국내 및 중남미 시장에 진출

회사이다. 모기업인 이수화학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하고 있었으나 동물세포 배양기술 등의 바이오의약품 기반

지난 10여 년간 무수한 제약회사들이 투자를 중단하거나

기술에 대한 국내 인프라가 다소 취약한 상황이었다.

철회를 하는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일념과 투지로 희귀

당시 부족한 바이오기술 인력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부

의약품 R&D 투자를 지속해 왔다. 그런 투자와 탄탄한

인력의 재교육과 글로벌 학회 참석 등을 통해 기술역량을

기술력을 바탕으로 3종의 희귀의약품 개발을 성공하였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부단한 노력을

30여개 나라로 수출

통해 해외 기술 도입 없이 국내 토종 기술와 인력으로 바이오

으며 국내시장 출시에 이어 세계
하는 본격적 도약을 앞두고 있다.

의약품의 개발 전 과정 (과제 설계 - 선도물질 선정 - 효능
평가 - 세포주 및 공정개발 - 비임상 시험 - 임상시험 -

제약업의 특성상 국내 시장만을 목표로 하여 의약품을

허가등록)을 수행해 낼 수 있었다. 설립초기 벤처기업

개발한다는 것은 투자 타당성이 도출되지 않으며 글로벌

으로서의 첫 연구과제는 단순시도가 아닌 제품화까지 성공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투자의 설득력이

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물질의 복잡성이 낮은 바이오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을 선정하여 개발을 시도하였으며 6년만인 2007년,

전문 의약품 개발에 벤처 신생기업이 도전한다는 것은

국내 첫 항체치료제 출시라는 개가를 이룰 수 있었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며 이는 최고의 글로벌 경쟁력을

그 제품이 심혈관 중재시술에 고위험군 환자 관리에 꼭

확보하겠다는 비전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세계

필요한 의약품, ‘클로티냅 (Clotinab)’이다.

적으로 7,000여개 이상의 희귀질환 중 200~300개만이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며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이후 2000년대 초반 글로벌 제약사의 특허관리 취약

30여개가 되지 않고 국내에서

국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희귀질환자들의

희귀의약품의 수는 채

288개의 희귀의약품
10% 내외에 불과하다.
처방되는

중 국산의약품의 수는

10년에 걸친
R&D 활동을 통해 후속 제품인 ‘애브서틴 (Abcertin)’과
‘파바갈 (Fabagal)’을 각각 2012년, 2014년에 출시하게
절대적 요구가 필요한 제품을 선정하여

되었다. 긴 연구개발 기간 동안 국내외 다수의 기업들이

포기하지 않는 R&D 투자 의지

2001년 설립 당시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21세기 글로벌

동일한 제품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실패와 난관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종 제품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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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이수앱지스의 글로벌 진출 희귀의약품 3종

사진2 이수앱지스의 용인 제2바이오 공장

성공하여 전세계로 수출하고 있다는 점은 이수앱지스
모든 임직원들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 희귀질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약속
이수앱지스의 해외 시장 진출은 첫 제품인 ‘클로티냅’의
국내 등록과 동시에 중동과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

유지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처가 추가됨으로

되었다. 당시 국내와 거래 중인 해외 제약사들이 한정적

써 환자들이 갖는 심리적 안정감 또한 높아져 기대 이상의

이라 각 국가마다 희귀의약품에 강점을 보이는 로컬 제약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현지 파트너사들은 전하고 있다.

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었다. 각 국가

올해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된 터키, 칠레 등

마다 상위 제약사 20~30개를 도출하여 이메일을 보내고

에서 의약품 등록이 예상되고 있어 해외진출 성공에 대한

직접 대면하는 미팅을 통해 우리 제품에 가장 적합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파트너사를 선정하였다. 단순히 매출이 크거나 영업

최근 제 2 바이오공장 (PICS-GMP 시설)을 가동함으로써

조직이 방대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제품의

전세계 희귀질환자들에게 우수한 의약품을 더욱 안정적으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영업마케팅 전략과 색깔이 맞는 파트너

공급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를 찾는 것이 희귀 의약품 수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10년 해외영업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다. 지금
까지 앱지스의 희귀의약품을 판매해온 해외 파트너사들은

글로벌 희귀 신약 개발을 위한 도약

일회성인 거래나 계약에 그치지 않고 후속제품의 상세

지난 15년간 쉼없이 달려온 이수앱지스는 이제 글로벌

사양과 개발일정 등을 주시하며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고

시장을 대상으로 한 혁신적 신약 개발이라는 목표를 위해

있다.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세계 10만명
환우들에게 도움이 될 B형 혈우병 치료제를 미국 바이오

이수앱지스의 해외 시장 진출은 고셔병 치료제인 ‘애브

벤처회사와 공동 개발하여

2016년 6월 첫 임상연구를

서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2015년 11월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현재 연구개발 중인 난치성 암에

멕시코 정부입찰에서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대한 항체치료제가 기존 치료제 대비 우수한 치료효능을

이어 최근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후로 모든 산업계의 관심이

2017년에 계획 중인 첫 임상시험결과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 외에도 7,000여개의 희귀질환 중 아직

집중되고 있는 이란에서도 첫 선적을 성공시키고 현지

치료제가 없거나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이 절실한 질환을

의료진과 환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탐색해 끊임없이 후속과제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쟁하여 전체물량의

60%를 성공적으로 낙찰 받은데

보여줘

희귀의약품은 유전질환 특성상 평생에 걸쳐 투약을

최근 국내 제약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서 ‘희귀의약품’과

지속해야 하는데 기존 의약품의 1인당 연간 치료비가 2.5억

‘바이오산업’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

원을 넘어서, 환자나 정부 모두 비용이 큰 부담이 되는

에서 이수앱지스가 그 선두에 서서 이끌고 나갈 것이라

상황에서 합리적인 공급가격은 큰 장점이 되고 있으며 생명

믿어 의심치 않는다.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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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약품 약가산정기준 개선 건의
이상은
한국제약협회 보험정책실 대리

I. 생물의약품 약가제도 함량산식 개선

1) 생물의약품의 고함량 제품은 낮은 수익성으로 등재를
기피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게 되며, 이는 보건의료체계의

1. 현황 및 함량산식 개정의 필요성

비효율과 환자의 불필요한 위험 노출을 야기함.
현행 생물의약품 함량산식에서는 금보다 만배 이상의

1. 고함량의 낮은 수익성으로 출시를 꺼리고, 환자의 불필요
한 위험 노출을 야기함

2. 환자별 용량 조절이 필요하여 다양한 규격의 생산이 불가피

하나, 현 약가규정은 포장단위에 함량산식을 적용하게 되어
불합리함

3. 원가 중 원액 생산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시설투자비
에 대한 감가비 비중이 높음

4. A7국가의 경우 함량에 비례하여 약가를 결정하고 있음
5. 고함량의 신규등재는 보험재정증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가치를 가진 생물의약품의 적정약가가 보장되지 못한다.
일례로 금의 함량이 10배 증가시 10배의 금액으로 판매
되나, 생물의약품은 함량이

10배 증가시 7.75배의

약가로 등재되므로 2.25배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ref).
생물의약품은 금이나 합성의약품 대비 단위당 가치가
높은 편이지만, 현재 약가 규정이 적용되면 10g당 수십

함량배수로 개정에 따른 시장의 혼선은 적으리라 예상됨

억원 규모로 손실액이 상당하다. 따라서 함량산식에 따른

6. 고함량 제품의 정당한 약가보상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가

고함량 제품의 낮은 단위당 약가로 인해 제약사에서는

가능함

불가피하게 등재를 기피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게 된다
(표1).

ref) 2002년 정원식 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장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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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허가는 받았으나, 고함량은 미등재/삭제/판매중단한 생물의약품 리스트
성분명

제품명

등재

미등재/ 삭제/ 판매중단

cetuximab

얼비툭스주 5mg/ml

20ml

100ml

ustekinumab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90mg

somatropin

그로트로핀투주카트리지

4,12,16IU

30IU

somatropin

싸이젠리퀴드카트리지주

5.83mg

8mg

somatropin

지노트로핀주

16IU

30IU

leuprolide

로렐린데포주

3.75mg

7.5mg

darbepoetin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20,30,40,60,120mg

180mg

methoxypolyethyleneglycol
-epoetin beta

미쎄라프리필드시린지

30,50,75,100,120,150,200mcg

250,360mcg

human immunoglobulin G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10,20,50ml

100,200ml

그림1 생물의약품 고함량 판매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요구 예시

또한 고함량 제품의 부재로 저함량 제품 여러개를 섞어

2) 생물의약품은 환자별 용량조절이 필요하여 다양한 규격의

사용하는 조제의 불편함이 야기되고 조제시 오염에의 노출,

생산이 불가피하나, 현 약가규정은 포장단위에 함량산식

조제 불가 시간시 응급사용 불가 등의 보건의료체계의 비

을 적용하는 불합리함 발생

효율과 환자의 불필요한 위험 노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합성의약품은 환자의 특성(질환중증도, 간장애/
신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상 투여용량이 결정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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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합성의약품 vs 생물의약품 함량과 약가와의 관계

ref) 2015년 복지부 설명회 자료 중

13

되며 각 함량은 별개의 환자군에 투여되기 때문에 각각의

3) 생물의약품은 원가 중 원액 생산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

함량에 함량산식을 적용하는게 적합하나, 생물의약품

하며, 시설투자에 대한 감가비 비중이 높음

은 동일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연령/체중에 따른 물리

합성의약품은

적 포장단위에 따라 함량산식을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
함이 발생한다.

API를 외부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원가에서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
나, 생물의약품은 대부분 원액을 직접 생산하며 발효/
회수/정제 등의 생산의 대부분을 원액을 생산하는

2016년 1월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표 정비시,
경구제(과립제/액제/산제/현탁액제/시럽제 등) 중

차지한다. 따라서 생물의약품은 원액함량에 따라 제

식약처 허가사항 용법용량에 연령 또는 체중에 따라

조원가에 미치는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크며, 제조원

사용량이 다르게 허가된 제품이며 분할조제하는 경우

가를 감안한 적정 약가의 보상이 필요하다.

process를 거치므로 원가에서 원액의 비중이 대부분을

에는 최소규격단위 등재로 생산규격에 따라 함량배수
로 약가가 적용되며(ref), IU단위로 투여/청구하는

최근 개발이 활발한 항체의약품의 경우, 시설투자에

혈액응고인자도 최소규격단위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

수천원억원 자본이 투여되며, 이는 원료비 및 제조원

약가 규정 내에서도 환자의 연령/체중별 용량조절이

가에 감가비로 반영되고 있다. 합성의약품의 원료 직접

필요한 경우 함량배수를 인정하고 있다. 즉, 생물의약

생산의약품의 경우 시설투자 및 원료생산을 장려하고

품도 환자의 연령/체중별 용량조절이 필요한 제품에

자 2009년부터 약가우대규정을 시행해왔듯이 산업적

대해 함량배수로 약가를 산정하거나 최소규격단위로

측면에서도 생물의약품의 제조원가를 감안한 약가

등재가 필요하다.

정책의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합성의약품의 경우 저함량을 상용량으로 대부분

4) 바이오 시밀러의 경우 동일제제 진입시 산정·조정 기준의

사용되므로, 고함량에 함량산식을 적용하더라도 손실이

한계 있음

미미하나, 생물의약품의 경우 대부분 kg당 용량 조절로

바이오 시밀러의 경우 가산기간 부재로 70%로 일시

저함량부터 고함량까지 다양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에 인하되므로, 합성제네릭의 가산률(70%,68%)과

생물의약품은 고함량의 약가 불합리로 저함량 등재로

조정률이 유사하다. 또한 높은 개발비와 진입장벽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펜타입 제형, depot

대부분 3개 미만 등재가 예상되는데, 3개 미만 등재 시

주사 등 투여편의성을 개선한 제형개발로 기존 원내

약가는 합성의약품 기준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는 수준의

투여에서 자가투여로 처방패턴이 변경됨에 따라 고

약가이기 때문에 높은 원가와 개발비를 감안한 조정률

함량 제품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기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함량산식(또는 동일제제) 규정에 따라 산정하게 되어
기술진보성은 인정받지 못할뿐더러, 기존 제형의 제품

5) 해외의 경우, 대부분 함량에 비례하여 약가를 결정하고 있음

대비 더 낮은 단위당 약가로 등재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A7 국가에서는 함량배수에 근접하게 약가를 등재
하고 있다(표2).

그림3 합성의약품vs생물의약품 생산 process

그림4 합성의약품vs생물의약품 함량증감과 원가의 상관관계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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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함량배수에 근접하게 약가를 주는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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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함량배수에 근접하게 약가를 주는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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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함량의 신규등재는 보험재정증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높은 원가를 감안하여 X0.5에서 X0.75로 개정하였

함량배수로 개정에 따른 시장의 혼선은 적으리라 예상됨

으나, 실제 해당 규정으로 등재된 고함량 제품이 없다.

기존 고함량 제품이 등재되지 않아 저함량 제품 여러

즉, 현행 X0.75도 고함량 제품을 건강보험 영역내로

개를 사용하고 있어, 고함량을 함량배수로 신규등재

유인하기에는 부족한 비율로 생물의약품은 함량배수

하더라도 기존 저함량 청구액을 대체하므로 보험재정

로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증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 고함량 제품의 정당한 약가보상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가

2007년 이전에는 A7국가 기준 약가의 등재로 대부분
함량배수로 약가가 등재되었으며, positive list 이후
함량배수, 함량산식, 그 외 비율 등 다양한 함량별

가능함
해외에서는 국내보다 생물의약품의 고함량의 수요가
많고 매출비중이 높은 편이다(표4).

약가비가 혼재되어 있다. 특히 2012년 생물의약품의

표3 시기별 생물의약품 함량별 약가 규정
시기

생물의약품 함량별 약가

2007년 이전

A7 국가(대부분 함량배수) 기준 약가 등재

2007년~2012년 산정

(높은함량/낮은함량-1)× 0.5｝+ 1 적용

2012년 이후 산정

(높은함량/낮은함량-1)× 0.75｝+ 1 적용

2007년 이후 신약

함량배수, 함량산식, 기타 등 혼재되어 있음.

표4 성장호르몬, EPO 국내외 규격별 매출액 비율

고함량 제품의 수출시 국내 판매 실적 및 허가/등재

실제 생물의약품 중 국내 혈액제제 약품가격은 국제

현황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고함량의 낮은 약가

가격(A7국가) 대비 28% 수준으로 저가이다. 아이비

로 국내 고함량 제품이 허가 및 등재가 되지 않은 경우

글로불린 50mg의 경우 외국 평균가격이 281,661원

수출이 어렵다. 또한 해외 수출만을 목적으로 고함량

이나 국내가격은 45,738원으로 16%인 약 1/6수준

을 개발하여 판매하기에는 허가 취득, 고함량 생산시설

이다. 현행 함량산식으로 100mg 신규등재시 1.75배로

구축 등의 투자비가 소요되어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80 , 041 원으로 산정되며 이는 외국 평균가격
563,322원 대비 약 14%인 1/7수준으로 수출시 사업
성이 더욱 악화되게 된다(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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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혈액제제 국내 해외 약가 비교
품 목

기준단위

가격(원)

외국가격(A7국가 평균)

%

알부민

20% 100ml

88,730

137,368

65

IV-글로불린

2.5mg/50mg

45,738

281,661

16

Hyper-tet

250iu

19,274

57,510

34

AT-III

500iu

201,589

747,003

27

그린프라스트

1ml kit

91,046

208,151

44

Hepa-big

2000iu/10ml

248,000

1,708,707

15

수두인면역glo

125iu/2.5ml

41,282

346,830

12

피브리노오겐

1g/vial

11,376

213,094

5

Facnyne

250iu

53,126

224,012

24

GreenMono

250iu

146,596

281,031

52

GreenEight

250iu

57,419

27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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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USD)

일본(JPY)

영국(GBP)

스위스(CHF)

독일,프랑스,이태리(EUR)

1176.77

13.0381

1846.34

1101.16

1616.26
2010년 2월 평균최종고시 매매기준율적용

□ 개정안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1]
생물의약품 함량산식 개정 : 함량 2배 증가시 현행 1.75배 약가산정비를 2배로 개정함.

현행 규정

개정안

2. 산정대상 약제 및 산정기준

2. 산정대상 약제 및 산정기준

나.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와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나.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와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2) 약제급여목록표에 동일 투여경로·성분·제형의 약제는 등
재되어 있으나, 동일함량 제품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약제 :

(2) 약제급여목록표에 동일 투여경로·성분·제형의 약제는 등
재되어 있으나, 동일함량 제품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약제 :

<중략>

<중략>

(1) 신청 제품의 함량이 비교 제품의
함량보다 많을 경우: A × B

(1) 신청 제품의 함량이 비교 제품의
함량보다 많을 경우: A × B

(2) 신청 제품의 함량이 비교 제품의
함량보다 적을 경우: A ÷ B

(2) 신청 제품의 함량이 비교 제품의
함량보다 적을 경우: A ÷ B

A : (가), (나)의 기준에 따른 가격
B :｛(높은함량/낮은함량-1)× 0.5｝+ 1
B-1 :｛(높은함량/낮은함량-1)×0.75｝+ 1

<이하 생략>

A : (가), (나)의 기준에 따른 가격
B :｛(높은함량/낮은함량-1)× 0.5｝+ 1
B-1 : 높은함량/낮은함량

<이하 생략>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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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생물의약품 자료제출의약품 산정기준 신설

에 따르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
양의약품의 제출자료의 범위 및 분류가 명시되어 있다

□ 현황

(아래 표). 이 중 ‘I. 신약’은 약가에서 협상 대상의 제품이

Chemical 개량신약의 경우 2008년 [별첨]의 자료

며, ‘II.자료제출의약품’은 각각의 허가 구분별 임상적 유

제출의약품 등의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복제

용성 개선 및 기술적 진보성을 평가하여 chemical 제품

의약품 생산에서 신약개발로 전환해 가는 중간단계로서

의 자료제출의약품 별첨규정과 유사한 약가 규정 마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개량신약의 약가를 우대 적용한 바

필요하다.

있으며, 2012년 제약기업의 R&D 촉진을 위하여 자료
제출의약품의 산정 기준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의 [별표 1] 분류
생물의약품의 허가규정은 chemical 약제와 별도로

다만, 현재까지 생물의약품의 개량신약에 대해서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의 적용을

별도의 산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임상적유의성

받으며 허가유형을 크게 I.신약과 II.자료제출의약품

및 기술적진보성을 지닌 약제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실정이다.
자료제출의약품의 허가 구분은 다시 1) 신규와 2)변경
따라서 아래와 같이 생물의약품에 대해 ‘약제의 결정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신규품목은 대부분 제조법에

및 조정 기준’ [별첨1-2]를 신설하여 개량성이 인정되는

따라 구분이 되며, 대부분의 개량된 제품들은 6호,

생물의약품 자료제출의약품에 한해 별도의 우대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생물의약품은 새로운 제형개발,

7호 및 10호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다수의 신규품목이
10호로 허가를 받고 있으며, 10호는 1~9호와 유사한

편의성 개선의 경우 합성의약품의 새로운 용법용량의

허가 내용이기도 하며, 또는 새로운 용법용량, 새로운

개발비용과 기간과 유사한 resource가 투입되며, 개량

조성 등 1~9호에 정의되지 않은 허가 내용이기도 하다.

생물의약품은 개량합성의약품 이상의 개발비용과 기간이
투자된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은 별첨의 산정률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그림5).

자료제출의약품의 제조법 변경의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허가 구분 중, 함량변경/동등생물의약품/새로운
효능효과는 별도의 약가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그 외

□ 생물의약품 허가규정과 약가제도의 연관성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의 [별표 1]

그림5 개량생물의약품 별첨 산정기준

자료제출의약품에 대해 아래 개정안과 같이 별첨1-2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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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구분

구분기준

약가규정

I. 신약

신약

협상track

II.자료제출의약품

ㅤ

ㅤ

1) 신규품목

ㅤ

ㅤ

1.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규주 및 제조방법 등이 다른 생물학적제제

제조

ㅤ

2.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제조에 사용되는 숙주, 벡터계 또는 DNA

제조

ㅤ

3.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종세포주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배양방법

제조

ㅤ

4.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종세포주가 다른 세포배양의약품

제조

ㅤ

5.최종 원액은 동일하나 완제품의 제조소가 다른 품목

제조

ㅤ

6.동일 투여경로의 새로운 제제형태

제형

별첨-새로운 제형

입수방법이 다른 재조합의약품

또는 정제방법이 다른 세포배양의약품

7.개량생물의약품

개량바이오

8.동등생물의약품

바이오시밀러

9.전혈장제제 및 성분제제

제조

10.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

ㅤ

2 )당해품목 허가변경

별첨-개량생물의약품
또는 협상 track
동일제제 70%

별첨-새로운조성,새로운제형,
투여편의성개선,개량생물의약
품,새로운 용법용량

ㅤ

1.새로운 효능효과

효능효과

급여확대ㅤ

2.새로운 용법용량

용법용량

별첨-새로운 용법용량

3.유효성분의 새로운 조성

조성

별첨-새로운 조성

4.유효성분의 함량만의 변경

함량

함량산식

5.새로운 투여방법

투여방법

별첨-투여편의성개선

6.제조방법 변경

제조

ㅤ

7-1.최종 원액은 동일하나 완제품의 제조소 추가 또는 이전

제조

ㅤ

7-2.제조소 추가 또는 이전

제조

ㅤ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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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별첨1-2]
생물의약품 자료제출의약품의 상한금액 산정기준

신청 제품의 개발목표제품1)만 등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동일제제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때2)

신청 제품의 개발목표제품과
그에 대한 동일제제가 약제급
여목록표에 등재되어 있을 때3)

개발목표제품 상한금액의 100%

자료제출의약품 중 “새로운 조성4)”,
“새로운 제형5)”, “투여편의성 개선6)”
으로 허가받은 약제

(이 경우 별표1 제2호가목(2) 및 제3호가목 본문
의 상한금액은 기 등재된 상한금액의 77%로 한
다. 또, 개발목표제품 상한금액이 별표1 제3호가
목에 따라 조정될 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의약
품의 가격을 개발목표제품 해당 조정 비율에 따라
조정한 금액의 110%와 조정된 개발목표제품의
상한금액의 110%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이 때 조정된 신청제품의 상한금액은 추후
별표 1 제3호가목이 적용될 때 조정하지 아니한다.)

개발목표제품 상한금액의 110%
(추후 별표 1 제3호가목이 적용
될 때, 70%로 조정되지 아니
한다.)

개발목표제품 상한금액의 110%

자료제출의약품 중 “개량 생물의약품7)”,
“새로운 용법·용량8)”으로 허가받은
약제

(이 경우 별표1 제2호가목(2) 및 제3호가목 본문의
상한금액은 기 등재된 상한금액의 82.7%로 한다.
또, 개발목표제품 상한금액이 별표1 제3호가목에
따라 조정될 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의약품의
가격을 개발목표제품 해당 조정 비율에 따라 조정한
금액의 130%와 조정된 개발목표제품의 상한금액
의 130%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이 때 조정된 신청제품의 상한금액은 추후
별표 1 제3호가목이 적용될 때 조정하지 아니한다.)

개발목표제품 상한금액의 130%
(추후 별표 1 제3호가목이 적용
될 때, 70%로 조정되지 아니
한다.)

주 1. “개발목표제품”이란, 신청제품의 식약처 허가를 위한 시험에서 비교대상으로 선택된 제품 중 주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이 같은 제품
으로 동일제제 중 최고가 제품을 말한다. 다만, 이 제품과 성분이 같고 제형이 다른 제품이 존재할 경우, 신청제품과 가장 유사한 형태
제형의 제품으로 최초 등재된 제품과 동일제제 중 최고가 제품을 개발목표제품으로 하며, 유사도를 구별하기 곤란할 경우, 등재일이
가장 빠른 제형의 제품과 동일제제 중 최고가 제품을 개발목표제품으로 한다.
주 2, 3. 등재된 동일제제 중 특허권 침해 문제로 시판할 수 없는 제품은 등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 4. “새로운 조성”으로 허가받은 약제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의 [별표 1]의 II.1)10.“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 중
새로운 조성으로 허가받은 약제 또는 II.2)3.“유효성분의 새로운 조성”으로 허가받은 약제로 본다.
주 5. “새로운 제형”으로 허가받은 약제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의 [별표 1]의 II.1)6.”동일 투여경로의 새로운 제제형태”
또는 II.1)10.“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 중 새로운 제형으로 허가받은 약제로 본다.
주 6. “투여편의성 개선”으로 허가받은 약제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의 [별표 1]의 II.1)10.“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 중 투여방식의 변경으로 허가받은 약제 또는 II.2)5.“새로운 투여방법”으로 허가받은 약제로 본다.
주 7. “개량생물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약제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의 [별표 1]의 II.1)7.”개량생물의약품“ 또는
II.1)10.“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 중 개량생물의약품에 준하는 약제로 허가받은 경우로 본다. 개량생물의약품은 산정금액과
다르게 상한금액이 결정될 것을원할 경우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주 8.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약제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의 [별표 1]의 II.1)10.“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 중 새로운 용법용량으로 허가받은 약제 또는 II.2)2.“새로운 용법·용량”으로 허가받은 약제로 본다.
주 9. 본 자료제출의약품은 임상적유용성 또는 기술적진보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위 산정기준으로 산정한다.
주 10. 신청제품의 상한가격은 투약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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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의 바이오의약품 분야 지원 정책
정철원
한국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정책팀 팀장

1. 들어가며

글로벌 유망신약개발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국내로 도입
하여 후속개발을 통한 글로벌 신약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ICT(정보통신기술) 혁명이 화학·생물학·물리학·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글로벌 C&D(Connect &

의약 등과 융합하여 바이오혁명을 불러오고 있으며,

Development)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제약기업들의

바이오중심의 국가경제 신성장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관심기술분야와 물질발굴, 소싱, 평가프로세스 등 연계

특히, 바이오의약품시장은 전세계적으로 향후 연평균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부족한 파이프라인을

8%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해 한미약품의

극복하고 신약개발 리스크 최소화, 오픈 이노베이션

수조원대 대규모 기술수출 성과와 국가차원의 새로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먹거리산업 발굴 노력에 힘입어 국내 제약기업들이 진출
희망하는 신사업영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제약기업

국가/지역 신약개발지원 인프라와 연계한 의약품산업

들도 전통적인 합성의약품 기반에서 바이오의약품으로의

가치사슬을 완성하고 국가 의약산업 정책에 부합한 글로벌

사업영역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한국제약협회도 이러한

바이오의약품 지원을 위한 “바이오의약 산업 기업 맞춤

흐름에 부응하여 바이오의약품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과

형 기술지원사업”(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진흥재단, 충북테크노파크, 한국제약협회)에 참여
하여 바이오의약산업체의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유도 및 매출·고용

2. 신성장산업으로서의 바이오의약품 지원체계 구축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 참여기관별로 첨단장비활용을
통한 제제개발기술지원, 공정개발기술지원, 유효성평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바이오의약품산업의 국내외

가지원, 전임상시료 및 시제품제작지원을 전개하고 허가

진출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자료 작성을 위한 전문가를 통한 전·임상시험 기술

되는 규제 및 무역장벽을 조사하여 “글로벌 의약품 생산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및 품질관리규제에 대응한 의약품 개발 전략”, “글로벌

DDS 개량

세계시장에 진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바이오·제약

신약) 개발”, “QbD 기술을 적용한 의약품 개발 및 제조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지역별, 국가별 제약시장과 보건

연구” 등을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과 규제 해소 과제로

의료환경 및 정책, 기업자료 및 파이프라인 등에 대한

제안하였다.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제약시장 및 기업들에

혁신 개량신약(바이오베터, 환자 맞춤형

대한 해외기업들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여 “Korean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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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ech Database”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해외 바이오

대상 해외임상시험으로 규정하여 국내개발 및 공동개

제약 시장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국내

발된 바이오의약품 사업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기업들의 파이프라인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 세계
시장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제공의 징검다리 역할을

4. 연구·개발(R&D) 및 기술사업화 지원

수행하였다.

비좁고 열악한 시장경쟁적인 국내제약시장을 뛰어넘어

3. 바이오의약품 규제 개선 활동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제약기업들의 러시가
잇따르면서 유럽 경제위기로 인해 기술적으로 우수하지만

200여개사에

유럽의 경제위기로 인해 기술개발의 한계와 경영위기에

이르는 가운데,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사업을 영위하는

처한 이탈리아 제약기업의 M&A 매물 발굴과 민관간의

45개 회원사중 15개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바이오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이탈리아경제사절단에 참여하여

약품과 관련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인허가 및 품질관리,

한국제약협회-이탈리아제약협회(Farmindsutria)-

바이오의약품의 정보 및 DB 개발 공유를 위하여 운영

국민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백신의약품 시장의 복잡성이

KOTRA 3자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탈리아 제약기
업과의 M&A에 관심 있는 국내기업을 발굴하고 이탈리
아 바이오제약 M&A 추진 사절단을 파견하여 국내기업
과 이탈리아 제약·바이오기업간 M&A를 통한 국내기

증대하는 현실에서 협회 차원의 역할과 필요성이 제기됨

업의 해외 선진기술 확보 및 유럽시장 공급망 구축을 위

에 따라 2015년 8월 국내백신 제조사를 중심으로 한 백신

한 해외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위원회는 협회 회원사가

되고 있다. 또한 신종플루 등의 사태 등에서 보듯 백신의
약품의 연구·개발 및 국내 생산 기반 구축, 품질관리 등이

의약품위원회를 구성하여 백신의약품 개발기업의 공동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한-호주바이오·제약기업M&A플라자(KOTRA,
충북경제자유구역청)를 개최하여 해외 유망기술 및 M&A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제도 개선 활동은 생물학적제제

매물을 발굴하여 호주 바이오·제약 관련 유망매물을 소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 의약품 제조업 및 수입자의

개하고 국내 참가기업과의 1:1 상담을 갖도록 하는 등 국

시설기준령 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 등을

내 제약업계의 해외진출 활로를 개척하고 신규 투자처를

꼽을 수 있다. 신약,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이외의

확보하도록 하고, 국내외 기업간 기술협력 네트워크 형성

수입품목에 대한 판매증명서 및 제조증명서 제출을 면제

및 제약·바이오산업 투자 유도를 병행하고 있다.

함으로써 불필요한 자료제출 부담을 해소하고, 제제학적
개선을 통한 함량, 용법·용량을 변경한 생물의약품을

한편, 정부에서도 중남미 진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추가한 개량생물의약품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유전자

아끼지 않는 가운데 브라질 정부조달 메이저기업인 Vital

재조합의약품 또는 유전자조작기술을 이용한 백신을 제

구획 전용대상 세포·미생물 종류를 명시토록 하여 생물

Brazil사와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업체 간 합작투자
(JV) 설립을 목적으로 공공조달 바이오시밀러 API 공동
개발 및 현지 생산(국내업체-기술/특허, Vital Brazil사자본/입지/인허가) 논의를 위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5개사를 중남미 경제사절단에 파견하였다. 정부의 창조

학적제제 작업소 시설기준을 구체화하여 업체의 자율적인

경제 활성화 지원에 부응하여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조하는 경우 정제공정 완료 후 제제작업소를 분리하지
않도록 하는 의약품 제조소의 시설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세포·미생물 회수·정제시설 설치 명시 및 작업 시 분리·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된 생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

학적제제등을 대상으로 외국정부 승인 후 외국에서 실시한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바이오의약품분야 벤처-중소·

임상시험, 외국에서 개발된 생물학적제제등 중 국내

중견-대기업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할 목

개발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였거나 국내 개발자가

적으로 “오송바이오엑설런스

연구·개발 권한을 양도받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외국정부

개최하여 바이오스타트업 기술사업화 및 기술 컨설팅,

승인후 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을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창조경제 바이오펀드 상담 및 기업 IR 등을 실시하였다.

& 바이오테크페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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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래과학창조부) “연구성과 연계지원 프로세스”를

비들이 출시되고 다양한 분석방법이 개발되면서 국내

DB 구축 및 기업맞춤형

제약·바이오기업 연구원들의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

유망기술 발굴·이전 지원을 위해 “바이오파마 미래 테크

하고자 당단백질 분석기술의 최신동향과 분석전략을 공유

콘서트”를 개최하여 제약·바이오분야 기술 및 원천

하고, 분석장비의 사용법 및 분석자료의 해석 등 바이오

통한 제약·바이오분야 기술

유망기술을 소개하고 관심기업에 대한 파트너링 및 기술

의약품 특성분석시 직면하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

마케팅 지원을 전개하였다.

하는 자리를 가졌다.
바이오의약품은 1세대 인슐린, EPO 등 유전자재조합

5. 바이오의약품의 최신 기술 및 동향 공유

의약품, 2세대 항체의약품으로 대변되는 표적형 의약품,

3세대

바이오베터, 약물전달시스템 등 개량의약품,

우리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는 2010년부터 제약기업과

유전자 및 (줄기)세포치료제에 이르고 있다. 신기술 개발에

바이오기업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바이오의약품

의해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 글로벌

산업 진흥 및 정책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연간 2~3차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될 제4세대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의약품 포럼을 공동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즉 개인맞춤형 및 정밀진단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이해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제네릭 및

제약·바이오업계와 학계, 연구자들간의 협력을 통해

바이오의약품(특히,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의 제도

기술연구,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

도입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응한 특허전략을 활용한

바이오제품 사업화 전략 포럼”을 개최하였다. 특히,

의약품 개발을 위해 미국 FDA의 바이오시밀러 첫 승인
이후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성장 가능성, 바이오시밀러의

RNA를 이용한 타겟치료제(RNAi), 대체항체 압타머
(Aptamer), 합성 Peptide 치료제, biomarker 분석기술을

시장진입 저해를 위한 오리지널사의 보호조치에 대한

이용한 동반진단 치료제 등의 바이오신기술에 대한 개발

특허소송절차와 대응 전략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및 사업화 가능성, 정부의 지원정책 등을 논의하였다.

가졌다.
해외진출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6. 나오며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의 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임상시험 수행 환경이나

세계 바이오의약품시장은 2020년까지 의약품시장의

등록제도 등이 미국보다 체계적이고 경제적인 유럽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어서 바이오의약품의

27%를 점유하고, 세계 100대 의약품목록에 46개 바이오
의약품이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EvaluatePharma(15.5)>.

해외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신청 시 검토해야 할

가장 빠른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인허가 가이드라인,

인허가 규정 및 전임상시험자료 준비 등 효율적인 해외

신속한 시장 진입으로 해외 바이오의약품산업계의 조명을

임상시험설계 전략을 주제로 한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한껏 받고 있는 국내 바이오의약품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임상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식약처의 PIC/S

지원체계에 힘입어 세계시장 진출을 가속할 것이다.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으로 국내 의약품의 국제적

글로벌 시장에 적합한 물질 탐색, 개발, 임상 등을 연계한

신뢰도 상승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기대와 함께 의약품

중개연구와 인허가제도의 규제조화, 글로벌 마케팅 등

개발 및 제품화 단계에서의 국제규제 준수 필요성이

헤쳐나아가야 할 장벽이 거대하다. 한국제약협회는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수준의 개발 생산 시스템을

정부의 효율적인 산업정책 지원을 선도하고 제약기업들의

PIC/S 가이드라인 중에 준수하여야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조력자로서 정부와

관리하기 위하여

하는 여러 가지 밸리데이션 규정 중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기업에 성실한 가교역할을 할 것이다.

(LIMS)과 컴퓨터시스템밸리데이션(CSV)를 중심으로 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시스템 도입 전략 및 적용사례를
공유하였다.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에서 당단백질
분석기술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로서 최신 분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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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분야 R&D 조세 감면제도에 대한 제언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유)
조세자문부문장/경제학박사

Ⅰ. 신약 개발분야 R&D의 필요성 및 주요특징

투입할 예정이다. 이 사업단의 활동의 핵심은 신약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단계별로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실질

오늘날 인구고령화에 따른 평균수명의 증가, 건강

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인데, 특정 영역만을 지원하는

증진에 대한 관심,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은 급증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 중소벤처기업, 정부출연연구소,

하고 있으나 공급이 제약된 의료환경을 감안하면 미충족

대학연구소 등 신약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체를

의료(unmet medical needs)를 채워주는 신약의 중요성은

대상으로, 그리고 후보물질 도출 단계부터 상업화까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제약업체들의

전주기를 연계해 지원함으로써 투자 중복을 피하고 개발

최우선 목표가 이를 충족시켜주는 창조적인 신약의 성공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동 사업단의 사업 지원체제1)

적인 개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신약

라고 할 수 있다.

하나를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데 평균 1조원 이상의 천문학
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연구개발에 실패할

2000년대 이후 국내외 제약업체들은 기존 전문의약품

확률이 높은 고위험이 상존한다는 특성 때문에 신약 개발

비즈니스모델인 화학합성 신약 개발이 한계상황에 도래

분야에 제약기업들만으로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했다는 인식하에 연구개발 패러다임에 변화를 추구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시작했다. 즉, 기존 신약이나 특허만료 이후 오리지널 혹은
제네릭의 효능을 개선한 개량신약(Incrementally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Modified Drug)2)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에 주력하는 것

특별법」을 제정하여 신약 연구개발 및 해외진출을 장려

이다. 통상 오리지널 개발에 막대한 개발비용이 투입되나

하고 있을 뿐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한편으로 실패할 수도 있는 고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2011.9 부처 간 경계를 허문 ‘범부처 신약

국내외 제약업체들이 제네릭에서 오리지널 개발로 직행

개발 사업단’을 출범시켰다. 3개 부처는 본 사업단을 통해

하지 않고 일종의 ‘중간거점’격인 개량신약의 개발에 집중

서로 힘을 모아 하나의 재원을 만들어 글로벌 신약 개발

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변화는 바이오의약품

이라는 목표 하에, 9년간 1조 6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중심의 연구개발 구축이다. 바이오의약품은 약 250조

1) 사업단은 총 266 건의 지원과제 중 72 건을 선정하여 지원 하고 있다(2015.4 기준). 협약 현황을 살펴보면 후보물질 이하가 40건, 비임상 12건, 임상 20건이며 ,
물질별로는 합성물질과 단백질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유전자 , 천연물 순이었다. 질환별로는 종양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면역, 대사, 중추신경, 감염 등도
다수 지원되었다. (주상언,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의 성과와 향후계획”, KPMA Brief, 2015.05. Vol.05, 12면)
2) 개량신약은 기존 의약품 대비 부작용은 줄이고 효능을 높이는 한편 약효 지속성과 복용 편의성을 개선한 게 두드러진 특징이다.
(김형호,“국산 신약 개발 성과의 의미”, KPMA Brief, 2015.05. Vol.0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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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데 이를 겨냥하여 국내제약사

창조경제를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현

들은 이들 항체의약품의 특허 만료를 겨냥한 바이오 시밀러

정부에서는 ‘2020년 세계 7대 제약 강국 도약’이라는

시장에 대비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해외 제약기업

비젼을 가지고 보건산업을, 그 중에서도 신약개발 분야를

과의 기술수출 성공사례가 늘고 있는 데 지금까지 국내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 방안 중의

제약사 및 바이오회사가 자체 개발한 의약품의 기술수출

하나로서 제약회사의 다양한

및 제품공급 계약은 총 146 건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

조세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R&D

회사의 자체 개발 의약품의 상업적 가능성이 다국적

조세감면제도 현황과 함께 신약개발 투자와 관련한 동

제약사의 까다로운 검증과정을 통과해 인정받고 있음을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향후 조세감면제도의 개선

의미한다. 이와 같이 최근 신약개발 분야에서의 성과를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R&D 투자활동에 대해

통해 과거 20여년의 정부와 국내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 우리나라 R&D 조세감면제도 현황
그동안의 신약개발은 초기 발견부터 개발, 인허가
판매에 이르기까지 거대 제약기업이 모든 단계를 주도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왔는데 이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다양한 형태의 조세지원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는 바,

막대한 비용과 시간으로 이래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정부가 2015.9월에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그런데 최근 들어 신약개발과정에 변화가 관찰되는 바

예산서’에 따르면,

그것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추정액이 약

지역의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들과의 “Open Innovation”

9.5%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는 전체 조세지출 항목 중 감면 규모 1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 <표 1>에 정리되어 있는 R&D
관련 조세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추정치가 약
3.3조원이며, 주요 조세지출 항목 중 연구·인력개발비에

과 “Non Competitive Collaboration”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3) 향후 우리나라의 제약회사들도 신약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접근방법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연구개발 관련 조세감면액
3.3조원으로서 총 조세지출예산의 약

표1 주요 연구개발(R&D) 조세지출 현황4)

(단위: 억원)

구 분

2014(실적)

2015(추정)

2016(추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7,860

28,188

28,499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2,012

1,548

1,654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등의 괴세특례

15

15

18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9

13

8

42

25

연구개발 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70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23

24

합계

29,966

29,829

30,228

3) 이동호, “신약 연구개발 사업의 글로벌 트렌드”, KPMA Brief, 2015.05. Vol.05, 6면.
■ Open Innovation
최근 다국적 제약사들은 신약개발에 있어 세계 유수의 대학 및 연구자들과의 좀더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제약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내부의 각종 후보물질, 정보, 인력, 인프라를 대학의 연구진들에게 제공하고 대학과 병원의 기초연구 및 미충족 의료 수요를 반영하면서 협력을 통한 과제의
성공률을 높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 Non Competitive Collaboration
제약회사들이 역내 대학, 중소기업, 환자단체, 비영리 연구 기관 및 정부관련기관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해서 환자중심의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서 연구자들간에는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 연구수행자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면서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것이다. 현재 가장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예로는
유럽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innovative medicine initiative를 들 수 있다.
4) 대한민국 정부,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8쪽~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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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세액공제가 약 2.8조원 (2015년 추정)으로 전체

증가분기준 조세감면을 반대하는 이론적인 주장

조세지출 항목 중 감면 규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논거는 이 기준이 R&D 투자 계획을 왜곡시킨다는

R&D관련 조세지출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R&D 투자 지출

다음으로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현재 약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경우 증가분 기준이 적용되는

1,500억원으로 (2015년 추정) 연구개발 조세지출 항목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조세지출 실적은 미미한

상황에서는 고액의 투자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수준이다.

하기 위해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식을

효율적인 투자의 경우에도 조세감면액을 극대화
취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투자가의 입장에서 최적의
시간 경로에 제약을 가하는 결과, 즉 경제적 효율성의

III. 신약개발분야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
한 현행 조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왜곡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증가분기준 조세감면에
반대하는 실무적인 주장 논거는 이 기준이 총액기준
보다 운영하기가 더 복잡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 연구개발관련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
권고사항5)

조세혜택을 적용하는 기준선을 정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기준선의 이동 여부에 대해 기업은 선택을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사무국이
2014년 발간한 “연구개발 조세지원에 대한 연구 (A
Study on R&D Tax Incentives)라는 연구보고서6)는
세계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주요 R&D 조세지원에 대해

2)신기술 요건(Novelty requirement)

이론적 및 실증적 분석을 해본 후 소위 모범적인 정책기준

·모범기준: ‘세계 최초 신기술’ 또는 ‘국가 최초 신기술’을

(best

practice)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고 또한 현재

세계 각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조세지원 제도들을

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더 높은 납세협력 비용을
초래한다.

조세감면 적용 요건으로 규정
·비추천: 모방기술에 대해서도 조세감면 적용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평가하면서 상위 10개의 수범

‘세계 최초 신기술’ 요건을 채택하게 되면 R&D의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데 이들 내용 중에 중요부분을

사회기여 효과가 가장 크게 된다. 이 요건은 모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촉진하기보다는 더 철저한 혁신에 투자하는 기업들
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기술

1) ‘총액기준(volume-based) 조세감면’과 ‘증가분기준
(incremental) 조세감면’의 비교

요건의 엄격한 적용을 하는 경우의 문제점은 행정

·모범기준: 총액기준 조세감면

국가의 기술발전 수준이 타국에 비해 높지 않은 국가의

·비추천: 증가분기준 조세감면

경우에는 ‘국가 최초 신기술’을 조세감면 적용요건

비용과 납세협력 비용이 커진다는 것이다. 해당

증가분 기준의 경우, 조세감면 혜택이 R&D 지출

으로 채택하는 경우, 기업들로 하여금 외국 기술들의

R&D 지출의 증가분에만

도입을 장려를 유도할 수 있다. 모방기술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 총액기준보다 증가분기준이 더 효율적

조세감면을 허용하는 경우 근본적인 혁신에 대한

이라고 주장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실증연구

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결과는 증가분기준이 총액기준보다 더 효율적이지

바람직하지 않다.

전체에 적용되기보다는

않음을 보여 준다.7)

5) 이경근, “연구개발(R&D)관련 조세감면제도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계간세무사, 2015년 가을호, 9~15면
6) European Commission, “A Study on R&D Tax Incentives - Final report”, Taxation Papers, Working Paper N.52-2014. 이 연구보고서는 비록 EU 회원국들의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룬 구속력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EU 집행위원회에서 조세문제를 다루는 실무가들의 의견들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EU의
업무추진 방향도 가늠할 수 있고 OECD나 UN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정책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작지 않다.
7) Lester, J. and J. Warda, 2014,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ax Assistanc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 Estimates and Policy Implications,
Working Paper. Lester and War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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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감면 대상 지출(Expenditure)

재무적으로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고 및

·모범기준: R&D 종사 연구원 임금에 대한 지출

국제적 세무계획(cross-border tax planning)에 대한

·중립: R&D 투입에 대한 지출

접근이 더 용이할 수 있으므로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비추천: 지적재산권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출

추가적인 지원은 경제적 비효율성과 왜곡된 경쟁

경제이론의 관점에서 조세지원은 강력한 외부

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를 가지는 지출 유형에 적용되어야 한다. R&D와

것은 조세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중립적인 실무로

관련된 모든 지출 유형 중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취급된다.

임금은 가장 강력한 외부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 데,
왜냐하면 이들 연구원들이 설령 직장을 이전하는 경우

5) 결손발생시 조세지원과 관련하여

에도 산업전체로 보았을 때 지식이나 기술을 확산

·모범기준: 젊은 기업들의 경우 적용

되는 중요한 채널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R&D

임금에 대해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의 실무상

·비추천: 결손발생시 조세지원을 배제함
혁신적인 기업들의 경우 운영 초기에는 수익을 내기

이점은 행정 비용과 납세협력 비용이 낮다는 것이다.

어렵다. “Negative

예를 들면, R&D 투자와 비 R&D 투자를 구별하는

내지 못해 조세감면을 받아 과세소득이 마이너스

Tax” 옵션은 기업들이 수익을

것보다는 R&D 노동과 비 R&D 노동을 구별하는

상태가 되면 현금 환급을 해주는 제도이다. “Negative

것이 더 쉬울 수 있기 때문이다.

Tax” 옵션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젊은 기업들은 과세
가능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인해 조세지원으로부터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은 의도하지 않는 방식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경쟁에 역효과를 초래할

으로 지식 확산이 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혁신 활동의 감소를 가져올 수

지식 또는 기술 확산이라는 외부효과를 감소시키는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 또는 환급 결정 시기와

결과를 초래한다. 지적재산권 그 자체가 한편으로

실제 환급 시기는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 환급에

기술 혁신을 촉진시킬 수도 있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대한 결정이 투자 이후 한참 뒤에 이루어진다면 젊은

으로 하여금 지적재산권 획득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

기업들에게 큰 혜택이 되지 않는다.

서의 장벽을 낮추어주는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특히, 지적

6) 공동연구와 관련하여

재산권 획득에 대한 조세지원은 특허 받기 어려운 기술

·모범기준: 공공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에 대해 조세지원

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부작용도

·비추천: 대규모 경쟁기업들 간의 R&D 협력에 대해 조세지원

있다.

기업들이 대학과 같은 공공연구기관들과

R&D

협력을 하는 것은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혁신을 용이

4) 기업의 규모(firm size)와 관련하여

하게 해줄 수 있다. 실증 연구에 의하면 연계가 있는

·모범기준: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목표 대상을 선정

기업들의 경우 더욱 혁신적임을 보여준다. 공공연구

하지 않음

기관들의 경우 그들의 연구결과의 적어도 일부를

·중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출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들과 공공연구

·비추천: 다국적 대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기관들 간의 협력의 결과물의 경우 지식확산에 더 큰

R&D 조세감면 혜택이 기업 크기에 따라 다르게

효과가 있다.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실증연구는 없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보다

2. 신약개발분야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R&D 조세지원에 더 강력하게 반응하는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최근들어 우리나라는 총액방식에 의한 세액공제보다는
증분방식의 세액공제에 중점을 두는 조세정책을 지속적

다국적 대기업에 대한 더 강력한 유인 제공은 추천

으로 택해왔는 데 그 결과 2007년에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업들은 내국기업들에 비해

총액방식에 의한 조세감면을 아예 배제한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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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같이 증분방식에 중점을 둠으로써 기업들의

위해서 설립한지 3년 이내의 중소 벤쳐기업에 대해서는

R&D 지출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증가시킬 수 있을

“negative tax” 옵션을 허용하여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급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유럽의 전문가들이 수행한 실증연구는 이러한 효과를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경제적 왜곡현상만을
초래하므로 총액방식에 의한 조세감면을 권고하고 있다.

2014년 EC 연구보고서는 공공연구기관과의 공동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시해 보고 만일 증분

연구에 대해 조세지원을 허용할 것을 모범사례로서 권고

방식이 더 효과적인 정책대안임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최근 들어 다국적 제약

현행 정책방향은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회사들이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대학 및 기타 연구
기관들과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향후 우리나라의

또한 우리나라의 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제약회사들도 신약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접근

에 비해 우대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는 데 반해 2014년

방법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이러한 접근

EC 연구보고서는 중소기업 우대감면율 적용이 중립적

방안을 유인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방식의 R&D 투자에

인 정책이라고는 평가하고 있으나 모범기준(best practice)

대해서는 현행보다 더 높은 조세감면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동 보고서의 모범기준은 대기업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8)

이든 중소기업이든 동일한 우대감면율을 적용하라는 것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감면을 축소해 왔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산업 육성 세제>신설

지나칠 정도로 조세감면을 확대해 왔던 것이 사실인 바,
이러한 정책방향도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특히 신약개발의 경우 대규모

※ 기획재정부는 2016년 4월 “신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액지원방안을 신설하였다(편집자 주).

기획재정부

제약회사가 투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데
현행과 같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우대 감면
율을 적용하고 대기업의 조세감면을 축소시키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결과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신약개발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R&D관련 세액공제 제도에 따르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세액공제액의 합계액
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
우에는 동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
일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즉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2016.4.28.

(신산업 R&D 시설투자 촉진) IoT·에너지신산업·스마트카·
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해서는 R&D와 사업화 시설투자를 적극
지원
- 현행 신성장 R&D 세액공제(중소기업 30%, 중견·대기업
20%)를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수준 지원
(최대 30%*)

* 매출액 대비 신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 적용
- 신약개발 R&D 투자에 대한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 (현행) 임상 1·2상만 적용 → (변경) 국내 수행 임상 3상
추가(희귀질환은 국내외 모두 적용)

-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 세액공제 신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EC 2014 연구보고
서가 제안하는 것과 같이 결손이 발생했을 때 환급을 허용
해주는 소위 “negative tax” 옵션은 도입하고 있지 않다.
향후에는

R&D 조세감면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8) 예를 들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신성장 동력산업분야와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현재는 동 비용의 20%(중소기업의 경우
30%)만큼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데 향후에는 이러한 연구개발이 대학 또는 연구소들과 공동으로 추진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세율에 10%씩을 가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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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 의약품 해외진출 전략
신대희
영진약품 R&D 본부장/전무

최근 수년동안 다국적제약사에서는 화합물을 소재로 한
신약을 발매한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은

천연물 소재 의약품에 관하여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
이다.

화합물을 소재로 한 신약 개발이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미국에서 천연물의약품의 개발동향을 살펴보면 2014년도

결론이다. 따라서, 다국적제약사 및 국내제약사들이

Pre -IND 신청건수가 11건, IND 승인건수가 35건으로
2014년도에만 46건이 임상시험을 위한 IND 가 진행되고
있으며, 임상 3상이 약 40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돌파구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천연물 소재를
이용한 제품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에서 천연물소재로 신약 개발에 성공한 제품

2품목이 시장에서 판매중에 있다. 최초로 개발 천연물
신약은 2006년 10월에 독일의 Medigene사에서 개발한
“Veregen (Sinecatechins) Ointment” 제형으로 “생식기
사마귀 치료제”이며 현재 판매중에 있다.

2012년 미국의 Salix Pharm에서 개발한
“Fulyzaq(Crofelemer) Tablet” 제형으로 “에이즈환자
(HIV)의 설사 증상완하제”로 허가를 취득하여 미국에서
또한,

향후에는 더 많은 후보물질들이 미국에서 천연물의약품
신약이 개발될 것으로 사려된다.
미국에서 천연물신약 개발하기 위해서는 2004년 6월

6일에 개정된 “Guidance for Industry Botanical Drug
Products”(홈페이지:http://www.fda.gov/cder/
guidance/index.htm) 및 “Vaccine” 가이드라인에 근거
하여 IND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되고 흐름도는 아
래와 같다.

판매중에 있는 것을 기점으로 다국적제약사에서도 점차로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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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IND 미팅을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면
회의, 전화미팅(Teleconforance Meeting)등의 방법으로
진행가능하나 대면회의는 최소 6-12개월이 소요되며,
전화미팅(Teleconforance Meeting)은 3-6개월이 소요
되기 때문에 미팅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스폰서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이때 CRO는 반드시 미국 소재기관을
선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D 신청시 준비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시험계획서(IND) 제출 전 사전 미팅 (Pre-IND
meeting)
·개발 중인 천연물신약의 경우 미국 FDA 임상을 위한
IND 제출 이전 사전상담 제도인 Pre-IND 미팅을 통
한 부족자료 및 IND 요구 자료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
악하여 IND 승인에 쉽게 접근 할 수 있음.
·미팅일자가 확정되면 미리 1개월전에 요약서와 질의사
항을 작성하여 CRO가 미국 식약처에 제출하여야 됨.
·Pre-IND 미팅결과는 공식 문서로 작성되며 법률적 효
력을 지니고 있음. 향후 천연물신약 허가 시 Pre-IND
유무에 따라 유리하게 작용 될 수 있다고 함 (FDA
CDER 의견).

IND 제출을 위한 사전상담

미팅
형식

Type A (Clinical Hold 등의 문제 발생 시 긴급 미팅)
Type B (일반적 미팅, Pre-IND, End of PII, NDA; 60일 소요)
Type C (Bio 의약품등의 미팅; 75일 소요)

미팅
절차

·미팅 요청편지 (Sponsor → FDA) : 미팅 요청
·미팅 확답편지 (FDA → Sponsor) : 미팅 일정 통보
·P-IND 자료 FDA 제출 (~ 미팅 30일 전)
·P-IND 자료 검토 통보(FDA → Sponsor, ~ 미팅 3일 전)
·P-IND 결과 제출 (Sponsor → FDA, ~ 미팅 후 21일 전)

CMC, 비임상, 임상, 규제 질문 (Sponsor → FDA; 자료 제출 시)

나. Pre-IND 제출자료 목록
- Cover Letter (CRO 작성)
- FDA 1571 Form
- 목차

·약어 및 술어정리,제품요약 정보,적응증,용법 용량,
미팅목적 및 목표,각 파트별 질문 내용

·비임상 개요,임상 개요

제출하고 제출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
하여야 한다.
- 비임상, CMC, 임상 전문가 리뷰 필수
- CTD 포맷에 맞춘 자료 준비
- 과거사용경험 등의 자료 준비
- FDA 보완 또는 자료 요청 시 신속 대응

3. 임상시험계획서 제출시 준비자료 및 고려사항
1) 원료(원생약 및 원료의약품)
- 원생약의 식물학적 동등성 확보(유전학적 분류,

내용

목적

사전
질문

2. 임상시험계획서 (IND) 제출
* IND 제출자료 목록
- FDA 공식문서 (1571, 3674, 1572)
- 목차 (Table of Contents) 구성
·서론, 개발경위 및 계획, Investigator’s Brochure
(IB), 임상 Protocol
·CMC (CTD module 3)
·약리/독성 정보, 과거인체사용 경험, p-IND 미팅 결과
·별첨자료(독성, 효력, DMPK 관련 보고서 제출)를

▶ 원료생약 확보

가. Pre-IND 미팅 요약
구분

·CMC 개요, 별첨 및 참고 문헌슨으로 자료를 준비한다.

형태학적 분류, 분석학적 분류)가 선행되어야 함
- 원생약의 기원, 재배지, 생태환경, 재배방법
및 채취시기에 따라 활성성분의 함량 차이가
발생함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식물 감정증명서
및 GAPC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 원료CMC의 규격화/표준화
- Fingerprint를 통한 Quality Control
- 활성성분 및 지표성분의 표준화 (활성성분 규명 권장)
- 각 구성성분들의 규명 (현실적 NCE 수준의 w/w

90%이상) : 미국으로 진출시 필수로 요구사항임
- 원료의 규격화, 유효성분 및 지표성분의 표준화
가 이루어 져야함(미국 관련규정은 없으나 현실
적으로 NCE 수준)
- 규격/함량분석의 경우 활성성분과 지표물질 중
하나를 요구하거나, 활성성분의 규격 및 함량
분석을 요구함
- 미국의 경우 활성성분에 대한 확인 없을 시에는

bioassay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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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글로벌 의약품에서

Fingerprint

자료를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연구임
- ADME : 필수로 제출해야 됨 ; 천연물의약품의

- 원료의 안정성자료의 경우에 미국에서는 성분의

대표적인 성분(유효성분)을 추적하여

함량변화를 요구하며, chemical 약물과 동등한

시험하며, 임상 1상부터 순차적으로

자료를 요구함(예, 유연물질 규명 필수-IND
제출 시)
- 임상 2상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생산은 국내

BGMP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원료도 가능함,
단 임상3 상에 필요한 임상약은 cGMP수준의
원료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반드시 생산하여야 됨
▶ NCE와 동등 수준의 유효성/안전성 자료
- 효력의 과학적 증명 필요 (MoA, PK/PD)

준비하여 제출 함.
- 유전독성시험이 필수임;국내 GLP기관도 가능함
(Audit받은 기관)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표1)
▶ 미국에서 임상시험 1상에 필요한 임상시험약의
원료의약품(API)의 경우는 한국등

BGMP

적격업소에서 생산된 원료이면 가능함
▶ 유럽에서 임상시험 1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 임상 1~2상 경우 약물의 MoA를 요구하지 않으나,

임상시험약의 원료의약품의 경우는 반드시

임상 3상에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Bioassay)

EU-BGMP를 적격업소에서 원료의약품을
생산해야 되며, 반드시 QP(Quality Person)의
의견이 첨부된 내용을 유럽EMA 제출하여야 됨

- 각각의 활성성분에 대한 작용기전을 밝혀야 하며
생약추출물에서 각 활성성분이 나타내는 작용을
규명해야 함
- PK/PD 의 경우 미국에서만 필수적으로 요청
하고 있으며, 천연물신약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 각 성분들의 생체 이용율을 규명해야 함으로
생체내 분석기법 개발하여함 함
- DDI의 경우 : 미국 및 유럽 진출을 위해서 필수

2) 완제의약품
- 임상용 의약품은 반드시

cGMP 적격업소에서

생산해야됨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cGMP 적격
업소에 기술이전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됨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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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시험 자료는 최소 1개월이 경과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함
- 시험약 및 위약은 색상, 크기, 모양이 되도록 이면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함

CRO를 선정하는 것이 임상시험 성공

여부를 좌우함

cGMP 적격업소에서

생산된 완제의약품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조된 임상약을
가지고 안정성시험을 수행하여야
되며

- 이때, 연구하는 적응증에 관한 임상시험 경험이
풍부한

- 미국의 경우 : 임상시험용 완제의약품(임상 1,2,3
상)은 반드시

Academic Site 및
Commercila Site를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임상수행기관의 선정은

IND 승인후 1년마다 미국

식약처 보고하여야 됨

3) 임상 2상 B(후기임상)
- 대조약물을 선정하여 시험약 2군 정도로 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자대상자는 평균적으로 200명 내외이나, 적응
증에 따라서 일부 조정될 수 있는 것을 참조함

- 유럽의 경우 :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임상시험용
완제의약품(임상 1,2,3상)은 반드
시 EU-GMP 적격업소에서 생산된
완제의약품으로 임상시험을 수행
하여야 함

4. 임상시험 수행
1) 임상 1상시험

- 대조약물을 선정하여 시험약 1군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자수는 적응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평균적
으로 500~1,000명 정도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임상 1,2상시 제출하지 않았던 독성시험자료
(생식독성시험,만성독성시험, 필요시 발암성

- SAD(singleAsendingDose)와MAD(multiple

Asending Dose)로 구분하여 진행함
MAD 용량결정시에는 안전성시험
결과에서 얻은 NOAEL 값과 효력시험에서 얻은
MRSD값을 근거로하여 최초 용량을 결정한다.
- MAD 투여기간은 해당 적응증에 관한 논문등을
검토후 회사에서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는 7일
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14일간 투여하는 경우
- SAD 및

시험자료를 IND시 제출하여야 함
- 약효의 균일성을 위해서 원료의 Bioassay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5. 결론적으로, 천연물 소재로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신약
개발을 추진하려면

1) 원료생약 및 원료의약품에 관한 동등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전략을 사전에 구축하여
개발 기간동안 천천히 step by step으로 철저하게

도 있음
- SAD 및

4) 임상 3상(치료적확증시험)

MAD 임상시 보통 군당 8명을 대상
2명, 실험군 6명으로

으로 수행하는데, 위약

구분하여 진행함이 바람직함
- 건강인을 대상으로 PK 및 PD 연구를 위한 연구도
진행되어야함
- 식이효과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임상 2상 A 시험(POC)

준비를 해야한다고 판단됨

2)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CMC 자료는 NCE
수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유효성 및 안전성시험은 임상시험 단계별로 요구
하는 자료가 가이드라인에 있으니 참조하여 철저
하게 준비를 하면 됨

4) MCE 수준의 자료를 준비해야 함으로 ADME,
PK등은 천연물 원료의약품에서 수행하기가 어려

- 임상 1상시험에서 얻은 결과를 근거로 하여 임상

우면, 밝혀진 생리활성물질을 규명하여 그것을

2상 프로토콜을 작성함
- POC 연구에서 원하는 적응증에 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함(예를들면, PK,PD,Biomaker등)

가지고 관련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원료의약품과

- 위약대조군으로 진행하며,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수행한다

생리활성물질과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이고 합리
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함

5) 해외진출시 미국과 유럽은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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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진출시
·임상시험용 원료의약품 생산 ▶ 해당국가의

BGMP 적격업소에서 생산된 원료의약품으로
임상1상에서 임상 2상까지는 가능하나 임상 3상
시험시는 cGMP적격업소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여 임상용의약품을 제조하여야 됨
·임상시험용 완제의약품 생산 ▶ 임상1상에
필요한 의약품부터 cGMP 적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 유럽진출시
·임상시험용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생산은

EU-GMP 적격업소에서 생산된 것으로 임상
시험을 수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상기하
여야 됨. 이때, 반드시 QP의 의견서가 필수로
첨부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함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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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요 의약품 수출입 실적 분석 성과와 과제
조영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연구실장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의약품 현황과 수출입1) 분석

세계 의약품 시장은 평균수명의 증가, 기술 발전, 신흥

1. 우리나라 의약품 현황2)

국의 경제성장, 의료보장 확대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규모, 생산, 수출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약품을 국가 미래산업으로

증가하여 ’14년 모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이러한 추세

지정,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등을 통해

가 계속된다면 국내 의약품 시장은 향후에도 내수 및 수출

내수 활성화와 수출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

입 시장 모두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의
약품 시장과 수출입 분석을 시행하고 세계 수출입 시장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규모, 생산, 수출입 추이를 보면

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의약품이 나아갈 방향에

수출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시장규모, 생산을 상회하고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내 의약품 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증가
하여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1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규모, 생산 및 수출입 추이

(단위: 백억원, 백만불, %)

’14년

’07년

’10년

’13년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시장규모(백억원)

1,526

1,935

1,932

1,937

0.2

3.5

생산금액(백억원)
수출입*

1,260

1,571

1,638

1,642

0.3

3.9

수출(백만불)

743

1,117

1,441

1,666

15.6

12.2

수입(백만불)

2,905

3,688

4,326

4,936

14.1

7.9

[위 표의 시장규모, 생산금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인용] * 수출입은 의료용품류를 제외한 의약품 수출입

1) 본 원고의 “주요 의약품” 수출입은 관세청 통관 자료 및 무역통계( TRASS )를 기초로 품목별, 시기별( 2007 년 ~ 2015 년) 실적, “주요 의약품” 품목은 세계
수출입 실적과의 비교를 위해 HS4 단위를 기준으로 분류(의료용품류 포함)하였고, 인혈·백신·미생물배양체, 소매용 의약품, 항생물질, 혼합 의약품,
탈지면·거즈·붕대(의료용품류), 의료용품(의료용품류), 비타민, 장기요번의 선과 기타 기관, 호르몬으로 구성, 본 원고의 본문에서는 작성의 명료화를 위해 “주요
의약품” 대신 “의약품”으로 작성
2) 국내 의약품 현황(시장규모, 생산금액)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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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입 분석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입을 보면 최근 우리나라 총 수출입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 증가율이 대체적으로 수입을

부진과 상관없이 지속 성장(연평균 수출 14.0%↑, 수입

상회하고 있으나 수입의 절대치가 크기 때문에 수출 성장

6.6%↑)하여 수출은 ’15년 23억불, 수입은 ’14년 52억
불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15년 수입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1.8%↓)하였지만 이는 우리나라 총수입 하락
(16.9%↓)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가 확대되어 무역수지의 악화
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15년에는 수출의 가시적 증가(
전년대비 28.5%↑)와 수입정체(1.8%↓)가 맞물리며
적자가 축소되어 무역수지가 소폭 개선되었다.

그림1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과 주요의약품 수출입 증감률 비교

표2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입 추이

수출
수입

금액

(단위: 백만불, 천톤, %)

’07년

’10년

’13년

809

1,207

1,573

중량

20

21

금액

3,098

3,901

중량

무역수지

’14년

’15년

전년대비 증감률

1,797

14.3

2,308

28.5

26

27

3.5

28

1.8

4,630

5,243

13.3

5,150

-1.8

79

6.2

-2,841

적자폭 축소

57

62

74

75

0.5

-2,289

-2,693

-3,057

-3,446

적자폭 확대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 상위 3개 품목은 인혈·백신·
미생물배양체, 소매용 의약품, 항생물질로 이들 품목의
수출이 의약품 전체의

전년대비 증감률

이었으나 최근에는 일본이 차지하였고, 항생물질의
수출 최상위국은 지속적으로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70%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4년까지 소매용 의약품이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 품목 중 장기요법용의 선과 기타

수출 최상위 품목이었으나 인혈·백신·미생물배양체가

기관과 호르몬은 수출규모는 작지만 큰 폭으로 성장(각

’15년 급증과 함께 최상위 품목을 차지하였다.

각 연평균

30.7%↑, 20.4%↑)하고

있으며, 혼합

의약품은 터키가 수출 최상위국이 된 후부터 수출추세가
소매용 의약품의 수출 최상위국은 과거에는 베트남

안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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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15년 기준 우리나라 주요의약품 수출 품목별 추이 및 최상위국

1

’10년

인혈·백신
미생물배양체

153

323

478

최상위국
(비중)

이디오피아
(15.5)

파키스탄
(9.5)

크로아티아
(11.8)

소매용
의약품

303

448

673

최상위국
(비중)

베트남
(21.2)

베트남
(23.0)

일본
(21.5)

항생물질

162

258

262

최상위국
(비중)

일본
(28.1)

일본
(33.7)

일본
(27.7)

2

위

3

위

4

77

40

176

최상위국
(비중)

미국
(63.3)

푸에르토리코
(36.3)

터키
(65.5)

탈지면
거즈·붕대

26

41

72

최상위국
(비중)

미국
(24.2)

미국
(18.3)

미국
(16.4)

의료용품

40

49

59

최상위국
(비중)

태국
(15.0)

태국
(13.0)

태국
(17.5)

비타민

40

40

47

최상위국
(비중)

독일
(34.1)

독일
(30.8)

독일
(37.2)

장기요법의 선과
기타 기관

2

2

15

최상위국
(비중)

미국
(30.8)

미국
(19.6)

미국
(24.5)

5

위

6

위

7

위

위

9

위

’15년

전년대비 증감률

혼합 의약품

위

8

’14년

’07년

위

(단위: 백만불, %)

호르몬

3

6

14

최상위국
(비중)

일본
(52.8)

일본
(43.1)

일본
(30.5)

23.1

품목(국가)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40.3

94.7

29.2

0.2

12.2

7.5

8.5

11.6

3.2

3.9

2.9

11.3

2.2

7.1

0.8

24.4

0.6

0.8

931
헝가리
(18.5)

9.3

674
일본
(18.9)

-4.1

282
일본
(35.2)

80.4

197
터키
(77.8)

5.0

75
중국
(17.3)

-6.0

66
태국
(13.7)

15.3

51
독일
(38.2)

53.7

19
미국
(28.2)

-3.7

15
일본
(20.9)

우리나라 의약품 각 품목의 수출 상위국은 미국·독일과

소매용 의약품의 수입 최상위국은 과거에는 독일이

일본·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수출국

었으나 최근에는 미국이 차지하였고, 인혈·백신·미생물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배양체의 수입 최상위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약품 수입을 보면 최·차상위 품목이 의약품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수입이 집중되는 양상을

우리나라 의약품 각 품목의 수입 상위국을 보면 대체적

보이고 있다. 수입 최상위 품목은 지속적으로 소매용

으로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 수입국 다양화를 모색

의약품이며, 수입 차상위 품목은 큰 폭으로 성장(연평균

해 볼 필요가 있다.

13.9%↑)하고 있는 인혈·백신·미생물배양체가 차지
하고 있다. 한편 혼합 의약품은 성장세를 보이는 타 품목
들과 달리 감소(연평균 13.5%↓)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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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15년 기준 우리나라 주요의약품 수입 품목별 추이 및 최상위국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9

위

(단위: 백만불, %)

’14년

’07년

’10년

소매용
의약품

1,748

2,314

3,093

최상위국
(비중)

독일
(14.8)

독일
(14.8)

미국
(17.4)

인혈·백신
미생물배양체

488

727

1,311

최상위국
(비중)

미국
(38.7)

미국
(28.7)

미국
(34.3)

의료용품

144

154

224

최상위국
(비중)

독일
(17.1)

미국
(19.8)

독일
(14.7)

’15년

전년대비 증감률

항생물질

214

239

211

최상위국
(비중)

중국
(34.4)

중국
(44.6)

중국
(47.1)

비타민

95

154

122

최상위국
(비중)

중국
(32.1)

중국
(43.2)

중국
(35.0)

혼합 의약품

298

184

92

최상위국
(비중)

프랑스
(28.9)

일본
(30.1)

중국
(18.1)

탈지
거즈·붕대

48

58

83

최상위국
(비중)

미국
(41.2)

중국
(39.0)

중국
(39.5)

장기요법의 선과
기타 기관

31

39

57

최상위국
(비중)

미국
(50.5)

미국
(54.0)

미국
(52.0)

호르몬

31

31

49

최상위국
(비중)

중국
(21.3)

중국
(33.2)

중국
(33.7)

Ⅲ. 의약품 세계 수출입과 국내 수출입 분석

14.4

품목(국가)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56.5

-5.9

26.9

5.6

4.3

-1.0

4.0

-1.8

2.6

9.7

1.8

1.4

1.6

2.0

1.3

14.4

0.9

-3.3

2,911
미국
(17.9)

20.1

1,384
미국
(32.1)

-1.1

222
미국
(17.6)

-0.3

207
중국
(51.1)

-2.6

134
중국
(36.0)

1.9

94
중국
(21.3)

7.9

85
중국
(40.4)

4.7

66
미국
(54.4)

1.1

48
중국
(30.2)

의약품 수출시장에서도 소매용 의약품이 수출 최상위
품목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혈·백신·미생물배양체의

1. 세계의 수출과 한국의 수출입 분석

수출이 가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편 항생물질은 우리

1) 세계 수출 상위품목과 한국의 수출입 상위품목3)

나라 의약품 수출시장에서 과거에는 약 20%, 최근에는

세계 의약품 수출시장에서 수출 최상위 품목은 소매용

감소하여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세계 의약품 수출

의약품으로 약 60%를 차지하지만 수출비중은 점차 감소

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약 2%)과 비교하면 상대적

하고 있고, 수출 차상위 품목인 인혈·백신·미생물배양

으로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의약품 수입

체는 수출비중이 지속 증가하며 성장하고 있다.

시장 역시 세계 의약품 수출시장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세계 의약품 수출시장 추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3) <참고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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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의약품 세계 수출 상위국과 한국의 수입국 순위

(단위:억불, %)

’07년
세계 수출 상위국
국가

금액(비중)

1위

독일

(14.9)

2위

벨기에

(12.8)

3위

스위스

(9.7)

4위

미국

(9.1)

5위

영국

(7.9)

6위

프랑스

(7.7)

7위

아일랜드

(5.5)

8위

이탈리아

(4.3)

9위

네덜란드

(4.2)

10위

스페인

(2.7)

’10년
세계 수출 상위국

한국수입국
순위(금액)

국가

금액(비중)

546

2위
(3.9)

독일

(14.4)

468

11위
(0.8)

벨기에

(11.2)

354

7위
(2.1)

스위스

(10.8)

332

1위
(5.0)

미국

(9.8)

291

3위
(2.8)

영국

(7.6)

282

5위
(2.4)

프랑스

(7.6)

202

10위
(0.9)

아일랜드

(7.1)

156

6위
(2.1)

이탈리아

(3.9)

154

17위
(0.5)

네덜란드

(3.1)

97

12위
(0.7)

스페인

(2.6)

’14년
한국수입국
순위(금액)

세계 수출 상위국
국가

금액(비중)

652

2위
(5.2)

독일

(14.9)

508

10위
(1.1)

스위스

(12.5)

488

4위
(3.1)

벨기에

(9.8)

445

1위
(6.0)

미국

(9.1)

344

3위
(3.2)

프랑스

(6.7)

343

8위
(2.5)

영국

(6.4)

321

9위
(1.3)

아일랜드

(5.5)

175

6위
(3.0)

네덜란드

(5.0)

139

14위
(0.6)

이탈리아

(5.0)

117

11위
(0.9)

스페인

(2.5)

2) 세계 수출 상위국과 한국의 수입 상위국 추이
세계 의약품 수출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지역은
독일·스위스를 포함한 유럽과 미국이며, 우리나라는
세계 수출 26위(’14년)를 차지하고 있다.

’15년
한국수입국
순위(금액)

한국수입국
순위(금액)

798

2위
(7.4)

2위
(7.1)

670

4위
(3.2)

3위
(3.4)

524

12위
(1.3)

15위
(0.9)

486

1위
(10.9)

1위
(10.7)

358

5위
(3.1)

7위
(2.9)

342

7위
(2.8)

8위
(2.7)

295

9위
(2.4)

10위
(2.4)

268

18위
(0.7)

17위
(0.8)

266

3위
(3.4)

5위
(2.9)

133

10위
(1.7)

11위
(1.3)

2. 세계의 수입과 한국의 수출 분석
1) 세계 수입 상위품목과 한국의 수출입 상위품목4)
세계 의약품 수입시장에서 수입 최상위 품목은 소매용
의약품으로 약 60%를 차지하지만 수입비중은 점차 감소
하고 있고, 수입 차상위 품목인 인혈·백신·미생물배양

세계 의약품 수출 상위 4위국 미국과 최상위국 독일이

체의 수입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계속 우리나라 의약품 수입 최·차상위국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의약품 수출 차상위국인 스위스는 세계 수출과

세계 의약품 수입시장 추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우리나라 수입에서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영국

의약품 수입시장에서도 소매용 의약품이 수입 최상위 품

은 세계 수출과 우리나라 수입에서 모두 약세를 보이고

목을 차지하는 가운데 인혈·백신·미생물배양체의

있어 세계 의약품 수출시장의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혼합 의약품은 세계
수입과 우리나라 수입에서 모두 감소하며 약세를 보이고

세계 의약품 수출 상위 3국의 수출 상위품목을 보면

있다.

모두 소매용 의약품을 다량 수출하고 있으며 인혈·
백신·미생물배양체 수출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시장 역시 세계 의약품 수입시장과

우리나라 역시 세계 의약품 수출 상위국가들의 수출추

마찬가지로 소매용 의약품과 인혈·백신·미생물배양

세와 비슷한 수입추세를 보이고 있다.

체가 수출 최·차상위 품목을 차지하고 있으나, 세계
의약품 수입시장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소매용 의약

4) <참고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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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의약품 세계 수입 상위국과 한국의 수출국 순위
’07년
세계 수입 상위국
국가

금액(비중)

1위

미국

(14.1)

2위

독일

(10.8)

3위

벨기에

(10.6)

4위

프랑스

(5.8)

5위

영국

(5.5)

6위

이탈리아

(4.8)

7위

스위스

(4.4)

8위

네덜란드

(4.3)

9위

스페인

(3.2)

10위

캐나다

(2.8)

(단위:억불, %)

’10년
한국수출국
순위(금액)

세계 수입 상위국
국가

금액(비중)

535

2위
(0.9)

미국

(13.8)

410

4위
(0.5)

독일

(10.1)

401

73위
(0.0)

벨기에

(8.9)

220

42위
(0.0)

프랑스

(6.1)

208

47위
(0.0)

영국

(5.2)

181

6위
(0.3)

이탈리아

(4.6)

167

20위
(0.1)

스위스

(4.0)

164

30위
(0.1)

일본

(3.7)

121

37위
(0.0)

스페인

(3.2)

105

75위
(0.0)

네덜란드

(2.7)

’14년
한국수출국
순위(금액)

세계 수입 상위국
국가

금액(비중)

647

8위
(0.4)

미국

(13.5)

474

7위
(0.4)

독일

(9.1)

418

97위
(0.0)

벨기에

(7.6)

283

37위
(0.1)

영국

(6.2)

244

86위
(0.0)

프랑스

(5.8)

216

11위
(0.3)

스위스

(4.5)

187

27위
(0.1)

이탈리아

(4.4)

173

1위
(1.9)

일본

(3.7)

152

35위
(0.1)

중국

(3.4)

124

54위
(0.0)

네덜란드

(3.1)

’15년
한국수출국
순위(금액)

한국수출국
순위(금액)

754

8위
(0.6)

9위
(0.6)

506

6위
(0.6)

8위
(0.6)

427

33위
(0.1)

46위
(0.1)

348

32위
(0.1)

39위
(0.1)

325

29위
(0.1)

18위
(0.3)

252

38위
(0.1)

13위
(0.4)

247

9위
(0.6)

12위
(0.5)

208

1위
(2.6)

1위
(3.7)

189

2위
(1.5)

3위
(1.8)

173

16위
(0.2)

19위
(0.3)

품은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시장에서 수출비중이 약 30%

대체로 미국 및 유럽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

에 그쳐 세계 소매용 의약품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과 큰

상위국은 주로 일본·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가 차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고 있어 대아시아 수출 집중을 넘어 의약품 최대 수입
시장(미국·유럽)으로의 수출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세계 수입 상위국과 한국의 수출 상위국 추이
세계 의약품 수입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지역은 수입

세계 의약품 수입 상위 3국의 수입 상위품목을 보면

최상위국인 미국과 독일·벨기에를 포함한 유럽인

미국·벨기에는 소매용 의약품과 인혈·백신·미생물배양

가운데, 세계 수입 상위 3국의 수입비중은 점차 감소

체가 수입 최·차상위 품목으로 특히 인혈·백신·미생물

하고 있으나 일본·중국의 수입비중은 증가하며 강세를

배양체 수입비중 증가가 가시적인 상황에서 최근 우리나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세계 수입 23위(’07년)

는 양국으로 소매용 의약품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였으나 순위가 상승하여 세계 수입 20위(’14년)를 차지

벨기에로는 인혈·백신·미생물배양체 수출비중도 증가

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타 상위국과 달리 비타민과 호르몬이
수입 최·차상위 품목이며 우리나라 역시 이에 부응하여

세계 의약품 수입 상위 10국 중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
상위

독일로는 비타민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10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과거 미국·독일·이탈

리아 등 3국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일본·중국이 포함

이와 같이 세계 의약품 수입 상위국의 수입 상위품목

되며 5국으로 증가하며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시장의

및 추세 변화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수출

확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세계 의약품 수입 상위국은

전략 수립을 통해 수출 확대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www.kpma.or.kr

40

KPMA Brief｜2016. 5. Vol. 08

Ⅳ. 마치며

는 악화되어 왔으나 최근 수출 증가와 수입 정체로 무역
수지가 소폭 개선되는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국내 의약품은 국가 미래산업으로 지정되어 국제기준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수준까지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맞춤형
지원, 제도 개선 및 국가별 정보 제공 등을 시행하여 내수

의약품 수출입은 상위 2~3위 품목에 집중되고, 대상국

활성화 및 수출 증진을 도모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의약

의 경우 수출은 아시아 국가, 수입은 미국·중국에 집중

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 품목·국가 모두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세계 의약품 수출입 시장에서 강세·

현재 의약품 수출입은 우리나라 총수출입 부진과 상관

약세를 보이는 품목·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추세 조사를

없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액이 수출액을

통해 세계 시장 트렌드 변화를 인지하여 이에 부합하는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수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전략을 활용하는 등 무역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참고그림 의약품 품목별 세계 및 우리나라 수출입 추이
’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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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광고 규제에 대한 제언
임혜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Ⅰ. 국내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의 특수성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약사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서는 식약처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는 한 전문의약품

의약품 광고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표시·광고를 규율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광고에 대해서도 일반 의약품 광고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의약품 광고에 대해서는 의약
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다 세부적인 기준들을 규정

반면,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제약회사의

하고 있는 약사법령을 보다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검토

전문의약품 광고와 관련하여 규제당국이 실제로 약사법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으로 문제를 삼은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전문
의약품 광고에 대한 약사법령의 규정 및 그에 대한 식약

약사법령상 의약품 광고 규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처의 해석과 실제 제약업계의 이해 및 관행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68조의 2(광고의 심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 제78조(의약품등의 광고 범위 등): 광고 매체/수단(제1항),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금지(제2항)
- 제79 ~ 82조: 광고 심의
- [별표 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덧붙여, 약사법령의 의약품 광고 규정에 사용된 다양한
규범적 용어와 표현의 해석에 대하여 규제당국의 명확한
기준이나 예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그 해석 및 적용에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규제당국의
판단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의약

위와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CP 관점에서 전문의약

품에 대한 대중광고가 엄격히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품 광고를 다룸에 있어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다양한

전문의약품에 대한 직접적인 대중광고 뿐만 아니라 대중

논점을 접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전문의약품 광고와

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 질병 등으로 나타내어 암시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서 논하

하는 광고 또한 금지되고 있습니다.

고자 합니다.

또한, 약사법령은 광고심의에 있어서의 차이를 제외
하고는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의
약품 광고와 일반의약품 광고를 구분 없이 동일하게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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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주요 법적 쟁점

그런데 위와 같은 자료들도 그 내용상 허가사항에 명시
된 적응증, 부작용, 주의사항 등의 범위를 넘어서 해당

1. 전문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암시광고 관련

전문의약품을 광고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그 전문의

(1) 전문의약품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약품을 처방받지 않은 일반 환자들에게 노출되는 경우에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일간지 등에서도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시 등 전문의약품 관련 기사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에 대한 보도자료를

이와 관련하여, 처방 환자용 설명서에 제품명이나

언론기관에 배포하여 기사화되는 경우, 이를 전문의약

회사명을 표시하는 것은 대중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는

품에 대한 대중광고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견해가 있으나, 본 자료에는 제품명과 회사명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환자들의 안전한 복용을 위해서 더 바람직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제약회사가 언론기관에

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사 게재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직·간접적으로 지급
하는 경우에는 명확히 광고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또한, 제약사가 본 자료를 일단 의료기관에 전달한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이라면

이후에는 그러한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몫이

그러한 보도자료는 어디까지나 취재의 참고자료일 뿐

므로 제약사의 임직원이 직접 일반 환자들에게 배포하거나

기사화 여부 및 기사 내용 등을 결정하는 것은 언론기관

일반 환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 두지

이라는 점에서 제약회사의 보도자료 배포 자체를 의약품에

않은 이상, 의료기관에서 해당 자료가 일반 환자들에게

대한 광고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출되더라도 제약사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식약처는 무가 일간지에 전문의약품에 대한 보도자료
를 배포하여 기사가 게재되도록 한 것을 기사형식의 대중
광고로 의율한 바 있습니다.1) 식약처의 이러한 해석과

(3) 전문의약품에 대한 암시광고

1) 관련 규정

관련하여서는, 무가 일간지를 제외한 다른 대중매체도
일반 대중에게 노출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대중
매체에 대한 전문의약품 관련 보도자료 배포가 전부 금지

규칙 별표 7
제2호 러목

대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 질병 등으로
나타내어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대중에게 노출
되는 언론매체라도 매체의 종류 및 특성 등에 따라서 그
게재에 대한 대가 지급이 강하게 의심되는 무가 일간지의

2) 환자에 대한 질환교육자료 배포
제약회사가 환자들의 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경우에만 보도자료 배포가 금지된다는 것인지 의문이

기 위하여 자사 제품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질환교육

남습니다.

자료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에서 인쇄물로 또는 웹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전파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기사

사이트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배포하는 경우, 해당
(2) 처방 환자에 대한 정보 제공

자료의 작성 및 배포 주체를 표시하기 위하여 회사명

제약사가 자사 전문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에게

또는 회사 로고를 기재하는 것이 전문의약품에 대한

자사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 및 적절한 사후관리 등을

암시광고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하여 의약품에 대한 환자용 설명서를 배포하는 경우
들이 있습니다. 약사법령에 따라 신약 등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질환과 회사명

그 품목허가를 위해서 환자용 사용설명서를 포함한

또는 회사 로고가 함께 노출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위해성 관리 계획”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전문의약품이 암시될 수 있으므로, 전문의약품에
대한 암시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1) 식약처의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78조 관련” 한국제약협회 협조 요청(2010. 3.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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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용 소책자에 회사
명, 제품명, 제품로고를 삽입하는 등 전문의약품 관련

2. 미허가 사항에 대한 광고
(1) 관련 규정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2)
다만,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는, 제약사가
환자들을 위한 질환교육자료를 일절 제작, 배포할 수
없거나 그러한 자료를 배포하더라도 작성 및 배포
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유령 자료만을 배포할 수 밖에

규칙
별표 7
제2호
가목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담당 의사를 5분 이상 마주하기 어려운

제품의 명칭ㆍ품질ㆍ제조방법ㆍ용법ㆍ용량ㆍ효
능 또는 성능 등에 관하여 법 제31조 또는 법 제42
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내용이
나 의학적ㆍ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
며, 연구자의 성명ㆍ문헌명과 발표 연월일을 구체
적으로 밝혀야 한다.

국내 진료현실을 고려할 때 제약사가 제공하는 질환
교육자료는 환자들의 질환에 대한 이해 및 관리에 큰

(2) 미허가 사항 광고의 범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질환교육자료의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작성 주체를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자료 내용에 대한

사항 외의 광고”의 범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신뢰성 및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광고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

규정을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면 허가 사항에

수한 질환교육자료라면 그 작성 주체인 제약사를 표

반영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모두 미허가 사항으로 볼 수

시하는 정도는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그 보다 완화된

3) 질환캠페인을 통한 암시광고
전문의약품의 적응증에 대한 대국민 질환캠페인을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허가받은 적응증,

광고하면서 후원사로 관련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않는 이상 미허가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은

제약사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역시 전문의약품에

것 같습니다.

복용대상 등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허가사항과 모순되지

대한 암시광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서 전문의약품의 암시광고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예외 인정의 범위

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3)

미허가 사항 광고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
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의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련 질환이나 캠페인
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소 유연한 해석이 필요한 것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
합니다.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공공기관과 사기업들
(관련 제약사들도 다수 포함)이 후원에 참여하는 대

식약처는 국내·외 학술지 등에 게재되지 않은 임상

규모의 공익적인 대국민 질환 캠페인의 경우, 해당

시험결과는 이 규정에서의 광고 가능 대상으로 인정될

캠페인에 대한 광고 및 홍보 자료에 관련 질환을 적응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4)

증으로 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사들을
후원사로 표시한 것만으로 전문의약품의 암시광고
로 규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위 의견에 의하면 학술지에 게재되기 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임상연구결과는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공인된 학술대회에서 발표

2) 2010. 6. 22. 게시 식약처 민원상담 답변 참조
3) 2006. 6. 1. 및 2010. 6. 22.자 식약처 민원상담 답변 참조
4) 2010. 6. 22. 식약처 민원상담 답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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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료라면 근거문헌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제약

(2) 의료전문가들의 임상사례 공유

업계 관계자분들도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의 체험담 이용 광고가 금지
됩니다. 그런데, 제약회사가 자사 전문의약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의료전문가 대상 전문의약품

의료전문가들의 실제 임상사례를 제품설명회 또는 판촉

광고에 대해서는 미허가 사항 광고의 예외 인정 범위를

자료 등을 통해서 다른 의료전문가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다소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정

위 규정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상연구결과가 공인된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되기
까지는 통상 최소 1~2년이 소요되므로 학술대회에 참석

공인되지 않은 특정 임상사례들이 의료전문가들에게

하지 못한 국내 의료전문가들에게 최신 임상연구결과를

무분별하게 전달되는 경우 의료전문가들의 오인을 야기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학술대회에서

할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

발표된 자료라면 그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여 의료전문가

전문가들이 전문의약품에 대한 임상사례를 서로 공유함

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으로써 환자 진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의료
전문가들은 그 내용을 적절히 취사선택할 수 있는 전문가

3. 사용결과 표시 또는 암시 광고
(1) 관련 규정

라는 점에서, 그러한 임상사례가 신뢰할 수 있는 진료
데이터를 근거로 과장 없이 정확하고 균형 있게 전달된다면
허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규칙
별표 7
제2호
다목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
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
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를 하지 말 것

III.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의 향후 과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약사법령은 의료전문

(2) 공인된 임상 연구결과의 인용

가에 대한 학술적, 교육적 정보 전달과 광고를 구분하지

위 규정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의약품의 효능이나 성능

않고 있으며, 의료전문가에 대한 전문의약품 광고를

을 광고할 때에 의약품 사용 전후의 비교를 할 수 없게

일반의약품에 대한 광고와 동일하게 규율함으로써, 관련

되는데, 대부분의 임상연구결과가 의약품을 사용하기

규정을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의료전문가에

전과 후의 환자의 임상적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는 점에서

대한 학술적, 교육적 정보 전달이 상당히 제약될 수 있습

그러한 임상연구결과를 인용하는 것이 전부 금지되는 것

니다. 또한, 의료전문가로서 의약품 선택에 참조할 수

인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는 허용될 수 있는지가

있는 유용한 정보의 전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명확합니다.
그러므로,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의약품 광고
의약품 사용 전후를 비교한 임상연구결과를 의료전문

에 대한 규제는 다른 선진국들의 규제 현황 및 업계 실정

가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일절 금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

할 수 없는바, 위 규정에 대해서도 공인된 임상연구결과

니다. 아울러, 제약사들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관련

를 정확하게 인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약사법령상 금지되는 전문

있습니다.

의약품 광고에 대한 규제당국의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과 사례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체험담 이용 광고
(1) 관련 규정
규칙
별표 7
제2호
바목

사용자의 감사장(感謝狀)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
나 구입ㆍ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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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의 CP 경영 활동 동향
- 동아ST의 Compliance Program(이하, “CP”)을 중심으로 소순종
동아ST CP관리실장

지난 2007년 9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Ⅰ. 동아ST의 CP History

도입한 이후, 동아ST는 현재까지 ‘사회정의에 따라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모토로 공정거래 자율

동아ST는 CP 도입 첫 해인 2007년에 CP 운영 규정

준수 문화의 정착·확산과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의 실천을

과 자율준수 편람을 제정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업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스탠

최초로 4명으로 구성된 CP 전담 팀을 신설하고 CP 세부

더드 구축, 윤리적 문화 확산,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사내 자율준수협의제도의

목표를 가지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의 윤리경영의

운영과 CP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에

실천을 임직원들에게 전파하고, 이해관계자나 사회의

CP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2012년에는 공정

기대에 부응하는 윤리에 기반한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 창출

거래 자율준수를 확약하는 ‘자율준수서약서’를 전 임직원

및 지속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으로부터 수령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CP 전자결재

그림1 동아ST CP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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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동아ST Compliance 조직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업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CP운영의 기준과 절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에 ‘남윤인순법’ 시행에

차의 수립’, ‘자율준수편람’, ‘CP교육’, ‘CP의 지속적 개

CP팀을 CP관리실(12명으로 구성된 제약업계
최대 규모의 CP 전담조직)로 확대 개편하고 이사회에서

선 및 경영에의 반영’ 등의 분야에서 2015년 신청기업 중

맞추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대표이사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였습니다.

Ⅱ. 동아ST CP 경영 활동

1. CP 등급평가 진행 과정
동아ST는 2015년 7월 말에 공정경쟁연합회에 CP 등
급평가 서류 (‘CP 등급평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고,
9월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인 대표이사가 평가 담당 기관인

2. 동아ST의 CP 운영 사례
동아ST의 CP 운영 시스템은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자율준수 실천 의지 천명, CP 운영 기준 및 절차의 수립,
CP 교육 실행, 자율준수관리자와의 대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CP 모니터링, CP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자율준수 실천 의지 천명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여 면접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자율준수 실천 의지를 천명하기

그리고 10월에는 평가위원들이 동아ST를 방문하여 CP

위하여, 2014년 5월에 동아ST의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

운영 실태를 검증하는 방문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홀딩스의 최고경영자와 동아ST의 최고경영자가 모든

이와 같은 평가 과정을 거쳐, 2015년 12월 말에 공정거래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CP 준수를 기반으로 한 영업 및

위원회로부터 국내 전체 산업 중 최고 등급인 ‘AA’ 등급

마케팅 활동을 지시하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을 통보 받았습니다. 평가 지표 중, ‘최고경영자의 CP도

그리고 동아ST의 최고경영자가 본인이 자율준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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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동아ST CP 운영 시스템

사진1 영업부 지점 방문 교육

를 맡는 것이 사내 CP 문화의 신속한 정착을 위한 가장

상반기에는 최고경영자가 직접 17개의 모든 영업 지점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2014년 10월 이사회에

방문하여

서 스스로 본인을 추천하여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되었

당부하였습니다.

CP 교육을 실시하고 CP의 철저한 준수를

습니다. 최고경영자가 자율준수관리자로서, 매주 임원
회의에서 각 임원들에게 CP 준수에 기반한 업무 활동 및

그리고 회사의 자율준수 실천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

임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매 분기마다 CEO의 CP

으로 실시하기 위해 매년 4월 10일을 ‘자율준수의 날’로

2015년

정하여 윤리경영을 사내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메시지를 전 임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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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전략문서, 교육문서, 운영규정, 윤리경영핸드북

있습니다. ‘자율준수의 날’에는 전 임직원이 참석하여,

3) CP 교육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교육을

제출,

CEO의 CP 메시지 전달, 전 임직원의 자율준수서약서
CP 우수직원 시상 등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업윤리 브리프스에 소개

교육 직후에 CP Test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되기도 하였습니다.

분석하여 CP 시스템과 차기 교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오프라인 집체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10년

교육 이외에 온라인 교육, 화상 교육, 1대1 교육, 소그룹

에 제약업계 최초로 ‘소비자 만족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교육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입하였고, 소비자 지향적 경영 문화 확산 및 소비자

그리고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규정 위반자, 교육

권익 증진 노력을 인정 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 참석자 및 신입사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제약회사 최초로 3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CCM:

자율준수관리자가 정기 교육 직전에 해당 지점 관리자들과

Customer Centered Management) 기업’으로 선정

면담을 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자와 1대1 면담을 실시

되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CP 문화 확산을 위해, 동아쏘시오
그룹 내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게 CP 교육을 실시하고

2) CP 운영 기준 및 절차

CP의 미션과 목표 그리고 운영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하여, 동아ST는 CP의 Vision,
Mission, Goal, Strategy, Principle이 반영된 ‘CP

있습니다.

4) ‘자율준수관리자와의 대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영업 현장과의

Communication을 강화하여 CP

전략문서’와 교육시스템의 비전 및 교육훈련 규정과 교육

리스크를 조기 발견하고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임직원

계획서 등이 명시된 ‘CP 교육전략문서’ 및 일상 생활에서

들과 자율준수관리자와의 온라인 대화 시스템을 구축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지침인 ‘윤리경영 핸드북’을 제작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CP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질의,

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CP 운영에 대한 기준과

업무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 시장 동향, 자사 및 타사의

절차를 제시한 ‘CP운영규정’과 영업의 기준을 제시한

CP 위반 사례 고발 등의 내용으로 매일 평균 10~15건의

’CP행동강령’, 세부적인 영업지침서인 ‘CP가이드라인’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글이 게시되면 당일에 바로

을 제작하고, 이러한 CP운영규정, CP행동강령, CP가

답변을 하는 등 꾸준히 사후관리를 한 결과, 현재는 동아

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 CP 관련 유권해석 및 사례,
Check-List 등 CP 관련된 중요 내용이 수록된 ‘CP 자율

ST의 가장 활발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준수편람’을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임직원에게

5) CP Monitoring

배부하였으며, 영업현장에서 직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동아ST는 모든 영업 행위에 대하여 CP 전자결재 시스템

있도록 ‘MR CP포켓북’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을 통하여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2015년
기준 총 33,652건). 그리고 사후 모니터링으로써,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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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자율준수관리자와의 대화’ 시스템

전산 상의 모든 회계 마감자료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

가 직접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시상 및 제재 결과는

하고(2015년 기준 총 228,582건), 영업 지점을 방문

해당 임직원의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여 모든 회계마감 실물 자료(영수증)를 실사하고 있습
는 현장 실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CP관리실에

3. CP 운영의 효과
CP 준수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서 매월 CP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직원들이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의한 영업활동에 대한

CP 관련 부서의 관리자들로 구성된
사전업무협의체인 자율준수협의회(DCPC: Dong-A
ST Compliance Committee)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고 윤리적 마음가짐을 함양함으로써,
니다. 또한, 임직원들이 CP를 준수하면서도 영업 실적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촉물의 투명한

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CP를 토대로

구매와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내 인트라넷에

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판촉물 구매 통제 시스템(MPS: Marketing Promotion
Product Service)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2015년도에 CP의 철저한 준수

니다. 모니터링 결과 CP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

대표이사와 사내

Clean company로서의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졌습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
로 인하여 매출이 약간 감소하였지만 판촉비가 대폭 감소

6) CP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됨으로써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CP 모니터링 결과 CP 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그 동안의 CP 준수 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과 2015년

‘CP 위반 제재 규정’에 의하여 인사 제재를 하고 있습
니다. 본 규정에는 CP 위반 금액 및 횟수에 따른 명확한

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하면서, 동아ST가
모범적인 CP 운영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징계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위반 직원 뿐만 아니라

되었으며, 이에 힘입어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쉽을

상위 관리자까지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맺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CP 우수 직원, 팀, 지점에게 분기별로 자율준수관리자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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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판촉물 구매 통제 시스템

Ⅲ. 동아ST CP의 나아갈 길
최근 국내 제약회사들의 글로벌 진출이 점차 활발해지
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산업에서 윤리경영 확립은 필수
전제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동아ST는 이와 관련
하여, 윤리경영의 범위를 보건의료전문가와 관계된 활동
에만 한정하지 않고. 기업의 법적 책임과 더불어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광의적 의미의 선진화
된 윤리경영을 실천할 것입니다. 또한, 동아ST는 회사
의 윤리경영 확립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룹 계열사와 협력
업체, 더 나아가 제약산업 전체의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Compliance Program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 표준인 ISO 19600(윤리 경영 시스템)
과, 올해 9월 시행될 예정인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에 맞추어,

ISO 37001(반부패 경영 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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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의약품 시장 및 제도 현황
최정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카자흐스탄 지사장

Ⅰ. 개관

범위 내에서 단일 의약품 및 의료제품 시장의 기능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추가적 협정이 체결될 계획이다.

2015년 1월 1일, 유라시아 경제연합(EEU 또는
EAEU)이 공식 출범하였다. EEU의 설립으로 러시아와
CIS국가 간의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달러, 물량 기준으로는 54억 개(포장), 의약품 평균 소비량

되며, 참여국들 간의 본격적인 경제통합이 이루어진 이후

에서는 국민 1인당 연평균 의약품 소비액 240 달러를 기록

2030년 경에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총 GDP가 현재
보다 1조 달러 규모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

했다.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러시아 의약품

한다. 이들 참여국들은 상호간 협력을 통해 호혜적 이익

감소를 나타내는데, 이는 러시아 경기침체 및 루블화

창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

약세에 따른 수입의약품 시장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각국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의 통합을 향한 움직임이

러시아 내 의약품 개(포장)당 평균 가격은 5.4 달러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EEU 국가들 간, 단일 의약품 및

단일 경제권 내에 있는 카자흐스탄의 3.4 달러 및 벨라

의료제품 시장의 형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향후 EEU

루스의 2.1 달러를 상회한다. 의약품의 소비량은 국가

그림1 러시아연방 제약시장의 규모

러시아 제약시장의 규모는 2014년 결산기준 3백 45억

시장은

2014년에 이르러서는 달러화 기준으로 성장률

(단위 : 10억 달러)

자료 : Deloitte & Touche Regional Consulting Services Limited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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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체계 및 보험제도의 의약품 공급 정책 발전도의

특성상 의약품 가격도 증가 추세에 있다.

영향을 크게 받는다. 기존 선진국들에서는 정부 또는 보험
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의약품 보조금의 비중이 60~70%
수준인데 반해, 이들 공동체 내 국가들의 경우 25~38%

Ⅱ. 러시아 의약품 시장 현황

에 머물고 있다.
러시아는 정부의 사업, 의료발전을 위한 R&D 기금
러시아를 비롯한 이들 단일경제구역 내 제약시장의 공통

증액 등 전 세계 제약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 속도를

적인 특징은 전체 시장규모 대비 높은 수입의존도이다.

보이고 있는 시장 중 하나이다. 러시아 제약시장은 연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모두 의약품의 수출량

하였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의약품이 국내에서 제조되어

10%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5년 66억
달러에서 빠르게 성장하여 2011년 약 206억 달러,
2012년 232억 달러로 평가 되었다. 2013년 기준, 세계
7위의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CAGR 9.5%로 성장하여 464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2009년 PharmMed 2020 이라 불리는 연방 목표 프로
그램(Federal Target Program, FTP)을 개발하여 신약
R&D에 투자되는 기금을 큰 폭으로 증액시키는 등 의료
산업 발전의 기회를 조성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0년
까지 제약시장의 내수 비중을 50%, 국내 신약의 비중을
6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5년까지 신약
개발 R&D센터 6곳, 2020년까지 10곳 설립을 목표로

국가 입찰에 이용될 수 있도록 수입 의약품의 등록과

하고 있다.

보다 수입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순수입국으로 분류된다.
자국 국민들이 소비하는 전체 의약품 중 75%(금액기준)
가 수입산 제품들로, 2014년 러시아의 의약품 수입액은

1백 2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의
수입액은 각각 16억 달러, 8억 달러였다. 반면, 러시아
의 의약품 수출규모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2014년
전체 의약품 대외 무역량의 4,6%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4년 6월 27일 브뤼셀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EU간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
한편, 우크라이나는

유통을 제한하는 VAT와 관세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EU 경제협력협정으로 10년간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
하고, 비관세장벽은 EU 수준에 맞게 앞으로 5년 이내에
개정할 예정이다. 금액기준 수입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은

러시아의 EDL(Essential Drug List)은 주로 제네릭

2010년 EDL에 등재된 제네릭은
의약품 매출의 약 35%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약 30%는

으로 구성되는데,

63%, 현지생산 의약품은 36.7%이나, 양적기준으로는
현지생산 의약품이 71.6%로 수입산 의약품 가격이 크게
높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이후 현지화 가치가 급격히

는 이를 이용하여 손쉽게 단기간에 제네릭 제품 출시가

하락하면서 수입산 의약품 비중이 큰 우크라이나 시장

가능하다. 또한,

해외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었다. 유럽과 달리 신약에
관한 임상 데이터가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제네릭 제조사

2010년 발효된 법률에 따라 일부의

그림2 우크라이나 수입산 및 현지산 의약품 시장점유 현황

자료 : Apteka.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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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제네릭이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러시아에서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두통, 알레르기,

신규 유효 의약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

불면증, 체중증가, 감기 등의 질병에 대한 의약품의 자가

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의약품이 등록되기 전에

투여를 선호한다. 인구의 약 70% 가량이 의사의 자문

러시아 시장에 출시되는 제네릭은 이론상 오리지널 의약

이나 처방 없이 해열제를 비롯한 감기약, 인후통약, 진통제

품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의약품(OTC)
광고 금지가 폐지된 후, 2009년 OTC 의약품과 화장품

러시아의 바이오의약품은

2008년 기준, 전체 제약

시장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내 제조
사의 점유율은 단 2%에 불과하다. 1992~1998년 동안
러시아의 지역 해체 이후 전체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량은

은 약국 수익의 약

75%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OTC 의약품과 처방약은 매출규모로는 각각
판매시장의 51%와 49%를 차지했으며, 수량기준으로
는 각각 73%와 27%를 차지했다.

과거에 비해 약 4배 감소했으며, 혁신 신기술의 감소로
국내 제조사의 과반수는 기존 기술과 제네릭의 재현에 종사

러시아 내 제약 산업에 있어 지적재산권의 보호규정은

하는 등 대다수 국내 바이오의약품은 다국적기업(MNC)

잘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지적재산권 보호의 규제기관은

에 비해 노후화되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2005년 이후

연방특허청이다.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개발

생명공학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연방프로

및 상용화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중 상표등록의 경우,

그램을 통해 정부의 기금지원을 늘리며, 국가 제약업과

국가 등록이 필요하며 독점 유효기간은 10년, 또한 10년

10개년

주기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상표등록에는 등록자

계획 ‘2015 러시아 생명공학 발전(Biotechnological

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회사가 먼저 상표등록을 할 가능성

Development in Russia until 2015)’을 출범시켜, 생명
공학 혁신을 위한 특별경제구역(SEZ), 바이오단지, 생명

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제네릭 의약품 제조를 위해서는

공학 정보센터 등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자와 계약체결이 필요하다. 특허는 판매 권리를 부여하

바이오의약업의 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국가

해당 기업이 모든 시험 결과를 새로 작성하거나 자작권
지만 데이터독점권은 보장하지 않으며 의약품의 경우,

표1 러시아연방 상업 제약시장 부문 내 ATC 코드별 완제 의약품 판매 구조
금액기준

물량기준

단위(10억 루블)

점유율(%)

단위(10억개:포장)

점유율(%)

A:소화관 및 대사

89.0

19.3

789.6

17.8

R:호흡기계

58.5

12.7

632.4

14.3

C:심혈관계

56.7

12.3

457.4

10.3

N:신경계

54.7

11.8

817.9

18.5

J:전신작용 항감염제

35.7

7.7

285.8

6.5

M:근골격계

35.6

7.7

297.0

6.7

G: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34.2

7.4

81.9

1.9

D:피부과

28.4

6.1

460.9

10.4

L:항종양제 및 면역조절제

19.4

4.2

79.9

1.8

B:혈액 및 조혈기관

15.7

3.4

128.5

2.9

ATC 미분류 의약품

14.7

3.2

219.6

5.0

S:감각기관

12.0

2.6

106.5

2.4

H:전신성 호르몬제제(인슐린제외)

2.9

0.6

27.8

0.6

V:기타

2.7

0.6

20.8

0.5

P:구충제, 살충제 및 기피제

1.4

0.3

20.4

0.5
자료 : DSM Group 및 DAMU 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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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성분, 합성방법, 제형 제조방법, 적응증 등이

8.7% 감소하였다. 분석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제약

특허보호의 대상이 된다. 국제특허가 러시아 내에서

시장이 아직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아 향후 수년 동안

적용되긴 하지만 별도로 특허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강력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환율

제네릭 약가는 일반적으로 오리지널보다 낮으나(최대

불안과 함께 정부의 예산 긴축운영, 정치 및 경제 불안 등

50%), 약가 책정 관련 법규는 따로 없으며, 필수의약품

은 우크라이나 제약시장의 발전을 단기적으로 저해할 것

의 경우 공장가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 때, 비슷한

으로 보인다.

INN의 약가를 초과해선 안된다.
우크라이나에서는

2013년 기준 약 1만 4천여 종의

러시아내 수입되는 모든 외국 의약품 및 의료물질은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수입 허가를 득해야 하며 허가 등록을 위해서는 러시아

은 전체 판매 의약품 중 약 52%, OTC 의약품은 47%로

연방 보건감독국(ROSZDRAVNADZOR)에 제품

조사된다. 우크라이나 제약시장 판매액 중 약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품 등록을 위해서는 연방

우크라이나계 제약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인 반면,

28%가

보건감독청 주관으로 등록 심사와 임상 실험이 필요하며

외국계 제약사 의약품의 판매액은 약 72%에 달하는 상

등록 심사는 임상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 210일 기한내외로

황이다. ‘08년 이전에는 실질개인소득 증가에 따른 수입

결정되며 서류 및 생산 공정 심사와 샘플 테스트가 이루어

의약품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금융위기 중에

진다. 연방 보건감독청에 의약품이 등록된 후 수입허가

소비자들이 저렴한 국내산 의약품을 선호하게 되면서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처음 등록된 모든 의약품 인증은 5년

국내 의약품 생산이 급속히 발전했다. 이에 외국계 제약사

동안 유효하고, 그 후 갱신 시 승인 받은 의약품의 인증서

들도 대표 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단순한 의약품 판매에서

는 무한으로 유효하다. 수입 허가는 신청일 5일 이내에

벗어나 마케팅, 현지 제약사와의 제조 협력, 인수합병 등을

발행되어야 하며 수출에 앞서 러시아 인증 Gost-R 에 의거

시행할 수 있는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적합성신고서(Declaration

제약사 파르마크(Farmak)와 릴리(Lilly)의 재조합

of Conformity)가 제품

등록 서류, 수입 허가증 외에 필요하다. 신약 시판 허가

인슐린 제품 최종 생산 협력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규제당국에 러시아어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대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은 현지 판매

우크라이나 전체 시장에서 특허 의약품의 점유율은

대리점이나 컨설턴트의 법률자문을 거쳐야 한다. 인증

중동유럽 시장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8개월이며, 전체 등록과정을 완료
하는 데는 최대 24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 소요경비도

특허 의약품 부문은 2018년 70억 2천만 UAH(6억 8천만

상당히 높은 편으로, 이는 러시아 시장진출에 있어 가장

지난 수년간은 소득상승에서 비롯된 신약 시장의 성장이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유통업체 등 현지 바이어

제네릭 의약품의 성장을 추월하였으나, 최근 정치 불안과

들은 러시아 관련 인증이 있는 경우에만 상담을 할 정도로

경기침체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성장이 다시 커질

현지 인증 취득은 중요한 요소이므로 시장 진출을 위해서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기준 제네릭 의약품은 가액을

는 타깃 품목 선정 이후, 현지 마케팅 활동과 함께 러시아

기준으로 제약 시장의 83%를 차지한다고 보고되었으며,

인증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불법의약품

2018년까지 272억 UAH(26억 3천만 달러)에 달하여
전체 시장가액의 51%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득기간은 평균

및 가짜 건강보조제 등이 다랑 유통되면서 인증관리가

달러)로 전체 시장의

13.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되었다.

OTC 의약품의 경우, 2010년 기준 우크라이나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약 25%를 차지, 다른 CIS 국가들에
Ⅲ. 우크라이나 의약품 시장 현황
우크라이나의 제약 산업 규모는 2014년 기준 399억

1천만 UAH로 전년대비 10.2% 증가하였으나 달러화
40억 5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로 환산하면 ‘14년 기준

비해 낮은 비중을 보이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OTC 의약품의 품목을 대폭 줄이려 하는데 기인한다.
2010년에 발표된 보고에 의하면, 총 14,377개의 의약품
중 국내제품이 3,828이고, 수입제품이 10,539이며
우크라이나에서 사용이 허가된 OTC 목록은 2009년

55

표2 우크라이나 투여 및 내복용 의약품 (HS Code 3004) 수입 현황
HS Code

품목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중

30 04

피부투여 및 내복 의약품

2,463.99

2,881.20

2,597.85

2,091.78

100

30 04 90

기타 의약품(소매용)

1,694.0

1,984.0

1,838.6

1,443.9

69.0

30 04 50

비타민 제제

212.1

217.9

200.1

178.3

8.5

30 04 20

항생제

189.4

234.8

191.2

158.4

7.5

30 04 40

알칼로이드 제제

153.4

195.8

122.6

108.4

5.1

30 04 39

뇌하수체 호르몬 제제

87.2

108.4

92.9

78.9

3.7

30 04 32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제제

48.1

68.8

75.7

52.9

2.5

30 04 31

인슐린 제제

42.9

40.0

42.6

38.9

1.8
자료 : World Trade Atlas

11월 2일에 발표된 보고에 의하면 총 793개로 3,626개

강제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품목일 지라도 많은 기업들이

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시장 내 원활한 활동을 위해 임의인증을 받고 있다. 인증

우크라이나에서도 국민들의 자가 치료로 인한 의약품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국가 인증권한을 가진 시험기

판매가 전체 판매 의약품의 7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관 중 원하는 곳을 지정해 서류를 내고 제품을 평가 받는

높아 정부에서는 지정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방식으로 진행된다. 임의인증 발급의 경우, 비용 및 인증

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했다.

기간은 품목에 따라 다르며 기본 인증기간은 1년이다.
강제인증의 경우, 단수와 복수용의 인증 종류가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550만 달러

그 종류에 따라 획득절차, 구비 서류, 소요 기한 등에

규모로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은 차이가 있다. 인증서 발급 신청서류는 우크라이나어

20~30% 규모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며, 생균제, 백신,

로 작성해야 하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현지 바이어

혈청, 혈단백질, 항생제, 효소 등이 바이오의약품의

가 대행하거나 전문 브로커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생명공학시장은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데다 공식적인 통계마저
부재해 정확한 추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의약품 시장에서의 정부 구매
비중이

5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정부의 지원은

물론 규제가 매우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로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현지에서의 네트워크 구축이 확고한 제조사와의 파트너십

마찬가지로 제품 등록 및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우크라

(현지 공동 생산)이 시장 진출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나의 인증제도는 UKrCEPRO 하나이며 이는 강제/
임의인증으로 나뉘고, 품목과 발급비용에 따라 인증기간
이 달라지는 특징을 지닌다. 관할 기관은

DerzhStandart

(The State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rtification

and Metrolog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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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KPMA Brief｜2016. 5. Vol. 08

APEC의 의약품 규제 조화 활동 및 방향
이연주, 김명중, 김미리내, 장혜란, 오호정 (AHC사무국)
최영주, 김희성 (AHC,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

세계 의약품 시장은 2014년 1,082조원에 육박할 만큼

하고 파트너링이 활발해질수록 규제조화는 제약산업의

커다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 중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규제

약 19조원으로 전세계의 2%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의

조화를 통해 각 국가는 의약품의 수출 및 수입을 증가시킬

20%씩

수 있고, 의약품의 공동 개발 및 투자로 더 안전하고 유효

제약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의약품 수출이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서의

한 제품을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꿈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화’는 제약
산업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많은 제약사들이
이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APEC1) 21개 국가의 규제당국자들은 2005년
의약품 규제조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과학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선진화된 세계적인 가이드라인과 우수사례를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 기후 변화로 인한 신종 감염병의

통하여 규제 장벽에 공동 대응하고자 하였다. 규제조화는

출현 등으로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새로운

규제 간 차이 분석(갭분석) 및 교육, 지속적인 활동 공유를

의약품이 개발되면서 각 국가는 이에 관한 다양한 규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APEC 회원국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생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규제도 국가별로 서로

효율적인 규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위조약품과 불안전한

달리 적용하면서 규제조화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의약품의 분배를 막을 수 있는 공통화 된 기준을 사용함
으로써 안정화되고 효율적인 의약품 시장을 구축하기

제약업계에서 의약품 개발은 정부의 규제활동에 크게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좌우된다. 평균적으로 신약 개발에는 약 1조 3천억원의
비용과 15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다. 이를 투자한 기업은

우리나라는 의약품 규제조화 활동에 부응하고자

투자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의약품의 수출을 모색하지만

맞닿게 될 경우 더 큰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듯 제약

APEC 규제조화센터(AHC)2)를 2009년에 국제기구로
유치함으로써 국제적인 위상을 높인 바 있다. 또한 LSIF3)
산하기관인 RHSC4) 사무국(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운영함으로써 APEC의 의약품 규제조화 활동에 적극

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가 간의 투자와 교류가 증가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규제 때문에 수출 장벽에 부딪치게 된다.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은 예기치 못한 규제 걸림돌에

1) APEC : Asia Pacific Economy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2) AHC : APEC Harmonization Center, APEC 규제조화센터
3) LSIF : Life Science Innovation Forum, 생명과학 혁신포럼
4) RHSC : Regulatory Harmonization Steering Committee, 규제조화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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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APEC 생명과학 혁신포럼 회의

1. 의약품 규제조화를 위한 조직 구성

1) APEC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의 경제협력체
로서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
의 각료회의로 출범하였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공동체 달성과
자유화 추진을 목표로 매년 정상회의, 각료회의 및 고위
관리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각급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이라는 목표 달성과 글로벌

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

제약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규제당국자 뿐만 아니라

기술협력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회원국의 협력을

제약사도 국제적인 의약품 규제조화기구와 규제조화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에 관한 주제는 무역투자위

동향에 대해 숙지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원회의 생명과학 혁신포럼(이하 LSIF)에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APEC 활동을 통하여 지역 내 국가와의 교역
관계를 더욱 확대시키며 LSIF 내 규제조화 운영위원회
(이하

RHSC) 및 APEC 규제조화센터(AHC, 이하

AHC) 활동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림1 APEC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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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SIF
LSIF는 APEC 회원국의 생명과학 및 의료제품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조화를

무역, 투자, 규제를 논의하는 산·학·관 협의체로서
산하에 RHSC 및 AHC를 두고 있다. LSIF는 건강한

AHC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AHC 사무국은 2013년 이후 현재 한국제약협회에서 운영

사람들이 건강한 경제를 생산한다는 이념에서 탄생하였다.

하고 있다.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9년 6월 개소 이래

따라서 환자에 중점을 둔 의약품과 서비스로 인구의 수명
과 안녕, 생산량과 더불어 잠재적인 경제력을 증가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AHC는 규제조화 가이드라인 및 우수사례 전파, 정보
교환 및 협력활동 장려,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유효성
강화를 통해

현재 LSIF는 ‘건강한 아시아·태평양 2020’ 프로젝트
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바이오메디컬 기술

APEC 지역 내 규제조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으로서 워크숍, 조사·연구, ICH
온라인 교육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화, 비전염성 질병, 정신건강 관련 활동, 글로벌 의료
제품 유통체계, 다지역 임상시험 우수규제과학 교육센터,

2020년까지의 규제
조화를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APEC 회의를
혈액공급체계가 있다. 각 분야는

2. 규제조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통해 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1) RHSC와 AHC의 규제조화 활동
RHSC와 AHC는 APEC 지역 내 국가들이 국제적

3) RHSC
RHSC는 APEC 지역 내 국제적 가이드라인 및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LSIF 산하에 설립된 운영위원회
이다. RHSC는 APEC 회원국의 보건당국 및 업계 대표

으로 인정되는 기술 방침, 기준, 과학적 원칙, 비슷한
사례나 절차를 점진적으로 채택하여 조화를 이루어 나가
는 자발적인 규제조화를 추구한다. 즉, RHSC와 AHC
의 규제조화는 APEC 회원국이 새로운 법을 도입하거나

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보건의료 각 분야의 규제조화

규정 자체를 조화시키기 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에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행한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기반하여 우수사례를 채택하고, 이를 적절한 시기에

을 위해 다른 규제조화 사업이나 주요 기관과의 관계 유지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규제조화 활동은 정보공유

에 힘쓴다.

를 통한 각 국의 협력을 증진하고 규제 장애물을 줄이는
데 기여함으로써 공중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현재

RHSC는 우선중점분야를 선정하여 2020년

까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규제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RHSC와 AHC는 규제조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워크숍을 통해 APEC 21개
국가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4) AHC
AHC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국제조화 및 APEC

업무중복 방지와 더 넓은 규제조화를 위해

지역 내 보건산업발전 인력양성을 위해 설립된 상설 전문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교육기구이다. 2005년 APEC LSIF 회의에서 의약품

ICH5),

IMDRF6), AHWP7), WHO8)와 같은 주요 규제 정책

장관급회담의 21개국 공동선언문에서 한국 식품의약품

2) 규제조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식
2010년에 LSIF는 고위관리회의에서 2020년 의료

안전청에 유치가 확정되면서 APEC 정상회담에서 AHC가

제품 규제조화 달성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제시하였다.

공식 승인되었다(2008년

APEC 21개 회원국은 고유의 규제시스템 및 사회·문화

규제조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2008년

11월). AHC는 RHSC와

5) ICH :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의약품 국제조화회의
6) IMDRF : 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국제의료기기 규제당국자포럼
7) AHWP : Asian Harmonization Working Party, 아시아 의료기기 규제조화회의
8) 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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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달성 시한을 정하고, 국가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규제조화 수준과 세부적인 전략을 개발

RHSC는 규제조화를 위해 전략적
접근 방식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수립하였다.

하였다. 이에 따라

3) 우선중점분야 세부 활동
APEC 회원국은 전략적 접근을 통해 다음과 같이 6개
의 우선중점분야와 각각의 선도국가를 정하였다. 이들은
각각 다지역 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실태조사(일본, 태국),
약물감시 및 의료기기감시(한국), 글로벌 의료제품 유통

첫째, 규제조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의약품 및 의료

체계(미국), 우수등록관리기준(대만, 일본), 바이오의

기기의 주요 분야 선정이다. 각 국가는 의약품 및 의료

약품(한국), 세포치료제(싱가포르) 이다. 우선중점분야

기기 규제를 파악하고 RHSC 회의를 통해 의약품 및

는 선도국가의 지속적인 워크숍 개최 및 매년 결과보고를

의료기기의 주요 분야와 선도국가를 추천 및 지정한다.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3은 각 분야별

선도국가는 선택된 주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로드맵을

로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만들고, 로드맵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프로그램위원회를
그림3 우선중점분야 및 각 분야 활동사항

구성한다.
둘째, 선도국가는 우선중점분야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한다. AHC는 선도
국가와 함께 로드맵에 따라 각 주제에 맞는 워크숍을 개최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이를 통해 각 나라의
규제 차이를 분석한다. 우선중점분야별 진행상황과 각
나라별 규제 차이들은 매년 고위관리회의 중 개최되는

RHSC 회의에서 업데이트 하게 되며, 회의를 통해 전략적
절차를 개발하여 차이를 줄여나가게 된다.
셋째, 규제조화를 계획한 2020년이 다가옴에 따라
APEC 회원국은 규제조화 달성도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
해야 한다. RHSC는 개별 국가가 스스로 규제사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서를 개발하고 규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APEC 회원국은 202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규제조화 목표 대비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는가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APEC 고위
관리회의에서 발표하게 된다.

그림2 규제조화를 위한 전략

규제조화 발판 마련

우선중점분야 개발

규제조화 달성도 평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주요분야 선정

각 분야별 선도국가 업무계획
및 진행상황 보고 및 제출

규제 평가서 제출 및 규제차이를
줄일 수 있는 절차 마련

우선중점분야는 각 분야별로 규제조화를 위한

2020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으며, 로드맵 단계에 따라 알맞은
주제를 선정 및 실행하고 있다. 현재 6개의 우선중점
분야는 갭분석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2020 규제조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www.kpma.or.kr

60

KPMA Brief｜2016. 5. Vol. 08

그림4 의약품 규제조화를 위한 2020 로드맵

3. 우수규제과학 교육센터

CoE는 초기단계에서 교육대상자를 규제당국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점차 온라인 및 공개교육을 통해 많은

RHSC는 2020 의약품 규제조화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Step2에서 Step3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수규제
과학 교육센터(CoE9), 이하 CoE)를 수립하였다. CoE는

에서 규제당국자들 중 교육생 선발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의약품 분야에서 협력, 수용, 규제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람에게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각
나라의 의약품 규제조화를 위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점

지속가능한 플랫폼이며 과학과 우수사례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CoE 운영을 통하여 APEC 회원국은 규제과학 분야의

CoE 설립을
추진 중이며, 각 나라에서 활발히 참가하고 있다. CoE
현재 우선중점분야 중 대다수 분야에서

주최기관은 공공기관이나 학계가 될 수 있으며, 주최

RHSC가 제공하는 핵심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각 나라의 전문가들이 함께 교육을

기관은

실시함으로써 APEC 지역 내 협력을 촉진한다. 또한

CoE에 대한 심층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이러
한 교육에 대한 수료증도 발급할 예정이다. 그림5는
2016년에 시범운영 계획 중인 CoE 일정이다. 우리나라

커리큘럼 개발 시 기존 활동 및 이미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기관과의 중복활동을 방지한다.

CoE는 기관의 독자적인 예산으로 활동함으로써 축소
되고 있는 APEC 예산에 부담을 덜 수 있다.
현재 CoE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에 학계, 규제
당국자, 업계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으며, 규제조화라는

는 바이오의약품과 약물감시 및 의료기기감시 분야에서

CoE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Northeastern
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orea Institute
of Drug Safety and Risk Management, KIDS) 등 학계
및 공공기관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목표를 위해 RHSC 및 AHC의 지속적인 협력과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RHSC는 CoE를 계획 및

CoE는 각 나라의 전문가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우수

검토하며, RHSC 회의 발표를 통해 CoE에 대한 정기

사례를 전파하고 과학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한편, AHC는 CoE 운영에 필요한

기회를 넓히며, 궁극적으로는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전반적인 코디네이터 역할인 CoE 선정 검토 및 조율,

유효한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행사항 점검, CoE 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예정이다.

9) CoE : Center of Excellence, 우수규제과학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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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2016년 CoE 계획

들은 각자 활동하였던 분야를 통합하고 전문가가 전문가를
교육함으로써 심화된 교육을 제공하며, 우수한 규제당
국자를 배양할 수 있게 한다. 배출된 우수인력은 각 국에
서 교육, 회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또 다른 훌륭한 인력
을 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조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 개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임상 분야와 연구 분야에 우수한 인재
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합성신약, 개량신약, 바이오
시밀러 등의 연구 및 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으며,
주력상품과 우수제품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세계 의약품 시장으로 무대
를 넓히기 위해서 글로벌 파트너링 및 연구를 활발히 추진

4. 시사점

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RHSC가 추진하고 있는
우선중점분야에 맞춰 우리나라의 제약업계가

APEC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다양한 질병이 생겨남에 따라

의약품 규제조화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면, 업계의 입장이

APEC 회원국은 보건복지 및 헬스케어 부분에 많은

충분히 반영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조화가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개량신약 및 다양한 의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되며 궁극적으로는 전 인류의 보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의약품 분야에서 규제조화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APEC 회원국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규제조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규제조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우선중점분야의 선정,

CoE는 규제조화를 위한 APEC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의약품 규제조화를 위한 노력은 비단
국제기구뿐만이 아닌 각 국의 규제당국자와 업계 및 학계
의 협력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현재까지 우선중점분야
및 CoE와 같은 활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진행되어 오고 있다. 다만, 선진국은
규제당국자 외에 업계에서도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업계의 참여가

※ 참고자료
·www.apec.org (APEC 웹사이트)
·www.apec-ahc.org (AHC 웹사이트)
·www.apec-rhsc.org (RHSC 웹사이트)
·Health in APEC, 2013, Claire Topal, National Center For APEC
·Regulatory Harmonization Steering Committee Vision 2020:

A Strategic Framework Regulatory Convergence for Medical
Products by 2020, 2011, RHSC

저조한 편이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규제조화는 업계에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더 넓은 의약시장에서의 경쟁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업계의 참여는 규제당국자가 이행
하는 법의 실질적 도입 현황과 효과를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업계의 활발한 참여가 적극 요구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관계자들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기존에 문제점으로 언급되었던 업무중복 방지를

CoE를 비롯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CoE를 통해 국제기구나 각 국의 규제당국자 및 단체

위해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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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산업 동향
정리 : 김정호
한국제약협회 의약품정책실 차장

2월 동향
[러시아 제약시장] <The pharma letter,2016.1.18]

DSM그룹에 따르면, 러시아 제약시장은 2016년 8%
성장하여 1조4000억 루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소득의 감소로 소비자들은 저렴한 약물을

러시아 연방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의약품
가격은 2015년 전년 대비 22.8 % 상승했고, 2016년은

찾을 것이고, 낮은 수익성으로 일부 제네릭 생산에 차질
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0 % -15 %인상이 예상되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에
러시아 주요 분석기관 중 하나인 DSM 그룹에 따르면,

자신의 약을 공급하는 외국 제약업체에대한 러시아 검사관

2015 년 러시아 제약시장은 2014 년에 비해 거의 12%
성장 하였고, 가치 측면에서 1조 2800억루블($16.5billion)

의 생산시설 방문을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외국

에 달한다. 분석가에 따르면, 시장 크기의 증가는 인플레

자신의 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약품

이션과 지속된 의약품 가격 인상이 원인 이었다. 러시아 경제

공급을 증가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위기로 소비자의 구매력은 꾸준히 감소하여 저렴한 인도와

(http://www.thepharmaletter.com/article/russian)

제약사가 관료적인 장애물과 지연 없이 러시아 시장에

러시아 의약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러시아 의약품 가격 인상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국내외

[R&D 장려세제혜택-2014 Global Survey of R&D
Tax Incentives] <Deloitte, 2014.3.>

제약 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준 현지 통화의 평가절하
이다. 독일계 제약 회사에 의하면, 현재 러시아에서 생산

대부분의 연구 인센티브는 기업이 어느정도의 R&D

되는 약물의 상당 부분에서 손실을 보고 있으며, 생산자

투자를 촉진하도록 하고,개발비를 증가시킴에 따라 추가

는 더 비싼 다른 의약품 생산에서 손실을 벌충하기 위해

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정부는R&D 자본 투자에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2015년 러시아 공공조달에서 금액은 10%-15% 증가
하여 324billion 루블에 이르렀지만, 볼륨 면에서
3% -5% 감소하였다.

대부분 정부는 운영 비용, 즉 임금(wages), 공급품
(supplies) 및 계약자비(contractor fees) 등을 제공한다.
게다가, 많은 나라들은 신생기업(start-up)에 더 많은
조세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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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례>
- 중소기업의경우총R&D 투자비의12%에대해세금

- 전문연구소의경우소득의20%를공제(초기5년간)

공제. (세금공제액은법인소득세의20%내한도)
- 대기업의경우총R&D 투자비의8~10%에대해세금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

Deloitte/global/Documents/Tax/dttl-taxglobal-rd-survey-aug-2014.pdf)

공제. (세금공제액은법인소득세의20%내한도)

2월 뉴스
1. GSK 지카 백신 개발계획
Source: Scrip (유료사이트)
http://www.scripintelligence.com/researchdevelopment/GSK-Examines-ZikaVaccine-Capabilities-As-Fears-Of-Virus-Spreading-Grow-362786

게시일 : 2016.1.27
분류 : R&D

<요약>

GlaxoSmithKline 은 지카 바이러스 백신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lucie.ellis@informa.com

2. 지카 바이러스 백신 개발협력
Source: Scrip
http://www.scripintelligence.com/researchdevelopment/Sanofi-Puts-ItselfForward-For-Zika-Vaccine-Collaboration-362897

게시일: 2016.2.1
분류 : R&D

<요약>
- 사노피 파스퇴르는 지카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돕기 위해 자사의 기술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lucie.ellis@informa.com

3. 금연치료제 효과
Source: The Pharmaceutical Journal
http://www.pharmaceutical-journal.com/news-and-analysis/news/researchersquestionrelative-effectiveness-of-smoking-cessation-drugtherapies/
20200592.article

게시일: 2016.2.1
분류 : Product

<요약>
- JAMA 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니코틴 패치, 약물 varenicline 그리고 nicotine patch + nicotine lozenges 세가지 다른 금연 치료제 사이에 효과의 차이가
없었다.
- 1,086 명 대상자에게 세가지 요법을 12 주간 투여한 후, 52 주 후 금연율을 측정한 결과 20.8% (nicotine patch) 19.1% (varenicline) 그리고 20.2%
(combined NRT) 결과를 보였다.

4. 애보트 M&A 발표
Source: The Wall Street Journal
http://www.wsj.com/articles/medical-technology-firms-branch-out-1454364767

게시일: 2016.2.1
분류 : M&A

<요약>
- Abbott 와 Stryker 제약기업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제각각 별도의 인수합병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양사의 인수합병 금액을 합치면 $8.6 billion 에 이른다.

5. 오바마 암연구 태스크 포스 구성 게시일
Source: Drugs.com
http://www.drugs.com/news/health-highlights-feb-1-2016-59950.html

게시일 : 2016.2.1
분류 : Policy

<요약>
- 암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연방정부 태스크 포스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졌다.
- 조 바이든 부통령이 좌장을 맡고, FDA NIH 국방부를 비롯 다수 연방 정부기관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고서는 12 월 말에 오바마에게 제출한다.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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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hRMA 이미지 개선 광고
Source:FiercePharma
http://www.fiercepharma.com/story/phrma-kicks-new-ad-campaign-doctor-pharmas-tarredimage/2016-02-12

게시일 : 2016.2.8
분류 : Policy

<요약>
-PhRMA는 사업의 밝은 측면에 초점을 둔 디지털, 라디오, 인쇄 광고에 2015 년보다 10 % 더 많은 수백만 달러를 쓸 것이라고 말했다.
- 약물 가격 논쟁의 대부분이 펼쳐지는 페이스 북, 링크드 인과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광고를 많이 집행할 것이라고 한다.

7. 영국 GSK에 벌금
Source:FiercePharma
http://www.fiercepharma.com/story/blockbuster-new-launches-coming-intercept-gilead-and-merckreuters/2016-02-04

게시일 : 2016.2.12
분류 : Market

<요약>
-영국의 경쟁시장국은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에 $ 54.4 million (￡ 37,600,000) 벌금을 부과했다.
- GSK는 항우울제 약물 Seroxat의 제네릭회사에게 ￡50 million 이상을 지불하고,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킨 혐의이다.

8. 2016 거대품목 7개 예상
Source:The Japan Times http://www.japantimes.co.jp/news/2015/08/25/business/health-ministry-aimsexpand-japans-pharmaceutical-industry/#.VgD-otLtlBc

게시일 : 2016.2.4
분류 : Product

<요약>
- 제약산업은 2015 년 다시는 어려운 11개 새로운 블록버스터를 출시했다. 2016에는 7개의 새로운 블록버스터 제품 출시가 예상된다.

9. 벡사로텐이 알츠하이머병 지연
Source:PMLiVEhttp://www.pmlive.com/pharma_news/researchers_say_neurostatins_may_ward_off_
alzheimers_933533

게시일 : 2016.2.16
분류 : R&D

<요약>
-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연구팀은 벡사로텐라는 약물이 신경 독성 beta-amyloid 생산을 방지함으로써, 알츠하이머 병의 모델에서 신경 세포의 변성을
방지, ‘neurostatin’로 작동한다는 전임상 연구결과를 얻었다.

10. FDA 인도 규제 담당자 교육
Source:RAPS
http://www.raps.org/Regulatory-Focus/News/2016/02/24/24402/FDA

게시일 : 2016.2.24
분류 : Regulation

<요약>
- 인도의 제약 및 의료기기 규제를 국제 규범과 FDA규정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협력 교육을 진행한다.
- 최근 FDA 관계자들은 약 200명 인도인에게 교육을 실시했으며, API 및 제네릭 의약품 제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1. 일본 제네릭 가격 인하
Source:FiercePharma
http://www.fiercepharma.com/story/japan-poised-put-70-price-lid-biosimilars-cap-generics-50reference-drug/2015-12-03

게시일 : 2015.12.3
분류 : Regulation

<요약>
- 일본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가격을 reference drug의 70 %에, 제네릭의 경우 오리지날의 60 %에서 50 %로 가격상한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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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동향
[제약업계 2016 주요논제와 의문]
<CliffordKalb, 2016.1.29>

• 가격 및 제약의 평판 : 최근 Gilead의 알약당$1,000
달러 C형간염 치료제와 오래된 AIDS약의 5,000
퍼센트 가격 인상에 대한 언론의 비난이 있었다.

수수료에서 결과 및 성과 중심의 시스템으로 극적인

• 오펀 드럭 : FDA는 2015년 45개의 신물질을 승인
했다. 그중 20개 물질은 오펀 드럭으로서 신속 심사

변화에 직면했다. 이러한 전환이 서서히 진행될것인지

와 특허상 혜택을 받았다.그러나 간혹 이런 제품의

급변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개발자는 극단적인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여론의

• 양에서 가치로 전환 : 미국 의료 시스템은 볼륨 기반의

비난을 받는다. 제약의 R&D정책은 어느 정도 오펀

• 헬스케어 융합 :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의해 모든
의료 시스템이 융합하고 있다. 의약품, 의료기기, 진단,

드럭 개발 및 상용화 전략을 채택해야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

IT, 환자, 비용 지불자, 서비스 제공업체 및 규제
기관 등이 연결되고 빠른 속도로 오버랩된다. 제약
회사가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쟁자와
협력자를 재정의할 것인지 여부

• 사물 인터넷(IOT)또는IOMT : 사물 인터넷(IOT)
시대에 제약은 가상 의료 관리 시스템(IOMT:Internet
of Medical Things)의 일부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 솔루션을 요구하는 질병상태 : 알츠하이머, 당뇨병,
C형간염, 암등 여러 형태의 충족되지 않은 의료 요구의
대상에 제약의 강렬한 관심과 R&D 투자가 여러 해
동안 지출되고 있다. 그러나 WHO 등 세계 기구는

• 지리적기회 : ‘90년대에 큰 제약 사업의 80%는 미국,
유럽, 일본에서 발생했다. 2000년대 초기에 성장의
초점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BRIC 국가로

제약 업계가 항생제 내성 세균의 증가 문제를 인식 해

이동하였다. 제약업사업 기반을 지난 세기에 구축한

주길 요청 했다. 제약업계는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7대 선진국 시장에 지속해야 하는지 여부.
(Cliff Kalb is President and Owner of C. Kalb &
Associates, and a member ofPharm Exec’s EAB.
http://www.pharmexec.com/pharma-2016hot-topics-burning-questions)

투자를 꺼려왔다. 하지만 201년 머크가 항생제 전문
회사를 인수한 것과 같은 노력이 다른 제약사를 자극
할 것인가?

• M&A를 성장 전략으로 : 지난해 성사된 계약이 기록
적인 것처럼 자산 스왑과 같은 대안이 비즈니스 성과
를 향상시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일지 여부 검토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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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제약산업의 성장] <Nasdaq. 2016.2.29.>

제약사는 ANDA 약물에 지배적인 점유율로 미국에서
발 붙일 수 있었다. 사실, 인도 기업은 ANDA 승인 건수

지난

10년 동안 인도의 제네릭 제약 산업의 수출은

글로벌 제약산업을 재편하고 있다. 특허 보호 폐지에

에서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 다음으로 많으며, 약 30 % ~

40 % 의 점유율을 유지 하고 있다 .

힘입어 1970년대 이후, 인도의 제약산업은 자체 성장한
제네릭 제약업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가치사슬에서 더 높이 이동을 계속하고 세계적으로

에서 인도의 제네릭 제약사가 제네릭의 40%, 볼륨 기준

경쟁력이 강해지기 위한 R&D는 인도 제네릭 회사의

완제품 시장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의 제네릭

주요 전략점이다.

3월 뉴스
1. 일본 제네릭 시장 1조엔 돌파
Source:mixonline
https://www.mixonline.jp/Article/tabid/55/artid/53842/Default.aspx

게시일 : 2016.3.9
분류 : Market

<요약>
- 후지경제는 최근 일본의 후발의약품 시장이 2018 년에 1 조엔을 돌파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의료용 의약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후발품의 금액 기준 시장
점유율은 2017 년도에 10 %대로 되고, 2018 년에는 12 %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2. 일본 약가개정 고시
Source:mixonline
https://www.mixonline.jp/Article/tabid/55/artid/53831/Default.aspx

게시일 : 2016.3.4
분류 : Price

<요약>
- 후생노동성은 3 월 4 일, 2016 년도 약가기준의 전면 개정을 관보에 고시했다. 약가 기준으로 6.47 % 인하를 4 월 1 일에 실시하지만, 여기에는 특례
확대 재산정에 의한 약가 인하분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인하율은 더 커진다.

3. EMA 우선순위 승인
Source:RAPS
http://www.raps.org/Regulatory-Focus/News/2016/03/07/24482/EMA-Looks-to-Accelerate-NewTherapies-Targeting-Unmet-Needs/

게시일 : 2016.3.7
분류 : Regulation

<요약>
- EMA는 유망한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을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PRIME (우선 순위 의약품) 방식을 시작했다.
- 미국의 획기적인 치료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EMA 프로그램은 암, 치매 및 기타 신경 퇴행성 질환, AIDS 및 당뇨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약물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것이다.

4. 유럽 오펀드럭 규정개정
Source:PMLiVE
http://www.pmlive.com/pharma_news/azs_influenza_drug_fast_tracked_in_us_949426

게시일 : 2016.3.7
분류 : Regulation

<요약>
- 아스트라 제네카 (AZ)에서 개발한 새로운 인플루엔자 치료제가 FDA에 의해 신속 심사를 받고 있다.
- 항체 기반의 새로운 약물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독감에 대한 추가 약물치료제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fast-track status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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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동향

경향을 관리하고 환자의 결과를 최적화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한다. ① 포괄적인 자급자족

[미국 약국시장 트렌드 4]
<Pharmacy Times,2016.1.15.>

전문 약국 서비스 만들기 ②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력
하여 서비스 구축 ③ 서비스 측면의 아웃소싱 ④ 전문
의약품 사용 환자의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를 보장

미국 헬스시스템 약사회(ASHP)재단은 <약국 예측

하기 위한 노력

2016~2020>에서 약국 트렌드를 분석하고 변화하는
의약품 시장 환경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 Limited Drug Distribution Channels : 전문의약
품 성장을 감안할 때 유통 네트워크는 더욱 제한 될 것

• Generic drug pricing: 제네릭 업체의 인수합병이

으로 보인다. (http://www.pharmacytimes.com/

경쟁에 미치는 영향으로 경쟁 상대가 줄어들고 가격

news/4-pharma-market-trends-to-watch-in2016/P-1)

인하가 더 어려울 것이다. ASHP재단은 모든 헬스
시스템 의약품 가격은 향후 5년동안 5% 인상될 것으로
예측한다.

• Enforced Product Tracing : 위조 의약품 증가에
대한 우려는 의약품 공급망 안보법(DSCSA)를 제정
하기에 이르렀다. 약국은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추가하고 관리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 Specialty Drug Spending : 전문 의약품이 2016년
모든 처방약 지출의 약 40%를 차지할 것이다. 이러한

[2016 특허만료 의약품]
<Market Realist. 2016.3.3.>

Evaluate Pharma의 추정에 따르면 2009년과 2014년
$ 120billion의 매출
손실을 보았고 2015년과 2020년 사이 특허만료로
$215billion의 매출액이 위험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IMS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8년 사이 제네릭은
글로벌 의약품 성장의 52%를 차지할 것으로 보았다.
사이에 특허만료로 기업은 무려

IMS 분석에 의한 2014~2018년 사이 주요 특허만료
의약품은 아래와 같다.
① Nexium (esomeprazole): 2014.5 만료. 아스트라
제네카는 테바에 라이센스 부여하여 미국에서
제네릭을 생산
② Celebrex (celecoxib): 2014 만료. 화이자가 장기간
소송 후 제네릭 업체 액타비스와 테바에 라이센스
부여
③ Symbicort (budesonide/formoterol

fumarate
dihydrate): 아스트라 제네카의 13 특허 중 일부는
만료되었지만 모두 2023년까지 만료되지 않아.
제네릭 버전이 존재하지 않음

④ Crestor (rosuvastatin): 아스트라 제네카는 2016년에
특허 상실
⑤ Cialis (tadalafi): 일라이 릴리는 2017년에 미국과
유럽에서 특허 상실
(http://marketrealist.com/2016/03/drug-

patent-expirations-190-billion-sales-grabs/)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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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뉴스
1. 나노입자로 암 치료제 개발
Source:WORLDPHARMANEWS
http://www.worldpharmanews.com/research/3418-nanoparticle-based-cancer-therapies-shown-towork-in-humans

게시일 : 2016.3.22
분류 : R&D

<요약>
- 캘리포니아 공과 대학 과학자가 이끄는 연구팀은 나노 입자를 인간의 암 환자에 투여하여, 건강한 조직을 피하면서 종양을 대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 팀이 나노 입자를 투여 한 24 ~ 48 시간 후, 종양 조직을 식별하고, 약물화물을 방출하고, 약물은 암의 진행에 관여하는 두 개의 단백질을 억제하는 생물
학적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나노 입자 및 약물 모두 종양에 인접한 건강한 조직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2. 다케다와 Frazier 헬스 케어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
Source:Pharmaceutical-technology.com
http://www.pharmaceutical-technology.com/news/newstakeda-frazier-healthcare

게시일 : 2016.3.15
분류 : M&A

<요약>
- 다케다 제약 및 Frazier Healthcare Partners 는 비뇨기과와 산부인과의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제약회사를 설립했다.

3. FDA 자문위원회는 Nuplazid 검토
Source:Drugs.com
http://www.drugs.com/nda/nuplazid_160329.html

게시일 : 2016.3.29
분류 : R&D

<요약>
- 아카디아 제약회사가 제출한NDA Nuplazid (pimavanserin)에 FDA Psychopharmacologic Drugs Advisory Committee (PDAC)는 파킨슨병과 관련된 정신병
치료를 위한 혁신적 의약품으로 12대 2로 찬성하였다.

4. 신장질환에 메디케어 수십억 달러 지출
Source:Drugs.com
http://www.drugs.com/news/medicare-spends-billions-chronic-kidney-study-finds-60674.html

게시일 : 2016.3.29
분류 : Policy

<요약>
- 만성 신장질환이 미국인의 약 14 %에 영향을 미치고, 매년 메디케어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한다고 연구보고서는 밝혔다.
- “어떤 치료 방법이 작동하고, 치료결과와 연관 지을 수 있다면, 미국에서 신장 질환의 증가로 인한 부담에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정부에 알릴 수
있다” 고 연구자는 덧붙였다.

5. 미국 전립선 항암제 가격
Source:Market Watchhttp://www.marketwatch.com/story/are-americans-being-ripped-off-bymedivations-129000-cancer-drug-2016-03-29

게시일 : 2016.3.29
분류 : Price

<요약>
- 미국에서 년간 $ 129,000 비용이 드는 전립선 항암제는 일본과 스웨덴보다 3 배 이상, 캐나다보다 4배 이상 높은 가격이라고 한다.
- 이 문제에 대해 12명 의원들은 의약품 가격에 관한 청문회를 요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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