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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COVID-19 팬데믹(pandemic)이

염이 순차적으로 세계로 확산되며 우리가 인지

라는 인류의 큰 재앙으로 시작되며, ‘단절’ 이라

하게 된 점은 첫째, 각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정

는 키워드 속에서 전 세계 모든 활동을 마비시키

치 및 시민의식에 따라 그 결과는 극명하게 차이

고 있다. 언제 끝날지, 신약은 언제 나올지도 중

가 났다는 것이다. 예측했던 바대로 제약바이오

요하나 상황이 종료된 후 정치, 경제, 사회, 문

산업의 강국이라 일컫던 미국과 유럽에서는 우

화 전반에 걸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

리와 다른 보건의료 체계속의 한계가 도출되며

한 대비가 중요한 시점이다. 부디 올 여름 전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둘째, 시간이 경

상황이 종료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함께

과하며 COVID-19 진단법, 치료법, 의료기기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가는 길’ 이란 주제에 담

개발에서 선진국의 산업 경쟁력과 저력을 다시

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제한된 지면 내에서 이

금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급성

번 COVID-19 속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생각해

전파의 대응에 정신이 없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보고자 한다.
우리의 방역 성공은 세계적인 정보화 국가로
서 개인 동선, 접촉 여부, 건강보험데이터를 활
용한 취약 환자의 사전 선별에 이르기까지 정보

COVID-19로 돌아보는 현 상황

의 전쟁이기도 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보건의
료 정보를 보유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

이 감염증이 종료된 후 우리의 대처가 모범국
으로 인정받을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려우나 지
금까지 너무 잘 해 주고 있다. 대규모 진단 검사
의 신속성, 높은 국민의식, 전국민 의료보험제
도에 따른 개인별 진료 정보의 활용, 보건의료인
의 헌신 등 모든 면에서 잘 감당해주고 있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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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현장의 강점을 활용한 제약바이오산업의 융
합 연구개발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 병원은 신
약개발의 시작점이 아니라 마치 마지막 임상시
험 현장으로만 인식되어온 현실에서 신속히 벗
어나야 한다. COVID-19의 극복을 위해서도 순
차적 검체 확보와 정밀 분석, 생사를 결정짓는

vol.20

다. 이미 우리가 경험했으며 세계를 공포에 몰아

존재 유무, 바이러스 돌연변이 양상, 질병 진행

넣었던 SARS, MERS에 대한 백신도, 항바이러스

양상의 차이, 환자의 기저질환과 상관관계 등을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개발성공에 대한 지나친

고려하여 신약개발 초기부터 세계 최고가 되기

기대는 금물이다. 더욱이 급성 전염병 신약은 개

위한 공동의 노력이 없이는 이미 앞서있는 선진

발에 성공하더라도 확산이 멈추면 수익을 내기

국과 경쟁가능한 신약개발의 틈새를 찾아 성공

어렵고 변종 바이러스들에 대응하는 범용 약제의

하기는 어렵다.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고 강화시

개발도 매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

키기 위한 의-산-학-연 상생의 틀을 혁신적으로

때다 싶어 공수표를 너무 일찍 날리는 것은 우리

구축해야 하고 이를 저해하는 원인과 규제를 신

산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일 수도 있다

속히 타파해야만 한다.

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신약개발은 시간이 걸
리는 일이고 전 세계가 노력해도 아직 실현하지

국내 진단키트 분야의 신속성과 기술력이 세

못한 과제들을 우리가 한발 앞서 성공하기 위해

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급성기를 앞서 경험한

서는 과연 무엇이 달라져야 할지를 심각히 생각

우리는 뒤이은 전파 확산으로 방역에 집중하고

해 봐야 할 시간이다. 단지 COVID-19 만이 아니

있는 유럽과 미국에 비해 ‘빨리빨리 문화’의 민

라 모든 인체 질환에서 동일한 상황이다.

족 잠재력과 보유중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단
키트의 대량 생산에 성공하였고 각국의 구매 요
청이 쇄도하는 쾌거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가장
적기에 순발력은 세계 최고였지만, 이 사업에 연

새로운 장에 접어드는 제약바이오

속성이 있을 것이라 자신하기는 어렵다. 경쟁자
가 따라올 수 없는 강한 원천기술과 특허에 기
반한 제품이 아니면 결국 느리다 싶은 거대 다

COVID-19가 모든 경제지표를 어둡게 만들

국적 기업의 시장과 자본과 기술력의 우산 속에

어도 국내 제약바이오, 진단기기 기업들의 주식

점차 다시 갇히게 될 것이다. 이미 독일 퀴아젠

은 자그마한 각자의 부분적 기술 홍보에도 널뛰

(QIAGEN)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진단키트와

기 급상승을 반복하고 있다. 신약개발의 긴 과정

함께 새로운 분석기기를 내 놓고 있다.

과 후보물질 발굴, 전임상, 임상시험 과정의 어
려움에 대한 고려는 없는 듯 하다. 비록 바이오

세계 제약업계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뛰어 들

산업은 미래가치에 의해 평가를 받는다고는 하

었다. 매일 새로운 신약과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

지만 이는 투자가 아닌 투기와 같은 느낌이다.

는 국내외 제약사의 소식이 이어진다. 현재까지

선진국과의 경쟁을 고려한 표적과 작용기전의

COVID-19 관련 세계 임상시험은 70 여건 이

적합성, 바이러스 변이율을 고려한 시장성, 안

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기업이 시

전성 및 유효성을 냉철하게 분석한 자료는 어디

행하고 있는 글로벌 임상시험은 전무하다. 국내

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감성이 아닌 냉철한 눈으

에선 17개 업체가 신약 또는 백신 개발을 선언했

로 기업 경쟁력을 보고 투자하는 문화 역시 우

다. 그러나 식약처가 한국에서 공식 인정한 임상

리가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요

시험은 3건에 불과하고 이 마저도 글로벌 제약사

소의 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 경쟁속에서

의 한국 임상시험일 뿐이며, 아직 우리는 신약 개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진솔하게 논의할 수 있는

발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지금까

새로운 장이 필요하다. 국가연구비 확보를 위한

지 RNA 바이러스의 치료제는 전 세계에 거의 없

이해집단간의 갈등도 아니요 감성을 통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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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강국으로 가는 길

병인 규명, 환자에 따른 감수성 및 방어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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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를 평가받는 투자 환경도 아닌 세계시장

와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여건을 과감

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히 개선하여 글로벌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해야한다.

암, 만성질환, 급성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모든 제약바이오 산업은 COVID-19처럼 전 세
계 어디에서나 동시에 치열한 경쟁 중에 있으며,
국내가 아닌 세계에서 인정받는 결과물만이 경

인류 건강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

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한 과학
기술 체력과 자본과 규제의 삼각관계 속에서 혁
신이 필요하다. 전파력이 높은 COVID-19 감염

바이오헬스 산업의 동기와 궁극적인 목표는

은 단시간에 전 세계의 공통 미해결과제로 부각

‘산업성공’이 아니라,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구하

됐다. 이는 국민 모두가 세계 신약바이오 산업의

기 위해서’야 한다. 얼핏 두 명제가 동일하다고 생

전개과정을 적나라하게 인지할 수 있는 기회로

각할 수도 있으나, 인류를 위한 초심을 잃지 않은

서, 우리 혁신신약개발의 미래가 논의될 수 있는

전진만이 결과적으로 산업 성공을 이끌게 되고,

소중한 초석이 되어야 한다.

그 역순으로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어렵다.
우리의 약점은 조급하고, 전주기적 단계별 융합도

COVID-19 치료제의 하나로 국내 임상시험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화가 너무 앞서가고

중인 렘데시비르(Remdesivir) 개발사인 미국

있다는 점이며, 그 원인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궁

길리어드(Gilead)는 우리에게 유명하다. 1987

극적인 목표가 인류를 질병에서 구하기 위함이 아

년 벤처기업으로 시작한 이 회사를 세계적인 기

니라 타 산업 진흥 과정과 동일시되며 가시적인 ‘

업으로 만든 계기는 2009년 세계를 공포로 몰

산업화 성공’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아넣었던 신종플루 유행을 종식시킨 치료제 ‘타

환경에서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우수한 치어

미플루’의 개발이다. 길리어드는 잦은 돌연변이

를 기르기 위한 기초원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로 전파를 이어가는 독감 RNA 바이러스 정복을

약해질 수밖에 없고, 대학에서는 강한 특허와 논

위해 1996년 항바이러스제를 이미 개발해 놓았

문의 창출보다는 가시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양산

고 시기가 도래하여 적절히 대응했던 것이다. 이

을 유발하며,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새싹들이

‘타미플루’는 판권이 넘어가면서 로슈(Roche)

무수히 자라나올 수 있는 텃밭을 만들지 못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으나, 길리어드 제품 덕분에 우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빅데이터, 유

리는 이제 신종플루를 가벼운 독감 정도로 인

전체 정보, 맞춤형 치료 연구가 국민 건강 문제점

식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난치 바이러스 치료제

해결을 위하여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새로운

에 집중하며 C형간염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성

결과물을 얻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글로벌 보건의

공,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되었다가 지

료 트렌드에 따른 키워드로서 추격형 기술위주의

금 COVID-19 임상시험 중인 렘데시비르 등에

연구개발 만으로는 세계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우

서 연구개발 역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지난

며, 연구자 각자의 자그마한 꿈은 그릴 수 있을지

30여 년간 바이러스로부터 인류 건강을 지키기

몰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강건한 산업기반

위한 소명으로 시작된 벤처기업의 큰 성공은 결

을 구축하기는 어렵다.

코 빨리빨리 문화와 의지만 갖고 이룰 수는 없
다. 타 산업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혁신신약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하나 아직 도출되지

개발에서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재고

않는 이유가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원천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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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융합이 필요한 보건의료 연구개발 및 산업화

는 접근보다는 호수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치어

에 있어서는 국가의 단일 콘트롤 타워가 절실히

들이 성어로 클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같이 기초,

필요한 시점이다.

중개, 임상 연구 저변을 국가와 기업이 함께 키울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실패했기 때문
이라고 생각된다. 잡힌 물고기를 요리하여 상품
으로 만드는 것은 기업의 역량에 달려있지만 큰

미충족 수요에 대한 해법제시가 산업계 역할

호수 속 치어의 성장을 국가가 모두 유도할 수는
없다. 치어 때부터 관심을 갖고 키우면 좋은 요리

뭉치면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궁극적인 목표인

를 만들 수 있는 성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

국민 건강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결과물

을 믿는 국가, 투자자, 기업, 대학, 연구기관들의

을 도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부가적으로 더 큰

중장기적인 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역할이

수익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 속에서 공평하게

필요하며, 기업은 이 속에서 보다 가치 있는 물

결과를 나누는 성공모델의 가시화가 필요하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궁극적으로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내적으로는 기초-중개-임

기업의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국가와 함

상연구, 투자가, 기업과의 융합을, 외적으로는

께 의-산-학-연 네트워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

세계 전문가 그룹과의 개방형혁신 체계를 구축

다. 그러나 국내 기업은 다국적기업과는 달리 생

하며 끝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모든 것은 과학

태계 조성을 위한 초기 투자에는 매우 인색하다.

기술과 동시에 환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
다. 전 세계가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환자의

우리의 바이오헬스 국가 연구-산업화 지휘체

미충족 수요(unmet need)를 ‘어떻게 하면 신

계는 분산되어 있다. 전 세계와 경쟁하기 위한

속히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고급 정보도, 관리 인력과 예산도 산재되어 있

답을 하는 것이 제약바이오 산업이다. 우리는 그

고, 국가사회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세

어떤 국가보다도 제약바이오 산업에 반드시 성

계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된 기획

공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와 저력을 갖고 있기

기능을 갖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

때문에 더욱 가속화가 필요하다.

에서 국립보건원(NIH) 단일기관이 총괄 기획,
관리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과학기술정보통

필자는 팬데믹이 종료되어 6개월 정도 지난

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

후 COVID-19를 통해 돌아본 우리 제약바이오

품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으며, 과제 신

산업의 한계와 경쟁력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청 서식, 평가, 관리 방법 등은 부처마다 다르고,

장이 마련되기를 제안한다. 아마도 이제는 신종

시간과 노력은 배가되고 있다. 정부 지휘체계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 국가방위의 일환이라는

분산은 연구의 시작점인 대학과 출연연구소 내

개념이 도입될 것이고, 공공의료의 확충, 지역

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각 부처의 주력 학문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의료인의 수 증대, 원격진

분야간의 연구비 확보를 위한 대학 내, 연구소

료 허용 등 의료계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을 많은

내, 대학-연구소간 연구자들의 인위적 한시적인

대책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의료현

융합만이 유도될 뿐이며,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

장의 문제점을 떠나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어를 생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융합생태계를 만

에서 변화를 이끌 동력을 다시 조명해야 할 중요

들지 못하고 점차 선진국과 경쟁력 차이는 심화

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될 것만 같은 우려 속에 있다. 그 어떤 분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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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강국으로 가는 길

충분하지 않거나 우수한 기업의 부재 때문이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정책보고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선택

K-Pharma, Post-Covid 19 글로벌 성공전략
우정훈
BW Biomed LLC 대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 의학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개발, 국내 영업 마케팅

및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한 의료기술과 의약

을 위한 다국적 기업과의 Co-promotion 또는

품의 눈부신 발전은 흑사병(페스트)이 창궐하여

Co-marketing 전략적 제휴가 활발했었다. 또

유럽 인구의 1/3이상이 줄어들었던 중세시대에

한, 국내 제약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자금 유동

비해 인간의 수명을 급격하게 증가시켰다. 뿐만

성을 통해 신약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 필자

아니라, 삶의 태도 또한 ‘몇살에 인생을 마감하

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싱가포르 지사장을 지

였는가’라는 단편적·결과론적 관점에서 벗어나

내던 2008년과 2009년에 한국의 많은 지자체

‘얼마나 더 건강하고 여유롭게 오래 살았는가’

들이 싱가포르 ‘바이오폴리스’를 벤치마킹하기

라는 복합적·과정론적 삶을 지향하는 태도로 바

위해 방문했던 것을 기억한다.

뀌었다.

2010년을 전후로 오송과 대구에 ‘첨단의료복

그러나 인류가 달 표면에 발자국을 새긴지 50

합단지’가 조성되었고 각 지역에 ‘테크노파크’

년이 지난 21세기의 현 시점에 눈에 보이지도

가 설립이 되었으며, 필자가 센터장으로 몸담았

않아 해상도가 좋은 전자 현미경으로 보아야 간

었던 ‘서울바이오허브’와 같은 ‘바이오 전문 클

신히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

러스터’ 등도 생기게 되었다. 동시에 정부에서는

를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있다.

연구중심병원을 선정하여, 많은 의과대학 교수
들이 임상과 연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지

그렇다면, 인류의 건강이 위협받고 세계 경제

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가 쇼크에 빠져 불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현

를 활용하여 바이오텍 벤처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시점에 제약바이오 산업분야에서 COVID-19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제약바이오 산업의 발전

로 인해 새롭게 변화될 글로벌 진출의 패러다

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임은 무엇일까? 그 해답으로 ‘근거리 생태계의
현실화’, ‘글로벌 가치 공유’, ‘거대 정부의 역

Bio USA와 Bio Europe에 처음 참가했던

할 확대’의 관점에서 같이 생각하는 기회를 갖

2000년대 초 만해도 몇 안 되는 한국 기업들이

고자 한다.

파트너링 미팅에 참석했지만, 십여년이 지난 요
즘은 Bio USA에 미국 다음으로 기업들의 참여

한국은 오랜 세월동안 정부와 지자체, 제약

가 많은 국가가 한국일 만큼 우리나라 제약바이

바이오 기업 및 협회, 학계 등 민·관·산·학·연

오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열망은 그 어

모두 글로벌 진출을 꿈꾸고 실현하기 위해 많

느 나라보다도 크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이라고

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필자가 제약기업 사업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많은 제약기

개발 업무를 하던 2000년대 초중반에는 개량

업들이 현재 다국적 기업에 License-out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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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규모 1위, 특허 보유 2위, NIH 투자 1위인

학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많은 자문을 받

지역으로(2019년 KOTRA 자료 19-096 참조)

고 있으며 해외 유수 병원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적합한 후보가 될 수 있다. 2019년에는 다수의

오고 있다.

한국 제약바이오기업 뿐 아니라 바이오 벤처기
업들이 보스턴에 지사를 설립하였고, 2020년에
는 더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이 지사 설립을 추

1. 해외 지사 설립을 통한 글로벌 기업과의
공동 생태계 유지(근거리 생태계 대응)
최근 Wall Street Journal은 COVID-19 이
후 Globalization이 퇴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지
만, 우리 한국 제약 기업들은 우리의 사정에 맞
추어 변형된 Globalization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첫째, COVID-19 이후 급변하게 될 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한다. 즉,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해외에 직접 지사를 설립해서
그들의 생태계 안에 자리잡고 그 네트워크 안에
서 융화해야 할 것이다. 국경 폐쇄가 오래 지속
되거나 원거리 출장이 예전같이 자유롭지 않은
시기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입장에서 Licensein / License-out 이든 전략적 제휴이든 자신
들의 공간 내에서 문화를 공유하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규모로, 어느 지역에 해외 지
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먼저 초
기에 사전조사를 위한 단기 파견이나 현지 전문
가 채용을 통해 작은 규모의 지사를 (1인 지사
가능 - 연락사무소 개념) 설립한 후 현지 상황을
보고 지사의 규모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글로
벌 진출을 포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
다. 1인 지사의 효과성·효율성에 대한 반론을 제
기할 수도 있겠지만, 약 20년간의 필자의 업계
경험에 비추어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지사의 규
모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장소
로는 보스턴-캠브리지의 경우 세계 제1의 바이
오 클러스터로서, 글로벌 상위 20개 바이오 제
약기업 중 18개 기업이 소재하고 있고, 연구시

진하고 있다.
둘째, License-in 또는 License-out은 긴 호
흡으로 접근해야 한다. 비록 해외 기업이 우리가
제안했던 파이프 라인이나 플랫폼 기술에 대해
서 초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
속적으로 그들에게 업데이트를 해 주는 것이 중
요하다. 그 기술을 검토했었던 담당자가 다른 다
국적 기업으로 이직을 한다면 그 새로운 기업에
서는 관심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연계 또한 지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
임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해외에서 지사 설립시 우리와는 법체계
나 판례가 다른 현지 노동법과 상법(회사법), 대
외무역법, 외환관리법 등 주재국의 법률을 잘 숙
지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지사를 운영하여
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한국의 대기업이라 하
더라도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한국 본사의 복
무규정을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재
국 법률에 근거하여 지사 복무규정 등을 정비
하여 그에 맞춰 적법하게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
다. 특히, 미국은 고용 부분에 있어 소송의 나라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능력이 출중한 인재
채용도 중요하지만 국내 기업의 정서를 이해하
고 공감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그 어
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미국 법인 설립시
본사를 델라웨어주에 설립하고 실제 사업을 하
는 주에는 Foreign Corporation 회사를 설립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세제 혜택 등의
이익도 있지만 델라웨어주의 법이 근로자와 고
용주(회사) 간에 소송시 고용주에게 유리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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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기도 하

꼼히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다. 추가적으로, 델라웨어주에 투자법인을 설립

둘째, 일명 미국 FDA IND filing 하이브리드

할 때에는 혹시라도 소송을 당할 때를 대비하여

방식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을 소개하고자 한

자금이 묶이지 않고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도

다.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고 비싼 임상 비용

록 Holdings 법인과 Management 자회사를

때문에 한국 임상 1상 이후에 미국 임상을 진행

분리하여 설립하는 등 여러 형태로 법적인 준비

하려는 기업들이 있다. 이런 경우, 시간을 절약

를 하여야 한다.

하기 위해서 미국 FDA에 임상 1상 IND 승인을

마지막으로 지사 설립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한데 그 부분은 후술하고자 한다.

받고 승인된 프로토콜에 맞춰서 한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 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 그 한국 임
상 1상 결과 자료를 미국 FDA에서 제출해서 미
국 임상 1상을 인정/면제 받는 것이다. 이런 다

2. 처음 시작단계부터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 수립
첫째, 의약품의 경우 IND filing을 하기 전
CMC 준비와 프로토콜 디자인 과정 중에 본 의
약품을 미국/유럽 등을 타겟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과학기
술의 발달로 기업의 파이프라인 연구 개발의 기
술도 발전했지만, 반대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
증하는 FDA/EMA와 같은 규제기관들도 동시에
검증 기술이 발전했으며 그들이 요구하는 자료
들도 더 많아지고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 40년 만에 퇴출된 잔탁의
경우 부작용이 심한 의약품을 FDA에서 허가를
잘못 내주었다고 보기보다는 규제 기관의 안전
성 평가 기준과 평가 기술이 발전하여 예전에는
몰랐던 허용치 이상의 불순물 노출이 우려되었
기 때문에 판매가 중단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

양한 방식이나 전략 때문에 IND 신청 전에 내부
적으로 글로벌 진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당연히 미국 진출을 위한 전략이 주가 상
승이나 기업 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100% 효능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해 해외에서 임상을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많은 추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
서도 고민하여 결정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임상시험 또한 자연과학적 연구
는 물론 행정적으로도 규제과학으로서의 본질
적인 속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
다. 따라서, 임상 진행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법
리적 검토는 물론이고, IRB, 인간연구대상자 보
호 프로그램(HRPP) 등 연구 윤리에 종속된 절
차적 타당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다. 또 다른 예로 부형제로 쓰이는 알부민의 경
우 수입처에 따른 가격 편차도 심하고 최소구매
량(MOQ)이 높은 원료 중 하나이다. 국내 식약
처 허가는 통과를 했지만 막상 미국 진출을 위
해 FDA IND filing을 할 때에는 FDA에서 알부
민에 대해 요구하는 다양하고 까다로운 서류조
건을 맞출 수 없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초기부터 Multisource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CMC 자
료 준비, IND 제출 및 임상을 진행하기 전에 이
런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 관련 자료들을 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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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발전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공동체의 가치와 도덕성 함양
해외 글로벌 기업에 비해 한국 기업들이 컨설
팅, 지적재산, know-how에 대한 가치를 중요
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예를
들면 그 제품에 관심도 없으면서 License-in에
관심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상대 기업의 정보만
을 입수한다던지, 컨설턴트의 고객 리스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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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정

경우이다. 이 모든 사례가 동종업종의 생태계 내

부와 민간기업의 역할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그

에서 불문율로 지켜지고 있는 직업윤리 및 우리

리고 어떤 정부 정책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 필

가 현재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공동체가 공통으로

요가 있다.

추구하고 있는 주요한 도덕 원리와 관계된 문제
들이다.

첫째,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바이

2000년대 초 필자가 제약기업에서 일을 할

오벤처 기업의 경우 시리즈 A 펀딩을 (대개 100

당시 Co-promotion이나 Co-marketing을

억 원 미만) 제때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사업

위해 다국적 기업과 협상을 할 때가 기억난다.

을 접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비록 배

다국적 기업들이 파트너 기업을 선정할 때에 중

는 고프겠지만 견뎌낼 수가 있다. 하지만, 벤처

요하게 판단했던 기준 중 하나는 영업·마케팅력

기업이 시리즈 B 펀딩을 적시에 받지 못하면 몇

이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달 안에 바로 파산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 이

기준은 바로 파트너 기업의 도덕성이었다. 그 이

유는 이미 기업의 몸집이 커져서 임상/비임상

유는 협력 파트너사의 영업력이 아무리 뛰어나

비용과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혹은 비도덕적인 마케팅

때문이다. 당연히 매출 1,000억원 이상 되는 제

을 했을 때에, 그 다국적 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약기업들은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할 것이다. 따라

리스크(인지도 하락과 나쁜 평판)가 매우 크기

서, 정부에서 제약바이오와 같은 기술주의 주가

때문이다. 글로벌 비즈니스는 긴 안목으로 보아

가 흔들리지 않게 지속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

야 한다. 그런 눈앞에 작은 이익을 쫓는 비도덕

다. 그래야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R&D 투자,

적인 행동들이 국내 영업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

해외 기업 투자, 블록딜 등을 통한 해외 기업 경

를 발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글로벌 비즈니

영권 확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 기업과의

스 시장에서는 공동체의 가치를 크게 훼손할 뿐

전략적 제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도 부정적이며 한국 기업

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 한국수출

에 대한 평판을 떨어트리고 더 나아가 국가 전

입은행의 4,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헬

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임을 간과해서는 안

스-K펀드’ 조성 사업은 매우 고무적인 정책이라

될 것이다.

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즉,

4. 정부의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필자는 개인적으로 큰 정부 보다는 작은 정
부를 선호하는 사람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번
COVID-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얼마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 사회는 이전보다 더 많은 역할을 정부에
게 요구하게 되었다. 앞으로 한동안은 전례없는
이러한 글로벌 위기 속에서 민간기업의 힘으로
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정부
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예산부족이나 고
위험군에 대한 투자회피 등으로 인해 결국 아무
도 선뜻 나서지 않는 분야, 예를 들어 보험수가
적용이 되지 않아 수익성이 높지 않거나 리스크
가 큰 신기술개발과 질병군에 대하여 정부가 전
략적으로 또는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글로벌 진출을 원하지만
경험 부족과 자금력 부재로 글로벌 진출을 하지
못하는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
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거점 플
랫폼을 구축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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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그 외에
도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에는 해외 기업 투
자 및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사업 전략적 제휴 또
는 해외 병원이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한 스
펙트럼 확대 등 정부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
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 진출을 지원
하는 방안도 생각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한국은 ‘삼성’이나 ‘LG’, ‘현
대’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산업 분
야에서는 없냐고 토로한다.
한국이 일제 식민지와 한국 전쟁을 겪기 전인
1890년 후반에 이미 독일의 다국적 기업은 합
성 의약품인 아스피린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
했다. 본격적인 한국 제약바이오 사업이 확대되
고, 20-30년 만에 이렇게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이 성장한 것은 필자가 보기에 기적과 같은 일
이다.
미국에서 바라보았을 때 COVID-19 사태
를 통해서 글로벌 전염병에 적극적으로 또 창
의적으로 대처하는 한국의 의료시스템과 진단
키트 등 한국 의료바이오 산업 브랜드 이미지
가 다시 한번 높이 평가 되었다. 이러한 브랜
드 가치 상승을 경제적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금융 창출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우리 모두
COVID-19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 위기
를 빨리 극복하고 COVID-19가 완전히 종식되
어 글로벌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심리적인 안
정을 가지게 되기를 고대하며,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코리아’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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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선택

백신 자급화를 위한 과제

백신 자급화를 위한 과제
이경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팀 PL

Ⅰ. 들어가며
최근 전 세계는 코로나-19(COVID-19)의 유
행으로 국민보건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다. 흑사
병에서부터 시작한 감염병 사태의 발생은 스페

지 인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질병
관리본부가 발간한 2018년도 질병관리백서에
따르면 특정 팬데믹성 감염병을 제외하고서는
2002년부터 감염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경
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인 독감, 신종인플루엔자를 거쳐 코로나-19 까

<그림 1> 연도별 감염병 발생 추이

출처 : 질병관리본부 2018 질병관리백서,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표본감시대상감염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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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0년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 종류 및 특징
구분

발생시기(년) 바이러스명칭 발원지(대륙)

확진(명)

사망(명)

치사율

증상

감염매개

유행기간

치료

사스

2002

SARSCoV

아시아

8096
(03.12. 기준)

774

10%

발열, 기침,
호흡곤란

박쥐, 02.11~03.07 온도로 인한
사향고양이
(9개월)
자연소멸

신종
인플루엔자

2009

H1N1

아메리카

1,632,258
(10.8. 기준)

18,500

1%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돼지

09.04~10.08 치료제 및 백신
(17개월)
개발 완료

메르스

2012

MERS-CoV

중동

2519
(20.1. 기준)

866

34%

발열, 기침,
호흡곤란

박쥐,
낙타

12.04~15.11 온도로 인한
(44개월)
자연소멸

코로나-19

2019

2019-nCoV

아시아

1,273,794
(20.4.6.
기준)

69,419

5%

박쥐,
발열, 기침,
(추정)천산갑,
호흡곤란
밍크 등

19.12~

-

출처 : who 홈페이지 : https://www.who.int/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포털 http://www.cdc.go.kr/npt/biz/npp/nppMain.do,
산업연구원 유행성 감염병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2020.3)
존스홉킨스 의대 코로나맵 https://coronavirus.jhu.edu/map.html,
언론기사 https://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18,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재구성

(그림 1)과 같이 감염병 발생 추이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감염병 사태는 우리의 삶을
위협, 국가 경제에 쇼크를 불러오고 생활패턴을
변화시킨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더욱이 이번 코
로나-19사태는 전세계적으로 보건안보, 경제,
인식 등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다. 2000년 이후 발생한 신종 감
염병 4개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많은 확진자
가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가 치사율이 가장 낮
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
다른 신종 감염병에 비해 신종 인플루엔자가
치사율이 낮은 것은 바이러스 특성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백신과 치료제의 유무일 것 이
다. 그렇다면 이전에 유행했던 메르스, 사스와
유사한 형태인 코로나-19는 왜 아직 백신 개발
이 안됐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사태로 발생한 의문에 답을 얻
고자 백신의 기초부터 정부의 백신 관련 정책 동
향과 국내 백신 연구개발 현황을 통해 국내 백신
산업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백신의 이해와 국내 백신 산업 현황
1. 백신의 구분과 중요성
❶ 백신의 작용 원리와 효과
백신이란 특정 질병에 대하여 생체 내에서 항
체를 유도하게 하는 물질로 개발한 의약품을 말
한다. 백신은 에드워드 제너(Edward Jenner)의
우두를 사용한 천연두 백신(1세대 백신 개발)에서
시작됐다. 백신은 의약품과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의약품이 사후치료의 개념이라면, 백신은 사전예
방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다르다. 백신은
기술 발전에 따라 총 3세대로 구분되어지며, 독성
물질(바이러스)를 약독화시키는 방법의 약독화 백
신, 죽은 바이러스를 인체에 투입하는 불활성화백
신(사백신)을 포함하여 총 7개의 백신 종류가 있
다 (표 2). 종류에 따라 작용 기전은 다르지만 모두
(그림 2)의 원리로 인위적으로 투입된 항원에 대
해 인체의 면역체계를 만들게 하고 해당 병원체의
침입 시, 식세포작용과 염증유발물질인 싸이토카
인을 방출하여 T림프구의 작용을 유발하는 세포
성 면역을 유도케 하여 질병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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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세대 구분에 따른 백신의 종류
구분

세대

전통적인 백신
Conventional
Vaccines

내용

약독화 생백신
(Live attenuated vaccines)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및 세균의 병원성을 약화시킨
형태

불활성화 백신
(Inactivated Vaccines)

병원체를 배양한 후 열 또는 화학물질 처리로 불활성
화 시킨 백신. 생백신보다 면역반응이 약해 수회 접종
필요

아단위 및 결합백신
(Subunit and Conjugate Vaccines)

병원균의 단백질 중 면역체계를 활성화 시켜주는 항원
단백질을 분리 정제한 아단위 백신.
결합백신은 다당류 껍질을 가진 박테리아를 인식하기 위
해 단백질에 다당을 결합시켜 면역체계를 활성화 시켜줌

톡소이드 백신
(Toxoid Vaccines)

박테리아가 분비하는 독소를 열 또는 화학물질 처리로
비활성화시켜 질병을 유발하지 못하게 만들어진 백신

재조합 백신
(Recombinant Vaccines)

유전자재조합 기술에 의해 생산된 항원을 이용해 제조된
백신

DNA 백신
(DNA Vaccines)

병원균의 항원을 코딩하는 유전자가 포함된 Plasmid
DNA를 숙주 세포에 삽입하면 스스로 항원물질을 만들
어 면역반응을 활성화 시킴

재조합 Viral vector 백신
(Recombinant viral vector)

병원성이 약하거나 없는 바이러스를 벡터로 활용하여 특
정 미생물의 항원 유전자를 재조합해 체내로 전달하면
바이러스가 증식함에 따라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는 백신

2
세대

차세대 백신
Next
Generation
Vaccines

3
세대

출처 : BioINdustry No. 138 (2019.06),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그림 2> 항원-항체 반응의 원리

출처 : https://courses.lumenlearning.com/microbiology/chapter/overview-of-specific-adaptive-immunity/

13

백신 자급화를 위한 과제

1
세대

종류

한국제약바이오협회정책보고서

백신은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의료서비

억 달러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하

스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

고 있다.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백신이 도입된

가하고 있다. 백신을 사용한 지속적인 예방접종

이래, 결핵·디프테리아·백일해 등 다양한 유행

으로 상당수 감염병의 전염성이 줄어들고, 경우

병 분야에서 환자 수가 최고 환자 발생 건수 대

에 따라 병원(病原)의 제거까지도 가능하다. 미

비 80~100% 사이의 상당한 감소율을 보이는

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백신 예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3).

방접종으로 미국 기준 2013년까지 총 1조 4천

<표 3> 한국의 전염병 발생 감소효과(2017년 기준)

최고
환자
발생
건수

해당
년도

결핵

179,838

디프테리아

구분

발생건수
감소율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969년

36,089

34,869

32,181

30,892

28,161

84.34%

2,889

1942년

0

0

0

0

0

100%

백일해

20,157

1956년

36

88

205

129

318

98.42%

폴리오

2,486

1956년

0

0

0

0

0

100%

홍역

32,647

2000년

107

442

7

18

7

99.98%

풍진

128

2001년

18

11

11

11

7

94.53%

일본뇌염

6,897

1958년

14

26

40

28

9

99.87%

총계

-

-

36,264

35,436

32,444

31,078

28,502

-

출처 : 2017 감염병 감시연보, 질병관리본부(2018.08)

글로벌 각 국은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백신주

는 ‘백신 주권’을 천명하였다. 정부는 감염병 계

권을 천명하는 등 백신을 상용한 국민보건 향상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가필수예방

에 힘쓰고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은 후술하는 백

접종 백신을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2009

신 관련 정부 정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

년 8종에서 2017년 17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

겠다.

으며, 백신주권의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국
내 필수백신 28종 중 22종을 국산화하는 것(자

❷ 백신 관련 정부 정책
(1) 백신자급화 정책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이후 백신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정부는 2010년 이후 백
신의 국내 자급 능력 확대 지원 등을 골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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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률 80% 달성(2017년 기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표 4).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글
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 운영, 백신 WHO 품
질인증(PQ) 및 수출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다양
한 부처에서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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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내 백신 자급화 계획의 변화
2009

2010

2012

2014

2016

자급화 백신

7종/28종

8종/28종

8종/28종

9종/28종

백신 자급률

25%

29%

29%

32%

2017

2020(e)

2022(e)

13종/28종 14종/28종 20종/28종 22종/28종
46%

50%

71%

80%

출처 : 보도자료(18.5.25.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림 3>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 주요 활동 내용

출처 : 보도자료(18.5.25. 식품의약품안전처)

(2) 감염병 위기 대응 R&D 정책
최근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 신산업으

서 벗어나 컨트롤 타워 구축을 통해 산·학 전문
가와 연계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로 집중 육성하고 백신 주권 조기 확보를 위해

국가과학심의위원회에서는 제2차 국가 감염

백신 R&D 지원방향을 국가 주도 한국형 BCG

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21)을 수

백신 개발, 국가예방접종백신의 자급·실용화 지

립·발표하여 지카 바이러스, 메르스, AI 등 최근

원, 감염병 현안 해결 및 위기대응에 필요한 백

변화된 국가 감염병 위기현황을 반영, 국가 감염

신 개발을 지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백신

병 R&D 정책방향을 포함하여 4대 추진전략에

자급화 향상을 위해 기존의 내부 전문가 중심에

따른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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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중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출처 :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21) 2019 시행계획(안), 국가과학심의위원회(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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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중 3대 유형 및 10대 중점분야

백신 자급화를 위한 과제

출처 :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21) 2019 시행계획(안), 국가과학심의위원회(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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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근 5년간(‘13~’17) 감염병 R&D 투

8,715억원)를 하고 있다. 이중 백신 개발 R&D

자액은 1조 140억원으로 보건복지부, 과기정통

지원은 1,890억원으로 18.6%를 차지하고 있다.

부, 농식품부 3개 부처가 집중투자(약 86.0%,

<표 5> 연도별 정부 총 R&D 및 국가 감염병 R&D 투자금액

출처 :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21) 2019 시행계획(안), 국가과학심의위원회(2019.03)

<표 6> 최근 5년(2013~2017)간 부처별/연구단계별 R&D 투자 현황(단위 : 억원, %)
부처명

기초
/기전

치료
기술

백신

진단
기술

감시
/예측

방역
/방제

정책
/지침

인프라

총
합계

과기정통부

1,374

839

436

493

213

184

78

337

3,954

복지부

348

496

839

516

136

12

33

198

2,578

농식품부

162

278

402

276

128

553

38

346

2,183

산업부

15

143

40

284

2

39

0

0

523

식약처

88

27

116

37

51

4

19

0

342

환경부

7

9

0

31

91

39

0

0

177

기타

24

96

57

133

11

48

3

9

381

총합계

2,018
(19.9%)

1,888
(18.6%)

1,890
(18.6%)

1,771
(17.5%)

632
(6.2%)

880
(8.7%)

171
(1.7%)

890
(8.8%)

10,140
(100.0%)

출처 :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21) 2019 시행계획(안), 국가과학심의위원회(2019.03)

(3) 국가예방접종

기 위해 일정 수준의 예방접종을 수행하고 있

(NIP_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18년도 초·중

국가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결과’에 따르면

한 법률(법률 제17067호) 제24조에 따르며, 국

2019년 기준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국가예방접

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 지역사회 인구집

종 예산은 7,000억원 수준이다. 점차적으로 국

단의 면역 수준을 높여 질병의 전파를 예방하

가예방접종 백신 종류 증가, 접종 대상 군 확대
로 예산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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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내 유통 백신 현황(국가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제외)
구분

분류

제조.수입사

제품명

생백신

(주)엑세스파마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에스에스아이주

얀센백신(주)

헤파박스-진티에프주
헤파박스-진티에프프리필드시린지주

SK바이오사이언스

헤파뮨주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주)LG생명과학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주)보령바이오파마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B형간염
(유전자재조합)

DTaP

사백신

폴리오(IPV)

사백신

(주)한국백신

코박스폴리오PF주

DTaP-IPV

사백신

사노피파스퇴르코리아(주)

테트락심

DTaP-IPV/Hib
DTaP-IPV/Hib

사백신
사백신

사노피파스퇴르코리아(주)

펜탁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주

SK바이오사이언스

에스케이티디백신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티디퓨어주

Td

Tdap

국가
예방
접종

사백신

MMR
MMR
일본뇌염

사백신

사백신
생백신
사백신
생백신

수두

Hib

생백신

사백신

(주)엑세스파마

디티부스터에스에스아이주

(주)녹십자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사노피파스퇴르코리아(주)

아다셀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한국엠에스디(주)

엠엠알Ⅱ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프리오릭스주

(주)녹십자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주)보령바이오파마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글로박스(주)

씨디제박스

(주)녹십자

수두박스주

보란파마

바리-엘백신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바리셀라주

사노피파스퇴르코리아(주)

악티브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박셈힙

(주)LG생명과학

유히브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하브릭스주

사노피파스퇴르코리아(주)

아박심80U소아용주

한국엠에스디(주)

박타프리필드시린지
박타주

한국화이자제약(주)

프리베나13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신플로릭스프리필드시린지

한국엠에스디(주)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한국엠에스디(주)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A형간염
(소아용)

사백신

폐렴구균
(단백결합)

사백신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사백신

HPV

사백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

장티푸스*

사백신

(주)보령바이오파마

지로티프주

신증후군출혈열*

사백신

(주)녹십자

한타박스

백신 자급화를 위한 과제

백신종류
BCG(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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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백신종류

분류

BCG(경피용)
일본뇌염
로타 바이러스

생백신

대상포진

생백신

HPV9

사백신

기타
예방
접종

A형간염
(성인용)
수막구균

제조.수입사

제품명

생백신

(주)한국백신

경피용 건조BCG백신

생백신

사노피파스퇴르코리아(주)

이모젭주

사백신

사백신

한국엠에스디(주)

로타텍액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로타릭스프리필드

한국엠에스디(주)

조스타박스주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조스터주

한국엠에스디(주)

가다실9프리필드시린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하브릭스주

사노피파스퇴르코리아(주)

아박심160U소아용주

한국엠에스디(주)

박타프리필드시린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멘비오

사노피파스퇴르코리아(주)

메낙트라

출처 : 예방접종길라잡이(2019.10. 질병관리본부)

(4)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의 백신 개발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코로나

의 긴급 연구개발 지원이 결정됐다. 식품의약품

19 치료제·백신 실용화 연구 가속화 학술연구용

안전처는 빠른 임상시험 승인과 개발 기간 단

역과제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 항체치료제와 백

축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질병관리본부

신 개발, 환자 임상, 진단제 연구 등을 추진하고

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사업 지원 등을 담당

있다. 본 용역 과제는 약 14억원이며, 백신 분야

하여 진행 중이다.

지원은 4억원으로 전체 비중의 28%를 차지하고
있다(표 8). 20년 6월 이후 119.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비임상·임상도 지원할 예정이다.

<표 8>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 19 현장 대응 학술연구용역 과제 (3/31기준)
구분

분야
치료제
백신

진
행
중

진단

임상

예
정

치료제
백신
진단

연구기관

코로나19 치료용 단클론 항체 비임상 후보물질 발굴
코로나19 면역항원 제작 및 평가기술
합성항원 기반 코로나19 서브유닛 백신 후보물질 개발
핵산백신 플랫폼을 활용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
코로나19 진단 항원·항혈청 생산 및 효능평가
다양한 검체적용을 위한 코로나19 고감도 신속진단제 개발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역학적 연구
코로나19 감염 국내 확진자 면역학적 특성 연구

셀트리온
한국화학 연구원
SK바이오 사이언스
진원 생명과학
광주과학 기술원
레피젠
경북대학교
국립중앙 의료원

코로나19 환자 접촉자에서의 혈청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100

코로나19 치료제 신속 임상 적용을 위한 항바이러스 효능 분석
바이러스전달체를 이용한 백신 후보물질 개발
면역반응을 이용한 코로나19 고감도 신속 현장 진단제 개발

-

100
150
100

출처 : 보도자료(20.3.26. 질병관리본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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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20)
(백만원)
188
120
100
145
39
90
200
110

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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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 인플루엔자 치료제 목적 임상 중
인 의약품의 코로나19목적 추가 임상 6건 승인,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치

국내 허가 없는 의약품의 코로나19사용 목적 특

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공급관리에 중점을

례수입 허용 등이 이루어졌다.

백신 자급화를 위한 과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두고 있다(그림 6). 지원을 통해 3월 현재 5건의

<그림 6> 코로나 19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원책

출처 : 보도자료(20.3.27. 식품의약품안전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Ⅲ. 백신의 개발 현황과 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약물 재창출 연구
(Drug Repositioning1))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
된 약물 중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는 약물을 찾

❶ 백신 개발 현황

고 있으며, 영장류 및 마우스 모델을 개발중이

글로벌 시장의 백신은 132개 파이프라인이

다. 이렇게 개발된 약물들은 코로나19 의료현장

개발 진행 중이다2). 국내 백신 개발 현황은 협

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임상 의사들에게 연구

회의 조사에 따르면 27건, 그 중 국가예방접종

결과를 제공할 계획에 있다.

(NIP) 대상 백신은 15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
인다. 2018년에 협회에서 조사한 국내 제약사
신약 파이프라인이 573개인 것과 비교해볼 때
백신의약품의 비중은 2.6% 수준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표 9).

1) Drug Repositioning : 기존에 나와 있는 약물이 다른 질환에 쓰일 수 있게 하는 것(ex. 아스프린, 비아그라, 시클레소니드(코로
나-19 약효, 한국파스퇴르연구소)
2) BIS Research, Global Vaccine Market - Analysis and Forecast : 2018 to 2028.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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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국내 백신 개발 현황
백신 종류
(예방가능질환)

개발 단계

4가 세포배양 독감 백신

국내 임상 3상 중

탄저 백신

국내 임상 2상 중

차세대 수두 백신

국내 및 글로벌 임상 2·3상 중

V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백신

국내 임상 1·2a상 중

V

결핵 백신

국내 임상 1상 중

V

대상포진

해외 임상 1상 중(미국)

독감 백신

공정개발

V

기업명

GC녹십자

셀트리온

NIP 백신 여부

B형 간염

공정개발

V

폐렴 백신

개발초기

V

CJ
헬스케어

두창

비임상

수족구

임상 1상 준비 중

6가 혼합백신

임상 2상 준비 중

LG화학

폐렴구균 예방

임상 2상

V

소아마비

임상 3상

V

소아장염 예방

임상 2상 및 추가 공정개발

V

자궁경부암 예방

임상 1/2상

V

장티푸스 예방

임상 2상

폐렴구균 예방

임상 1상(미국)

장티푸스 예방

임상 1상

SK바이오
사이언스

폐렴구균 예방

전임상

수막구균 예방

전임상 준비

자궁경부암 예방

전임상 준비

H7N9등 Avian 인플루엔자 질환 예방

IND

고령층 대상 인플루엔자 질환 예방

후보물질도출

인플루엔자 질환 예방

후보물질도출

유바이오
로직스

일양약품
보령
바이오파마

V
V
V

A형 간염 백신(프리필드시린지)

V

DTaP-IPV 백신(프리필드시린지)

V

출처 : 백신 사회적 가치 평가 연구(2019.05), 한국제약바이오협회

❷ 백신 개발의 어려움
위와 같이 백신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이유로
는 여러 가지가 파악되고 있다. 백신은 바이오
의약품의 한 분류로 화학의약품 대비 생산 난이
도나 사용하는 기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개발 및 생산시설에 많은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는 산업이다. 다국적 제약사에서 생산하
는 백신은 특허 장벽이 높아 도전하기가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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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에도 대응이 필요하
다. 또한 제조방법이 까다로운 특징을 갖고 독성
물질을 인체에 주입하여 인위적으로 면역체계
를 구축하는 만큼 백신의 안전성도 중요하다. 특
히, 환자를 상대로 하지 않는 백신의 특성상, 임
상 대상자를 모집하기 어렵고 주요 타겟인 영·
유아를 상대로 하는 임상은 참여에 대한 반감이
커 모집이 더욱 쉽지 않다 (그림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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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백신·화학합성의약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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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나대투증권 백신산업리포트, 하나대투증권(2014.08),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재구성

<그림 8> 국내 제조 백신 개발의 어려움

출처 : 감염병 백신 글로벌 정책 동향과 국내외 연구기술 개발 현황, 산업정책분석원(2014)

물론 정부가 백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양

더욱이 코로나-19와 같이 일시적인 감염병,

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공공백신

국내 시장이 크지 않거나 판로를 확보하기 어려

의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업에서 관심을 가

운 백신 종류에 대해 기업이 독자적인 연구개발

지고 있는 고부가가치 백신에까지는 미치고 있

투자로 성과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다. 연구개

지 못하다. 이와 같은 정부 R&D 지원 정책과 기

발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백신이 팔리지 않는

업 R&D 방향이 다른 것은 연구개발 실수요자

다면, 백신의 공공성과는 별개로 기업 활동에 치

인 기업이 실제적인 정부 지원 효과를 체감하기

명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또 다른 경제

어렵게 만든다.

사회적인 손실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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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치료의학에서 예방
의학으로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
라 백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
다.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백신 개발의 중요
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할 것이다. 사스와 메르
스, 신종인플루엔자를 겪으면서 정부는 감염병
대응에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정부 정책과 기업
의 R&D 방향의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고, 우리 사회에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
다 대비책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직면하게 된다.
화학의약품 대비 바이오의약품과 백신의 파이
프라인 숫자, 그 중에서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비
중을 보면 기업의 백신 R&D 방향과 정부 지원
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지 유추가 가능하다. 백
신은 개발 기간, 열악한 임상 환경, 미래 신종 감
염병에 대한 불확실한 시장 등 여러 불안 요소
로 인해 기업이 지원없이 단독으로 개발하기에
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영·유아 출생인구 감
소로 인한 시장축소,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 증가 등의 요인은 기업에 악순환
(적자누적 → 기술 개발 투자 여력 상실 → 글로
벌 경쟁력 미흡 → 국가 신·변종 감염병 대응 능
력 상실)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신종인플루엔자 팬데믹 사
태 때 감염병 대유행을 원만하게 해결한 경험
이 있다. 녹십자의 화순공장이 아시아에서 2번
째, 전세계에서 9번째 백신 생산기지로 들어서
면서 국내에서도 백신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신
종플루 당시 백신을 대량 생산하며 대(對)신종
플루 대응의 기지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이는
2010년 세계보건기구(WHO) 회의에서 대한민
국의 성공적인 신종플루 방어 결과로까지 발표
가 되었다. 이 때 고가의 해외백신만 시장에 유
통했다면 더 많은 보건의료 비용이 지출되었을

24

것이다. 하지만 사태 종식 후 정부의 백신 R&D
투자가 백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재적소에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녹십자의 화순 공장
건설은 전체 사업비용 800억원 중 162억원이
국비 부담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기업이 부담
한 케이스이다. 백신 수요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면 공장 건설뿐만 아니라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도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 감염병 대
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염병 관련
지원 정책 중 기업과 협력해야 하는 부문은 면밀
한 검토를 통해 반복·중복적인 정책이 아닌 선
제적 백신 대응 체계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발생가능한 감염병에 대해 정부 주도의
펀드를 만들어 백신을 기업과 공동 개발하고 개
발 성공 시 가치 보전 방법 및 백신 비축 지원 등
개발 후 기업과 관이 협력하여 대유행에 준비하
는 다양한 거버넌스에 대해 면밀히 고민해보아
야 할 시기이다.

vol.20

참고문헌

2. 생
 명공학정책연구센터(2019),
BioINdustry No. 138
3. 질병관리본부(2018), 2017 감염병 감시연보
4. 식품의약품안전처(2018), 보도자료

12. 질
 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index.es?sid=a2
13.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https://nip.cdc.go.kr/irgd/index.html
14. 질
 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5. 식품의약품안전처(2020), 보도자료

http://www.cdc.go.kr/npt/biz/npp/

6. 질병관리본부(2020), 보도자료

nppMain.do

7. 국
 가과학심의위원회(2019),

15. 식
 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

홈페이지, https://nedrug.mfds.go.kr/

전략(’17~’21) 2019년 시행계획

cntnts/125

8. 한
 국제약바이오협회(2019),
백신 사회적 가치 평가 연구

16. 항
 원 항체 반응 참고 인터넷 학술 사이트 :
https://courses.lumenlearning.com/

9. 하나대투증권(2014), 백신산업리포트

microbiology/chapter/overview-of-

10. 산
 업정책분석원(2014),

specific-adaptive-immunity/

감염병 백신 글로벌 정책 동향과 국내외
연구기술 개발 현황
11. 산
 업연구원(2020),
유행성 감염병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17. 존
 스홉킨스 의대 코로나맵
https://coronavirus.jhu.edu/map.html
18. 언
 론기사 : https://www.k-health.com/
news/articleView.html?idxno=47418

25

백신 자급화를 위한 과제

1. 질병관리본부(2019), 2018 질병관리백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정책보고서

제약바이오 육성과 민·관의 역할

미국·일본의 사례와 시사점
박예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 책임연구원

Ⅰ. 미래 먹거리로 부상한 제약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래 먹거
리를 발굴·선점하려는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
열하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전 세
계 국가들이 앞다투어 육성하려는 쟁쟁한 미래
먹거리 가운데, 제약산업 또한 세계가 주목하는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은 지 오래이다. 지난 5
년간(2014~2018년) 글로벌 제약 산업의 성장
률은 연평균 5.2%1)로 글로벌 제조업 평균 생
산 증가율 2.5%(2014~2018년)2)보다 2배 이

상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고성장 중이며, 특
히 바이오 기술 기반 의약품 시장이 세계 의약
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18%에서
2018년 28%, 2024년에는 32%를 차지할 것으
로 전망되는 등3) 첨단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제
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또한, 제
약바이오 시장의 M&A 거래건수와 거래액이 최
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하고, 제약바이오 기업
의 R&D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4)하는 등 제약
바이오산업은 말 그대로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활화산과 같은 곳이다.

<표 1> 글로벌 제약산업 R&D 지출 추이 및 M&A 거래건수

*자료 : EvaluatePharma(2019.5월)

*자료 : 삼정KPMG(2019.5월)

1)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19 제약산업 DATABOOK」, 2019.12.
2)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2019.8.
3) EvaluatePharma, 「World Preview 2019, Outlook to 2024」, 2019.6.
4) 삼정KPMG, 「M&A로 본 제약·바이오산업」, 2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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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간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고, 이에 따

이유는 첫째,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고 시장

라 원활한 기술확보에서 재투자, 그리고 상품화

규모가 큰 산업이기 때문이다. 제약산업의 부가

에 이르기까지 선순환 고리가 잘 구축되어 있기

가치율(국내기준)은 2018년 기준 61.0%로, 제

때문이다. 학계와 연구소는 전 세계에서 모이는

조업 평균 35.9%의 1.7배에 달하며, 세계 의약

우수 인력을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고, 정부는 학

품 시장규모는 2020년 약 1650조원 규모로 반

계와 연구소에 R&D 투자와 기술확보를 지원한

도체 시장 규모(약 540조원)의 3배에 달한다.

다. 기업 또한 대학·연구소와 밀접히 협력하여

5)

6)

둘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전

기술을 시장에서 사업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

세계 제약분야 종사자 수는 약 440만 명이며, 연

지 않는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통해 산업주체들

평균 3.3%의 양호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은 시너지를 내고 여기에 큰 시장, 자본력을 바

제약산업의 10조원 매출이 13만개의 관련 일자

탕으로 제약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

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는 것이다.

7)

도 의약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6.25로, 제조업

미국 정부는 2012년 「국가바이오경제 청사진

평균 4.81보다 높아, 일자리창출의 효과가 큰

(National Bio-Economy Blueprint)」 수립,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2016년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이러한 제약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Act)」 제정, 2019년 「2021년 R&D 예산 우선

각국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R&D 투자 및 기

분야」9)에서 5대 R&D 우선투자 분야 중 하나로

업 인센티브 운영,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등 각기

보건&바이오혁신 분야(바이오제약 분야) 선정

제약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본

등을 통해 R&D 지원을 강화하고, 의약품 개발

고에서는 제약산업에서의 강국 미국, 일본의 사

을 가속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지속적으로 마

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약산업 육성정책

련하여 왔다. 또한 미국의 제약·의료·바이오 분

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야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보건원
(NIH)은 전국의 우수 연구기관과 기업, 관련 컨
소시엄에 연구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전

Ⅱ. 미국

체 R&D 예산의 약 23.1%10)가 배정되는 NIH
의 지원은 신약개발까지 최소 10년의 기간과 2

전 세계 제약시장 중 미국은 40.2%를 차지하
고 있으며, 글로벌 탑10 제약기업 중 미국기업
은 5개8)나 될 정도로 제약산업에서 미국은 절대
강자이다. 미국이 제약산업에서 선두가 될 수 있
었던 것은 무엇보다 정부와 학계와 기업 등 각

조원 이상의 투자비용11)이 드는 제약바이오산
업 특성상, 기술개발과 연구활동을 하는 학계·
병원·기업이 실패의 위험부담을 덜고 마음껏 연
구하여 기술개발·기술사업화를 할 수 있는 환경
을 만들어준다.

5) 산업연구원 산업통계, 부가가치율-산업별, 명목, 광업제조업 조사, 국내 기준
6)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17 한국 제약산업 길라잡이」, IHS마킷 2019.9월 발표
7) 미국 battelle 연구소, 2012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8)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19 제약산업 DATABOOK」, 2019.12.
9) 미 대통령실, 「FY2021 Administ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 Priorities」, 2019.8.
10) KISTEP, 「미국 정부의 FY2020 R&D 예산요구안 분석」, 2019.
11) deep knowledge Analytics, 「AI for drug discovery,Biomarker development and advanced R&D Landscape overview」
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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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방정부 차원의 육성 정책과 NIH라

하게 하여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고 산업생태계

는 콘트롤타워의 지원을 등에 업고 미국의 대학

를 활발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지난해 전

과 연구소, 기업들은 연구와 기술사업화에 집중

세계 제약바이오산업 M&A는 북미기업들과 글

할 수 있다. 보스턴 클러스터로 대표되는 미국

로벌 제약사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

전역의 제약바이오 클러스터에서는 정부의 위

참여한 M&A가 630건으로 1위12)였다.

와 같은 전폭적 지원을 받는 대학과 연구소, 기

이렇게 M&A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들이 모여 함께 연구에 전념하고, 이를 사업화

환경은 큰 자본이 없어도 아이디어만 있다면 언

하기 위한 많은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모여들어

제든지 누구든지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더욱 시너지를 내고 있다.

있도록 도와준다. 미국 기업의 M&A가 활발하

한편,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M&A시장이

다는 것은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

활성화되어 있어 벤처기업들이 투자금을 회수

을 방증하며, 이를 통해 미국 기업들은 R&D

하는 방법으로 IPO 뿐만 아니라 M&A도 활발

효율성을 높이고, 신약 후보물질 기술을 선점

히 이용하고 있다. 활발한 M&A는 벤처기업에

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나

게 투자회수를, 대기업에게는 기술확보를 용이

타낸다.

<표 2> 미국 벤처캐피탈 투자액과 벤처 투자회수 유형13)

기업당 신규 벤처투자액
투자회수
유형

비율
기업당 금액

미국

한국

1,462.9만 달러(170.6억원)

24.5억원

IPO

52.1%

32.5%

M&A

44.6%

2.5%

IPO

3.5억 달러(4,080.5억원)

60.5억원

M&A

1억 달러(1,165.9억원)

26.8억원

*주 : 괄호안 美 달러화 원화 환산은 2019년 원달러 평균환율(1,165.85원) 적용
*자료 : Pitchbook,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Ⅲ. 일본
일본은 2020년 제약바이오 분야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NIH를 모델로 제약바이오산
업 육성을 위해 의료연구개발기구(AMED)를 설
립하였다. 탄탄한 기초연구 성과에 비해 연구결
과를 이용한 사업화가 부진해 고민이었던 일본
이 중개연구를 지원하고, R&D 활성화·효율화
를 위해 제약바이오 분야 R&D 콘트롤타워 역

할로 AMED를 세운 것이다. 이러한 콘트롤타워
기관을 통해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
을 일원적으로 관리하여 R&D 지출 효율성 높
이고, 의약품·재생의료 등 중점 프로젝트에 집
중 예산을 배정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
다. AMED의 작년 예산을 보면 주요 프로젝트 9
개 중 의약품 창출 프로젝트에 배정된 예산이 가
장 많으며, 동 프로젝트에 배정된 예산이 316억
엔으로 전체 AMED 예산의 1/5을 차지14)했다.

12) 삼정KPMG, 「M&A로 본 제약·바이오산업」 (2019)
13) Pitchbook-NVCA, 중소벤처기업부(‘18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구성, 2020.1.
14)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 2019년 R&D 예산」, 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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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를 통해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하고

업협의회는 매년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

자 하는 일본 기업들은 자금조달에서 인재확보,

해 액션플랜을 짜고 의료분야(의약품, 의료기

해외진출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기·헬스케어, 재생·세포의료·유전자치료)의 산

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업육성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표 3>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협의회 액션플랜2020

의료분야 종합 전략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분야 연구개발
•건강장수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신산업 창출

액션플랜 기본방침

•예방, 진행억제, 공생형 건강·의료시스템 구축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혁신 에코시스템 구축
- 제약,의료기기 및 다양한 헬스케어 관련 산업이 융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추진
- 벤처기업 혁신 및 다른 업종으로부터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자료 : 경제산업성, KISTEP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2020.1.10.)

또한 문부과학성에서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인

또한 2018년 일본 제약사들 전체의 M&A 실

오픈이노베이션 벤처창조협의회(JOIC)를 확대

적을 보면 M&A 거래액 기준 국가별 순위 3위를

하고 제약회사, IT기업, 대학병원, 연구소 등과

차지하였으며, 거래건수로도 5위를 기록했다.15)

함께 산학연관 협력으로 신약개발을 위한 인공

이러한 일본 정부의 R&D 일원화와 오픈이노

지능 공동개발에 예산 총 100억엔을 배정(2017

베이션 추진 정책에 힘입어, 일본의 제약시장은

년)하는 등 융합을 통한 시너지를 내는 데 주력

작년 미국, 중국에 이어 3위로 세계 시장의 약

하고 있다.

7.2%를 차지하였고, 매출액 상위 50대 제약사

일본의 개방형 혁신 추진 전략은 일본 제약
기업들이 M&A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게 만든다.

중 일본 국적 기업은 10개로 미국(16개)에 이어
2위16)를 차지하였다.

2018년 일본 국적의 글로벌 제약사인 다케다제

S&P CAPITAL IQ기준으로 개별 기업의 활

약은 영국의 제약기업 샤이어를 인수했는데, 이

동을 보면, 작년 제약기업들의 R&D 지출 총액

것은 그 해 전체 제약바이오 M&A 중 가장 큰 거

은 약 20조원으로 미국, 스위스에 이어 3위이

래 건이였으며, 이 인수로 인해 다케다제약은 전

고, 기업 1개사 당 R&D지출액은 약 5,146억원

체 글로벌 제약사 중 19위에서 8위로 뛰어올랐

으로 한국 기업 1개사 당 R&D 지출액의 약 31

다. (2019년 매출 기준)

배에 이른다.17)

15) 삼정KPMG, 「M&A로 본 제약바이오산업」, 2019.5.
16)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19 제약산업 DATABOOK」, 2019.12
17) S&P capitalIQ 등록 기업 데이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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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가별 제약기업의 R&D 지출액(2019년)
R&D 지출 총액

단위 : 백만 원

1개사 당 R&D 지출액

기업 수

미국

56,231,334

480,610

스위스

24,224,254

6,056,063

4

일본

20,583,565

514,589

40

영국

14,369,775

1,026,412

14

독일

9,891,459

3,297,153

3

한국

1,313,178

16,623

79

117

*자료 : S&P capitalIQ

Ⅳ.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미국·일본의 사례 뿐 아니라,
다른 주요 국가 또한 저마다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중이다. 미국에 이어 세계 시
장 2위로 떠오른 중국은 ‘건강중국2030 전략’
수립(2016년)을 통해 혁신신약 개발 및 심사기
간 단축을 위해 의약품 평가·승인체계를 개선
(기존 3~5년→1년)했으며, 제약산업 선진국인
영국도 바이오헬스분야를 포함한 미래 산업 전
략을 발표(2017년)하고, 세계 최대 규모 빅데이
터(500만명 규모) 구축을 추진중18)으로 각국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저마다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중이다.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제약산업 육
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차세대 성장동
력 산업으로 제약바이오 산업분야를 선정(2004
년)하였고, 바이오-비전 2016 발표(2016년)를
통해 바이오분야 육성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작
년엔 현 정부 3대 중점육성산업으로 미래차, 시
스템반도체 분야와 함께 바이오를 선정하여 제

약·바이오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힘입어 지난
5년간(2014~2018년) 의약품 분야 연평균 성장
률은 6.5%로, 전체 산업(4.6%), 제조업(4.4%)
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우
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은 갈 길이 멀다. 한국의
바이오경쟁력 순위는 2009년 15위 이후 추락
하여 26위에 머무르고 있고(2016년)19), 글로벌
TOP10 안에 드는 제약바이오기업이 없다.
의료분야에 우수한 전문 인력을 많이 보유한
우리나라가 이러한 강점을 살려 손꼽히는 제약
바이오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선점과 경쟁
력 확보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 연
구개발특구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 내
있는 시험생산 시설에서 생산한 의약품이 승인
받을 경우 해당 제품의 상업생산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거나 M&A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바이
오제약사 투자유치를 위한 의약품 시설투자 세
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
공을 통해 적극적인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을 펼칠 때이다.

18) 정부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2019.5.
19) Scientific American, 「A global biotechnology perspectiv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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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육성과 민·관의 역할

김태억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사업본부장

1. 정부 신약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19년 KISTEP이 발간한 조사보고서에 의
하면 2017년 기준 정부 연구개발투자액은 연평
균 3,000억원, 코스피 32개사와 코스닥 21개사
등 총 53개 기업체의 2019년 신약 연구개발 투
자액은 1.4조원으로, 이를 합치면 연평균 대략
1.7조원이 투입되고 있다. 특히 민간 제약기업
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은 8.88%
로 2010년의 7.20%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
다. 이러한 연구개발 투자액의 증가는 정부의
2011-2017년 연평균 투자증가율 3.1%에 비
해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민간 연구개발 투자역량이 확
대되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구분, 집중해야할
투자영역이 차별화될 필요 역시 높아지고 있다.
민간부문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신약개발에 대한 기업들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
되는 동시에 1조원 이상의 대형 라이센싱 성과
가 매년 10건 내외 꾸준하게 창출됨에 따라 “우
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이기
도 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신약개발 역사를 개략
적으로 구분해 본다면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복제약 혹은 개량신약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
던 것도 사실이며, 혁신신약에 대한 본격적인 연
구개발 투자는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
터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2015년을 전후해서
바이오 시밀러가 글로벌 시장을 본격 공략하는
동시에 혁신신약 분야에서도 계약액 규모 1조원
이상의 글로벌 라이센싱 등 대형 성과가 속속 언

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제약산업이 우리나라의
신성장산업 중 가장 대표적인 분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증가했다.
과거 10년 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대규모
해외 라이센싱과 함께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이
해외로부터 파이프라인을 도입하는 인-라이센
싱은 물론이고 해외 바이오벤처기업에 대한 투
자 역시 최근 2-3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글로벌 도약을 위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
고 있음을 예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2020년대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정부 연구개발 투자전략은 대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가 주도하는 [3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2017-2026)]과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제약
산업지원육성 2차 종합계획(2018-2022)], 그
리고 또 다른 축으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1] 등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제3차 생명공학육성 기본
계획]에 따르면 글로벌 신약 후보물질 신규개발
100개, 국산 블록버스터 5개 창출이 목표로 제
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추격형 R&D를 벗어
나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세계 최초 R&D와 함께
글로벌 창업지원 및 M&A 활성화를 위한 메가
펀드 조성 등을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제시하
고 있다. [제2차 제약산업지원육성종합계획]에
따르면 연구개발 분야에서 차세대 미래 유망분
야로 ① 스마트임상시험 플랫폼 구축 ② 첨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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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의약품 지원확대 ③ 인공지능 활용한 신약

대 신약 플랫폼 기술에 대한 집중투자를, 의약품

R&D ④ 스마트제조공정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차세대 초기 파이프라인 발굴 및 임

등을 제시한다. 신약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한 사

상연구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중개연구 분야, 연

업으로는 ① 개방형혁신 연구개발 활성화 ② 신

구개발 초기부터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비즈

약재창출 연구지원 ③ 첨단의료복합단지 R&D

니스 네트워크의 강화 등을 정책목표로 제시했

지원기능 강화를 제시하는 한편, 공익목적의 제

다. 또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과제

약분야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희귀난치질

중 하나로 규제과학 선진화 및 규제개선을 향후

환과 감염병-백신 치료제 R&D 확대, 연구자 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으로 활용하겠

상시험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다고 발표했다.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보다 통
합적인 범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전략을 실행하
기 위해서는 기초원천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하
고 있는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과 산업화 차원
의 연구개발 전략을 강조하는 제약산업지원육
성종합계획간에 상호연관성, 연속성, 일관성이
있으면 바람직하겠으나, 두 개의 중장기 계획에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세계적 경쟁
력을 가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성
장장벽, 세계적 첨단 트렌드를 넘어서 차세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핵심 연구분야, 기업유형별(대
기업, 벤처기업) 글로벌 성장모델 등이 충분하
게 고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된 목표와 전
략, 정책수단들의 단순나열은 정부차원의 전략
적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가늠하기 힘
들게 만든다.
다행스럽게도 2019년 12월에 과학기술혁신
본부는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우리나라 차
세대 주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전략적인 R&D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바이오헬스 R&D 투
자전략-1]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바이
오헬스 관련 연구개발을 원천기반, 의약품, 헬
스케어서비스, 산업혁신-규제과학 등 4대 분야
로 재구성하고 2025년까지 연간 4조원의 예산
을 투입한다는 목표 하에 원천기반 분야에서는
신규기전-신규타겟 발굴과 유전자가위 등 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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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 경쟁력의 핵심, 파이프라인과
모달리티를 중심으로
제약기업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양하
다.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쟁력 원천은 제약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항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마케팅 혹은 영업역량이다. 그 다음으
로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연구개발 경쟁력인데,
연구개발 경쟁력의 시작이자 결과물은 CMC 분
야와 함께 신약 파이프라인의 숫자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가 제시한 중장
기 투자전략의 방향은 아직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지만 그나마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제시한 중
장기 R&D 투자전략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
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ISTEP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해서 만들어진 신약 파이프라인은
2010~2015년간 누적으로 약 750개 정도이며,
그 중에서 제약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
인은 대략 573개 (제약바이오협회 2019년 데
이터북)로 조사되었다. 양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전 세계 파이프라인 15,000개 중 우리나라가 약
750개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5% 수준으로, 글로
벌 제약시장의 1%를 점유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파이프라인의 개수 그 자체는
부족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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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북에 따르면 국내 제약회사 100개 기업이 밝

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범부처신약개발사

힌 향후 파이프라인 개발계획 건수는 총 380개

업단의 경험을 근거로 살펴보자. 범부처신약개

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하고 있

발사업단이 2011-2020년까지 약 9년 동안 접

는 신약 파이프라인의 개수는 대략 200여개이

수받은 과제는 총 590개이며, 이 중에서 162개

다. 앞서 추정한 기술 이전율을 이 숫자에 대입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했다는 점을 고

해보면 200개 파이프라인 중에 기업체로 기술

려하면 약 27%의 과제선정율을 보여주었다. 연

이전되어 후속 개발 가능성이 있는 파이프라인

구개발비 지원을 위해 선정된 과제 중 글로벌 경

의 개수는 16개로 추정된다. 특히 비교적 새로

쟁력을 갖춘 파이프라인의 비율은 얼마일까? 이

운 접근법을 활용하거나 신규 타겟 등을 공략하

를 분석하기 위한 간접 지표로 국내외 기업으로

는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을 기준으로 분석해보

라이센싱 되거나 글로벌 임상 3상으로 진입한

자. 정부가 지원하는 신약개발 관련 연구지원 프

과제수를 조사해보면 총 49(라이센싱 47+자체

로그램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이오 미래의료

임상3상 2)개로 전체 선정 과제 수 대비 약 30%

기술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간 120억

로 나타났다. 사업단에 과제 지원한 전체 파이프

원씩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5년을 지원한

라인 590개를 기준으로 본다면 글로벌 경쟁력

결과 창출된 파이프라인의 개수는 103개로, 연

을 갖춘 파이프라인의 비율은 대략 8%라는 결

간으로 계산하면 약 20개 파이프라인이 새롭게

론이 나온다.

만들어졌다.
이 중에서 몇 개의 파이프라인이 기업체로 이

이러한 파이프라인 부족현상을 좀 더 장기적

전되어 새로운 파이프라인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인 관점에서 분석해 본다면 제약기업 파이프라

있을까? 신약 개발단계 이행율이나 국내 초기물

인 개발수요와 정부 연구개발비를 통해 창출되

질의 기업 기술이전율을 적용해보면 아무리 높

는 공급가능 파이프라인 개수의 격차는 매우 크

게 잡아도 연간 2~3개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

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간한 2019년 데이

온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산업 추진성과 - 201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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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점에서 미래 파이프라인 부족현상
은 모달리티의 신규성과 다양성에서도 찾아볼

달리티 분야에서도 상대적 경쟁력이 매우 취약
한 것을 알 수 있다.

수 있다. 모달리티의 변화는 독점적 경쟁질서가
작동하는 제약산업에서 새로운 기회공간을 열
어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제약기업의 경쟁력
순위를 새롭게 재편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장 먼저 새로운 모달리
티 기반의 파이프라인으로 개념입증에 성공할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이나 주가상승이 폭발적
으로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보자
면 CAR-T 치료제 임상에 성공한 일본 카이트
나 주노가 대표적이며, 핵산 치료제 개발에 성
공한 미국 이오니스(IONIS)나 미국 일나일람
(Alnylam) 등도 그러하고, 항암바이러스 치료
제 분야 역시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새롭게 창업한 바이오
의약 기업체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살펴보면
이중항체, 압타머, 핵산, 엑소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 새로운 모달리티를 기반으로
한 회사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
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신규 모달리티 기반 기업
들의 개발단계나 숫자를 비교해보면 차세대 모

34

3.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전략,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신약개발은 개발시작부터 시장출시까지 대략
13-15년이 소요되는 가장 대표적인 미래지향
적 사업이다. 따라서 처음 시작부터 미래의 시장
수요, 미충족 의학적 수요를 공략한다는 목표 하
에 수많은 경쟁자들과 장기간에 걸친 개발경쟁
을 진행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차별화된 경쟁력
을 가지기 위해서는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법, 지
금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선택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나누
어보고, 정부가 집중해야 할 투자방향을 고민해
본다면 답은 명확하다.
우선 민간제약기업의 경우는 벤처단계의 기업
과 상장단계의 기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벤
처기업의 경우는 상장기업에게 라이센싱을 통
해 성장하고, 상장기업은 제품출시를 통해 성장

vol.20

첫째, 시장에서 이미 떠들썩하게 논의되는 연

클은 대략 5년 전후로 설정될 수 있다. 이에 반

구영역에 대한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해 정부의 경우는 제약기업의 5년 투자 사이클

그 영역은 시장의 영역이지 정부의 영역이 될

운영에 필요한 초기 파이프라인을 공급하는 역

수 없다(물론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

할과 제약산업 생태계 전반을 고도화, 글로벌 수

해 필요한 특정영역의 단기적 지원은 가능하다).

준으로 높이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
행할 수 있다.

둘째, 연구개발 투자 영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업의 수요나 사업화 모델과 연계시

특히 초기 파이프라인 공급의 경우 시간에 대

키는 것을 피해야 한다. 최근 연구개발 성과의

한 고려가 매우 중요한데, 정부가 투자해야 할

사업화가 강조되면서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할

초기 파이프라인이 5년 뒤 기업으로 이전되어서

때부터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강화

10년 후 시장에 출시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되고 있는데, 중장기 미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

정부 연구개발 투자전략의 방향과 영역을 결정

기 위해 더 많이 고려해야 할 것은 의학적 미충

할 때 최소 10년을 내다보아야 한다.

족 수요이지 사업화에 대한 수요가 아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면역항암제의 역사를

셋째, 제약산업은 그 본질상 국내 수요가 아닌

들 수 있다. 2011년 단백질인 CTLA-4를 활용한

세계적인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산업이

면역관문억제제 시판허가가 나오면서 전 세계 제

라는 점을 고려하여 글로벌 차원의 개방형 혁신

약업계는 면역관문억제제 개발경쟁에 너도나도

을 연구개발 투자전략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뛰어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과는 다소 독립적

개방형 혁신의 핵심은 자체 개발이 아니라 외

으로 미국의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CAR-T 치료제

부도입을 활성화하는 것이며, 국내보다는 해외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2003년에 최초의 In-

로 개방의 폭과 방향을 높여야 한다. 특히 새로

Vivo 결과를 발표하고 2013년에 최초의 연구자

운 모달리티나 완전히 새로운 치료접근법을 개

임상결과를 발표했다. Nature에서는 2012년에

발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대학이나 연구소, 연구

CAR-T를 올해의 획기적 치료제(Breakthrough

자들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는 안된다.

Therapy)로 지정하고 CAR-T 치료제 개발상황
을 정리해서 발표했으며, 그 결과 2017년 시판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전체 분야, 신규 단백

가를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서 볼 수 있

질 타겟 발굴, RNA 타겟 공략을 위한 모달리티

듯이 제약업계와 대학 및 연구소의 개발 흐름간에

개발 등에 관한 다양한 컨소시움, 국제공동연구

약 6년의 차이가 존재하며, 투자의 방향과 영역 역

개발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나

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라에서 이러한 대형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참
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다. 새

그렇다면 미래 파이프라인 창출을 위한 정부

로운 모달리티 개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의 투자전략과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려면 어떻

시장을 주도하고자 한다면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게 해야할까? 당장 2-3년 이후의 일도 예상하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국책

어려운데 10년을 내다본 투자전략을 수립한다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는 국제 공동연구 대형 프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분명하다.

로젝트 참여를 지원하거나 우리나라 정부가 주

하지만 최소한 무엇을 하면 안된다는 점을 지
적하기는 상대적으로 쉽다.

도하는 신규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과
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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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구
일동제약 부사장(연구소장)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을 찾는 여행객은 대부

경직성, 최고경영자의 독선을 견제하지 못하는

분 한 번씩 방문하는 바사 박물관(Vasa Museum)

참모들이 있다면 가뜩이나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이 있다. 이곳에 전시한 거대 선박 ‘바사 호’는

신약개발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1628년 스웨덴 군왕 구스타프 아돌프 2세가 스
웨덴의 국력과 자신을 과시하고자 건조한 것인
데, 첫 항해를 하던 중 2킬로미터도 항해하지 못
하고 침몰했다. 침몰한지 333년 후에야 인양되
어 완벽히 보존해 바사 박물관에 전시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최신 기술을 접목한 군함이 고작
1해리를 항해한 다음 침몰했을까? 지금까지 알
려진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선박 안정성을 무시하고 비현실적인 장식을
요구했다는 점
② 선박 건조를 지휘했던 첫 번째 리더의 사망
후 이에 대한 후속 계획의 부재
③ 선박 건조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계도
가 없었다는 점
④ 첫 항해 이전에 균형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견
됐으나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⑤ 전쟁에서 시급하게 필요했다는 이유로 아무
도 감히 군왕에게 선박 건조의 문제점을 말할
수 없었다는 점.
제기된 모든 이유들은 연구개발의 실패 원인
이 된다. 겉멋에 치중한 임상시험의 설계, 연구
개발 각 단계에 필요한 전문가의 부족, 구체적이
고 실현 가능한 연구개발 계획이나, 선행 연구결
과에 따른 유연한 계획 변경이 이뤄지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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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약 연구개발 성공률은 매우 낮다
2014년 발표된 네이쳐(NATURE) 논문에 따
르면 1상 임상시험에 진입한 신약후보물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10% 정도밖에 안된다.
임상시험에 진입하기까지의 노력과 수많은 전
문가들이 참여하고 거액의 연구비를 사용하면
서 얻어낸 성과는 매우 낮다는 것을 일단 인정
해야 한다. 그럼에도 자기 회사가 시도하는 연구
는 매우 특별하며 별다른 근거도 없이 성공적인
결과를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종교일지는 몰
라도 과학은 아니다. 그렇다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위의 바사 호에서 얻은 교훈을 적용한다면,
현실적인 연구개발 시도를 하고, 컨틴전시 플
랜(contingency plan)을 가지고 있어야 하
며, 기회와 위험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
하고, 다음 단계로의 결정이 미리 설정된 기준
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연구개발의 속
도와 품질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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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단계에 따른 FDA 신약승인 가능성 (LOA: likelihood of approval)
NATURE Biotechnology Vol 32 NO 1 2014:40-51

2.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이 필수적이다
글로벌 제약회사마다 연구개발조직을 구성하
는 방식은 차이가 있겠지만 참여하는 전문가 그
룹은 대동소이하다. 필자가 몸담았던 회사의 신
약개발 팀은 다음과 같은 6개 팀이 있었고 각 팀
마다 리더 밑에 10여명의 팀원으로 이루어져 있
었다. 개발 단계에 따라 인원수는 많아지기도 하
고 축소되기도 한다.
각 팀의 리더는 해당 분야에서 실제 신약개발
을 성공시켰던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며, 주기적
으로 회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진도를 점검
하고 생산된 연구 결과에 따라 계획을 유연하게
수정한다. 국내 환경에서 부족한 전문가는 임상
약리(Clinical pharmacology) 분야와 프로젝
트 관리(Project management) 영역이다. 신
약의 개발에서 임상약리는 필수불가결이고 글
로벌 제약회사에는 다수의 임상약리 전문가가
근무하며, 약력학/약동학 실험 결과를 이용한
시뮬레이션-모델링, 독성평가, 임상시험 디자
인 등 연구개발의 핵심인력인데, 국내에서는 경

험있는 전문가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제약
기업의 연구개발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례
를 찾기 힘들다. 따라서 신약개발 단계마다 필요
한 의사 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게 되고
결국 개발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프
로젝트 관리자는 국내 환경에서는 찾아보기 힘
들다. 간혹 있다고 하더라도 제약산업에서 충분
히 경험을 쌓고 리더십까지 갖춘 전문가는 더더
욱 드물다. 그런데 프로젝트 관리자 없이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한 관리라고 할 수 있는 신약개발
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수없이 이루어
지는 작업들이 계획된 시간 안에, 계획된 비용을
지출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인력을 투입하고,
산출물을 관리하고, 품질을 보증하고, 가장 중
요한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게 하며 갈등을 조정
하는 것이 프로젝트 관리라는 것을 상기하면, 그
런 기능 없이 신약 연구개발이 성공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인력 면에서 가장 시급한 영역이 임
상약리와 프로젝트 관리 분야인데, 두 영역 모두
훈련하기도 어렵고 훈련을 시켜줄 대가도 부족
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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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와 개발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은 대부분 연구소가 독
립적으로 운영되며 주로 화학, 생물학, 약학 분
야 전공자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에 개발부서
는 극소수의 의사와 허가, 임상시험조직, 통계
분야 전공자들이 활동한다. 많은 기업에서 두

개발 조직을 통합운영하면서 각 단계의 절차를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약기업에서 가장 시
급한 것은 단순한 조직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조직을 이끌 리더십을 갖춘 인재이다. 미
국에서도 translational research로 전환할 때
가장 고민한 것이 리더십이다.

영역간의 갈등이 있고, 연구 단계의 의사결정
에 개발부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연구조
직에서 선정한 프로젝트가 개발조직으로 시간
차 없이 연결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해외에

4. 이제는 신약 연구개발의 궁극 목표를
달성해야 할 때다

서도 유사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등장한 방식

최근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

이 Translational Research였는데, 이는 연구

가했고 이에 따라 많은 스타트업이 비즈니스를

와 개발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시키고, 강력한

시작했으며, 자금의 수혈도 과거에는 상상할 수

리더십으로 각 단계의 전환이 견고한 과학적 판

없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연속된 개발실

단에 이뤄지면서 시간상의 손해가 없도록 하는

패 혹은 개발과정에서 절차나 품질 면에서 불미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용어를 중개연구

스런 사례로 모처럼 얻은 기회를 날릴지도 모르

라고 하면서, 기존 조직은 그대로 두고 단지 단

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계간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신약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는 신약의 허가이

으로 잘못 인식되면서 용어만 남고 실체는 없는

며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전문가, 연구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제약기업 안에서는 과거

자, 의학자들의 사심 없는 협력이 필요하다. 이

부터 translational research 방식으로 연구개

제는 독선으로는 불가능하며 건강한 견제와 상

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고 말 것도

호존중의 협력체를 만들고, 과학적·의학적 판단

없었다. 기업의 신약개발 목표에서 시간은 어떤

이 연구개발 진행/중단의 기준이 되고, 필수불

희생을 하고서라도 단축해야 하는 합의가 있기

가결한 전문기능을 확보하여 신약개발을 우리

때문에 translational research 방식이 아니면

나라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하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력한 리더가 연구

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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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산업육성 공존의 해법
변영식
법무법인 광장 수석전문위원

1. 건강보험종합계획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 주요 약가규제를
포함한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종합
계획은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담보하여 국민건
강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전
국민 건강보험적용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에서는 그 무엇보다 재정의 안정성, 즉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정부의 정책적 목표일 것
이다.
이러한 일관된 정책적 기조 하에 정부는 건강
보험 재정수지 및 정책적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여러 관리대책을 통하여 흑자재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재정수지의 위기가 예상될 경우에는 선
제적으로 강력한 통제정책을 발동하여 재정 지
출을 관리해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전국민건강보험제도라
는 관점에서 지지를 받을만한 것이고 또한 최
근 국가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고령화에 따
른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 현상을 고려할 때 지
지를 받을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증가세를 감안할
때, 지출구조의 통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본다.
그런데 지속가능성이라는 규제의 관점을 넘어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정부의 또 다른 목표를 생
각할 때, 과연 지금과 같은 통제 위주의 약가정
책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신약개발을 통한 제약강국의 관점에
서 생각의 지경을 좀 더 넓혀 보면, 관리와 통제
를 바탕으로 한 현재 건강보험종합계획 관리대

책이 과연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유일하고도
적절한 방법일까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단기적인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우선 지
출을 줄여야 하겠지만, 피해갈 수 없는 국가적
이슈인 초저출산 국가 진입에 따른 생산 인구의
감소,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 인구의 감소 등 인
구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거시적인 기본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
이 필요할 것이다.
즉, 2020년 이후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며, 2025년 이후에는 적자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
연 근본적인 대안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필
요하다고 본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만으
로 과연 건강보험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과 함께,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고 있
는 지출구조의 개선만으로 과연 20년, 30년 후
걱정없는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관
점에서 다시 조망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으로 전체 건강보
험재정에서 차지하는 약제비를 25%이하로 안
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가져 오게
한 요인은 ① 비용효과성 평가와 협상이라는 선
별등재방식을 통한 신약의 등재가격 관리 ② 재
평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가격 조정, 실거래가 조정 등 등재 후 강력
한 각종 사후관리 시스템 ③ 2012년 보험약가
일괄인하 등 주기적인 재평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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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2014년 위험분담제의 도입과 개선

약가 수준이 외국에 비해서 낮다”라는 사실은

안 발표, 2015년 경제성평가특례제도의 도입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런 와중에 종합계획에 따른

등을 통하여 신약의 접근성이 개선되었고, 오랜

또 다른 약가조정의 도입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기간 동안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던 제약산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업계의 환영을 받을만한 조치들이 일부 나왔다.

약가에 대한 계속적인 규제는 산업적인 면에서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러

신약개발에 대한 의지를 꺾고 나아가 R&D 투자

한 조치들이 신약 진입의 문을 조금 유연하게 열

를 약화시켜 결국은 R&D, Open Innovation

었다고 할지라도 추가적인 각종 사후관리대책/

으로의 한국 제약산업 생태계 전환을 어렵게 할

약가인하 대책을 동시에 병행 설계하여 결과론

것이다.

적으로 제약산업계의 R&D 투자와 신약개발 유

지금이 큰 그림을 그려야 할 적기라고 본다.
이제는 제약산업 생태계를 제약강국에 걸맞게
바꿀 시점이라고 본다.
건강보험과 제약산업 육성, 어찌 보면 병존할

인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까 의
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키워야 잡을 닭이 있는 것이지 키울 의욕을
미리 꺾는다면 잡을 닭도 없게 될 것이다.”

수 없는 양날의 검 같지만 수레바퀴와 같아서 양

따라서 키움의 기능으로서 약가제도를 좀 더

자가 공존해야만 방향성을 잃지 않고 제약강국

유연하게 운영해야 하며, 동시에 과도하거나 불

으로의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다.

필요한 사후 규제제도와 약가조정 제도들을 통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신약개발’, ‘국가 성

합 또는 폐지해야만 글로벌 혁신 신약의 탄생

장동력으로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이라는 슬

과 그것을 디딤돌로 한 제약강국이 현실화 될

로건은 제약산업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과제일 것

것이다.

이며, 산업계·정부·전문가/학계가 머리를 맞대
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할 수 있다는 발
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제만이 능사가
아니라 국가 먹거리 창출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봐야 할 절박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글로벌 혁신 신약의 개발을 통한 제약산업의
발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 성장동력
화, 그로부터 유발되는 산업 생산성 증가에 따른
과실로 건강보험을 재원화하는 방법 등이 모색
되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신약개발에 있어서 가격의 의미는 R&D 투자
동기 부여의 출발이자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닐 것이다. 물론 세제 지원이나 임상지원 등의
인큐베이션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종국적으
로는 가격과 적정 수익성이 핵심적인 신호등으
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2. 국가 성장동력으로서의 제약바이오산업
최근 다국적 제약사 얀센으로 기술 수출한 유
한양행의 폐암치료제 ‘레이저티닙’, FDA허가를
획득한 SK케미칼의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
미국과 유럽에서 오리지널과 경쟁 중인 셀트리
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시밀러의 사례
에서 정부는 제약산업에 대한 시각과 정책방향
을 혁신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혁신 신약과 세계
적 제약바이오기업이 탄생되도록 제도적인 지
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세계적인 제약회사로의 기술 수출, 글
로벌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로 경쟁하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 R&D, 임상,
혁신적 신약의 허가와 글로벌 마케팅까지 아우
르는 신약의 전주기 개발이 완성되도록 정부가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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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첫 단계인 신약평가에서 글로벌 마
케팅이 가능한 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렇
지 않으면 혁신적 신약의 탄생과 글로벌 진출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3.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 정책
❶ 신약의 평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신약평가체계는 혁신을
위한 투자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지금

또한 Open Innovation은 신약 개발 및 마케

까지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통제와 관

팅을 위한 세계적 추세이자 생존 전략이며, 제

리가 주요 목표였다면 앞으로는 혁신적 신약의

약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R&D 투자와 임상시험

개발과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국부창출을 위한

확대를 위해 Open Innovation은 필수적이다.

투자로의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 시장에서의 판매를 기반으로 R&D 비용이
조달되고, 전세계 시장에서 Global Marketing

한국의 약가정책과 신약평가체계는 건강보험

을 통한 조 단위의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면, 이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가격 통제와 약제비 관리가

를 기반으로 R&D 투자 활성화 및 국부가 창출

주요한 정책 기조이며, 그에 따라 국내 제약사의

되는 선순환 구조의 산업생태계가 가능할 것이

신약평가는 국내사의 제네릭과 개량신약, 비열

며, 그 출발점이 바로 신약의 가격 정책 및 사후

등 신약의 가격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관리 제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계 시장점유율 2%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

최근 국내 기업들도 항암제 및 바이오 약제 등

국제약시장을 벗어나 98%의 해외 시장에서 수

혁신적 신약의 개발이 완료되어 허가 진행 중이

익창출이 가능하려면 국제경쟁력에 걸맞는 혁

거나 준비중인 상황으로, 이들 약제의 가격이 제

신적 신약의 개발이 촉진되어야 하고, 이를 견

대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기존 평가 체계의 합리

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약가정책이 마련되어

적인 조정 및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야 한다.
제약산업 육성정책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
중요한 사실은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혁신에 대한 공정한

며 다른 산업과 달리 막대한 정부의 Hardware

보상과 평가가 필수 요건이며, 장기적 투자와 지

적인 투자 없이 Software적인 가격정책의 변화

원이 필요한 제약산업의 특징을 반영해 혁신적

만으로도 산업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는 합리적인 약가관리제

다. 이는 세계적인 제약기업을 만들기 위한 약

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가늠케 할 것이
다. 따라서 산업계는 혁신적 신약의 개발에 노

❷ 중복적인 약가 사후관리

력해야 하며, 정부는 신약의 가치에 걸맞는 적

현재 COVID-19 사태가 언제 종식될 수 있을

정 가격수준 평가체계를 마련해야만 세계시장

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한국

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신약의 탄

경제는 이미 다양한 산업 부문 전반에서 상당한

생과 동시에 세계적인 제약기업의 탄생을 기대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여행, 관광 및 대규모 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의 운집이 동반되는 활동의 제약과 감염 예방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제약산업 육성이 가

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비심리가 급

시화될 것이다.

격히 위축되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속
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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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정부에서는 모든 산업 부분에서 긴급 추경

움 등으로 피해가 막대하며 2020년 3월 발표된

을 편성하여 피해 극복을 위해 노력중이다. 제약

IQVIA의 리포트에 따르면 향후 제약산업계의

산업의 경우 병원 및 약국 등 의료 이용률의 현

피해는 8천억 정도로 추계되고 있다.

격한 감소, 전반적인 헬스케어에 대한 소비의 감

이러한 와중에도 의료기기업계 및 제약산업계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아울러 COVID-19

는 진단 키트의 개발 및 치료제의 공급을 통해서

로 인한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제약산업계의

COVID-19의 확진과 치료에 기여를 하고 있으

존립을 위협하는 추가적인 약가 규제의 폐지 또

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치료제와 백신의 개

는 유예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발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다.
관련하여 3월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

현재 운영중인 사후관리 제도는 ① 제네릭 등

련)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15대 분

재 시 약가 인하 ② 급여기준 확대 시 약가 인

야 54개 과제 경제계 긴급 제언을 발표하면서

하 ③ 사용량-연동 약가 인하 ④ 실거래가 조

제약분야 건의사항으로 기등재약제 재평가 시

사 약가 인하 ⑤ 각종 재평가 등이 있으며, 이

행 잠정 유예를 제안했다.

들 인하 기전의 작동만으로도 건강보험 재정관
리의 실효적인 효과를 보여 전체 건강보험재

따라서 제약산업의 위기극복과 신약 개발을 통
한 제약강국이라는 범정부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정 중 약제비 비중이 24%대로 안정적으로 관
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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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하나의 추가적인 약가규제 정책

(2) 중복적인 규제

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핵심 내용으로는 첫

2020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제네릭 약가체

째, 제네릭 약가체계 개편으로 현행 오리지널의

계개편’으로 품질과 연계된 제네릭 가격체계제

53.55% 단일 산정체계에서 2020년 7월 1일부

도가 시행되면 새로 등재될 제네릭의 가격 수준

터 생동성시험 여부 및 DMF 여부에 따라 15%

이 현재보다 상당히 낮아질 뿐만 아니라, 기등재

씩 가격이 낮아지는 구조로 변화될 예정(행정예

제네릭도 3년 후 재평가를 통해서 추가적인 가

고 중)이며, 이 개편으로 제네릭 약가 수준이 현

격 조정을 거치게 될 것이므로 이런 정책적 변

재보다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를 반영하지 않은 추가적인 대책은 중복적이

둘째, 재정기반 사후평가로 제외국 가격비
교 재평가, 등재 연차 경과 재평가가 있다. 이
외에도 성과기반 사후평가, 문헌기반 재평가/
RWE(Real World Evidence) 등이 예정되어
있어 이는 기존의 사후관리와도 중복적이며 과
도한 측면이 있다.
특히, 제외국 가격비교(해외약가 기준)재평가
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원리 및 선별등재제도
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 약가 재
평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드시 제고 되어야
할 것이다.
(1) 선별등재원칙의 관점에서 타당성 결여
첫번째, 해외약가 기준 재평가는 선별등재제
도의 핵심인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을 고
려하더라도 타당성이 결여된다. 둘째, 임상적 유
용성 관점에서 재평가 대상인 만성질환 치료제
및 노인성 질환 치료제의 경우, 대부분 오랜 기
간 동안 진료 현장에서 효과를 인정받고 있으
므로 임상적 유용성이 담보되고 있는 약제이다.
셋째, 비용효과성 관점에서도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상당한 가격 조정을 거친 약제들이므로 제
네릭 출시 전의 신약(신약도 비용효과성이 있는
약제만 급여)과는 달리 비용효과성 판단 또는 유
무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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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통과와 산업 활성화 방안

데이터 3법 통과와 산업 활성화 방안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Ⅰ. 데이터 3법 개정 이유와 경위
대용량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정보
를 정제하고 생산해 내는 능력이 산업의 경쟁
력이 되는 이른바 ‘데이터 시대’가 도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상화된 혁신기술은 ‘디지털 대전
환’을 맞이하였고 전 세계는 이러한 전환적 시
기에 선도적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경
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데이터를 가장 안전
하게 잘 쓰는 나라’를 표방하며 2019년 말 인
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는 등 사회 전반의 혁
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
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
여 2018년 데이터 규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
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되었고, 오랜 논의 끝에 2020년 1월 9일 국회
의 문턱을 넘게 되었다. 데이터 경제 시대의 첫
걸음을 뗀 셈이다.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와 산
업 관계자들이 천신만고 끝내 얻어낸 귀중한 성
과라 할 수 있다.

Ⅱ.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내용1)
1.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핵심자원인 데이터
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
제로 대두되었다. 신산업 육성은 인공지능(AI),
인터넷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CLOUD), 사물
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러
한 신기술은 데이터의 이용을 절대적으로 요구
한다. 이에 따라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규
범과 법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청되었다.
특히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개
념의 범위가 넓고 명확하지 않아 수범자 혼란이
유발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을 체계
화하고 정비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었다.2)
개정안은 우선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고 가명
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
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로 다른 기업
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집합물(data set)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할 수 있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반출할 수 있다.

1) 이하의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데이터 3법, 2020.1.10.,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 권헌영, “데이터 규제 3법 개정 전망과 과
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9.9.18., (http://journal.kiso.or.kr/?p=9732) 을 참고하여 작성함
2) 의안번호: 제2016621호, 발의일: 2018.11.15.,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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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정보집합물을

련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합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

용으로 하였다.3)

도록 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
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벌칙과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
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의 역
할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였다. 개
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
기관으로 개편하는 한편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의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관
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
제시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 컨트
롤타워 기능도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관
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국외 이전 시 보호 조치,
국외 재이전, 국내 대리인, 손해배상 보험 등 현
행법과 상이하거나 정보통신망법에만 있는 규
정을 특례로 규정하였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은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와 빅데이터 활용의 안전장치 강화,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유사·중복 조항 정비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체계 선진화 등을 목적으로 개정되었다.4)
은행, 카드,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업에서 분야
별로 관리되고 대량으로 축적되어 있는 금융분
야의 데이터는 다양한 개인 특성 정보를 결합하
여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다른 산
업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한 확장도 가능하기
에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다. 이에 신
용정보법의 개정 목적은 데이터 시대 도래로 인
한 기술·경제적 환경 변화를 수용하여 적극적으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빅
데이터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
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우선 추가정보를 사용하

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정보통신

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망법 내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과 유사

(가명조치)한 개인 신용정보를 가명정보라고 정

하거나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산재한 개인

의하여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

정보 보호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었

하게 하였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다. 분산된 법체계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수의 감독기구로

등을 위해서는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

인한 수범자의 혼란과 중복규제 부담 등의 문제

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금융분야 데이터

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동 법 개정안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 규제체

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개인정보보

계 정비,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산업을

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관

도입하는 규정 등이 신설되었다.

3) 의안번호: 제2016622호, 발의일: 2018.11.15.,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0인
4) 의안번호: 제2016636호, 발의일: 2018.11.15.,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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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개념과 활용가능 범위
개념

활용가능 범위

개인정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內
활용 가능

가명정보

추가정보의 사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다음 목적에 동의 없이 활용 가능(EU GDPR 반영)
①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②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③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복원 불가능할 정도로) 조치한 정보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19.11.29.자 보도, 2면.

한편,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
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데이터 결합을 허
용하게 하고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
안장치를 의무화하였다. 영리·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재식별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 부과

Ⅲ.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제약산업
에서의 예상 변화와 대응방안
1. 데이터 3법 개정의 의미

등 엄격한 사후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작용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 데이터는 이제 혁신성

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해 두었다. 뿐만 아니라

장의 토대이자 원동력이다. 특히 보건의료분야

금융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에는 개인의 기본정보 뿐만 아니라 건강정보, 진

정보활용 동의시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료정보, 건강보험정보, 진료관리정보 등 다양한

위험, 소비자혜택 등을 평가한 후 ‘정보활용 동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

의등급’을 산정하여 제공하는 ‘정보활용등급제’
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기술과 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이루고

또한 기계화·자동화된 데이터 처리(profiling)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여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

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시키는 등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에서 높은 활용가치를 갖는다.

비롯하여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

개발과 데이터 활용을 통한 개개인 맞춤형 치

동권’도 도입하였다. 이외에도 금융회사 등에

료와 예방 등이 가능하게 되어 제약바이오 산

게 부과하는 개인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

업의 혁신적 변화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밀의료

적 손해배상금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

시대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간 것으로 평가

화하고, 금융권의 정보활용·관리실태를 상시평

할 수 있다.

가하는 등 정보보호 및 보안조치를 강화하도록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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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약산업에서의 예상 변화
그동안 보건의료분야에서 유전정보와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려면 명시적이고 개
별적·구체적인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
다. 특히 건강정보·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
보의 수집과 활용이 목적인 경우에는 ‘민감정보

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도 하며 보건의료 빅데
이터 플랫폼 사업 등과 같이 보건의료 분야의 데
이터를 통합하고 활용하여 가치창출을 의욕하는
경우에서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활
용할 수 있게 되어 한계로 지적되어 온 많은 문제
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를 수집·활용한다는 명시적 조항’을 두어 동의
를 받았어야 했으나 정보활용이 필요할 때마다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

3. 데이터 시대 진입과 제약산업계 대응방안

실이었다.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를 통하여 정보

❶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한 기대와 대응

를 활용할 수도 있었으나 비식별화는 다른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 개정

와 결합되면 재식별이 가능해지는 한계를 내포

으로 제약산업 및 보건의료분야의 혁신과 비약

하였고, 비식별된 개인정보의 경우 연구를 위한

적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가명정보 개

정보집합물 사이의 연결이나 업데이트가 사실

념의 도입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수

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익명화 과정에서 핵심

집·분석·가공하여 신약개발을 포함한 각종 연

정보가 유실되어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확보

구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의료기관이 환

큰 기회라 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 처리에 대

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기록과 진료기록

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등에 유전정보가 포함될 경우 병원임상데이터

우선 가명정보 처리의 전제조건인 과학적 연구

와 결합된 정보의 외부 사용이 제한되어 보건의

는 기초연구, 응용연구와 더불어 민간 투자연구

료 빅데이터의 연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를 포함하여 산업적·상업적 목적의 데이터 처

고 볼 수 있다.5) 6)

리를 허용하고 있다. 산업적·상업적 목적의 경

그러나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산업적 목적

우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해당 목적의 범위를

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와 통계작성, 공익적 기

너무 포괄적으로 설정할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

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인 가명정보의 이용

체계 본연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통하여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명정보의 개념 또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신약개발을 비롯하여 유전

한 처리의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관한 문제

체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도전이 가능해진 것에

로 이어질 것이며, 가명화 개념은 영구적인 것이

대하여 기대가 큰 상황이다. 신약개발을 포함한

아니라 처리 당시의 기술 수준을 고려한 잠정적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가명정보를 활

인 것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

5)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논의 경과보고, 2018, 266면.
6) 2019년 보건복지부가 출범시킨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
립암센터 등에 있는 각종 의료데이터를 하나로 모으는 개념으로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발병 데이터와 처방데이터, 청구데이
터와 환자 인적사항 등을 해당 플랫폼을 통해 모으고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플랫폼 또한 개정 이전의 「개인정보보
호법」에 의하면 개인 의료데이터를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개인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했으며, 비식별화와 익명화를 거치게 된
다 하더라도 여러 안전망을 거침에 따라 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존재하였었다.(뉴스핌, “[데이터3법] 26 내 의료
정보도 맘대로 못보는 현실…김세연 "법 개정돼도 제약 많다"”, 2019.11.24.자 보도, (https://www.newspim.com/news/
view/20191122000765); 한국경제,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반쪽 출범’...의약품 개발 등엔 활용 못해”, 2019.9.7.자 보도,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9175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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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의 경우 ‘인체유래물’, ‘유전정보’,

여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으로 법률 개정 사

‘개인식별정보’, ‘개인정보’, ‘익명화’ 등에 대하

항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도출되어 해석과 적

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이 대상으로 하

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는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에 있어

서 신약개발 등을 실시하는 산업 현장과 연구기

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관 등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리스크를 감

예를 들어 「생명윤리법」상의 개인정보를 제3자

안하여 이를 낮추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에게 제공할 경우 여전히 「생명윤리법」 상의 익명

것이 필요하다.

화 의무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

개인정보처리자들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별법상의 적용을 받고 있는 내용이 개정된 「개인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각자가 보유한 데이

정보보호법」과 충돌되거나 개정이 필요한 상황

터를 가명처리하여 결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에 대해 확인한 후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 가명처리 된 제약·바이오 정보들은 보건의

데이터 3법이 개정되어 발전과 변화가 예상되

료분야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가명정보를 결

고 있지만 세부적인 기준과 범위 등은 아직까지

합하여 더욱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내고 활용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현장 적용을 해가며 구체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개인정보

화되는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정부의 입장과 유

처리자 간의 가명정보가 결합되어 새로운 데이

권해석, 규제동향과 유사 상황에서의 해석기준,

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합된 데이터

사법부의 판단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의 권리관계, 활용내용과 범위, 제한사항 등 양

을 갖고 살펴야 한다.8) 가명정보 등 개인정보의

자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사항도 미리 검토를 해

활용이 가능해졌지만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두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명정보 간의

법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포함한 손해배상 규정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

이 강화되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나아

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만 가능하

가 과학적 연구의 범위, 산업적·상업적 목적의

기 때문에 이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데이터

범위와 해석기준을 비롯하여 하위법령의 구체

처리와 가공 능력은 물론 보안시설까지 갖춘 제

화 과정에 있어서 산업 현장과 이해관계자와의

약·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전문기관 설립 추진을

논의와 합의는 필수적이므로 이 과정에서 업계

통해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 의견을 모으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산

❷ 의료법 등 의료분야 관련 법령과의 관계 해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연구목적으로
가명정보 등의 활용과 데이터 결합 등이 가능
해졌지만 제약·바이오 정보의 경우 「의료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
법’)」에서 개인정보를 별도로 규정하고 다루고 있
기 때문에 여전히 해당 법률이 우선하게 된다.7)

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공
론화 과정을 거쳐야만 제약산업의 혁신과 발전
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데이
터 3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약산업계의
역할을 확인하여 제도의 현실적응력을 높이는
데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7) 「생명윤리법」의 경우 제4조 제1항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다.
8) 이재훈,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바이오·의료정보 활용방향과 시사점”, 「BioINpro」 2020년 Vol.71,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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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산업과 ICT의 융합

중국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의 시사점
차경민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선임연구원

Ⅰ. 중국 혁신의료 발전 개요
1. 중국의 인공지능 활용

과하였을 뿐 아니라, 2020년까지 1,600억 위안
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이후 인공
지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정책들을 마련함에 따라 기술을 보

현재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은 급속한 성

유한 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자본투자와 사업 성

장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향후 주요 경제 성장

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그림1]과 같이 중

동력 중 하나로 기대 중이다. 중국의 인공지능

점영역으로 보건의료와 헬스케어 분야에 인공

핵심 산업의 규모는 2017년에 700억 위안을 초

지능(AI) 기술투자가 활발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2018-2019년 각 분야별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그림 2-1> 중국 인공지능 시장규모 예측 (억 위안)

<그림 2-2> 중국의 보건의료 인공지능 시장규모 (억 위안)

출처 : 미래산업연구원, 36Kr 연구소

출처 : 중국 산업 정보 네트워크, 36Kr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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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AI 의료 기기 개요

원인은 의약품 관리청의 제품등록 승인 시스템

며, 허가를 위한 기준도 공식적으로 없는 상태
이다. 인공지능 제품이 의료 기기 제품으로 승
인받을 수 있는 분류 기준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1> 중국의 AI의료 기기 승인 기준
분류

내용

2형 의료 기기

진단 제안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보조 진단 기능만 제공하고, 진단결과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음.
임상시험 면제가 가능하고 CNDA1)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아직 없음

3형 의료 기기

병변 부분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명확한 진단 팁이 제공되는 경우, 임상시험 필요

AI 의료 제품 심사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중국의 식품의약 검사기관은 인공지능
팀을 구성하여 제품 분석 및 기술 토론을 수행하
였으며,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구축 프로세
스 완료 및 안저와 폐 영상 고유식별 데이터베이
스를 1차적으로 구축하였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만성 질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의학적 수요 형성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 1억 6천만 명이 전체 인구의 약 11.9%
를 차지하며, 중국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만성 질환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2016
년 중국의 당뇨병과 고혈압 발생률은 각각 5%와

Ⅱ. 중국 보건의료 인공지능 시장분석

18%에서 2026년까지 14%와 28%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로 인한 많은 의료 수

1. 중국의 보건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

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3> 2010-2018년 65 세 이상의 중국 인구 (만 명) 및 전체 인구 대비 비율 (%)

출처 : 통계청, 36Kr 연구소

1) CNDA: 중국국가의약품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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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의료 제품의 상용화를 지연시키는 주

이다. 현재 허가 등록된 3형 의료 기기는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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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중국 만성 질환 발병률 (%) 데이터

출처 : 안신증권, 36Kr 연구소

2. 중국의 보건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공급
•불충분한 의사 및 의료자원, 고르지 못한
자원분배

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렵게 되었다. 따
라서 이와 같은 수요와 공급 사이의 큰 격차가
중국 의료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다.

양질의 의사 인력과 의료자원이 고르지 않게

그 밖에도 2018년 중국의 병원 수는 3만 2천

분배되어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견뎌내

개를 넘어섰고, 3급 병원은 전체의 19%에 불

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의 경우, 한명의 의

과 하지만 국가 의료 수요의 49.8%를 차지한

사가 약 70만명의 환자를 담당하며, 이는 의사

다. 중국에서 유명한 의사 인력의 대부분은 대

1명당 2천명의 환자를 보는 미국과는 수치상으

형 도시의 3급 병원에 분포되어 있으며 양질의

로 큰 차이를 보인다. 중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

의사 인력의 부족은 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해 필요한 기간은 8년이며, 훈련 기간이 길어짐

중 하나다.

<그림 5> 중국의 2018년 전국 병원 수 (만 개) 및 병원 등급별 진료인원 수 분포(%)

출처 : 건강 계획위원회, 안신증권, 36Kr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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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보건의료 인공지능 적용 현황

세계 보건의료 데이터 양은 2020년까지 2010
년의 30배인 40조GB(기가바이트)에 이를 것이
다. 데이터 생성 및 공유 속도는 빠르게 증가하
고 있으며, 그 중 80%는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
터이다. 중국의 경우, 많은 인구가 생성해내는
데이터의 양과 다양성이 매우 풍부하여 빅 데이
터 분석을 위한 풍부한 데이터 소스를 제공할 수

딥 러닝은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한 부분으로,
현재 딥 러닝 기술을 활용한 의료 이미지 분석
은 진단 및 치료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장 내시경 검사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면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대장암 사망률을 줄일 수 있으며, 수술 중 뇌종
양 환자의 3D 두개골 모델링을 수행하여 후속
신경외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6> 2015-2020년 글로벌 및 중국 빅 데이터 산업 규모

출처 : "보건의료 인공지능 기술 및 응용 프로그램 2018 백서", 36Kr 연구소

중국에는 154개의 보건의료 인공지능 프로젝

즈 B 이후의 투자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적은

트가 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의료 이미징 및

편이다. 세부적으로 의료 영상, 보조 진단 및 질

보조 진단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Jingdata

병 위험 예측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9년 11월 현재 중

의료 영상 및 보조 진단은 지난 2년간 가장 인기

국에는 보건의료 인공지능 프로젝트 중 70%이

있는 분야이다.

상이 엔젤 투자 및 시리즈 A단계에 있으며 시리
<그림 7> 중국의 보건의료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 분포 (2019년 11월 7일 기준)

출처 : https://www.jingdata.com/, 36Kr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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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인터넷데이터센터)의 예측에 따르면, 전

있다는 큰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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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중국 보건의료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응용 분야 분포 (2019 년 11월 7일 기준)

출처 : https://www.jingdata.com/, 36Kr 연구소

4. 중국의 보건의료 인공지능 투자
2018년 3분기 이후 중국 보건의료 인공지능
분야의 자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Huaxing
Capital Medical and Life Technology
Team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스마트 보건의
료 분야에서 66개의 사모 펀드 금융 거래가 전
년 대비 113% 증가했다. 총 투자 금액은 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60%, 단일 증가 금액은
약 2,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0% 증가한 수치
이다. 2018년 4분기에 해외의 보건의료 인공지
능 투자 추세가 비교적 일정한 반면, 2018년 3
분기 중국의 보건의료 인공지능 투자 수치가 해
외 규모를 넘었고, 중국 은 세계 인공지능 투자
의 주요 시장이 되었다.

<그림 9> 2017-2018년 중국 스마트 보건의료 산업의 투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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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의 보건의료 인공지능 주요 정책

책을 포함해서 성, 시급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중국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의 시사점

중국의 인공지능 정책은 세계 선진국들의 사

례를 밀접하게 따르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정
대응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가 차원 정책
<표 2> 국가차원의 보건의료 인공지능 활용 정책
일시

정책

2015.5

‘Made in China
2025’발표

2015.7

인터넷 + 에2)
적극적인 추진

내용
• 차세대 정보 기술과 제조 기술의 통합 발전 가속화
• 기업 R&D, 생산 관리 및 서비스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개선
• 생물 의학 및 고성능 의료 장비 분야의 프로세스 분석 기술과 자동화 및 정보화 향상
• GMP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무균 원료 제조 장비 응용
• 고급형 지능화 생산포장디지털 이미징 장비 응용
• 원격 모니터링 및 원격 진단 및 치료 장비 응용
• AI 핵심 기술 혁신 가속화
• AI 신흥 산업 육성 및 지능형 제품 혁신 촉진
• 노인을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인터넷 기반 의료, 건강 및 사회 보장 등
새로운 서비스의 활발한 개발 촉진

•건강관리, 혁신적인 응용 서비스 데모 등 중요한 영역에서 인공 지능 응용 프로그램의
인터넷 + 인공지능
파일럿 데모를 지원
2016.5
3년 행동 구현 계획 • 건강, 의료 및 개인 안전 등의 영역에서 차별화된 시장 수요 분석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

2017.7

2018.5

신세대 인공 지능
개발계획

인터넷 + 의료
건강개발 촉진

• 인공지능치료의 새로운 모델과 방법 적용 촉진
• 인공지능형 의료 시스템 확립
•스마트 병원 건설 탐구, 인간-기계 간의 협업으로 수술용 로봇, 지능형 진단 보조기 등
웨어러블 개발
• 인간-기계 공동 임상 지능 진단 및 치료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 생체 적합성 생리학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인공지능 제약을 촉진하기 위해 AI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게놈 식별, 단백질학,
대사체학 및 신약 연구 개발에 관한 연구 진행
• 인공지능으로 전염병 감시 및 예방 강화
• 인공지능 기반 임상 진단 및 치료 결정 지원 시스템의 개발을 제안
• 여러 의료 및 건강분야에서 지능형 의료 이미지 분석
• 병리학적 타이핑, 종합 상담, 지능형 음성 기술 응용 프로그램 수행
• 임상 및 과학 데이터의 통합 및 공유를 강화
•의료 및 건강 관련 인공 지능 기술, 의료 로봇, 대규모 의료 기기, 응급 의료 기기,
생물학적 3D 인쇄 기술 및 웨어러블 기기 등 연구 개발을 지원

2) 인터넷+(인터넷플러스): 모든 전자기기에 인터넷을 더한다는 뜻으로, 리커창 중국 총리가 2015년 3월 발표한 정부의 정책 시행계
획에서 처음 언급하였다.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제조업과 융합시켜 전자 상거래, 인터넷 금
융 등의 발전을 이루고 중국 인터넷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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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시급 차원 정책
<표 3> 중국 성 급 차원에서의 의료인공지능 활용 정책
일시

정책

2016.11

충칭 시정부 인공지능
프로젝트

충칭

• 1천만 위안의 금융보너스, 10억 위안 이상의 총 투자 등으로
사회 및 금융 자본을 유치
• 1억 위안 이상, 핵심 기업, 대학 및 기타 혁신적인 단체를
유치하여 1000억 위안 이상 투자 계획

2017.9

스마트 구이저우
개발계획

구이
저우

• 다양한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 100개의 인공지능형 시범
프로젝트 시작 예고
• 10개의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유니콘 기업 육성

2017.12

베이징 시위원회
과학기술 혁신 가속화
및 인공지능 육성

2017.12

지능형 기술 산업의
발전 가속화
톈진 종합 행동 계획

2018.8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 계획

2018.9

고품질 인공지능 개발
가속화 구현 조치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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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3가지 행동계획

관할 시/성

내용

베이징

• 인공지능 혁신시스템, 인공지능 산업 클러스터 구축
• 인공지능 통합 적용 가속화, 인공지능 산업 발전 기반 강화
• 의료와 같은 생계 요구에 중점을 둔 인공지능의 혁신적인 적용을
가속화

톈진

• 스마트 기술 산업이 새로운 경제 발전 엔진으로서 100개의 시범
프로젝트가 시행될 예정으로 스마트 기술 산업규정은 1,000억
위안에 달할 것(2020년)
• 국가 최고의 지능형기술혁신 클러스터 형성(2025년)

광동

• 텐센트社를 지원하며 의료 이미징을 위한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형 혁신 플랫폼의 구축을 가속화
• 인공지능 의료 이미징 연구에 중점을 두고, 다중 질병 이미지 및
전자 의료 기록의 표준화 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데이터의 개방
• 고급 3급 병원을 지원하여 인공지능 보조 진단 및 치료 센터의
설립을 가속화
• 광동 보건 의료 사업 전용 네트워크, 종합적인 건강 정보 관리
플랫폼 및 지방 수준의 국가 보건 빅 데이터 센터를 설립

상하이

• 공개 데이터 자원의 공개 목록을 개발
• 교육, 의료 등의 주요 영역에서 데이터 정보를 질서있게 개방
• 문학 언어, 이미지 그래픽, 환경 감지 및 지도 위치를 위한 다중
산업 빅 데이터 교육 라이브러리 구축

톈진

• 의료 사례 및 경험적 데이터에 대한 딥 러닝 의사 결정을
교육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한 지능형 의료 및 건강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스마트 웨어러블 장치 및 지능형 분석 시스템의 적용을 촉진하고
포인트 기반 모니터링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건강관리
방식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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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국의 인공지능 신약개발에 대한 지원 정책 개요

<표 4> 중국의 인공지능신약개발 지원 정책: 안후이성
지원책

분류

내용

• 전임상

연구비용의 20% 지원

• 임상

연구비용의 10% 지원, 단일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 위안을 지원

연구개발 지원
cf) 안후이 성 내 생산되는 한약 신약(1-4형), 클래식한 유명 한약 2차 개발, 화학의약품 신약(1-2형)
신약 증빙서류가 있는 바이오제품(1-5형)및 제 3형 의료기기 등 중대 제약기기 등의 항목 기준
• 국가 인증 약물 임상시험기관
(GCP)
100만 위안 지원
기관

• 약물 비임상 안전성 평가
연구 기관(GLP)
• 제약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GCP, GLP, CRO

연도 계약 실행 금액의 5% 지원, 최고 100만 위안 지원

• 퍼스트제네릭 허가 및
생산 제약기업

200만 위안 지원(일회성)

• 제약기업

단일 품종 연 판매수익이 처음으로 1억위안, 4억위안, 8억위안,
10억위안 도달하는 기업에 대해 한 단계별로 100만 위안 지원

• 제약 100강 기업

안후이 성 내 제약 100강 기업에 200만 위안 지원(일회성)

기업

1개 국제 등록한 품목당 50만 위안 지원
• 본성에서 국제 허가 품목을
생산하는 제약기업

장비투자 지원

기타

• 건강의료빅데이터센터
• 의료연구전환센터

유럽 EDQM, 미국 FDA, WHO PQ인증을 받은 안후이 성
제약기업에 대해 일회성으로 100만 위안 지원

• 슈퍼컴퓨터센터 • 줄기세포 창고
• Live Cell Imaging 플랫폼 등

• 한약재료빅데이터센터

임상용 혁신적인 의료 기술의 긴급 승인을 위한 "그린 채널"을 구축,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제한 시간 내에
승인 및 해결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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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후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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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동 기난시
<표 5> 중국의 인공지능신약개발 지원 정책: 산동성 기난시
지원책

분류

1형 신약생산허가

2형신약 및
바이오기술 약품 허가

내용
한약 및 천연물 약품, 화학약품, 바이오 제품 등 1형 신약생산허가를
받은 기업에게 한 제품당 2000만 위안 지원. 해당 연도 한 기업당
최고 1억 위안 지원

한 제품당 500만 위안 지원

신약개발 지원
3형신약,
4형신약허가

한 제품당 300만 위안 지원 (동종 국내 전 3개 상장회사인 경우)
한 제품당 100만 위안 지원 (동종 국내 전 3개 상장회사인 경우)

5형신약,
6형신약허가

cf) 2형부터 6형까지 한 기업당 해당 연도별 최대 1000만 위안 지원
받을 수 있음

신약 임상시험지원

1형, 2형 신약

자가 개발하는 기업이 새로 임상시험 허가를 받아 임상 연구하는
항목당 50만 위안 지원.
해당 연도별 한 기업에서 최대 500만 위안 지원

창조 플랫폼 구축 지원

공공 연구개발
신규 플랫폼

성급 이상의 바이오 의약 산업의 공공 연구개발 플랫폼 신규 항목에
대해 신규 장비(software포함) 구매금액의 20%를 지원. 한 항목당
최대 300만 위안 지원

GLP 인증

처음으로 GLP인증받은 3대, 5대 항목에 대해 각각 100만 위안,
200만 위안 지원

GCP 인증

GCP인증 받은 전문 학과 별 50만 위안 지원

자격인증 지원
CNAS 인증
제약기업 연구개발
국제화 가속지원

처음으로 CNAS 인증 받은 것은 20만 위안 지원

기업이 해외 인수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회계 감사, 법무 자문등 전단계 비용에 대해
프로젝트별로 300만 위안 지원.
품질 및 효능 일치성을 통과한 품종의 기업에 대해 품종별로 350만 위안 지원

복제약 일치성
평가 지원

동일 품종에 대해 국내에서 최초로 통과한 3개 기업에 대해 400만 위안 지원
BE실험통과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액 절반
한 기업당 3개이상의 품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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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책

임상시험 지원

분류

세부내용

1상시험->2상시험

1형 생물 제제, 화학 물질, 1, 2, 4, 5 형의 한약 및 천연 의약품의 경우, 1 상
임상 시험을 완료하고 2상 임상시험으로 들어간 항목별 최대 300만 위안 지원

2상시험->3상시험

2상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3 상 임상 시험으로 들어간 항목별
최대 500만 위안 지원

3상시험->등록승인

3상 임상 시험이 완료되고 등록 승인은 최대 1천만 위안으로
단일 기업(기관)은 매년 최대 2000만 위안을 지원 받을 수 있음

적응증 추가의 경우

신규 적응증이 추가된 약품에 대해 200만 위안 지원

의약품 허가 및
2,3형 의료기기 등록

의약품 등록 허가, 2,3형 의료기기 등록, 본시에서 생산하는 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우 최대 500만 위안 지원

제약 100강 기업
제약기업 지원

제약기업

처음으로 중국 의약산업 100강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 300만 위안 지원
단일 품종 판매수익이 최초로 10억, 5억, 3억, 1억을 도달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각각 50만 위안, 30만 위안, 20만 위안, 10만 위안을 지원
중국 공업상, 품질상 등 국가 급 상을 받은 기업에게 300만 위안 지원
국가 과학기술 발명상, 진보상 1위 부서인원에 대해 1:1 지원

Ⅴ. 시사점

제약바이오 산업체는 데이터 활용 경험 부족
으로 인하여 IT솔루션과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며, 신약개발과 IT융복합

중국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 양성, 공개데이

계를 선도하겠다고 발표하며, AI를 활용한 신약개

터 제공,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 인프라 지

발에 앞장서는 중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수의 AI연구개발 센터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우리 정

라, 10억명 이상의 시민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부는 2020년 핵심정책과제로서 데이터와 인공

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 우위를

지능 산업을 선정하였으며, 데이터 3법3) 통과

점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투자를 활발히 진행함에

(2020.01)를 계기로 보건의료 데이터 생태계 구

따라 AI기술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키우는 프로그

축을 위하여 정보보유기관(의료기관, 연구기관

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알리바바’와 같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신약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카테

에서도 병원 및 검진센터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국

고리화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환

내 제약바이오사 및 헬스케어 분야의 회사들에게

경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및 인공지능 인프라(하드웨어 등)를 제공

보건의료 산업은 개별기업이 자체적으로 인프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라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국가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속적인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꾸준히 이어지
길 기대해 본다.

3) 데이터3법 :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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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국의 인공지능신약개발 지원 정책: 사천성 성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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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동향 및 이슈

글로벌 경쟁력 향상의 선결과제, 윤리경영
조석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자율준수분과위원회 / 일동제약 전무

지금 전 세계는 중세 유럽을 덮친 페스트(흑사

율을 넓히고 있으며, 세계 각 국에서 한국의 진

병) 이후,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단 키트의 수출 또는 인도적 지원 요청이 쇄도하

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적을 상대로 무

고 있다. 또한 국내 여러 기업이 코로나19에 대

기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한 백신 개발에 착수했고, 이미 후보물질에 대한

의료 선진국이라 불리는 북미와 유럽의 많은

많은 연구 진전을 보인 기업들도 상당수 있는 것

나라들조차도 코로나19라는 사신(死神)의 그림

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발 빠른 기업들은 현재의

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희생자는 시간의 흐름

위기상황을 기회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음을 확

과 비례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인 할 수 있다.

급기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 제약바이오산업과는 다소 다른 분야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의 얘기지만, 최근 대한민국은 문화예술 강대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의 의료장비 지원을 공식

국으로서 영화 ‘기생충’의 미국 아카데미 4관

요청하였고, 우리 정부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왕, K-POP ‘방탄소년단(BTS)’의 성공사례처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럼 그 어느 때보다 한류(韓流) 열풍을 이어 나

이렇듯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보건의료와 방

가고 있다.

역시스템은 더욱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물론

필자는 우리산업의 미래를 위해 연구개발, 생

코로나19 대응시스템만으로 현재 위기를 극복

산,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철저한 개인

다한다면 제2의 기생충, BTS와 같은 블록버스

위생 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성숙한 시민의

터급 성공사례가 제약바이오산업에서도 충분

식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어떠한 나라들 보다 대

(Pandemic) 극복과정을 통해 얻은 세계적인 신

응을 잘해 나가고 있음은 명확한 사실이다. 외신

뢰를 바탕으로 제약바이오 분야의 한류(韓流)가

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효과적 대응을 극찬하고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대세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있고, 이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의심치 않는다.

지금 전 세계는 분명 심각한 위기상황이지만

세계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다소 서론이 길

한편으로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에는 충분히 기

어졌으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제약바이오산업

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몇몇 발 빠른 기

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출

업들은 비교적 빠르고, 정확한 코로나19 진단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트 개발과 수출을 통해 전 세계의 인지도와 점유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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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에서 “지난 2018년 제약바이오산업은

리경영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가

전 세계 170여개 국가에 4조원이 넘는 의약품

장 우선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을 수출하는 역대 실적을 갱신했다”라고 하며,

있다.

다국적 제약기업과 수조원대의 신약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라고 밝히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는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이 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신약개발을 향한 열정과 지
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기반으로 산업의 경쟁
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 개척에 보다 진취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한바 있고, 이와 함께 국민으
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윤리경영 확립에도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했었다.
본 기고에서는 신약개발을 위한 R&D의 노력
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미뤄두고, 우리 제약바이
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인 윤리경영에 한정하여 이야
기하고자 한다.

2.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윤리경영의 중요성
최근 우리산업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있어 각 국가별로 윤리적
비즈니스 환경과 조건의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
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은 개별기업을
넘어 국가 간 비즈니스에 있어 가장 중요한 통
상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비윤리적인 기반에
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제활동은 국제사회에
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를 입증하듯 최근 제약바이오기업을 비롯한 글
로벌 기업들이 비윤리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의
해 많은 법적, 경제적 패널티를 받은 사례를 다
양한 매체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기 위
해서는 일부 기업들의 비윤리적 비즈니스 사례
들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이와 유사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업의 모든 경제

1. 제약바이오산업에서의 윤리경영의
의미와 가치
윤리경영의 사전적 의미는 기업이 경제적, 법
적 책임과 더불어 윤리적, 사회적 책임까지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회사라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
원이 기업윤리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실천하는
경영방식을 말한다.
최근에는 기업의 근본적인 목적인 경제적 이
윤추구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
수하는 준법경영의 개념을 넘어 윤리적, 도덕적
규범의 성실한 준수, 사회공헌 활동과 같은 사
회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
식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책
임지는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에서는 혁신적인

활동은 윤리경영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제약바이오산업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최근까지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은 윤리의식이
부족했던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리베
이트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로 얼룩져 있었고,
투명성이 결여된 비윤리적인 산업으로 인식되
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산업은 이렇게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윤리, 준법경
영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
해 왔다. 윤리, 준법경영의 강화는 미래의 제약
바이오 강국으로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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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2019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정책보고서

수 있는 변화와 발전을 이끌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
보하기 위한 자구노력과 의지를 담아 협회 차원
의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❶ CP(Compliance Program)의 도입과 실행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계기로 우리산
업은 불공정거래행위와 음성적 불법 리베이트
를 근절하고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제
약바이오산업에 대한 대내외 신인도 제고가 필
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2007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고 본격적으로 실행하게 되었다.

❷부
 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규격 IS037001
인증 확대

경영 등 제약업계의 최근 동향 등)
- 오스트리아 UN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연수교육 진행
- 자율준수분과위원회, CP전문위원회 운영
상기 활동 이외에 필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다양한 활동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혹시 나열하지 못한 활동들이 있더라도 양해
를 바란다. 그 만큼 협회관계자들과 회원사들의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
각한다. 이러한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의 윤리경
영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들은 각 영역에서 지
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키
는 진정한 경쟁력이 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과의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우리산업에 대한 긍
정적인 시각을 갖는데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17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기이사회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의 윤리경영 문화정착을 위해 부
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국제규격인 ISO37001인증
을 도입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사장단사와 이사사

4. 글로벌 경쟁력과 제약바이오산업의
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실행 방안

를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인증을 획득 또는 진
행하고 있으며, 점차 대상기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까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누가 해당기
업의 제품을 빠르게 선점하여 시장점유율을 높

❸ 기타 활동
기타 활동들은 주요 사항들만 시기와 상관없
이 나열한다.
- 제약바이오협회 윤리강령 제정 및 전파
- 정기적인 제약바이오협회 윤리경영 워크숍,
윤리경영아카데미 개최
- 제약바이오협회 윤리경영 길라잡이 핸드북 발간
- 2020년 제약협회 9대 과제 설정
(글로벌 거점 확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준법/윤리경영을 산업문화로의 정착 등)
- 협회 홈페이지 외에 유튜브 및 블로그·포스트
등 공식 온라인 채널을 개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현황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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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느냐가 경쟁력이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제약바이오산업이 대한민
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좁은 국내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벗어나 해
외진출을 통해 세계시장으로 확대하여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 넘어선 엄격한 윤리경영의 실행이 뒷받침되
어야 한다. 즉 윤리경영, 노동, 인권존중,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글로벌 스탠더드
(Global Standard)를 준수한다는 다짐이 무엇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의 공략과 제약바이오산업
의 윤리경영 문화의 정착을 위해 부족하나마 몇
가지 실행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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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실행 의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떠한 조직이든지 최고경영자의 윤리경영의
실천의지가 명확하지 않고서는 실행으로 이어
질 수 없다. 최고경영자의 회계부정 등 비윤리
적인 경영으로 인한 폐해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
도 수많은 기업의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을 체
감 할 수 있다.
또한 윤리경영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
면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최고
경영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이나 매출증
대를 위한 투자로서 윤리경영을 인식하고 추진
해 나가는 마인드가 필요하며, 윤리경영의 실
천과정에서 생겨날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유
혹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가져
야 한다.

요가 있다.
내부고발제도는 기업 홈페이지 등 별도의 사
이버 공간을 마련하여 사내 임직원들뿐만 아니
라 회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도 기업의
법 위반과 임직원들의 비위사실을 제보할 수 있
도록 다양한 내부고발 채널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제보를 통
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해 보호
할 수 있는 “내부제보자 보호 규정”의 마련과 선
량한 공익의 목적의 결정적인 제보에 대한 실제
적이고, 구체적인 보상방안 마련도 윤리경영 시
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셋째, 윤리경영 담당 임원 선임 및 전담부서 설치
기업 내에 윤리경영 담당 임원을 선임하고 전
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경영을 기업 내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

둘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시스템 도입 및 운영
기업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윤리경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각 기업 별로 윤리경영 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윤리경영 실천 선포 후 언론보도 등 대외홍보에
따른 기업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수단으로 활용
하는데 급급하고, 이에 대한 실천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 안에서 윤리경영 시스템을 도입
하여 경영활동 전반에 깊숙이 반영하게 되면 실
행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윤리경영
시스템의 구축은 윤리강령 제정·선포, 임직원
에 대한 윤리교육,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모니
터링, 윤리경영 실천 운영평가 등으로 이루어지
게 된다. 일부 기업의 경우 윤리강령의 내용이
아직 선언적인 수준에만 그치는 기업도 적지 않
은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제도
(사이버 신문고, 휘슬 블로우 등 기업별 여타 명

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한을 갖
는 전담 조직의 신설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
는 기업의 고위급 임원을 윤리경영 책임자(자율
준수관리자 또는 책임자)로 선정해야 하며, 윤리
경영시스템의 운영 규정상에 책임과 권한을 구
체적으로 명시하여 윤리경영 책임자가 독립적
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윤리경영 전담조직의 권한이 미약할 경우 기
업의 내, 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중요도나
시급성에서 밀려 윤리경영 실천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윤리경영
책임자는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방
해를 받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 분야(마케팅 관
련부서 등)와 겸직은 지양하여야 한다.
윤리경영이 비교적 정착된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 윤리경영 전담부서의 강력한 모니터링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윤리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칭) 도입, 운영하는 등 윤리강령을 보다 실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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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의 실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의 근본적인 경
영 목표인 이윤추구를 위한 생산과 비즈니스 활
동과 동시에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과 같
이 지역사회와 사회 전체에 이익을 줄 수 있는
활동을 병행하는 것으로,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의 의견과 기업에 대한 평가를 의사 결
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 이미지와 평판을 만들어 내고 확산시키는 활
동을 말한다. 즉 기업의 의사결정과 경제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업이 스
스로 책임을 지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

문제가 생긴다면 곧 바로 기업의 성과에도 부
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글로
벌 기업들의 비즈니스 방향은 기업경영과 비재
무적 가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재무적 가치
만큼 중요한 경영과제로 인지하고 역량을 집중
하고 있다.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이 세계화 시대에 있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
공헌, 사회적 책임의 실천이 세계화의 방향이라
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세워야 하며 글로벌 시장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만 한다.

을 말한다.
보통 윤리경영이라고 하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5. 결언

경영이라고만 생각하고, 인권존중, 지역사회와

지금까지 우리산업의 대외적 신뢰를 회복하

의 소통과 성장, 환경보호는 윤리경영과 무관한

고, 글로벌 경쟁력과 제약바이오산업의 윤리경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영문화정착을 위한 몇 가지 실천 방안들을 부족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북미와 유럽 등

하나마 제언해 보았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별 기업의 경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개별기업의

쟁력에서 더 나아가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사료되며, 협회 회원

의 관점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강조되고 있다.

사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더 나아가 정부차원의

이렇듯 좋은 기업,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지원 사업을 통해

조건으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에서도 사회적 책임과 함께 윤리경영을 강조하
고 있으며,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잣대로 이용

이제 윤리경영은 세계경제의 무한경쟁 속에서

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윤리경영은 우리 제약바

살아남을 수 있는 진정한 기업의 경쟁력이자 생

이오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존전략으로서 재평가 되고 있다. 기업경영에 있

는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전략

어 불공정거래와 구성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

적 경영도구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를 통해 얻는 성과는 단기적으로는 달콤한 성과
일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쟁에서 도

기업은 전통적으로 재무적 가치와 관련된 분
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지만, 비재무적인 분야

태될 수밖에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인 지배구조, 사회복지, 인권, 노동, 환경, 반부

이렇듯 윤리경영의 실천은 우리가 생각하는

패 등의 분야는 주요경영과제로서 신경을 쓰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윤리적, 도덕적 책임이 따

않거나 도외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르는 경영방식이다. 하지만 우리산업이 더 이상

물론 현대 기업 경영에 있어 흥망성쇠(興亡盛
衰)는 재무적 가치, 경제적 성과에 따라서 결정
되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비재무적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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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필
연적인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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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서론에서 이야기 한 국제무대에서
제약바이오산업 한류(韓流)가 대세가 되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의 선결과제, 윤리경영

서는 문화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경 없는 글
로벌 시장을 두고 세계 유수의 글로벌 제약바이
오기업들과의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며, 윤리적
이고 투명한 산업의 생태환경 조성이 수반되어
야만 "기생충"과 "BTS"와 같은 의약품 글로벌 블
록버스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제
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과 혁
신적인 R&D를 통하여 새로운 한류(韓流)의 성
공신화를 만들어 나가는 날을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하루 빨리 현재의 위기 상황이 극
복되길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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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동향 및 이슈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 전망
박승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홍보조사팀 ST

해당 기고문은 의약품 시장 조사 DB GlobalData Pharma Intelligence®의
The State of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 2020 (2020년 1월 발행)을 부분 발췌 및 번역하였음

1. 들어가며

2. 2020년 임상시험 예측

세계 제약산업 시장조사 사이트 글로벌데이터

글로벌데이터는 2020년 2,173개의 임상시험

파마인텔리전스는 115개의 제약사를 대상으로

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계획된 임상시험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 대상의 제약기

대부분이 임상 2상단계이며, 전체의 62%가 제

업은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유럽, 북미, 중

약사 임상이다. 주로 일라이릴리(Eli Lilly)와 노

남미지역의 기업들로 다양했다. 그 중 참여 제약

바티스(Novartis)와 같은 탑 제약사들의 임상이

기업들 중 미국 소재의 기업이 41개로 가장 많

지배적일 것이다.

았다. 설문조사 결과 2020년 글로벌 제약바이
오산업의 전망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그림 1> 제약사 임상시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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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많았고, 바이오 의약품 임상시험은 거

서 진행될 것이며, 큰 격차로 2위는 중국이다.

의 37%를 차지했다. 바이오 의약품의 임상 단

다른 종류의 임상시험의 수를 합친 양보다 저분

계로는 1상이 가장 높은 비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자 화합물(Small Molecule) 임상시험이 57.4%

있다.

<그림 2> 주요국 및 의약품 종류별 임상시험

질환별로 봤을 때는 종양질환의 임상시험 수

로는 통증, 치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446개)가 중추신경계, 전염병 질환의 임상시험

만이 순위에 올랐다. 또한 항암제 분야에서 미

수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그림3>의 적응증별

충족 의학수요(unmet medical needs)를 다루

그래프를 보아하면, 항암제 이외의 임상시험으

는 새로운 치료기법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인다.

<그림 3> 질환별 및 적응증별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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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체 임상시험의 20%(457개)가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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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실행될 임상시험은 대부분 2상이

노바티스(Novartis), 아스트라제네카(Astra

다. 그중에서도 60%는 임상 진행중이거나 모집

Zeneca),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은

중이며 23%는 예정된 상태이다. 예정된 임상시

올해 대부분의 제약사 임상을 완료할 것이라고

험은 개시하기 전에 시작일과 종료일을 업데이

보고 있다.

트하거나 바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림 4> 제약사 임상 중 완료될 임상시험

3. 2019년 vs 2020년 최다판매 의약품
순위비교
<그림 5>에 따르면, 2019년 최다판매 1위 의약
품인 애브비(Abbvie)의 휴미라(Humira)는 2020
년에도 유지되어 대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길리어드(Gilead)의 빅타비(Biktarvy)가 전년대비
37%라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로슈/
제넨텍(Roche/Genentech)의 아바스틴(Avastin)
은 전년 판매량 대비 18%로 가장 큰 감소를 예상
하고 있다.
•미
 국에 아달리무맙 제제 바이오시밀러 신제품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미라의 성장률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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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평준할 것으로 본다. 이는 새롭거나 경
쟁할만한 아달리무맙 제제 바이오 의약품이
유럽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가진 유용성 때
문일 것이다.
• 아바스틴의 눈에 띄는 감소는 2020년 1월 출
시된 암젠(Amgen)의 바이오시밀러 엠바시
(Mvasi)와 화이자(Pfizer)의 바이오시밀러 자
이라베브(Zirabev)와의 경쟁 때문일 것이다.
• 머크(Merck)의 키투르다(Keytruda)는 2번째
로 높은 성장률(28%)을 가진 동력이 될 것이
며 이는 흑색종과 간세포암종 등 추가 적응증
허가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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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9년 vs 2020년 최다판매 의약품 순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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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년 vs 2020년 질환별 최다판매
순위비교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종양질환은 전 세
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의 치료 분야로 유지될 것
이며, 그 뒤를 이어 면역질환이 2위에 올랐다.
두 질환에 대한 성적은 미국에서의 성장률 덕분
이다. 또한 중추신경계 질환은 미국을 제외한 대
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 종양질환 의약품 대부분의 판매량이 유
지될 것이며, 면역질환과 중추신경계 질환 순
으로 높은 판매량이 예상된다. 이 치료 분야

의 성장률 핵심 동력은 주사제 바이오 의약품
이다.
• 유럽 : 유럽에서도 종양질환 의약품이 판매량
1위를 유지한다. 그러나 전염병과 대사질환은
큰 격차로 2위가 되고, 중추신경계 질환 의약
품은 감소하기 시작한다.
• 일본 : 2019년 종양질환 의약품 판매량이 중
추신경계 질환을 뛰어넘었고, 중추신경계 질
환 의약품 판매량이 감소하는 사이에 종양질
환은 계속 선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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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19년 vs 2020년 질환별 최다판매 순위비교

5. 2020년에 주목할만한 의약품 허가 및 출시
아래 표의 16개의 의약품은 2020년에 허가
받거나 출시하게 되어 2025년까지 블록버스
터의 지위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된다. HER2
단백질 수용체와 트라스투주맙(trastuzumab
deruxtecan)의 출시는 가장 큰 기대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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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질환의 의약품이 차기 블록버스터 목록에
지배적이지만 우선평가 의약품(priority review),
희귀의약품 지정(orphan drug designation),
혹은 혁신치료제 지정(breakthrough therapy)
의 경우도 눈에 띈다. 특히 땅콩 알러지와 희귀
질환 의약품 등 기대되는 의약품들이 허가 절차
를 거쳐 시장진입에 성공하는 모습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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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20년에 주목할만한 의약품 허가 및 출시

회사명

적응증

전이성 유방암
1

2
3

4

5

trastuzumab
deruxtecan

lisocabtagene
• BMS
maraleucel
• Aimmune
AR-101
Therapeutics
inclisiran

• 노바티스

valoctocogene
• BioMarin
roxaparvovec

6

bardoxolone
methyl

7

zanubrutinib

8

sacituzumab
govitecan

9

sotagliflozin

10

rimegepant

11

• 다이이찌산교
• 아스트라제네카

filgotinib
maleate

땅콩 알러지
죽상경화증 등
다수의 적응증

A형혈우병

24억 4천$

- 미국 허가(2020/12/22)

16억 8천$

- 미국 출시 (2020/3/31)
- 유럽 출시(2020/12/31)

15억 3천$

- 유럽 MAA 신청(2020/3/31)
- 죽상경화증 등 다수의 적응증으로
미국 제품 허가(2020/12/5)

14억 4천$

- 유럽 제품허가(2020/6/18)
- 글로벌 최종 제품 출시
(2020/12/30)

폐동맥 고혈압등
- 글로벌 제품 출시(2020/12/31)
다수의 적응증
발텐스트롬
- 미국 NDA/BLA 제출
• BeiGene
마크로글로불린혈증
(2020/12/31)
- 미국 전문의약품 허가신청자
삼중음성
비용부담법(PDUFA) 진행
• Immunomedics
유방암
(2020/6/2)
- 미국 NDA/BLA, 유럽 MAA 신청
• Lexicon
제2형당뇨병
(2020/6/30)
Pharmaceuticals
• Biohaven
Pharmaceutical
Holding
• 갈라파고스
• 길리어드사이언스

lacnotuzumab • 노바티스

13

idecabtagene • BMS
vicleucel
• Bluebird Bio

14

bempedoic • Esperion
acid+ezetimibe Therapeutics

15

• Kadmon
Holdings Inc

16

다수의 적응증
림프종 등
다수의 적응증

feufluramine
• Zogenix Inc
hydrochloride

편두통

2025년
글로벌
예상 판매액

- 미국 출시(2020/1/6)
- 유럽 MAA 신청(2020/3/31)
- 일본 제품 허가(2020/10/8)
- 일본 NDA/BLA 신청
(2020/12/31)
- 최종 유럽 출시(2020/12/31)

• Reata
Pharmaceuticals

12

KD-025

위암

내용

14억$
13억 9천$
13억 7천$
12억 9천$
12억 5천$

- 미국 제품출시 (2020/3/31)
12억 5천$

편두통, 삼차신경증 - 글로벌 제품출시 (2020/12/31)
류머티스
관절염
전이성 골종양 등
다수의 적응증
골수종
버킷림프종 등
다수의 적응증
죽상동맥경화증 등
다수의 적응증
죽상동맥경화증 등
다수의 적응증

- 유럽 허가(2020/5/18)
- 미국 PDUFA 진행 (2020/6/19)
- 일본 허가(2020/10/7)
- 글로벌 제품출시(2020/12/31)

12억 3천$

- 미국 제품출시(2020/12/31)

11억 2천$

- 미국 NDA/BLA 허가(2020/6/30)
- 글로벌 제품출시(2020/12/31)
- 미국 PDUFA 진행(2020/3/26)
- 글로벌 제품출시(2020/12/31)

10억$
10억$

- 글로벌 제품출시 (2020/12/31)

이식편대 숙주병

- 미국 NDA/BLA 신청
(2020/12/31)

영아기중증
근간대성간질 등
다수의 적응증

- 미국 PDUFA 진행(2020/3/25)
- 글로벌 제품출시 (2020/12/31)

10억$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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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속가능성

7. 이 외 발견

2020년 전 세계 제약사 의사결정권자들의 가

• 제약산업은 2020년 가장 영향력있는 산업 트

장 중요한 논점은 ‘지속가능성’이 될 것이다. 이

렌드로서 연구개발이 계속해서 선도할 것으로

전 수십년동안 환경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현재

기대된다. 다양한 신약 허가들과 사업 확장이

와 같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급증

주요 거대 제약시장을 넘어 이루어질 것으로

은 전례에 없었다.

예상된다.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은 ESG지수 라는 포

• 맞 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은 후기

괄적인 용어로 변화해왔고, 이와 같은 관심사

개발단계에 있는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함께

를 설명하는 기업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쏠리

2020년에도 트렌드로서 자리를 유지할 것

고 있다. 제약산업 또한 예외가 아니며, 현재 제

이다.

1)

약산업에도 오피오이드 위기, 약가 불투명성, 리
베이트 등의 다수의 ESG 이슈가 있다.
글로벌데이터 ESG 이슈 기반의 지속가능성

• 작년보다는 덜하겠지만, 약가 및 약품비와 관
련한 부정적인 영향은 여전히 산업계 이해관
계자들 사이에서 고려사항이 많을 것이다.

체계는 제약사 CEO들이 지속가능성의 위험을

• 다른 산업계와 같이 빅데이터와 AI의 역할이

인지하고 기업의 ESG 성과를 향상시킬수 있는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환자 사

완화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용과 다른 데이터셋에 활용하는 등의 기회들

한다. 아래 표를 통해 ESG 수행에 선도적이거나

은 2020년에도 계속해서 구체화될 것이다.

뒤쳐져있는 회사들을 알아볼 수 있다.
(빨간색: ESG 미진기업, 노란색: ESG 평균기
업, 초록색: ESG 선도기업)

• 제한점들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시장 동력들로
인해 제약산업 리더들은 올해 산업 성장률 전
망에 긍정적이다.

<그림 7> 글로벌 제약기업의 ESG 성과표

1) ESG지수란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and Governance(지배구조)를 뜻하는 말이다. 투자 의사결정시 지속가능투자
의 관점에서 사용되는 지표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3가지의 비재무적 요소로,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이 ESG 평가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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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동향 및 이슈

국회 입법 동향
국회 입법 동향

박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비서실장

[202394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0인, 2019-11-22)

강보험 및 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하고
자 함(안 제86조의3제5호 및 제6호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202430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2019-12-17)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
약품 안전사고의 경우는 현행법 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
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하여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의
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
요함.
이에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및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확대 개편을 통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
는 것임.

•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품목신고의 유효
기간 만료 후에도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품
목허가·신고를 갱신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동안
제조·수입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품목
허가·신고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발암물질이 함유된 고혈압약 사건 등 의약
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의
약품 품목허가·갱신을 위해 최소 수량만을 제조·
수입하고 판매·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음.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 시에는 유효기간 동
안 수집된 부작용 사례·품질관리·개선조치 등의
자료를 평가하여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판매하지 않아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하여 구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

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86조, 제86조의2).

아도 갱신이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음. 국민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

나.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

신 시에 의약품 시판 후 안전·품질 관리 실태를

자에게 재처방·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

확인하여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포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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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품목허가·신고의 유효기간 내에 제조 또
는 판매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
신고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안
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는 것임(안 제31조의5).

[202480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2020-03-1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발생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손소
독제 등과 같은 의약외품의 원활한 공급, 사용이

[202438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적임.

(김명연의원 등 12인, 2019-12-30)
그러나 의약품과 달리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약외품 제조업자, 판매자의 유통질서 준수 의무
및 의약외품의 긴급 제조·공급 조치 등과 관련된

현행법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

규정이 없는 상황임.

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의
약품으로 지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

이에 공중보건 위기 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

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두어 국가필수의약

하여, 의약외품 제조업자, 판매자는 감염병 예방·

품 안정공급 관련 업무를 하고 있음.

치료 등에 필요한 의약외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통질서 확립

지난 해 대체의약품이 없는 간암치료제인 리피

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토록 하는 한편, 감염병의

오돌 공급이 차질을 빚는 등 국가필수의약품의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

공급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식품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목허가 없는 의약

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현황에 대

외품을 제조업자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수입자에

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

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

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항 및 제85조의2).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공
급 현황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
여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것
임(안 제8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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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자국화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1. 약제규제정책 도입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2. 사후관리약가인하를 1년 유예하여 주십시오.
3. 제약 자국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하여 주십시오.
2020. 4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건의배경 |

정부-산업계 긴밀 협력·지원만이
국난 극복의 길

를 계기로 필수의약품을 직접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제약 자국화 달성 여부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됨을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생생히 목격
하고 있습니다. 미국(10조원), 유럽연합(638
억원) 등은 천문학적 R&D자금을 투입하여

● 코로나19라는 국가 초유의 위기를 맞아 국민
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개발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정부와 방역현장
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에게 깊은

● 우리는 글로벌 의약품 제조관리체계를 구축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와 민간의 이러한 노력

하고 완제의약품 자급률을 75.6%로 높였습

과 헌신이 있어 국가적 재난이 조기에 극복될

니다. 그러나 원료의약품 자급률 26.4%, 백

것으로 확신합니다.

신 자급률 46%라는 수치가 보여주듯, 아직도
시대가 요구하는 제약 자국화의 길에는 많은

●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을 지키는 국민산업이라는 엄중한 책임의식
아래, 국가적 재난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한의

● 코로나19 사태로 그 동안 쌓아온 제약 자국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필요

화 기반마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한 필수의약품,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적기

매출감소, 원료수급 불안과 원료비용 급등,

공급하고 △코로나19 치료제 및 예방백신 개

임상시험 R&D 위축 등 수요와 공급망이 동

발에 모든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구

시에 붕괴되는 충격과 예측불가의 위기 상황

호의약품 및 성금지원(55억원)에도 적극 동

을 맞고 있습니다.

참하고 있습니다(참고1).
● 이러한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위기 상황을 깊
●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생명을 지키는 핵심

이 헤아려 신규 약제규제정책 도입을 중단하

사회안전망으로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다시

고 정기적 약가인하를 1년 유예하는 특단의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비상조치 및 지원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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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현실 |

매출타격, R&D위축,
약가인하 삼중고의 위기 직면

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는 중기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안길 것입니다(참고3).

1조 8,000억 매출손실, 1조 700억 원재료비 상
승, 임상시험 중단 감내
● (매출손실) 코로나19 이후 병원을 찾는 환

(정책건의)

규제정책 유예, 지원정책 강화로 난국
헤쳐나갈 물꼬를

자수가 최대 46% 급감한 여파로 제약바이오
산업계는 최소 10%, 약 1조 8,000억원 매
출손실이 예상됩니다. 산업현장의 CEO, 유

● 코로나19 국가재난 위기야말로 제약바이오

통업계와 약국의 전망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

산업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때입니다. 여기

의 분석보다 더욱 비관적입니다. 매출손실은

에 전력투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

R&D투자, 시설투자, 고용 등 기업경영 전 분

이 절실합니다. 사태의 위중함을 직시한 특단

야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참고2).

의 비상조치와 파격적 지원이 함께한다면 제
약바이오산업계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 (원료수급) 원료수급 문제는 코로나19 국가

경제의 새 성장엔진으로, 국민의 든든한 사회

재난 위기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증폭시킬

안전망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

뇌관입니다. 2월 현재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이 건의 드립니다.

2~4개월의 재고분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
다. 그러나 원료공급의 34%를 담당하는 중

● 첫째, 코로나19에 의한 직접적 경영손실과

국은 다수의 원료공장 생산기지를 폐쇄 조치

제2, 제3의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

했고, 10%를 담당하는 인도는 26종의 원료

운 약제규제정책 도입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의약품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글로
벌 시장의 원료수급 불안과 환율 상승이 맞

- 정부는 지난 3월 23일, 이미 보험에 등재된

물리며 원재료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입니

의약품을 재평가하여 급여를 삭제하거나 약가

다.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원재료비가 25% 상

를 인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요양

승할 경우 약 1조 700억원의 비용 증가를 감

급여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재

수해야 합니다. 반면 각국의 봉쇄조치로 수

평가의 기준은 외국의 허가사항, 보험등재현

입 비용은 증가하고 총 수출액은 감소할 것

황, 임상근거문헌이고 재평가를 받을 대상 약

입니다(참고3).

제의 시장규모는 약 5조 6,530억원에 달합니
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약제재평가 제도가

● (R&D위축)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임

예고대로 올 7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경우

상시험이 지연,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

제약바이오산업계는 회복불능의 치명타를 입

습니다. 환자 모집에 차질이 발생하고 의료

을 것입니다.

인들이 감염환자 치료 현장에 대거 투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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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입니다. 임상시험이 지연되는 만큼

● 둘째, 사후관리 약가인하제도(사용량 증가 약

R&D비용은 상승합니다. 임상시험을 처음부

가인하, 가산기간 제한 약가인하)를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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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따른 예측불가
의 산업 위기를 극복할 최소한의 시간을 부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지난 1월 1,000억원 규모의 실거래
가 조사 약가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나아가 내
년 1월까지 사용량 증가, 가산기간 제한 등으
로 2,200억원 상당의 약가인하를 단행할 예정
입니다. 코로나19 충격을 감내하면서 동시에
3,200억원 상당의 약가인하 손실을 극복해야
하는 처지인 것입니다. 향후 적용하기로 한 제
네릭 약가 차등제에 따른 기등재의약품의 약
가인하 금액 6,500억원을 포함하면 제약산업
계는 건강보험 청구액의 5%에 달하는 약 1
조원의 약가인하 충격을 받게 됩니다(참고4).
● 셋째,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원료
및 필수의약품 생산설비 확충 등 제약 자국
화에 필요한 정책수단(R&D지원, 세제혜택,
신속심사 등)을 총동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계 다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제약 자국화 실현

● 약제규제정책 도입 중단, 사후관리 약가인하
1년 유예, 제약 자국화를 위한 지원 대폭 확
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코로
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앞당기고 원료
및 필수의약품 생산설비를 확충하겠습니다.
● 나아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제약바이오 자
국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하
는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서의 부여된 책임
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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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코로나19 지원 현황
● 18개 제약바이오기업의 코로나19 예방백신 및 관련 치료제 개발 현황
구분

업체명

개발의약품

비고

SK바이오사이언스

합성항원 재조합백신

질본 백신개발 우선협상자 선정

GC녹십자

예방백신 및 항체치료제

보령바이오파마

예방백신

스마젠

예방백신

지플러스생명과학

식물기반 플랫폼 예방백신

셀트리온

치료용 단일클론 항체

유틸렉스

면역항체 활용 신약

지노믹트리

분자진단키트 및
항바이러스성 치료제

카이노스메드

항바이러스제(자체연구화합물)

젬백스

바이러스증식 억제제

C형간염바이러스, 에이즈바이러스
전임상(치료목적 사용중)

제넥신

DNA 백신

전임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흡입용 스테로이드제제

임상1상(예정)

셀리버리

중증패혈증치료제 iCP-NI

노바셀테크놀로지

면역치료제 NCP112

이뮨메드

인플루엔자 적응증 치료제
HzVSFv13주

백신

치료제

기존
약물 재창출

사스1상 완료(해외제휴사)

질본 치료제 개발 우선협상자 선정

임상2상(치료목적 사용중)

코미팜

항암통증치료제(파나픽스)

임상2상

일양약품

슈펙트

in vitro 효능 확인

부광약품

레보비르(클레부딘)

in vitro 효능 확인

● 15개 제약바이오기업의 코로나19 대체 치료 의약품 공급 현황
성분명

업체명

리바비린

중헌제약, 일성신약

칼레트라(복합제)

한국애브비

자나미비르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이뮤노글로불린

녹십자, 에스케이플라즈마

인터페론

한국로슈, 머크, 바이엘코리아, 한국에자이

히드록시클로로퀸황산염

비씨월드제약, 한국피엠지제약, 명인제약, 에리슨제약, 한림제약

● 38개 제약바이오기업, 55억원 상당의 의약품·의약외품 등 구호품 지원 및 성금 기부
- 대구·경북·충북·충남·전북 등 15개 생활치료센터 현장 지원, 전국재해구호협회·대한적십자사 등
을 통해 재해지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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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감소 및 손실 추계

ㅇ (IQVIA) 3월 11월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0년 제약산업에서 약 8천억원의 손실이

ㅇ (Deloitte) 3월 20일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

발생할 것으로 전망. 약사 패널 설문을 통해

로 하반기까지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제약

원외 처방이 약 23%(2조 9,000억원 추정) 감

바이오산업은 약 10% 이내(1조 8,000억원

소할 것으로 분석

추정)의 매출액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

● 기타 전망
ㅇ (한국병원협회) 의료 이용이 최대 46.7% 감소 전망
<월별 전년동기대비 원내환자 감소율>

<3월 전년동기대비 환자 감소율>

ㅇ (조선일보) “대면 영업활동 중단, 국내외 학회

ㅇ (전경련)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연기·취소, 임상시험 난항, 기업 공개 연기로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을 제안함. 산업

제약바이오산업 고전 중”

전반으로 화평법, 노동관련 규제 유예가 있
으며 제약 산업에선 약제 재평가 시행 잠정
유예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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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원료 수급 불안 및 임상 지연
● 원료 수급 불안으로 원료비 급증
ㅇ 지난 2월 협회 자체 조사 결과 2~4개월 치 원
료 재고분을 확보 중임. 코로나19 장기화 시
원료의 74%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원료 공

ㅇ 2018년 기준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26.4% 수준이며 국가별 원료의약품 수입실
적은 중국(34%), 일본(17%), 인도(10%) 순
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

급의 차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국가별 원료의약품 수입실적 2014-2018>

ㅇ 중국·인도산 원료의약품에 의존하는 유럽·미

ㅇ 수입 원료가격 25% 상승 가정 시 약 1조 655

국 제약산업에도 파장 예상

억원의 비용 증가 발생

* (미FDA) 중국에서만 조달 가능한 원료의

* 2018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의 의료용

약품 20종 달해
* (홍콩SCMP) 미국 의약품 원료의 80%가
중국·인도산, 코로나19 확산으로 특정의
약품 공급부족 상태
* (인도의약품수출입협회) 유럽 특허만료의
약품의 26%가 인도산 원료의약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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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및 의약품 재료비 X 원료의약품 수입
의존도 X 25% = 5조 7,910억원 X 73.6%
X 25% = 1조 65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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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지연으로 인한 신제품 출시 순연
* 신약 출시 1년 지연을 가정할 경우 손실 1,400억원
출처 :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방안 보고서(건보공단) 2016년 신약 약품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재가공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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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바이오산업 영향
● 2020년 1월부터 1년 간 단행 예정인 약가

ㅇ 여기에 3월 23일 입법 예고된 재평가 제도의

인하 금액은 약 3,200억원 규모이며, 2023
년 적용 예정인 기등재 의약품의 제네릭 약
가 차등제에 따른 약가인하 금액까지 포함
하면 약 1조원에 달함.

도입으로 대상 약제 약 5조 6,530억원 규모가
급여 삭제나 약가 인하를 평가받는 처지에 있음.

<약가 인하로 인한 제약바이오산업 영향(추정) 2017-2023>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048

2,100

1,118

2,189

2,118

2,189

7,618

* 각 약가 인하별 가장 최근 공개된 손실 기준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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