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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정책연구

미래를 위한 첨단재생의료와

원료의약품 산업의 육성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는

보건산업 분야별 특성을 파악하고 미래 변화를 전망하는 

보건산업정책 전문 간행물입니다.

보건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보건산업을 이해하고

정책적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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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첨단재생의료 산업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포기반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성장률은 약 100%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에서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과 바이오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

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0년대 초반 줄기세포치료제들을 빠르게 시장에 출시

하여 제품화하였고, 최근에는 다수의 바이오 기업들이 M&A 등을 통해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첨단재생의료는 향후 보건산업에서 가장 주목

해야 하는 분야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가 

국내 보건산업의 주요 이슈에 대해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02발간사



첨단재생의료는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의료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치료 방법이 없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의 기회가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20년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하면서 안정성 체

계 확보 및 기술혁신, 실용화 방안들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에는 이를 기반으로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제도화, 임상연구·치료접근성 확대, 기술 촉진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첨단재생의료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아직 멀고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한 임상 제도 확립, 초고가 치료제의 접

근성 개선, 혁신적인 제조기술 개발 등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된 지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현재 우리의 첨단

재생의료 분야의 현황과 성과를 확인하고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과제들이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재생의료 분

야의 적절한 규제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첨단재생의료 산업 이외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약품 

원료의 자국화 문제와 원료의약품 산업 경쟁력의 강화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였습니다. 코

로나19가 가지고 온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로 인해 국내 제약 산업도 많은 어려움과 변화를 

겪었습니다. 향후에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과 같은 위기에 적절히 대

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도 많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원료의약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는 우리가 넘어서야할 또 다른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가 국내 보건산업의 주요 이슈에 대해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권 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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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기 위해 시작된 「보

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는 창간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연 2회 

발간으로 시작되었으나 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올해부터는 계

간지로 발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발간한 ‘지속가능한 바이오헬스 분야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전환’에 이어, 이번에는 ‘봄호’인 ‘미래를 위한 첨단재생의료와 원료

의약품 산업의 육성’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간이

첨단재생의료 산업과 원료의약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PERSPECTIVE」가

보건산업 내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4「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 소개



이번 호는 현재 보건산업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2가지 분야인 첨단재생의료 산업과 원

료의약품 산업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첨단재생의료는 미래의료의 핵심기술 분

야라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여전히 규제적인 부분과 산업적인 측면에서 논의와 합의가 필요

한 상황입니다. 원료의약품 산업은 제약 산업의 근간이 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

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는 이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정

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 바 있습니다. 

첨단재생의료 산업의 FOCUS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정책의 변화와 현재 정부 R&D 지원에 

대한 현황을 담았습니다. 국내외 제도와 정책 동향, R&D 지원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PERSPECTIVE에는 첨단재생의료의 안전한 적용과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접근성 개선, 

첨단재생의료 임상시험 심의 현황과 임상연구 활성화 방안,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단의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원료의약품 산업의 FOCUS에는 작년 보건산업진흥원의 자체 연구인 ‘국내외 원료의약품 

산업 현황과 지원정책 연구’를 중심으로, 원료의약품 수급 문제와 국산화 대책 방안들을 제

시하였습니다. PERSPECTIVE에서는 원료의약품 제조시설 관련 규제의 개선 방안, 국내 원

료의약품 산업의 발전 방안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봄 호의 발간이 첨단재생의료 산업과 원료의약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

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PERSPECTIVE」가 보건산업 내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

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

김 영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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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기존 치료의 한계를 넘어 완치의 

영역을 넘보는 미래의료 핵심기술

첨단재생의료란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희

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치료대안으로 부상하는 혁신

적인 의료기술 분야로, 사람의 신체 구조 및 기능을 재

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체세포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치료를 말한

다(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호).

기존 의료는 손상된 구조와 기능을 일부 복구하

여 증상을 완화하거나 진행을 억제하는 등 우회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자기 장기의 재생이 불가능하고 

변형가능성이 없으며 약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에 비해, 첨단재생의료

는 손상된 구조와 기능을 정상 상태로 복구할 수 있

으며, 자기 장기 재생이 가능하여 개인 맞춤형 치료

가 가능하고, 변형 가능성이 무한해서 단순한 증상

의 완화를 넘어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의 보건, 질병이

나 상해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기술을 연구한다는 

기존 의학의 목적을 넘어 손상된 세포와 조직의 직

접 치료, 교체 및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직 적

절한 치료법이 없는 루게릭병(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치매(Dementia),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척추손상(Spinal cord injury), 당뇨병

(Diabetes) 등 희귀·난치성 질환의 해결책으로 부

상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의 범위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

직공학치료 등으로 볼 수 있다(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호 

제1호)(그림 1).

첨단재생의료

정책 및 R&D 지원 현황

김용수

첨단바이오기술RnD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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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Cell therapy)는 사람 또는 동물로부

터 유래한 세포를 이용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를 말한다. 세포치료에 사용되는 세포치료제

는 세포의 조직과 기능을 복원시키기 위하여 살아

있는 자가(Autologus), 동종(Allogenic), 또는 이종

(Xenogenic) 세포를 체외에서 증식·선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포의 생물학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치료, 진단 및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

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성체줄기세포(Adult 

stem cell, ASC) 위주의 제품개발이 많았고, 최근에는 

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 ESC) 또는 유도

만능줄기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PSC) 

등 분화 세포를 이용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줄기세포 기술이 발전하면서 연골, 피부재생 등

에 국한되었던 기존 체세포 치료영역으로부터 적응증 

확대가 기대되며, ESC 및 iPSC 임상 진입으로 환자 맞

춤형 재생의료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세포치료제

의 경우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아 안전성이 인정되어 

2021년 글로벌 기준 55개 의약품이 승인되었다(한국

보건산업진흥원, 2022).

유전자치료(Gene therapy)란 유전물질을 인체로 

전달하거나 유전물질이 변형·도입된 사람 또는 동물

의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치료를 말한다. 유전자

치료제는 유전자의 결함을 교정하거나 유전자의 작

용을 억제하거나 증폭하여 각종 희귀·난치성질환

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치료제를 총칭하는 것으로 

유전자재조합 방법 등의 유전자 조작을 이용하여 정

상유전자 및 치료유전자를 환자의 세포안으로 이입

시켜 결손유전자를 교정하거나 세포에 새로운 기능

을 추가하여 유전자 결함을 치료 또는 예방할 목적

으로 제조된 의약품이다. 최근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

용하여 원하는 부위의 유전자를 정확하게 편집하거

나 교정할 수 있는 유전자 교정 기술, 체외에서 유전

자를 조작·변형하여 세포에 삽입하여 치료하는 기

술 등의 접근법을 기반으로 암, 유전질환 등을 효율

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 특

히, CRISPR(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로 대표되는 유전자편집의 혁

신적인 기술개발로 유전자 편집을 이용하여 보다 신

속하고 정확하게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면서 효과가 좋

은 의약품의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유전

자치료제(유전자변형 세포치료제 포함)는 16개, RNA

치료제는 15개의 치료제가 승인되었다(생명공학정책

연구센터, 2021).

[그림 1] 첨단재생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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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공학치료(Tissue engineering therapy)는 조

직의 재생, 복원 또는 대체 등을 목적으로 사람 또는 

동물로부터 유래한 세포나 조직에 공학기술을 적용하

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를 말한다. 최근 3D 바

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3차원 조직·장기 제작 및 

간, 뇌, 신장 등의 오가노이드 제작이 실험실 수준에서 

성공하면서, 실제 장기의 구조·기능을 재현할 수 있다

는 점에서 활발하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융복합치료(Convergence therapy)란 세포, 유전

자 및 조직공학치료 중 둘 이상을 혼합한 치료 또는 세

포, 유전자 및 조직공학치료 중 둘 이상을 혼합한 치료

에 「의료기기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물리

적·화학적으로 결합한 치료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

는 치료를 의미한다. 최근 기존 유전자치료제의 면역 

거부반응, 암 유발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

하여 줄기세포기술, 나노기술을 융합한 융복합치료제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그림 2] 국내외 첨단재생의료치료제 개발 현황

출처: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RM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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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제도·정책 동향

첨단재생의료는 산업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선도국가에서는 이들 분야의 기술 및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제도 혁신에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글로벌 선도국가에서는 첨단재생의료의 특성에 맞

는 임상연구 활성화, 임상연구 데이터 기반 근거 축적, 

안전성·유효성을 갖춘 치료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도

록 혁신적인 제도와 다양한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

다(그림3).

미국은 「21세기 치유법(21st Century Cures Act)」

(’16)을 제정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제품 개발을 비롯

하여 첨단재생의료치료제(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y, RMAT)에 대한 신속한 승인 허

용 및 가이드라인 개발,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우선 검

토프로그램 시행 등 혁신적 치료법을 장려하고 있다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6). 

이 법에서는 재생의료치료(Regenerative medicine 

therapy, RMT)에 대해 ‘세포치료(Cell therapy), 조직

공학치료제(Tissue engineering products), 인체 세

포와 조직 제품(Human cell and tissue products), 

복합제품(Combination products using any such 

therapies or products)’이란 정의가 포함되었다. 이

에 따라 RMT이면서 중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

병에 사용하며 예비 임상 근거로 미충족의료(Unmet 

healthcare)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RMAT로 

지정될 수 있다. 의약품이 RMAT로 지정받으면 FDA

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승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

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미국식품의료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19년 2월 ‘중증

상태에 대한 RMT를 위한 신속 프로그램(Expedited 

Programs for Regenerative Medicine Therapies 

for Serious Conditions)’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RMT가 이용 가능한 패

스트트랙 지정(Fast track designation), 혁신적 치료 

지정(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 RMAT 

[그림 3] 국가별 재생의료 분야 법·제도

출처: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RMAF)

• 관련 부처 간 줄기세포 분야 

육성을 위한 규제 정책 협의 완료

• 임상 사용을 위한 지침을 담은 

3개의 문서 발표

줄기세포 임상

사용을 위한 지침('15)

• 재생의료치료에 관한 임상연구 

활성화 및 첨단대생의료치료제 

관리를 위한 법 제정

• 의학적 요구가 충족 및 환자들이 

적절한 시점에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 혁신 실용화 방안 마련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품화 지원

• 첨단치료제제(ATMP) 범주 신설

• 기 시판 중이거나 신규 개발 

ATMP를 진흥하기 위한 ‘전환기간’ 

및 ‘병원면제 제도’ 운영

Regulation

1394/2007/EC('17)

• 안전하고 신속하게 재생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생의료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종합 정책 추진

• 임상연구와 자유진료를 관리하는 

재생의료법 제정• 재생의료의 정의 및 분류, 위험 

관리 및 장기추적체계 수립, 

세포치료제 개발 가속화를 위한 

법안 초안을 마련해 입법 진행 중

재생의료 기술 및 제품의 규제

관련 법률 제정 중('1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

재생의료법 제정 및

약사법 개정('14)

21st Century Cures Act('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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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y 

designation), 우선심사 검토 지정(Priority review 

designation), 신속승인(Accelerated approval)이

라는 5가지의 신속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다(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9). RMT에 대한 표준

을 확립하여 미국 내 RMAT를 개발하려는 제약사들

이 좀 더 수월하게 허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에서 입법 효과가 적절히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또한, 미국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는 공중보건

법(Public Health Service Act, PHSA)에 기반하여 

RMT에 관한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RMAT는 연

방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FDCA)에 근거로 FDA의 관리

를 받게 하여 RMT의 환자 적용을 효율화하였다. FDA

는 ’17년 최초의 CD19 CAR-T(Chimeric Antigen 

Receptor T cell) 세포치료제1인 노바티스의 ‘킴리아

(Kymriah)’2 세포치료제를 허가하며, 잠재적 위험성

을 가진 RMAT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안전

하고 효과적인 신규 치료법 도입 촉진 등의 목적을 담

은 포괄적인  RMAT 개발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정

책 프레임워크(A comprehensive policy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and oversight of regenerative 

medicine products)(’17)를 발표하여 RMAT의 안전

성 감시와 접근성 제고를 동시에 강화하였다.

유럽은 「Regulation 1394/2007」(’07)에서 첨단재생

의료치료제(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 

1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를 조작해 암세포만 찾아 유도탄처럼 공격하도록 만든 혈액암 치료제

2  미국 노바티스사의 혈액암 치료제(상품명 ‘Kymriah’)는 환자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활용한 세포·유전자치료제로 최대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낸다고 보고되

고 있다(미국 기준 1회 치료에 한화 약 5억 원).

3 유전자 치료 의약품, 체세포 치료 의약품, 조직공학제제 포함

4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의 심사·허가를 받지 않고 각국 정부가 승인한 병원 내에서 의사의 책임 하에 개별 환자에 대하여 예외

적으로 첨단재생의료제품 등을 이용한 치료를 받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기초과학 지원,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 혁신적 치료와 기술 적용을 위한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와 산업 협업, 데이터와 

디지털기기 활용 확대, 인재 양성 등을 담고 있다.

6 재생의료 공급전략 실행을 위한 제언, 건강보건 분야의 혁신적 방안의 채택·확산을 위한 추가적 조치, 영국을 재생의료 분야 선두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ATMP)3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병원면제제도

(Hospital exemption)4를 도입하여 ATMP 시술이 가

능한 병원과 제조사를 심사·지정하고, 추적조사와 모

니터링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영국의 경우, 바

이오헬스 분야를 포함한 미래산업 전략(Industrial 

Strategy)(’17)5과 재생의료 전략(Building on our 

own potential: a UK pathway for regenerative 

medicine)(’15)6을 발표하여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발

전전략을 제시하는 등 기초연구와 상업화를 연결함

으로서 첨단재생의료분야 선두 전략수립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영국기술전략위원회(Innovate UK)는 첨단

재생의료 및 세포치료분야 프로젝트 개발과 상업화

를 지원하고, 영국재생의료플랫폼(UK Regenerative 

Medicine Platform, UKRMP)에서는 재생의학을 이용

한 치료법을 임상으로 적용하기 위한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첨단재생의료 산업이 희귀·난치성질환을 치

료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신산업으로 전망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가전략으로서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再生
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14)을 제정

하여 특정세포가공물의 제조, 허가 등의 제도를 규정

하는 등 첨단재생의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관련 조치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후생노동성(厚
生労働省)에서 지정한 재생의료위원회(特定認定再生
医療等委員会)에서 의료기관이 제출한 시술계획을 위

험도에 따라 심사 후 후생노동성에서 승인하며, 승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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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의 이상반응을 보고하는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구

축하였다.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 촉진(’13), 재생의료

제품 조건·기한부 승인제도 도입(’14), 미래투자 전략

(’17)에서 ‘건강수명 연장’을 5대 신성장 전략 분야의 하

나로 제시하며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제시

할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 사업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최

적화된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캐나다는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하여 특화된 법령

은 없지만, ‘캐나다 재생의료 분야 강화 전략(Building 

on Canada’s Strengths in Regenerative Medicine)’

보고서(’17)7에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

고 있으며,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발전과 ’25년 재생의

료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목표로 첨단재생의료 분야

의 핵심 연구지역 및 선두기업을 보유한 세계적인 리

더, 첨단재생의료치료제 개발을 위한 최적의 국가, 만

성질환자 등 환자 치료로 국민건강 향상, 첨단재생의

료치료제의 접근성 제고라는 4대 핵심비전을 설정하

였다(Council of Canadian Academies, 2017).

국내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의 첨단재생의료 산

업 육성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으

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19)하

여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체계 확보 및 기술 혁신·

7  캐나다 아카데미 협회(Council of Canadian Academies, CCA)에서 발간한 보고서로 재생의학 및 줄기세포 연구의 강국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강점과 약점

을 파악하고 캐나다 재생의료의 성공을 위한 4대 핵심전략을 수립하였다.

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

과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품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개발된 치료법으

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첨단재생 치료기회와 안

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규제 선진화를 통해 생태계 구축 

및 산업화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신뢰받는 첨단

재생바이오 안전관리체계를 토대로 첨단재생의료 정

책을 시행하며, 글로벌 수준의 첨단재생의료 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을 확보하여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아

시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첨단재생바이

오법(제5조)에 근거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1

차 기본계획(’21~’25)은 국내 첨단재생의료분야에 적

합한 규제 및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21.01)

되었으며, 안전관리 제도화, 임상연구·치료접근성 확

대, 기술 촉진 혁신생태계 구축이라는 3대 추진전략으

로 구성되었다(그림4). 정부는 제1차 기본계획을 바탕

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재생의료 특성에 맞

는 규제과학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신뢰받는 첨단재생

의료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첨단의료기술의 안전

성·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축적, 사회적 신뢰 확보

를 통해 단계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치료접

근성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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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전과 전략

출처: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1.01)

첨단재생바이오 아시아 선도국가 도약

첨단재생바이오 기술을 통한 희귀·난치질환 극복

적용제약(2020)⇒

연구통합관리(2021~)

목표
신뢰받는 첨단재생바이오

안전관리체계 구축

글로벌 수준의 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 확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병원 최고국 대비 기술수준 연간 국가 R&D 투자

8개

200개 이상

2020 2025

85%

90% 이상

2020 2025

300억 원 규모

2020 2025

1,000억 원

이상

안전관리 치료접근성 기술혁신

• 첨단재생의료 

국가차원의 임상연구 

심의·관리체계 구축

•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 심사·관리체계 마련

• 정책지원 

선제적 보건의료 규제 

연구체계 구축

• 임상연구 활성화 

단계적 인프라 확충 및 

재정지원 확대

• 법제도 개선 

임상연구 외 치료받을 

권리 확대

• 사회적 신뢰 제고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제공 등 

기반 확보

• 거버넌스 

기술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원스톱 규제 및 지원체계 구축

• R&D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적극적·전략적 투자 확대

• 산업기반 

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제조기반 단계적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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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

합·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계획 심의부터 연

구종료 후 사후관리까지 전주기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연구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는 첨단재

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

8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시설·장비 등 요건을 갖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상급종합병원 27개, 종합병원 11개로 총 38개가 지정(’22.04.07.)되었다.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은 첨단재생바이

오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을 의미하며,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고 이를 검사·처리하여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20개 업체가 지정(’22.03.03.)되었다.

회)를 구성하여 연구심의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제고

하고, 연구 위험도별(고·중·저) 차등화된 심의 기준,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기반 심의 등 객관

화되고 투명성 있는 심의체계를 구축하였다(그림5).8

[그림 5]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수행 체계도

출처: 첨단재생의료포털(www.k-arm.go.kr),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1.01)

임상연구

안전관리

재생의료기관 지정

세포처리시설 허가

③ 결과통보

③ (고위험의 경우)

①  임상연구 

계획 제출

심의의원회② 적합여부 심의·의결

④ 연구승인(적합/부적합)

④ 승인/미승인

의료기관+시설·장비·인력

안전관리기관
(국가보건연구원)

국가·지자체, 의료기관,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업자,

제대혈은행 등 + 시설·장비·인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세포처리시설

사무국

세
포

공
급

배정
검토보고서
작성·보고

보건복지부 장관 재생의료기관

전문위원회

세
포
치
료

유
전
자
치
료

조
직
공
학
치
료

융
복
합
치
료

임상연구정보시스템

세포
치료

/
유전자
치료

/
조직
공학
치료

• 재생의료기관 : 시설·장비 등 요건을 갖춰 첨단재생의료실기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법 제10조)

• 세포처리시설 : 인체세포등의 재생의료기관 공급을 목적으로 한 세포전문 취급업(법 제15조)

위험도 연구계획 심의 연구 수행 관리 연구 사후관리

재생의료

기관

안전관리

기관
(질병관리청)안전성

모니터링

심의

의원회

식약처장

승인

저위험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잘 알려져 있고 그 위험도가 미미

중위험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상당한 주의 필요

고위험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거나 그 위험도가 큰 임상연구 세포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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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이 임

상연구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위험도에 따

라 차등화된 심의절차를 거쳐 임상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저·중위험 임상연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계획 적합통보)에 따라 실시가 가능하고, 고위

험의 경우 심의위원회 승인 후 다시 식약처장이 승인

하게 된다. ’21년 12월 기준 총 27건의 임상연구계획

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그 중 적합 8건, 부적

합 18건, 보류 1건으로 의결되었다. 고위험으로 적합 

의결된 6건 중 1건이 최종 승인 결정(’21.12.08.)되었

으며, 그 외 5건은 검토 중에 있다. 식약처 최종 승인을 

받은 1호 연구9는 CAR-T를 사용하여 소아청소년 급

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

로, 기존의 항암화학요법과 달리 암세포만을 정확히 

표적하면서도 체내 정상세포 손상을 최소화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9  재발성 또는 불응성 CD19 양성 B세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인 소아 및 청소년 대상 병원 생산 CD19 키메라 항원수용체 T세포(SNUH-CD19-CAR-T)의 제 

1b상 임상 연구

또한, 임상연구 진행사항을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

기관에 보고하게 하여, 임상연구 안전장치를 마련하였

다.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으로는 국립보건연구원

이 지정되었으며,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제23조제

1호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

구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

구정보시스템(ARMI)’을 운영하고 있다(그림6).

출처: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1.01)

[그림 6]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관리체계

임상연구계획

작성·제출

심의위 사무국과 협의

임상연구계획 심의

사무국이 심의 지원

임상연구 실시

인체세포 등 공급

연구대상자 안전관리

이상반응 모니터링,

장기 추적조사

재생의료기관
심의위원회,

전문위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기관

임상연구

정보

시스템

•연구대상자 동의서

•안전성/유효성 자료

•연구목적·방법 등

•전문위 검토보고서

•심의결과 등

• 처리, 공급 등 

세포처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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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R&D 지원 현황

글로벌 선도국들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체계 

정비와 더불어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파이프라인 다양화를 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은 ’22년 기준 유전자치료 분야에 $481 million(약 

5,868억 원), 줄기세포 분야에 $2,229 million(약 2조 

7,193억 원), 재생의료 분야에 $1,191 million(약 1조 

4,530억 원) 지원하는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전 세계

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료고등연구계획국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ARPA-H)을 NIH 산하기구로 설립하여 첨단바이오 분

야의 혁신기술을 강화하고 산업화를 신속하게 지원하

는 것을 목표10로 ’22년 예산으로 약 $6.5 billion(약 7

조 6천억 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R&D를 투자

하고자 한다.

10 알츠하이머나 당뇨, 암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발견하고, 치료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

영국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Service, NHS)

은 산·학·연·병·정 전반에 걸친 협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임상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4 

million(약 1,022억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21.03 발

표)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 전역에 첨단임상연구 제공 

능력을 제고하고 투자유치를 통해 영국 경제성장을 

강화하고, 임상연구를 통해 국민 건강개선에 이바지하

고 있다. 영국기술전략위원회(Innovate UK)에서는 세

포 및 유전자 치료제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목적으로 

세포·유전자치료촉진기관(Cell and Gene Therapy 

Catapult, CGTC)(’12.05)을 설립하여 세포 및 유전자

치료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목표로 세포 및 유전자 치

료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의료 R&D 컨트롤타워인 일본의료연구개발 

기구(Agency for Med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AMED)(’15.4)를 설립하여 재생의료, 맞춤의료, 유전

자의료 등 9개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여 의료 분야의 

기초연구에서부터 제품화 및 산업화까지 경제적 관점

에서 R&D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단위: million $)NIH 재생의료 분야 R&D 투자 규모(2016-2022)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Gene Therapy 
&Clinical Trials

297 300 367 437 458 467 481

Stem cell Research 1,516 1,646 1,824 2,014 2,105 2,150 2,229

Regenerative 
Medicine

886 939 1,005 1,069 1,126 1,145 1,191

Total 2,699 2,885 3,196 3,520 3,689 3,762 3,901

출처 : NIH Report(https://report.nih.gov/categorical_spending.aspx), KHIDI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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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이후 제1기(’15~’20)에서는 R&D 관리 기능

을 고도화하여 의료분야의 R&D를 효율화하기 위

한 환경을 정비하였고, 제2기(’21~’25)에는 프로그

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PD)와 질환 코디네

이터(Disease coordinator, DC)의 협력 하에 새로

운 모달리티(Modality, 치료접근법)를 다양한 질환

에 적용하는 파괴적 혁신기술 기반의 도전적 R&D

인 문샷(Moonshot)형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AMED

의 ’22년 총 예산은 ￥154.9 billion(약 1조 5,436

억 원)이 배정되었고, 이 중 재생의료 실현 프로젝

트(Regenerativem medicine project)에 ￥19.5 

billion(약 1,943억 원)을 투자하여 재생의료 분야의 

안전성 확보, 임상연구·임상시험의 활성화, 임상 품질

의 세포주 정비, iPS 세포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 연구, 

제품화 지원과 실용화 촉진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생

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9).

11 기업의 일부 사업부 또는 신규사업을 분리해 전문회사를 만드는 것

캐나다의 재생의학상용화지원센터(Centre for 

Commercialization of Regenerative Medicine, 

CCRM)는 지역 기반에서 국제적 차원의 접근법을 취

한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꼽힌다. CCRM은 지난 2011

년 출범된 캐나다 연방정부 산하 비영리 민간 컨소시

엄으로 세포·유전자치료제와 재생의학의 기술개발

과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학술 및 임상연구와 함께 지

역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국가 정책지원과 연계한 

국제협력, 해외자본 유치 활성화 등 산업 활성화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해 연간 $15 million(약 182억 원) 투자

하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기술 상용화를 위해 지난 ’15

년 스핀아웃(Spin out)11 기업 엑셀페라(Excellthera)

를 설립하여 치료용 혈액 줄기세포의 기술개발에 주력

하고 있다. 현재 CCRM은 전 세계 지식재산 자료 제공

과 평가 등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 파트너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12개 이상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8).

AMED 재생의료 분야 R&D 투자 규모(2016-2022)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AMED 총 예산 126.5 152.8 148.3 151.5 158.6 143.9 154.9

재생의료 실현 프로젝트

(Regenerativem
medicine project)

14.8 16.8 17.0 16.0 20.4 19.2 19.5

(단위: billion ￥)

출처 : 일본수상관저(www.kantei.go.jp/), KHIDI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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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재생의료 기술변

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전자치료 개발 등에 적극적

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08년 ‘치

료기능 줄기세포 특화기술 개발(R&D)’로 지원을 시작

하여,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13~’23, 약 6,602억 원)’

으로 첨단재생의료 분야 연구를 지원하였다. 첨단의료

기술개발사업의 목적은 기초연구 성과의 임상 활용성

을 높이기 위한 줄기세포·재생의료 중개연구 지원과 

임상적 근거 확보를 통한 조기 실용화 성과 창출을 지

원하는 것이다. 세부 내역사업으로는 재생의료 분야

의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임상 적용을 위한 중개연구 

및 산업화를 위한 기반기술 등을 지원하는 ‘줄기세포·

재생의료 실용화’, 첨단의료 조기실현 및 신산업 창출

을 위해 기존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은 신기술 분야 및 

공백기술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융·복합 보건의료기

술’, 개량신약, 합성신약, 바이오의약품, 천연물의약품, 

희귀의약품 5개 분야에 대한 허가용 비임상·임상시험

을 지원하는 ‘신약개발지원’, 혁신형 제약기업과의 국

제공동연구, 국가 간 국제협력 연구를 지원하는 ‘제약

산업 특화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13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 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유망 제품군(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한 범부처 Fast Track 운영으로 줄기세포 연계 실용화 지원을 “바이오헬

스 미래 新산업 육성전략”에 반영(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2015.3.24.)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의료기술연

구개발사업(’04~현재) 등 타부처에서도 재생의료 관

련 R&D 사업들을 지원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기초연구 및 비임상연구(TRL12 1~4), 보건복지부

는 비임상연구에서 임상까지 중개연구(TRL 4~7)를 

지원하는 등 부처 간 역할을 분담13하여 첨단재생의

료 분야 R&D를 지원하였다.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하여 

R&D를 지원하였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

된 기초연구가 보건복지부의 개발단계로 연계되지 못

하고 단절되는 등 성과의 연계 부족이라는 한계를 가

졌다(그림7).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연계·협력으

로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21~’30, 총 5,955억 

원)’을 지원하게 되었다.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은 첨단재생의료 핵심 원천 기술 확보 및 신기술 검증

을 위한 응용기술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첨단재생

의료기술에 대한 원천연구-연계연구-임상연구-임상

시험-치료제 개발까지 전주기에 걸친 연속적 지원 체

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 내역사업

으로는 재생의료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확장성을 고

출처: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RMAF)

[그림 7] 부처별 첨단재생의료 R&D 지원 분야(’19년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탐색/발굴

기초연구

TRL 1 TRL 2

산업화단계

임상 2상

TRL 7 TRL 8 TRL 9

임상 3상 PMS

중개연구/개발단계

비임상연구
(Non-GLP)

비임상
(GLP)

TRL 3 TRL 4 TRL 5 TRL 6

임상 1상

중복

GRAY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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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재생의료 원천기

술개발’, 원천기술 개발 영역에서 발굴한 신기술 검증 

목적의 응용기술 및 치료제 확보기술 개발을 지원하

기 위한 ‘재생의료 연계기술개발’ 및 현재 임상연구 중

인 질환 타겟 치료제·치료기술의 임상 2상 완료 및 치

료제 품목허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의료 치료제·치

료기술개발’이 있다. ’22년까지는 사업 초기인만큼 원

천기술과 연계기술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개발된 원

천기술과 연계기술들이 치료제·치료기술 개발로 이

어질 수 있도록 ’25년부터는 치료제·치료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의 중복성을 

탈피하고 차별화를 위해 면역세포와 유전자를 활용

한 치료제 개발 중 유전자를 직접 주입하는 치료제 개

발은 타 범부처 사업인 국가신약개발사업(’21~’30, 총 

14,747억 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그림8).

상기 두 범부처 사업과 함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

구 활성화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지원사업단

(’21~’23, 총 472억 원)’도 운영되고 있다. 첨단재생바

이오법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은 연구대상자에게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므

로, 임상연구 수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본 사업

단이 설립되었다. 사업단의 추진 목표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실용화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것

이다. 추진 주요내용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 

및 관리체계 마련과 임상연구 R&D 과제 관리·평가 

시스템 구축 및 임상연구 R&D 성과 창출·활용 지원

이다. 본 사업단은 ’21년 7월 설립 후 ’22년 3월까지 총 

3건의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8]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과 국가신약개발사업의 차별성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과

국가신약개발사업의 사업 범위 구분

재생의료

의료기술

의약품
(IND)

유전자 치료기술

조직과학 치료기술

세포 치료기술

조직공학 제제

첨단바이오
융복합 제제

(세포)유전자치료제
(유전자&세포)

세포 치료제
(면역세포 外 전부)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직접 주입)

세포 치료제
(항암면역세포)

단백질 치료제

합성 신약

바이오 신약

천연물 신약

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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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차원에서 첨단재생의료 기술개발을 위한 전

주기 R&D를 지원하고 있지만, 임상연구의 기반을 조

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재생의료 임

상연구 기반조성사업(’22~’26, 총 495억 원)’을 수행하

고 있다. 사업 목적은 재생의료 혁신기술 발굴 및 연구

개발 지원하는 것이다. 세부 내역사업으로는 세포·유

전자 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한 바이러스 벡터 생산 공

정 기술개발 및 플랫폼 확립을 지원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생산용 바이러스 소재 발굴 및 생산기술 개발’, 

재생·성형·재건 등 재생의료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인체이식 적합 복합바이오소재 및 바이오프린팅을 위

한 세포배양 소재를 개발하는 ‘인체이식용 생체소재 

기술개발’, IRB 설치·운영이 어려운 개인연구자, 소규

모 연구·의료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

생의료 전문 공용 IRB 지원’, 재생의료 관련 임상연구

인력 대상의 법정 필수교육 및 실습교육을 제공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교육프로그램’, 의료

기관 내 세포치료제 관련 GMP 시설을 중소바이오기

업과 공동연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

생의료 인프라 공동 활용 지원’이 있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첨단재생의료 분야 핵심·기초

원천기술 및 임상연구 기반조성 등 R&D를 적극적으

로 지원하여 첨단재생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기술

의 보건의료분야 융·복합 가속화로 사회적·경제적 부

담을 가중시키는 희귀·난치성질환 극복과 의료 효율

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는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치료 가능성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가치와 산업적 측

면에서도 ’18년 250억 달러(약 28조원)의 시장규모

가 연평균 19.8%로 성장하여 ’24년 768억 달러(약 86

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을 가진 미래 의료 핵심 분

야이다(한국바이오협회, 2021). 이처럼 첨단재생의료 

시장의 높은 성장가능성으로 생명공학과 줄기세포 

연구에 강점을 가진 글로벌 선도국들은 국가 차원의 

R&D·사업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대

규모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관련 규제와 허가·

승인 체계와 더불어 정부 투자 및 관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하

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첨단재생의료의 윤리적 문제

와 사회적 합의의 기반에서 국제적 수준의 연구성과 

확립을 위한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혁신적 제품의 상

업화를 용이하게 할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면,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FOCUS 1  |  첨단재생의료 정책 및 R&D 지원 현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법률 제17472호

관계부처합동(2021.01.)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2021.12.) (제1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

약품 5개년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관계부처합동(2021.06.04.) 보도자료「글로벌 재생의료 강국

을 향한 범부처 실행 계획 확정」

보건복지부(2021.12.30.) 보도자료「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 심의위원회 개최(12.30)」

보건복지부(2021.12.08.) 보도자료「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첫 발을 떼다!」

보건복지부(2021.01.21.) 보도자료「‘K-재생의료’, 첫 발을 내

딛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21.05.13.) 「유전자, 세포 및 RNA

치료제 개발 활기」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19.02.21.) 「일본의료연구개발기

구(AMED) 2019 R&D 예산」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18.08.06.) 「캐나다 재생의학상용

화센터(CCRM) 현황」

한국바이오협회(2021.04.05.)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산

업 동향」

바이오타임즈(2020.05.21.) 「재생의학, 난치성 질환의 근본

적 치료대안으로 부각」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2.03.23.) Brief 「글로벌 세포·유전

자치료제 시장 전망 및 오픈 이노베이션 동향」

Food and Drug Administration(2019.02), 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 「Expedited 

Programs for Regenerative Medicine Therapies for 

Serious Condition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2016), 「21st Century 

Cures Act」

Council of Canadian Academies(2017.03.09.), 

Building on Canada’s Strengths in Regenerative 

Medicine(Workshop Report)

참고문헌

23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 Vol.2 No.2



첨단재생의료 최신 동향 및

희귀난치질환 환자 재생의료 접근성

개선 방향

박소라

재생의료진흥재단 이사장

24PROSPECT 1  |  희귀난치질환 환자 재생의료 접근성 개선 방향



제품 개발 단계 및 산업화 전 과정에 존재하는 

새롭게 출현하는 기술이 가지는 안전에 대한 

‘우려’와 다른 한편에는 기존의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첨단재생의료의 영역에는 세포치료, 세포·유전자

치료, 조직공학치료, 융복합치료 등이 포함되며 이들 

기술들은 살아있는 인체세포 등을 기반으로 하므로 

작용기전의 복합성 뿐 아니라 임상연구·시험, 인허가, 

초고가 보험급여 등재에 대한 요구 등 기술이 제품이 

되어 환자에게 적용되는 과정에 의약품과는 다른 많

은 특징들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제품 개

발 단계 및 산업화 전 과정에 존재하는 새롭게 출현하

는 기술이 가지는 안전에 대한 ‘우려’와 다른 한편에는 

기존의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새

로운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회’에 대한 사회적 논

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첨단재생의료의 특징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다른 

재생의료 분야만의 새로운 범주를 인정하고, 이에 합

당한 법·규제를 신설하고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도 2019년 8월 첨단재생의료 체계 마련을 위해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19.08)되었고 

이를 통해 임상연구 활성화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그림 1]).

재생의료 글로벌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 재생

의료치료제 시장은 2017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성

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22.7%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변형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분야가 향후 5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8-‘25 CAGR 99.4%), 

이는 2017년 환자 맞춤형 항암면역세포치료제인 킴리

아 (CAR-T 치료제)가 말기 혈액암 환자에게 ’완치‘를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실현하였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대내외
환경변화

[그림 1] 첨단재생의료법의 필요성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 혁신·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첨단재생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때 모든 환자들이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관리

•위험 기반 심사

•안전성 모니터링 & 장기추적

•재생의료의 국가 정책 추진

•재생의료 산업 생태계 조성

•중개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R&D지원

첨단재생

의료분야
알려지지 않은 위험이 존재하는 새로운 분야 산업투자를 통한 기술개발로 경제적 잠재성이 높은 분야

안전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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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료 시장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국내외 관련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에 약 1195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북미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

는데,  ‘20년 대비 ’21년 상반기 기준 약 200개 이상의 

산업체가 증가하였다. 국내에는 ’21년 4월 기준 78개 

기업이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개발 중이다. 특히, 첨단재

생바이오법 제정 이후 기업체 수, 특히 세포·유전자치

료제 개발 기업이 증가하였고, 코스닥 상장기업과 임상

시험에 진입하는 기업의 수도 증가하였다([그림 3]).

국내에도 첨단재생의료치료제의

글로벌 생산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국내 산업의 큰 변화로 대기업들의 재생의

료 분야 참여 증가를 들 수 있다. 최근 다수의 국

내 기업들이 해외 위탁개발생산(CDMO, Contract 

Development & Manufacturing Organization) 기

업을 인수하는 등 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에 과감하

게 투자하고 있다. 기업들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급성

장이 예상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상업화에 대한 

대비 및 제조 인프라 확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

인다.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도 첨단재생의료치료제의 

글로벌 생산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

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4])

[그림 2] 세포기반 유전자 치료제 시장 전망 

출처: GlobalDat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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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내 재생의료치료제 개발 기업 현황 

Sector No. of companies

Listed companies on
a stock market

43

Clinical trials registered 25

Total of cell & gene therapeutic 
companies

78

Listed companies
on a stock market

Clinical trials 
registered

cell & gene 
therapeutic 
companies

'19.06

14

22

'20.08 '19.06

18

31

'20.08 '19.06

59

6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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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산업은 제약바이오 산업과 달리 

살아있는 세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업과 

병원 간의 협력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과 시행으로 첨

단재생의료연구 및 치료 기회 확대에 대한 기반을 구

축했지만 여전히 첨단혁신치료기술의 환자접근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경쟁

력 제고를 위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

으로 보인다. 우선,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를 위하여 개

발단계 중이라 하더라도 치료제·치료기술 적용이 필

요하다. ‘환자접근성’은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적

시(timely use)에 사용가능해야하는 것으로 종합적

(comprehensive)이고 양질(quality)의 접근성이 향상

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초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개선도 시급하다. 첨단재생의료 산업은 제약바

이오 산업과 달리 살아있는 세포를 활용한다는 점에

서 기업과 병원 간의 협력 체계가 필수적이다.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이러한 특징은 기존의 연구-

개발-인허가-보험급여 순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

닌 사회적 비용이 감소 되는 방향의 혁신이 이루어져

야 함을 의미한다. 혁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① 치료

제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 혁신, ② 다품종 소량생

산 구조에서 소품종 대량생산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

는 제조 인프라 혁신, ③ 국가 사업단 형태의 지원 및 

인력양성을 통한 자본(capital) 혁신, ④ 기업과 병원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사업 모델 혁신을 통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향후 첨단재생의료의 미래에 대해 해결과

제들이 존재하지만 이를 위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또한 거쳐야 한다.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들의 치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대안이 없는 환자들의 재

생의료 접근성 제고와 산업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

를 잡을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4] 국내기업 첨단재생의료 분야 투자 동향

환자접근성 증대를
위한 노력

• 이포스케시 社 인수 8개월 

만에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까지 사업 확대

• 미국 CDMO인 CBM社에 

투자 예정

바이오·제약

벨류체인 구축 목표

프랑스 이포스케시 社

(Yposkesi) 인수

• 바이러스 백신 및 벡터 제조 

공정 개발 역량을 갖춘 

바타비아 社를 약 2,630억에 

인수

• 레드바이오 사업 본격 착수 

예정('23 초)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지로 도약

네덜란드 바타비아 社

(Batavia) 인수

• 텍사스에 건설 중인 CDMO 

시설을 당초 계획의 3배 

규모로 확장 예정

• 약 50여개 社와 CDMO 논의 

중이며, 현재 수요 폭증 상황

美 주요 CDMO로

성장 목표

미국에 건설 중인

CDMO 시설 확장

• 미국 세포유전자치료제 생산 

설비를 인수해 자체 생산 능력 

확보 예정(~22 上)

• 미국 동부지역 업체 포함 총 

3개 社와 협력 논의 중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으로 성장

美 세포치료제 공장과

M&A 추진

• 미국 바이오젠 社가 보유한 

삼성바이오 에피스 지분 

전량을 약 2조 7,680억에 

인수 예정

• 바이오시밀러 개발 사업 강화 

및 바이오 신약 개발 가능성 

확보

글로벌 종합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 본격화

미국 바이오젠社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전량 인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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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의

현황과 미래

조인호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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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료분야의 원천기술개발부터 

임상단계연구까지의 전주기 연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을 설립했다.

최근 첨단재생바이오산업은 연평균 약 23%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의 주요선진국들은 재

생의료 특성에 맞게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경쟁적으로 국가차원의 R&D 투자를 대폭적으로 확

대하고 있다. 특히 연구 및 투자분야도 역분화줄기세

포, (세포)유전자치료, 융복합 인공생체조직개발 등의 

유망 혁신 재생의료기술로 다양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역량과 대응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

한 것이 현실이다. 다행한 것은 우리나라도 2020년 8

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으로 재생의료분야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

다. 재생의료에 특화된 국가 중장기 계획과 전략 수립 

및 실행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법시행에 따라 향후 5년간 추진되는 「제1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2021년 

1월에 수립하였다. 동 기본계획에 따라 재생의료기술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재생의료분야의 원

천기술개발부터 임상단계연구까지의 전주기 연구사업

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가 공동으로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을 2021

년 3월 설립하였다. 본 사업단의 예산은 2020년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년 동안, 약 6000여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되게 된다.

사업단의 설립목적은 부처별 분산 투자로 연구의 

중복과 성과의 연계 부족이 지적되고 있는 기존의 재

생의료 R&D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다. 일례로 선행사업에서 연계된 과제는 10%에 불과

했다. 또한 재생의료와 관련하여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는 노력이 요구되었다. 대내적으

로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에 따른 국가 R&D사업

의 지원 관리에 있어서도 제도,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

할 필요가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재생의료 연구성과의 

글로벌화를 위해 주요 원료인 세포의 추출, 생산, 규격, 

성능, 표준화 등에 있어서 Global Harmonization에 

맞는 연구지원이 필요했다. 

사업단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유관기관 간 협력과 협업이 가장 중요한데, 현

재 사업단은 이들 역할 및 연계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다. 운영위원회에는 사

업단을 공동 설립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

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

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연

구재단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참여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국가 R&D 효율성을 극대

화하기 위한 최상의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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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간 연계와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 내역사업의 TRL단계를 유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상위 이동(Right Shift)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사업단 사업은 그림1과 같이 재생의료의 글로벌 핵

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도출형 사업인 내

역사업-1 (TRL1~3), 치료제 및 치료기술개발로 연계

하기 위한 기술확보형 사업인 내역사업-2 (TRL3~5), 

치료제 및 치료기술개발을 위한 허가용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내역사업-3 (TRL6~7)으로 구성되어 있다.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은 기술성숙도를 

말한다.

사업단의 운영 추진체계와 방식은 설립목적과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관리 전문기관과는 차별

성이 있는데, 중요한 차이점은 사업 간 연계와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사업단은 그림

2와 같이 각 내역사업의 TRL단계를 유기적이며 지속적

으로 상위 이동(Right Shift)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또한 사업단은 내역사업-3 이후의 생산, 제조기술

개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

복지부가 준비하는 신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에 

참여하여 사업단에서 도출되는 우수한 연구성과가 타 

부처의 사업으로 쉽게 연계되도록 계획 중이다. 이런 

시도는 기존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국가 연구의 부처

별 칸막이를 제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의
내용과 특징

[그림 1]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별 구성내용

[그림 2] 기술성숙도(TRL) 단계별 사업기획 체계도

전략 1 핵심·원천 기술

도전 기회 강화

활용 목적 기반의 성실실패 인정

전략 2 연계 강화

기업·병원·연구소간 공동연구

활성화 및 기술이전 활성화 지원

전략 3 임상-실용화 강화

파이프라인의 모니터링 및

성과 지향 투자 강화

내역사업 1

재생의료 원천기술개발

재생의료 新원천기술과

잠재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지원

내역사업 2

재생의료 연계기술개발

원천기술 영역에서 발굴한 新기술 검증목적

응용기술 및 치료제 확보기술 지원

내역사업 3

재생의료 치료제·치료기술개발

현재 임상연구(TRL6~7) 중인 질환 타겟

치료제의 임상 1상, 2상 완료 지원

연구성과에 기반

상위 단계로 연계지원

연구성과에 기반 허가용 임상시험

진입을 위한 연구 연계지원

TRL 1 TRL 2 TRL 3 TRL 4 TRL 5 TRL 6 TRL 7 TRL 8 TRL 9

기초연구 단계 중개연구 단계 임상(연구/시험) 단계 산업화 단계

Basic research Preclinical research GLP Phase Ⅰ Phase ⅢPhase Ⅱ Phase Ⅳ

기술도출형

기술융합형

기술확보형

허가용 임상시험

학술용 임상연구(심의위)

TRL의 Right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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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세포치료제에 집중된 연구분야가 

최근에는 다른 유망 혁신기술 분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선정과제의 TRL 발전 

단계를 분석할 때 사업단의 사업

기획의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는 51개 과제에 105억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도 상반기에는 105개(신규 54개, 계속 51개) 과

제에 349억원이 지원하였다. 올 2022년도 신규과제를 

분석한 결과, 그림3과 같이 대학 29개(54%), 기업 21개

(39%), 병원 3개(5%), 연구소 1개(2%)가 선정되었다.

2022년에 선정된 54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분야

를 첨단바이오의약품 분류에 따라 4개 항목으로 분석

한 결과는 연구특성상 복수응답을 고려하여 총 73건

의 응답을 받았으며, 그림4와 같이 세포치료제 51%, 

융복합제제 26%, 조직공학제제 16%, (세포)유전자치

료제 7% 순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와 같

이 여전히 많은 연구자가 세포치료제 연구에 집중하

고 있지만, 최근에는 다른 유망 혁신기술 분야로 분야

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례로 최근 

선진국에서는 역분화줄기세포치료제, (세포)유전자

치료제, 3D 및 4D 형태의 인공조직 및 장기유사체인 

오가노이드 연구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업 지원과제의
현황 및 분석

[그림 3] 2022년 선정과제 연구수행주체 [그림 4] 2022년 선정과제 연구분야

기업

39%

유전자치료제

7%

조직공학제제

16%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26%

연구소

2% 병원

5%

대학

54%

세포치료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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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자의 연구계획을 바탕으로 연구과제의 

TRL을 연구 착수시점과 연구 종료시점을 비교 분석하

였다. 그 결과, 그림5와 같이 연구 착수 시점에는 평균 

TRL3 수준이었으나 종료 시점에는 TRL5~6 단계의 진

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사업단의 사업 기획의도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내역

사업-2에 해당되는 치료제 확보기술개발을 목표로 하

는 33개 선정과제 중 비임상연구를 완료한 후 30개 과

제는 식약처의 IND승인을 통한 허가용 임상시험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3개 과제는 첨

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위원회를 통한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 33

개 선정과제의 타켓 질환을 중점질환별로 분석하면, 

그림6과 같이 근골격계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아토

피 피부염, 이식편대숙주질환 등이 포함된 기타질환, 

신경계, 순환/호흡기계, 소화기계, 내분비계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그림 5] 기술성숙도 변화도(54개 선정과제)

[그림 6] 타켓 질환분류(33개 선정/68개 지원) 

지원과제 선정과제

과
제

 수

근골격계 순환/

호흡기계

소화기계 신경계 내분비계 기타난치

25

20

15

10

5

0

20

10

13

5
4

2

10

6

2
1

19

9

착수 시 종료 시
과

제
 수

25

20

15

10

5

0

7

0

7

0

20

9

11

7
8

18

1

20

TRL

1 2 3 4 5 6 7
내역사업1 (RFP1~3) 내역사업2 (RFP4~7) 내역사업3 (RF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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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은 Science Ambassador(SA)제도를 

이용하여 연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최적의 연구방향을 설정, 

지원하고 있다.

사업단은 연구기획, 과제관리, 성과의 연계 활용에 

있어서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협업을 활성화하고 있

다. 사업단이 지원한 연구과제가 최소경비로 질병관리

청,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 등의 GMP시설

을 활용하도록 주선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허가 

규제대응을 위해서는 전·현직 식약처 담당자를 통해 

규제대응 교육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

를 수행 중이다. 연구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만들기 위

해 강력한 원천 IP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한국특허전략

개발원과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올 5월에 5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 과제당 1억까지 매칭하여 지원하는 IP-

R&D 프로그램을 수행하려고 준비 중이다. 

사업단에서 가장 중점을 갖고 성공적으로 추진하

고 있는 것이 Science Ambassador(SA)제도 이다 (그

림7). SA제도는 찾아가는 R&D 지원 서비스이며, 많은 

숫자의 과제를 지원하는 기존의 전문기관들은 생각할 

수 없는 제도이다. 사업단은 SA제도를 통해 연구현장

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최적

의 연구방향을 설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인허가, 품

질심사 및 기술전문가를 대동하여 기술개발 전략, 우

수 IP확보, 비임상전략, CMC, 인허가·규제개선 방안 

등을 컨설팅하고 있다. 2021년도에 선정된 51개 과제

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0여 개 과제의 연구현장을 방

문하였으며, 과제 참여 연구자들은 기존에 없던 새로

운 지원제도에 고마움과 칭찬을 보내오고 있다.

재생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조기 상용화를 위해서는 

재생의료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지난해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보유한 기존의 

사업 플랫폼을 통해 재생의료기술과 연계한 과학기술 

문화행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미디어, 컨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재생의료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

[그림 7] Science Ambassador(SA)제도, 찾아가는 R&D지원 서비스 

분야별 전문가들로 Ambassador 풀 구성
*보안서약

Science Ambassador

찾아가는 R&D지원

서비스

후속지원

우수 IP 확보 인허가 비임상 전략 CMC 규제기관 소통

기술 이해 우수IP 확보 지원

일정협의 → Ambassador 구성 → 방문

규제대응 애로사항 수집

33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 Vol.2 No.2



국민의 이해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 

초기 단계부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연구자 및 

정부 간의 다방향 소통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으로 재생의료에 특화된 세

부 추진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

으나 기존 다른 제도와의 조화, 제한된 치료 접근성 등 

제도개선 과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

하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적합한 규제 및 지원체계

를 조속히 갖출 필요가 있으며, 혁신기술개발을 장려

하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재생의료기술의 특성상 국민의 이해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 초기 단계부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연구자 

및 정부 간의 다방향 소통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이 중

요하다.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

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긴밀히 연계해야 하며, 재

생의료 연구성과에 대한 대국민 소통과 홍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의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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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선정과제의 연구분야가 새로운 혁신기술 분

야로 확대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성체줄기세포치료제 

등 안정적 파이프라인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향후 재생의료기술은 연구영역의 다양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특히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기술

이 더해진다면 재생의료기술개발의 진행 속도는 상상

을 초월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유망 혁신기술로 파

이프라인을 다양화해야 하며, 글로벌 선진 기술동향

을 분석해 재생의료 선도형 R&D를 지원하여 글로벌 

핵심 원천기술을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단은 

SA제도 등을 통해 관련 연구자 의견 수렴과 변화된 주

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획을 하고 있으며, 

이런 선순환적 기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작성된 예비

타당성조사의 결과를 경직되게 적용하지 않고 내역사

업 간의 연구비 이동, 연구 기간과 연구비 단가 등의 일

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연구자의 연구성과는 성공적인 결과만 아니라 성실 

실패 무의 결과(Faithful null results, FNR) 역시 중요

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사업단은 FNR을 생산하는 연

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성실한 연구 과정에서 얻

어지는 소중한 정보를 FNR 데이타베이스로 구축, 공

유하여 후발 연구자가 똑같은 프로토콜에 의해서는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선순환의 연구문화를 조성하

고자 한다. 

치료제 내수시장에 치중하는 생태계로는 혁신 연구

개발 역량이 취약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

하는데 한계가 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글로벌 기준과 규제에 대한 선제

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내 연

구역량을 조기에 세계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글로벌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

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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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발전방향

이정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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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19년 8월「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

정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를 통해 중

증·희귀·난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길

이 열렸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임상연구 관련 장기추

적을 실시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서 첨단바이

오의약품 제품화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 및 지원 

등을 통해,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됨에 따라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설치하였으며, 사무국

에 접수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서에 대해 심의

위원회와 식약처의 심의·승인 절차를 거친 후 임상연

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당시, 특히 바이오산업계의 

안전 규제 완화로 인한 상업적 활용 증대, 의료민영화 

가속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우

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는 없

었으며, 앞으로도 이 법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첨단재생의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

이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체계 및 기준 등 심의기반 

마련과 함께 실제 심의업무를 병행하여,

올해 3월까지 총 30건의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1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매월 상정

되는 임상연구 계획서를 검토 및 심의하고 있고, 식약

처는 심의위원회에서 적합의결된 고위험 연구과제에 

대하여 승인 여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의위원회

는 심의체계 및 기준 등 심의기반 마련과 함께 실제 심

의업무를 병행하여, 올해 3월까지 총 30건의 연구계획

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다.

심의완료된 건들을 분석해본 결과 위험도 관점에

서는 고위험 40%(12건), 중위험 46.7%(14건), 저위

험 13.3%(4건)으로 고위험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을 알 수 있었고, 치료 분야별로 살펴보면 세포치료 

83.3%(25건), 유전자치료 3.3%(1건), 조직공학 치료 

6.7%(2건), 융·복합 치료 6.7%(2건)으로 세포치료분

야에 치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적합 의결 비율은 

33.3%로 총 30건의 임상연구 중 10건에 해당하며, ’21

년 7월 9.5% → ’21년 12월 29.6% → ’22년 3월 33.3%

로 적합 비율은 점차 상승하고 있다.

작년 12월에 CAR-T(Chimeric Antigen Receptor-T 

cell)를 사용하여 소아·청소년 급성 림프모구백혈병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진

의 임상연구가 고위험 유전자치료 임상연구로서 최초

로 승인되었다. 이 임상연구를 통하여 기존 CAR-T 치

료제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

에게 무상으로 치료할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T세포

를 채취하여 치료제를 제작하고 주입하는 데 소요되

는 기간을 감소시켜 시간을 다투는 백혈병 환자에 치

료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큰 의미를 가진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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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임상연구의 안전성과 

희귀·난치질환자들에 치료기회 확대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임상연구의 안전성과 희귀·난치질환

자들에 치료기회 확대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

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

으로써 적합·부적합 여부만 판단하는 규정상 심의 방

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조건부 적합 및 재심의 결정 등

을 통해 연구계획을 보완할 기회를 부여해왔다. 예를 

들어, 사용할 세포의 투여 방법 중 투여용량을 저용량

에서 고용량까지 모두 실시하려는 당초 연구계획에 대

해 심의위원회는 환자에 미칠 영향의 불확실성이 크다

고 판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용량 투여 1

년 후 검증하여 용량증량 진행(fibonacci scheme)”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자의 수용조건 하에 조

건부 적합 의결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골관절염 등 통증 완화 외 완전한 표준치료가 

없는 질환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전제로 기존 

치료법과의 유효성 비교요건을 보다 넓게 인정하여 연

구 기회를 확대하는 적극적 심사를 진행하였다.

출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심의현황 ('22년 3월 기준, 총 30건 상정·심의)

심의 결과 위험도 치료 구분

적합

부적합

보류

33.3%(10건)

63.3%(19건)

3.3%(1건)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46.7%(14건)

13.3%(4건)

40%(12건)

조직공학

6.7%(2건)

융·복합

6.7%(2건)

유전자

3.3%(1건)

세포

83.3%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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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초기이고 연구계획 심의 건수가 충분하

지 않아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나, 심의위

원회에서 심의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국내의 첨단재생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임상연구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

언하고자 한다.

임상연구제도에 대한 이해와 제도의 취지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임상연구제도에 대한 이해와 제도의 취지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연구자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임상연구계획서 

작성 등을 포함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

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현재까지 심의된 연구계획서의 주요 부적합 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연구계획서나 관련 근거자료가 미비한 

측면이 있었다. 연구자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심의위

원회 사무국에서는 임상연구계획 작성 관련 가이드라

인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내

로 가이드라인 버전2.0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

드라인 버전 2.0에서는, 특히 ’21년 심의결과 등을 바

탕으로 실제 심의 사례 등을 포함하여 보다 자세하게 

연구계획 작성 및 제출자료 안내를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연구자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 대상 제도안내, 연구계획 작성 관련 워

크샵 및 각 학회, 재생의료기관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등 추진 예정이며, 연구계획서 사전 컨설팅 활성화 등

을 통해 연구자 편의를 높일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분한 문헌 및 연구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임상연구의 위험도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둘째, 충분한 문헌 및 연구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임

상연구의 위험도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현재 첨단재생

바이오법상 임상연구를 환자에 미칠 영향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고·중·저위험으로 나누고 있다.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근거는 있으나 

고위험에서 중·저위험으로 낮출 수 있는 근거는 부재

한 상황이다. 

고위험 임상연구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이후 좀 더 안전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식약처의 승인 

절차를 더 진행하게 되어있어서, 이에 준비해야 하는 

자료와 심사 기간이 상당히 증가하므로 여러 연구실

적이 쌓여 안전성이 확보된 임상연구의 경우에는 이를 

간략화 및 단축하여 더 신속히 수행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고위험 임상연구 심의·승인 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고위험 임상연구 심의·승인 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제정 이후 

기존 약사법상의 연구자주도 임상시험보다 임상연구 

활성화 가능성을 높이는 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

은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봄)이 생겼으나, 고위험 임상연구의 경우에는 심의위

원회와 식약처의 이중심사로 오히려 임상연구를 제한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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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안전성을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는 말

기암 환자 등의 경우 신속한 치료를 저해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와 식약처 간의 첨단재생바이오

법상 임상연구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한 공감을 바

탕으로 희귀·난치질환자 등 환자와 연구의 특성에 맞

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심의제도 및 합리

적 승인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비임상시험에 대해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비임상시험에 대해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심의위원회 심의 시 임상연구계획의 근거자료로서 비

임상시험자료를 비중있게 검토하므로 중요하다. 하지

만, 주로 기업이 관여하는 임상시험과는 달리 임상연

구의 연구주체가 연구자 개인이기 때문에 비임상시험 

시 발생되는 비용문제를 해결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재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상연구 비용지원

은 임상연구 승인 이후의 연구비용 지원에 집중되어 

임상연구 심의를 받기위해 수행하게 되는 비임상시험 

등에 대한 비용지원제도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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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생의료 R&D 지원 비용 중 일부를 임상연

구 승인을 위한 비임상시험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

거나, 현재 임상시험(비임상시험 포함)에 대한 비용지

원만 명문화되어 있는 관련 규정에 첨단재생바이오법

상 임상연구 및 비임상시험 등의 연구비용 지원을 포

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이와 관

련하여 약사법, 의료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임상연구 성과가 임상시험을 수행하는데

메리트로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

국 임상연구 성과가 임상시험을 수행하는데 메리트

로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 현

행 법령하에서는 임상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 확보 

시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로 긴밀히 연계되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제품화를 위해서는 궁극적

으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므로 임상시험 대신 임상

연구트랙을 이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미

국의 경우 첨단재생의료 치료제 지정제도를 (RMAT 

designation, 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y designation) 통해 임상연구–임상시험 간 

연계를 꾀하고 있으며 이후 Novartis 사의 CAR-T 치

료제인 Kymriah 등 여러 혁신적인 첨단재생의료 제품

의 허가가 이루어졌다. 

물론 GCP(Good Clinical Practice) 준수,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서의 생산, 

CMC(Chemistry, Manufacturing, Control) 자료 확

보 등의 문제를 고려해보아야 하나, 국내에서도 패스

트트랙 또는 조건부 품목허가 트랙 활용 등 긴밀한 연

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같은 맥락

에서 임상연구와 제한적 재생의료시술 허용 및 신의

료기술평가 절차와의 긴밀한 연계 역시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줄기세포치료제에 큰 관심을 

두었고,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 허가 성과와 함께 

줄기세포 기술 (분화·배양기술, 치료기술)등 선진국 

수준의 기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

만 기술에서 임상으로 이어지는 중개연구나 임상연구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아직 첨단재생의료의 기술발전

이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다행히도 재생

의료관련법이 제정되고 임상연구제도가 가동되기 시

작했으므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

리청 등 범부처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환자, 연구자, 관

련학계 및 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함께, 앞서 제언

한 부분을 고려하여 나아간다면 우리나라의 첨단재생

의료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까지 머지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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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원료의약품 시장에서의 한국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은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에 주력해 왔으며, 전체 의약품 수출액 중 

20~30%를 차지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세계 원료의약품 시장은 2020년 1,775억 달러 규모이며, 2025년까지 연평균증가율 7.1%로 성장하여 2,514억 달

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원료의약품의 비율은 대략 13~15% 정도인데, 그 비율은 조금씩 높

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여러 국가들의 제네릭의약품 장려, 바이오의약품 시장 급성장, 글로벌 CMO/CDMO의 활성

화는 원료의약품 시장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 

세계 원료의약품의 시장규모 및 전망

2018 2019 2020 2025 CAGR(20-25)

원료의약품시장 154 161 178 251 7.1

전체의약품시장 1,187 1,205 1,240 1,590 6.3

자료: Global Industry Analysts(2021), FitchSolutions(2021)

현재 글로벌 원료의약품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가는 인도와 중국이다. 두 국가는 낮은 생산 단가를 경쟁력으

로 하여 저가의 원료의약품을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으며, 시설투자와 품질개선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제네릭의약품 원료의약품과 의약품 중간체, 출발물질(Starting Material)의 공급에 있어서 인도와 중국의 비중은 절

대적이다.

국내외 원료의약품 산업 동향과

지원 정책

정순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단위: 십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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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의 원료의약품 시장은 2020년 225억 달러 규모이며, 2027년까지 연평균 7.6%로 증가하여 37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견고한 화학 산업, 느슨한 IP 및 환경 규제, 자국기업 친

화적인 규제 환경 등은 중국이 제네릭의약품 제조, 원료의약품과 의약품 중간체 공급의 최대 국가가 되게 하였다.

중국 원료의약품 시장규모 및 전망

2014 2016 2018 2020 2023(f) 2027(f) CAGR(20~27)

시장규모 14.77 16.73 18.91 22.53 29.77 37.55 7.6%

제네릭원료 5.07 5.81 6.64 8.05 10.92 14.09 8.3%

자료: Global Industry Analysts(2021)

  

한국의 원료의약품 시장규모1는 2020년 약 35.0억 달러이다. 2017년 28.1억 달러 이후로 원료의약품 생산량 감소

와 수출 증가로 시장규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다가 2020년에 원료의약품 생산이 급증하면서 최대치를 기록했

다. 2020년 원료의약품 생산액은 약 3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43.4% 증가하였다. 

국내 원료의약품 시장규모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시장규모 2,368 2,728 2,547 2,393 2,360 2,634 2,808 2,700 2,619 3,501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통계연보(2021)

2020년 원료의약품의 수출액 약 17.2억 달러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였는데, 전체 의약품 수출액 84.4억 달러의 

20.4%기 원료의약품이었다. 2020년 원료의약품 수입액은 약 2.23억 달러였으며 전체 수입액 72.6억 달러의 30.6%

였다. 원료의약품의 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그 차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향후 바이오의약

품 원료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무역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원료의약품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2011~2020)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CAGR

수출액 0.91 1.06 1.10 1.17 1.28 1.41 1.47 1.59 1.70 1.72 7.33

수입액 1.98 2.08 1.70 1.70 1.80 1.89 1.84 2.06 2.17 2.23 1.33

무역수지 -1.08 -1.02 -0.60 -0.53 -0.52 -0.41 -0.37 -0.47 -0.47 -0.51 8.0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통계연보(2021)

1 시장규모 = 생산액 + 수입액 - 수출액

(단위: 십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환율 1180원/1USD 적용))

(단위: 십억 달러)

46FOCUS 2  |  국내외 원료의약품 산업 동향과 지원 정책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은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에 주력해 왔으며, 전체 의약품 수출액 중 20~30%를 차지

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비록 중국과 인도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열세에 있지만, 바이오의

약품 API, HPAPI 등의 고부가가치 사업도 확대되고 있고 제조기술 수준도 높아 충분한 글로벌 경쟁력도 가지고 있

다. 또한, 기업별로 특화된 제품군을 보유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으며 우수한 제조시설을 기반으로 안전

성·유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충분한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합성기술·발효기술 등 높은 제조기술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수의 자국 기업

• 원료의약품에 대한 품질 관리 제도

• 높은 수준의 제조시설 확충

• 높은 해외 생산 원부자재 의존도

• 글로벌 가격 경쟁력 저하 및 과당 경쟁

• 국내 생산 원료의약품 사용 미흡

• 시장규모의 정체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글로벌 CDMO 사업의 확대

• 바이오의약품 원료에 대한 수요 증가

• 화이트리스트 등 유럽 진입여건 개선

• 정부의 산업 육성 의지

• 중국·인도 등 신흥국가의 원료의약품 제조 기술의 빠른 발전

• 수출 지역 다변화 부족 

• 글로벌 원료 공급체계의 불안정

국내 원료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쉽지 않은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원료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 세계 최대 의약품 전시회인 CPhI에서는 2017

년부터 매년 제약 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을 통해 주요 국가의 제약 산업의 역량을 비교하고 있다. 

2021년 35개국 370명의 제약 전문가들 대상으로 한 ‘국가별 원료의약품 품질2’에 대한 응답을 보면, 전체 13개국 중 

한국은 9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일본이 가장 높은 점수 8.01점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독일(7.99), 미국(7.97) 

순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이 스페인·싱가포르·중국·사우디보다는 우위에 있었지만,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인도(6.82)보다 아래에 위치하였다는 점이다.

  

2 The quality of pharmaceutical API manufacturing

국가별 CPhI 원료의약품 품질 비교 

자료: CPhI Annual Industry Report(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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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보듯이 한국 원료의약품에 대한 평가는 일본과 독일의 고품질 원료의약품,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의 저가 원료의약품 사이에서 가격적절성을 기반으로 한 중간정도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COVID-19은 

원료의약품 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유럽의 원료의약품 시장에서는 이탈리아가 그 중간 포지셔닝을 확

대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인도가 품질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 한국의 원료의약품은 글로벌 시장

에서 쉽지 않은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 지원의 두 방향

산업적 측면에서는 의약품의 생산가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의약품의 품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도 핵심적인 요소이다.

제약 산업에서 원료의약품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의약품의 생산가격을 결정한다

는 점에서 중요하며, 의약품의 품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도 핵심적인 요소이다. 여기에 최근의 COVID-19로 인한 원

료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들을 겪으면서, 필수 원료의약품의 국내 자급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도 확

대되었다. 

2021년 보건산업진흥원의 원료의약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2%가 COVID-19

로 인해 원료의약품 수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입에 어려움을 겪은 국가는 주로 인도(43.9%)와 중국(28.8%)이었으

며, 주된 원인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 봉쇄 정책, 가격 상승과 물류 지연 등이었다.

COVID-19의 영향으로 원료의약품 수급 난항의 요인

순위 이유 비율

1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 봉쇄 38%

2 제조소 생산 중단 27%

3 가격 상승 15%

4 수출국가의 자국 의료 물자 반출 통제 정책 10%

5 기타  8%

6 품질 미비  1%

이렇듯 원료의약품 시장의 경쟁 심화와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다양

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21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원료의약품 전문가들의 정책제언 조사에서는 이와 관련

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들 의견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국내 원료의약품의 자국화

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와 신약개발 후보물질 원료에 대한 조세특례 등이 

구체적인 방안들이었다. 다른 하나는 고부가가치 원료의약품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이오벤처와 원료제조

사의 공동연구, 친환경 생산방식 개발, 연속생산 및 첨단제조 기술 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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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 향상 및 공급망 다변화 지원 정책 우선순위

순위 요인

1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2 임상 외에 신약개발 후보물질의 임상시료, 비임상 시료 및 스케일 업 바이오/합성 원료의약품의 조세특례 적용

2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고부가가치 신약 API 생산연구 개발 지원

4 연속 생산(continuous manufacture) 및 첨단생산(advanced manufacturing) 장비 도입 및 생산개발 방식 지원

4 원료의약품 세계시장 정보제공, 수출 및 해외진출 컨설팅, 바이어알선, 금융, 행정지원 등 해외 수출 지원

6 신약개발 벤처와 원료제조사와의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신약 공동 연구·개발 지원

6 범부처 컨트롤타워 수립

6 환경설비 구축 및 교체, 친환경 생산방식 개발 등의 그린 API(친환경 원료의약품) 개발 지원

9 필수, 난치 및 희귀의약품의 원료의약품 조세특례

10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위한 글로벌 다자협정 및 MR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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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자국화 정책의 해외 사례

국내 원료의약품의 자국화 정책에는 다양한 접근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주요 품목별 우선 자급화 단계적 추진이다.

국내 원료의약품의 자국화 정책에는 다양한 접근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주요 품목별 우선 자

급화 단계적 추진이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국가 차원에서의 필수적인 의약품 품목을 지정하고, 이들 제품들의 원료

를 자국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 경우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항균제 원료 자국화 정책을 살

펴보고자 한다. 

2019년 일본은 세파졸린나트륨주사제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탈리아에서 수입하던 원료의 공급 부족이 

원인이었다. 문제는 출발물질 중의 하나인 테트라졸아세트산을 생산하던 중국 기업이 환경 규제에 따라 공급 중단

을 하여 발생하였다. 2019년 8월 일본 보건 4대 학회3는 「항균제 안정 공급을 위한 4대 학회의 제안서4을 발표하였다. 

4대 학회가 일본 정부에 제안한 4가지 개선안은 아래와 같다. 

① 약제별 생산체제 파악과 리스크 평가, 항균제 원료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 제도 구축

②  6-아미노페니실란산(6-APA) 등 주요 원료는 일본 내에서 생산된 원료만 사용하도록 하며, 생산에 따른 이익이 

생기도록 약가를 설정

③ 일률적인 약가 인하 대신 기존 항균제, 특히 전문가들이 주요 항균제를 선정하여 시장성이 있도록 약가를 높임

④ 향균제 제조·판매 기업에 대해 주원료를 포함하여 일본 내에서 생산 유도

이러한 제안과 함께 4대 학회는 10개의 주요 항균제를 선정했다.5 선정 기준은 감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

인 약물로,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인 제품이며, 사용 빈도와 용도 및 대상균의 범위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공급 상

황과 의료 현장에서의 요구 반영하여 약제의 편향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고, 주사약으로 한정하여 경구용 약물은 제

외하였다. 

선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보면, 사용 빈도는 일본 내 55개 주요 국공립대학 부속병원과 공표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용도 기준을 보면, 항균제는 감염의 치료와 감염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로 나누었다. 각각의 목적에 

따라 신체 기관이나 병원체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해야 하는 항균제가 다르므로 감염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약

물을 선택하였다.

3  일본화학요법학회(日本化学療法学会), 일본감염증학회(日本感染症学会), 일본임상미생물학회(日本臨床微生物学会), 일본환경감염학회(日本環境
感染学会)

4 抗菌薬の安定供給に向けた4学会の提言―生命を守る薬剤を安心して使えるように
5 페니실린G, 암피실린나트륨/설박탐, 타조박탐/피페라실린, 세파졸린, 세프메타졸, 세프트리악손, 세페핌, 메로페넴, 레보플록사신, 반코마이신

50FOCUS 2  |  국내외 원료의약품 산업 동향과 지원 정책



일본 4대 학회의 안정공급 필요 항균제 선정의 근거

구분 선정근거 설명

1 사용 빈도 일상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사용 빈도가 높은 항균제를 우선 선정

2 향균제 용도 사용 목적에 따른 대표적인 항균제를 우선 선정

3 균주의 범위 여러 종류의 균에 사용할 수 있는 항균제 우선 선정 

자료: 일본화학요법학회 홈페이지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4대 보건학회의 제안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안정공급을 위한 의약품 선정 및 우

선순위 설명을 위한 의약학전문가 회의 설치, 원료의약품 일본 내 제조 추진, 공급망의 복수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약가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문제 발생과 원인 파악, 전문가들의 대응방안 마련과 정부 제의, 정

부의 대책마련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경우에도 주요 필수의약품 원료들에 대해서 COVID-19 동안에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다. 그리고 문제가 재발될 여지가 있다면, 핵심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자국 생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을 기업들을 통해 유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원가 문제로 상시 원료 공급체계가 어렵다

면,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원료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두는 전략도 가능할 것이다. 

고부가가치 원료의약품의

개발과 제조 혁신

고부가가치 원료의약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고강도원료의약품(HPAPI)와 같이 원료 합성과정이 

복잡하거나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한 높은 난이도의 제품을 개발하는 것과 제조 공정의 혁신과 

첨단기술 개발하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고부가가치 원료의약품의 개발은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올리고핵산의약품이나 고강도원료의약품

(Highly Potent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이하 HPAPI)6과 같이 원료 합성과정이 복잡하거나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한 높은 난이도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접근법은 제조 공정의 혁신과 첨단기술 개발로 

연속생산·공정분석기술·자동화·인공지능 등이 포함된다. 

  높은 난이도 제품의 대표적인 것이 고강도원료의약품이다. 이 제품은 안전한 취급과 적절한 오염방지 방법이 필

요로 하므로 특수한 시설과 작업자의 주의가 필요하지만, 큰 제조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고효율의 생산이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 세계 HPAPI 시장규모는 2020년 약 195억 달러였으며, 2025년까지 연평균 8.7%로 증가하여 2025년 

약 296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다.

6  일일 치료적 용량이 10㎎ 미만 혹은 1일(8시간) 작업노출한계(Occupational Exposure Limit, OEL)가 10㎍/㎥ 미만으로, 극히 낮은 농도에서도 생물학적 활

성을 보이는 원료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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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API의 구분과 국가별 시장규모

HPAPI 구분 2016 2017 2018 2023 CAGR(18-23)

합성의약품 11.891 12.663 13.529 19.958 8.1

 ┖ 혁신의약품 9.413 93974 10.601 15.208 7.5

 ┖ 제네릭의약품 2.478 2.689 2.928 4.750 10.2

바이오의약품 3.529 3.837 4.191 6.882 10.4

 ┖ 단일클론항체 2.282 2.492 2.733 4.580 10.9

 ┖ 백신 0.889 0.962 1.046 1.679 9.9

 ┖ 재조합단백질 0.358 0.383 0.412 0.624 8.6

합계 15.420 16.499 17.720 26.840 8.7

자료: MarketsandMarkets(2018)

제조 공정의 혁신에서는 연속생산기술(Continuous Manufacturing Technology)이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 기술은 연속흐름합성(Continuous Flow Chemistry)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의약품 생산에 있어서 안정성 확보와 

환경보호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 2018년 ICH는 연속생산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ICH Q13 시작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미국 FDA에서는 2016년 자국기업들에게 연속생산 도입을 권고하였으며, 2019년에는 연속생산 가이드

라인 초안7을 발표한 바 있다. Vertex, GSK, Janssen, Eli Lilly 등의 제약기업들이 원료의약품 생산에 이 기술을 적용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공정분석기술(Process Analytic Technology, 이하 PAT)도 매우 중요하다. PAT는 반응의 진행·온도 변화·압력 

등을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화 한다. 특히 소프트센서(soft sensor)라 불리는 가상측정기술의 개발을 통해 실

제로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공정을 제어하는 기술도 개발 중인데, 실제 생산공정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농도와 밀도

의 측정을 가능하게 해 준다. 공정 이전에 온도와 압력을 입력하고 반응물의 농도와 밀도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한 다

음 실제 생산공정에서 이를 추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다. 

자동화(Automation)는 국내 제약기업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로, 로봇과 코봇8, 클라우드 컴퓨팅, 공급망 자

동화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로봇과 코봇은 사람을 대신하여 분석 시험과 제품 포장 등의 반복적인 업무들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보다 복잡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클라우드 플래폼은 제조과정에서 생성되는 데

이터들을 클라우드화하여 제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데이터들은 새로운 형태의 제조기술인 

3D 프린팅, 고성능 컴퓨터(High-Performance System, HPS),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로봇 등에 적용

되어 제조 분야의 혁신을 가지고 오고 있다. 공급망의 경우는 자동창고(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ASRS)의 활용한 물류 체계,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이용한 빠르고 안전한 의약품 공급 등이 연구되고 있다.

7 Quality Considerations for Continuous Manufacturing Guidance for Industry

8 Cobot : Collaborative robot을 뜻하며, 인간과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위해 설계된 로봇을 의미

(단위: 십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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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산업 경쟁력 강화의

정책 방안들

2021년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원료의약품 문제 및 국산화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위원회(유관기관5, 산업계5)

를 구성하고 원료의약품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아젠다를 도출한 바 있다. 여기서 도출된 아젠다를 아래에 정리하였

으며, 이들 중에서 3가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해보자 한다.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도출된 아젠다

구분 정책 Agenda

약가 및 조세 인센티브 -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우대하는 기존 약가 우대정책 부활

- 필수, 난치 및 희귀의약품의 원료의 약가와 조세특례

- 임상 외에 신약개발 후보물질의 임상시료, 전임상 시료 및 스케일 업 바이오/합성 원료의약품의 조세특례 적용

R&D 지원 - 신약개발 벤처와 원료제조사와의 오픈이노베이션 신약 공동 R&D 지원

-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고부가가치 신약 API 생산연구 개발 지원

- 오염원 정화시설 구축, 친환경 생산방식 개발 등의 그린 API(친환경 원료의약품) 개발 지원

- 연속 생산 및 첨단생산(advanced manufacturing) 장비 도입 및 생산개발 방식 지원

수/출입 혜택 - 원료의약품 세계시장 정보제공, 수출 및 해외진출 컨설팅(인허가 등)

- 바이어알선, 금융, 세제지원 등 국내개발 원료의약품 해외 수출 지원

- 수출전략품목 선정 지원

규제 - 완제의약품의 원료 원산지 표기

- 원료의약품 해외 제조소 현지 실사 강화 등 효율적인 감시방안 구축

의약품 안정공급 -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위한 글로벌 다자협정 체결

- 실행가능하고 합리적인 리쇼어링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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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약개발 후보물질의 임상·비임상 시료 및 스케일업 원료의약품의 조세특례 적용

고부가가치 원료의약품의 경우에도 신약개발 과정에서 혁신적인 제조 기술이 필요할 때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약산업은 신성장동력 분야로 지정되어 신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에 따르면 제약산업의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는 9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신약개발의 임상시험 1~3상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R&D 세액 공제비율인 20%(중소기업30%)를 소득세 또는 법인

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약산업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7. 바이오·헬스 가. 바이오· 화합물 의약 (1)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

(2)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백신)

(3)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4)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 발굴기술

(5)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 개발 및 제조 기술

(6)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7)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8)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9) 바이오필터 소재·부품 제조기술 : 바이오 필터 소재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1.2.17.>

하지만 임상시험 과정을 제외한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 시료 및 스케일업 연구 등에 대한 원료의약품 연구는 여기

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혁신형 개량신약 개발 및 제조 기술의 범주에도 고부가가치 원료의약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부가가치 원료의약품의 경우에도 신약개발 과정에서 혁신적인 제조 기술이 필요할 때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R&D세액 공제

구분 일반 분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비

(당기분)

대: 0∼2%

중견: 8∼15%

중소: 25%

대·중견: 20∼30%

코스닥상장 중견: 25∼40%

중소: 30∼40%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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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약개발 벤처와 원료제조사와의 신약개발 공동 R&D 지원 

바이오벤처들의 신약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시료 생산부터 완제품 대량 생산까지의 진행을 위해서 

원료의약품 기업들과의 R&D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바이오벤처들의 신약 개발은 후보물질 발굴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임상시험 단계 이후의 개발단계에서는 

신약의 생산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바이오벤처들은 자체 생산시설을 갖추기가 쉽지 않으므로 오픈이노베이

션 관점에서의 공동 R&D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원료의약품 기업들은 CDMO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고 생산 허가

자료인 CMC(Chemistry Manufacturing Control)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바이오벤처들의 신약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시료 생산부터 완제품 대량 생산까지의 진행을 위해서 원료의약품 기업들과의 R&D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 많은 바이오벤처 기업들과 원료의약품 기업들의 협력 강화와 공동 R&D 지원은 원료의약품 기업들의 

CDMO 사업의 확장, 자체 생산 역량 및 데이터 축적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신약의 미

국이나 유럽 등의 해외 규제기관 진출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 및 CMC 작업 등에 대한 국내 원료의약품 기업들의 경

험과 데이터 축적은 국내 원료의약품 기업들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필수, 난치 및 희귀의약품 원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국내의 원료의약품에 대한 지원도 필수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18년 중국은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활성화를 위해 121개의 희귀의약품 리스트를 발표하고 21개의 희귀질환 치

료제 및 4개의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첫 번째 생산 배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80% 이상 감면하기로 발표한 바 있

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내의 대부분의 희귀의약품이 외국 제약기업들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자국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국내의 경우는 희귀질환관리법 제18조(의약품 생산 및 판매 지원 등)에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서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하위 법령은 부재한 상황이다.9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10과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11에는 희귀질환의 연구, 실태조사, 의료비 지원, 전문인력 교육 등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생

산 및 판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9 희귀질환관리법 법률 제17472호(2020.8.11.)

10 대통령령 제31013호(2020.9.11.)

11 보건복지부령 제749호(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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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제4절 의약품 개발 지원 등

제18조(의약품 생산 및 판매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단체는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국에서도 2020년 10월에 자국 내에서 우선 생산이 필요한 필수의약품 리스트를 발표하였다. 또한, 미국 FDA는 

100일 공급망 검토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들 의약품에 대한 상환제도를 검토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미국의 재

정에 지나치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핵심 필수의약품의 회복력 항상을 위한 상환제도 모델을 검토하는 것으로, 경

제성이 낮은 필수의약품의 선정 및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자국 생산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원료의약

품에 대한 지원도 필수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원료의약품 공급망 분석의 필요성과 결론 

국내에서도 원료의약품 공급망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은 2021년 3월부터 100일 동안 의약품의 공급망에 대한 정부 차원의 분석을 하고 이를 공개하였다. 유럽연합

도 제약산업 전략을 채택하면서 제약산업의 공급망의 취약점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언

론을 통한 산발적인 보도와 한정된 공개 정보가 있으나, 우리나라 원료의약품 산업이 정확히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어디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 의약품 공급망에 대한 분석에 대한 후속 조치로 FDA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 권한의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의약품 공급망을 감독하고 복원력을 개선하며, 다양한 인센티브와 긴급 생산 등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

를 모으는 데 사용을 하기 위함이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의약품 공급망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

요한데, 사실상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

다. 이를 통해 의약품의 생산과 수출입 현황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중요한 원료의

약품에 대해서는 국산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다. 

COVID-19 팬더믹이 서서히 끝이 보이는 것 같다. 더 이상 지역 봉쇄나 공급망 붕괴 등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경험했으며,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했는지에 대한 고찰과 

반성이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전염병은 또 다시 찾아올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위기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간의 무역 갈등도 발생할 것이다. 그 때마다 원료의약품의 공급망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응 방안들을 마련해 두지 않는다면 COVID-19의 경험은 무의한 경험으로만 남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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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개요

원료의약품의 시장 성장의 동력은 고령화

인구 증가, 1인당 의료비 증가, 암 환자 증가, 

희귀 의약품 산업 증가, 원료의약품

아웃소싱 가속화(CMO),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 만료와 같은 요인이 시장을

주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DMF) 해설서 제2개정판 [민원인 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2

원료의약품은 합성, 발효, 추출 등 또는 이들의 조

합에 의하여 제조된 물질로서 완제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1으로 완제의약품 생산 전단계의 의약품

으로서 완제의약품에 준하는 규제기관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원료의약품 수급의

문제 및 국산화 대책방안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

출처: 미국 공급망 100일 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1.08

일반적인 완제의약품(FDF) 공급망

원자재 제조 정밀화학 제조 API 제조 FDF 제조 시장

부속품 공급

(바이얼, 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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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은 시장 유형에 따라 혁신 원료의약품, 

제네릭 원료의약품, 합성유형에 따라 합성 원료의약

품, 바이오 원료의약품으로 분류 가능2하다. 오리지널 

브랜드 의약품의 특허 만료로 제네릭 의약품 시장이 

성장하고, 이로 인해 원가경쟁력이 생산의 주요한 요

소로 대두되며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인도·중

국과 같은 신흥 공업국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

히 중국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생산기지 확대를 기반

으로, 세계 원료의약품 시장 점유율 증가되고 있다.

전 세계 원료의약품(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시장은 2020년 1,871억 4,000만 달러에

서 연평균 성장률(CAGR)은 6.10%로 증가하여, 2025

년에는 2,516억 7,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

고 있으며 국내 시장은 2020년 29억 8,000만 달러에

서 연평균 성장률 6.9%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41억 

6,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 글로벌 시장동향 보고서, 원료의약품 시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21.05

이와 같이 원료의약품의 시장 성장의 동력은 고령

화 인구 증가, 1인당 의료비 증가, 암 환자 증가, 희귀 의

약품 산업 증가, 원료의약품 아웃소싱 가속화(CMO),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 만료와 같은 요인이 시장을 

주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의 글

로벌 팬더믹의 영향으로 주요 제약 회사의 생산 및 공

급망에 제동, 원료의약품에 대한 중국의 글로벌 의존

도 부각되고 있다. 

출처: TechNavio, Global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Market, 2021,  MarketsandMarkets,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API) Market, 2020

전세계 원료의약품 시장 전망 국내 원료의약품 시장 전망

2020 20202025 2025

1,871억

4,000만 달러

29억

8,000만 달러

2,516억

7,000만 달러

41억

6,000만 달러

연평균
성장률

6.10%

연평균
성장률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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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료의약품의 수급 문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로 물자이동률 감소 및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원료의약품

수출 제한 사례로 글로벌 공급망(GVC) 

약화되고 있다.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 하락, 인건비가 저렴한 중

국·인도와 같은 신흥공업국가들의 글로벌 원료의약

품 시장 점유율 향상,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국

의 이동제한 조치로 물자이동률 감소 및 자국 우선주

의로 인한 원료의약품 수출 제한 사례들이 발생하며 

원료의약품의 원활한 수급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

식약처 2020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최

근 6년간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2014년 31.8%, 

2015년 24.5%, 2016년 27.6%, 2017년 35.4%, 2018년 

26.4%, 2019년 16.2%로, ̀19년도에 최저치(16.2%)를 

기록하고 있다. 

3 Exploratory Study on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Manufacturing for Essential Medicines, World Bank, 2009

4 Pathway to Global Product Safety and Quality, FDA, 2011

이와 같은 자급도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가격 경쟁력 

등의 이유로 인건비가 저렴한 신흥 공업국가에서 원료

의약품 수급받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계은

행이 2009년 발표한 ‘필수 의약품의 원료의약품제조

에 관한 탐구 연구’3에 따르면, 서구 원료의약품 기업의 

평균 임금 지수가 100인 경우 중국 기업이 8, 인도 기업

이 10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1년 발표한 FDA 보고

서4에 따르면, 인건비의 이점으로 동일 API를 인도에서 

제조할 때 미국과 유럽 소재의 기업 대비 비용을 30-

40% 절감 가능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

로 물자이동률 감소 및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원료의

약품 수출 제한 사례로 글로벌 공급망(GVC) 약화되

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생산과정을 분절화하여 전 세

계적으로 분산 입지시키는 산업 내 공간분업(intra-

industry spatial division of labor)과 신국제분업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이 촉진되며 

GVC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 글

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국제 생산

의 성장 모멘텀이 정체되며 GVC가 취약해지고 보호

무역주의가 심화(Globalization → Slowbalisation & 

regionalised)되고 있다.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 (2008-2019)

항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생산액 1,218,326 1,424,889 1,475,071 1,487,368 1,964,020 2,243,572 2,138,937 2,113,591 2,473,726 2,807,010 2,561,639 2,470,647

수출액 618,926 794,776 865,976 1,020,021 1,220,879 1,116,964 1,244,463 1,449,925 1,635,101 1,666,629 1,746,824 1,981,471

수입액 2,169,128 2,314,160 2,289,469 2,295,117 2,454,673 2,513,245 1,922,410 2,040,126 2,195,686 2,081,393 2,267,225 2,530,142

국내자급도 21.7 21.4 21.0 16.9 23.2 31.0 31.8 24.5 27.6 35.4 26.4 16.2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의약품생산 및 수출입실적, (2020.12.10. 기준)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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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ost Covid-19 value chains: options for reshoring production back to Europe in a globalised economy, EP, 2021.03

일부 국가에 편중된 원료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원료의약품 

수요자에 대한 협상력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항생제와 같은 의약품은 중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 생산을 독점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 편중된 원료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원료의약품 수요자에 대한 협상

력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항생제와 같은 의약품은 중

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 생산을 독점하고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종의 협상 카드로 작용하

고 있다. 인도 정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의약품 중 수

급이 불안한 26개 원료의약품에 대해 긴급 해외 수출 

제한 조치 발동(’20.03)하였다. 

5 전문·일반약 다수 장기품절...“언제 공급하나” 수급 난항 지속, 팜뉴스, 2021.05.03

과거 미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개

발 및 접종을 위한 ‘초고속 작전(OWS; Operation 

Warp Speed)’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백신 개발·생

산 기간을 단축하고자 미국산 원부자재의 국외 유출 

저지를 단행하였다. 이와 같은 글로벌 영향으로 국내

의 경우 해외 제조원 공급 문제로 아프로벨정, 오메크

린크림, 안플탑서방정, 후릭소타이드디스커드 등 전문

약과 마더스엘탑정, 셀마겐정, 애니펜정 같은 일반약

이 장기품절 상태5를 나타나기도 하였다.

GVC 약화 요인

Acute climate
change

Chronic
climate change

Macroeconomic/
financial crises

Cyberattack

Trade dispute

Terrorism

Pandemic

Supplier
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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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료의약품의 수급 문제

극복을 위한 전문가 및 기업 설문조사6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와 관련하여 

단기·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예측 시기가 길어질수록 자급도가 

하락세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 원료의약품 수급 문제극복을 위한 전문가 설

문항목을 4가지 ①원료의약품 시장 전망 및 코로나19

가 현재 원료의약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②국내 원

료의약품 글로벌 경쟁력, ③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 

향상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지원 정책 우선순위, ④

자급화 원료의약품 선정 기준 방법 등으로 구성하였

다. 전문가 델파이 기법을 사용해 전문가 패널 10인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설문의 오차범위

를 줄이고 전문가들의 최종 의견 수렴을 위해 각 설문

항목의 결과값 및 평균값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2차 

설문을 진행하였다. 

6  전문가 설문은 제약산업전략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여, '21년 7월 19-25일간 10명의 국내 원료의약품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기업 설문은 '21년 8월 10-25일간 5개 기관(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제약산업전략연

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하여, 49개 기업, 56개의 설문결과를 회수하였다. 

전문가들은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와 관련하여 

단기·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예

측 시기가 길어질수록 자급도가 하락세가 크게 나타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료의약품 자급도가 하락

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원료의약품

의 가격경쟁력 부족으로, 현재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

며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인도의 의존도가 더욱 높

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국내 원료의약품 글로벌 경

쟁력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내원료의약품 경쟁력 부

족 요인으로 1위가 정부의 지원 정책 미흡(100)하고 

타겟 선정, 국가별 사업화 전략 등 전략적 R&D 부재

(50), 협소한 국내 시장(50), 전문인력 부족(50)을 지

적했다. 이에 국내 원료의약품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1

위가 맞춤형 원료의약품, 호르몬 원료 API, HPAPI 등 

고부가가치 원료의약품 개발 지원(100), 품질신뢰성 

강화를 위한 국내 GMP 자료요건 강화(31), 주요국과 

상호 인정 협정(MRA) 추진(31) 등을 지적하였다. 정부

의 원료의약품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으로 1위가 원료

직접생산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100), 임상 외에 신

약개발 후보물질의 임상시료, 전임상 시료 및 스케일 

업 바이오/합성 원료의약품의 조세특례 적용(36.4),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고부가가치 신약 API 생산연구 

개발 지원(36.4)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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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료의약품 수급 문제극복을 위한 기업 설문

항목을 3가지 항목으로 ①회신기업 일반현황, ②원료

의약품 의존도 및 공급망 현황, ③국산원료의약품 경

쟁력 강화 및 자급화 개선방안으로 실시하였다. 국내 

제약사의 원료의약품 수입은 국산원료의약품 대비 수

입원료의약품 사용 비율이 9:1(수입:국산)로 나타났으

며 국내 제약사들이 수입하는 원료의약품은 주로 합

성의약품 주성분 원료(Chemical API)로,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약52%)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원료의약

품 수입 국가는 중국>인도>미국>이탈리아>일본>독일

>프랑스 등으로 중국·인도 의존도가 실제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입의 어려움

을 묻는 항목에는 응답자의 82%가 “예”로 답했고, 수

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원료의약품 약효군은 해열, 진

통, 소염제(114), 당뇨병용제(396)로 나타내었다. 수급

이 어려웠던 원료의약품의 수입에 어려움을 겪은 국

가는 주로 인도(43.9%), 중국(28.8%)로 그 외 미국,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 있었다.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

들 중 실제로 수급처를 변경한 사례는 10개로, 8개가 

중국에서 발생한 생산중단 및 공급안정성, 물류지연, 

감염병으로 인한 지역봉쇄, 관공서 폐업이 원인으로 

답변하였다. 

7 캐나다 McMaster University 연구진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 산업은 자동차 생산 부문보다 더 많은 온실 가스를 배출

8  (AstraZeneca) 최근 2025년까지 글로벌 운영에서 탄소배출을 제로화하고 2030년까지 가치 사슬이 완전히 탄소 마이너스가 되도록 하기 위해 10 억 달러

를 투자 (https://www.astrazeneca.com/sustainability/environmental-protection/greenhouse-gas-reduction.html, 

국내 원료의약품 제조사가 생산·수입·수출 시에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글로벌 트렌드 및 환경 관련 규

제로 인한 제조경비 증가”로 나타는데 제약산업이 막

대한 양의 수자원 소비 및 상당한 양의 폐기물과 온실

가스7 생성하는 산업으로 탈탄소화를 주창하는 글로

벌 메가트렌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환경 시설 

투자가 필요8를 지적하였다.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 방안은 약가

우대로, 전문가 설문조사와 같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

한 방안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거버넌스, 조세혜택, 

연구개발지원에서 높은 필요성을 보였다. “매우 필요”

고 기재한 경우로만 보았을 때 약가우대> 국내개발 원

료의약품 해외 수출 지원> 신약개발 후보물질의 임상

시료, 전임상 시료 및 스케일 업 바이오/합성 원료의

약품의 조세특례 적용> 고부가가치 API 생산 연구 개

발 지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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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제언

정부는 미래의 주요한 먹거리로 BIG3 

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산업의 주력이 되는

제약산업 중 원료의약품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재한 상태이다. 

정부는 미래의 주요한 먹거리로 BIG3 산업(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산업

의 주력이 되는 제약산업 중 원료의약품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재한 상태이다. 코로나 19 사태를 격으면서 

의약품의 수급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있다. 원

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의 핵심이며 원료의약품의 수

급 문제가 완제의약품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원료의약품은 글로벌 공급망(GVC, Global 

Vale Chain)을 바탕으로 국가간 협업과 분업화체계

로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었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

이 점차 확대되어 가면서 국가간 협업과 분업의 무역

규범이 무너지고 자국의 안보와 경제를 중요시하는 시

대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의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방위고등연구

계획국)의 역할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미국은 국가 안보차원에서 DARPA을 통해 신종 감염

병, 생물학 무기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

병 백신, 치료제 개발을 지원해 오고 있다. DARPA은 

이미 모더나와 큐어백 등의 mRNA백신과 치료제 개

발을 2011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었다. 이를 통해 화이

자와 모더나가 신속한 mRNA백신 개발 배경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DARPA가 아니었다면 지금

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으로 세상을 바꾼 혁신 기술들

이 DARPA에서 시작되었다. 인터넷, 전자레인지, 헨, 

드론, 자율주행차 등 수많은 원천기술들이 탄생하였

다.  DARPA 연구는 주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거나 전

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중요하고 획기적인 수혜

(Revolutionary Advantages)가 기대되지만 실패할 우

려도 큰 과제에 집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연구 과제의 선정은 철저히 현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DARPA는 백신, 항체의약품을 비롯하여 원료

의약품(API)까지 확대하고 있다. 원료의약품의 경우, 

최첨단과학기술이라 할 수 없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원료의약품의 중국의존도를 벗어나서 의약품 원료공

급망을 자국화 내지 다양화하기 목적으로 국가 안보

와 연계한 연구라고 파악할 수 있다. 

국내의 원료의약품은 중국을 중심으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세계 무역규범의 변화는 안정된 의약품의 

공급에 대한 이슈를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국내의 원료의약품은 중국을 중심으로 의존도가 점

차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세계 무역규범의 변화는 안

정된 의약품의 공급에 대한 이슈를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원료의약품은 국가

적인 연구개발비 또는 시설투자 지원에 있어 기업 자체

의 현안이지 국가적인 틀에서 고민은 없어 왔다. 한때

는 약가 우대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한 원료를 

기반으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 가격을 우대했던 때도 

있었지만 2012년 일괄약가 인하시에 국산 원료의약품

의 약가 지원 제도가 없어진지 한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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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작 원료의약품의 해외의존

도는 상승하고 있어, 국내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원료의약품 제조업은 각종 보건규제 당국에서 규

정한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GMP) 프로토콜을 준

수해야 하므로 기계 유지 관리, 시설 위생,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GMP) 프로토콜 적시 검증 등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산업으로, 초기시설투자비용, 규제 등

으로 시장진입이 쉽지 않다. 특히 친환경·녹생성장을 

추구하는 글로벌 트렌드 및 환경 관련 규제로 인한 제

조경비 증가, 협소한 자국시장 규모로 국내에서 원료

의약품을 생산이 어려움의 한계점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국내 수요의 증가, 인구고

령화로 인한 자연 수요 증가에 따라 원료의약품 시장

의 규모는 커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설문을 통해 실시

한 결과 전문가들은 제약산업의 하위 생태계인 원료

의약품 제조업체는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악화로 

현 지원정책 수준으로는 생태계 유지가 어려워져 원료

의약품 자급도는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전망하고 있다.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완제품 약가인하, 공동생동 등

으로 저렴한 비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사들

이 저비용 생산기지로 생산을 이전하거나 해외 제조기

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원료의약품 수입 품목에서 합

성의약품 주성분 원료(Chemical API)가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응답자 80%이상이 원

료의약품 수입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 중 약 70%가 저

렴한 가격으로 글로벌 원료의약품 시장을 주도하는 중

국·인도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봉쇄, 제조

소 생산 중단 등으로 수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원료의약품 생산시설은 대표적인 공해 산업으로 각

종 환경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 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공장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이 원료의약품으로 생산시설을 갖추어 사업화를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다. 또

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인도에 비해 글로

벌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원료의약품은 앞서 언급했듯이 현 상

황만을 고려해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크나큰 미래의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원료의약품 자급화의 비율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책과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미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료의약품 자급화의 비율을 높이고 글로

벌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인 지원책과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미래 활로를 개척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정부

는 국산 원료 활용시 의약품 가격을 우대를 부활시키

고, 친환경 공장 설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세제와 

투융자의 지원책과 고부가가치 의약품 원료 개발 또

는 바이오벤처가 신약 후보물질의 상용화를 위한 제

조기술개발 등 국가 연구개발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

이 중요해 보인다. 더 나아가 국산 원료의약품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료의약품 GMP의 국가간 

상호인정과 같은 국가가 협력 체계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판단된다.

특히,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련해서 식약처, 산업안

전보건, PSM(공정안전보고서), 위험물 관련해서 고용

노동부, 대기 환경,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등 유독물 관련해서 환경부 등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규제기관이 다양하고, 특정 

경우에는 동일 내용도 규제기관에 따라 각각 별개로 

요청하고 있어 국내 원료의약품 제조업체 입장에서 많

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료

의약품 관련 범부처 컨트롤타워 수립을 통해 지원사

업의 중복을 줄이고 규제·관리 일원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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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에서 원료의약품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제약산업에서 원료의약품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

다 강조되고 있다.

미국은 의약품의 국내 공급망을 확충하는 행정명

령(‘Made in America’)을 통해 미국산 원료의약품

의 구매를 강화하고 있다.1 일본도 의약품을 4대 중

요 전략물자 중 하나로 지정하여 주요 원료의약품의 

공급라인을 국내로 전환하고 있다.2 이외에도 인도는 

‘Pharma Vision 2020’을 선언하고 원료의약품 산업단

1 박혜리,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강화 동향과 정부조달시장 전망」, 『KIEP 세계경제포커스』, Vol. 4 No. 16, 2021.4.12., P.3&5

2 김규판,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1 No. 20, 2021.11.26

3 FICCI Pharmaceuticals Committee / Ernst & Young LLP, 「Indian Pharmaceutical Industry 2021:future is now」, 2021.2

4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国家发展改革委 工业和信息化部关于推动原料药产业高质量发展实施方案的通知」,发改产业
〔2021〕1523号

5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자료 재구성

지를 건설하기 시작했고,3 중국 또한 자국 원료의약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정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4 이처럼 국가 차원에서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

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업체는 2013년 

381개에서 2018년 119개로 68% 감소했고, 직접 생산

한 원료의약품도 2013년 41개 품목에서 2018년 24개 

품목으로 41%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원료의약품의 국

내 생산 자급도는 점점 낮아져 2019년에 16.2%로 최

저치를 기록하는 등 외국 의존도가 높아 원료의약품

의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는 원료의약품의 수급이 앞으로도 글로벌 정세

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 등의 사태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원료의약품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료의약품의 생산 증대와 자립

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5

원료의약품
시장 현황

[그림 1]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 현황5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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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와 같이 원료의약품의 국내 생산이 부

진하고 계속하여 수입에 의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약가 및 세제 인센티브, R&D 지원, 수출입 혜택 등 정

책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하거나 과도한 규제 등 법률

적·제도적인 어려움 때문은 아닐까?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성균관대학교가 

한국산업약사회와 공동으로 수행한 “원료의약품 제

조시설 관련 규제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그 단면을 살

펴볼 수 있다.

1. 연구 개요

 

해당 연구는 원료의약품의 제조시설과 관련한 법령 

및 규제 현황을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

고, 이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의 설립 및 운

영 절차를 파악하여 제조시설에 적용되는 법령을 조

사·분석하였다. 둘째, 제조소 운영 책임자를 대상으

로 원료의약품의 제조와 관련된 규제 법령을 이행하

는 데 있어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봤다. 셋째,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2. 원료의약품 제조시설 관련 법령 분석

 

원료의약품의 제조시설과 관련한 법령은 약사법령

과 그 외 관련 법률로 구분할 수 있다. 

원료의약품을 제조하는 데는 약사법령에서 정하

는 시설기준이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이외에도 ‘공

장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 ‘원료물질의 관리에 관

한 법령’,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환경보전에 

관한 법령’ 등을 따라야 한다. 세부적인 법령 현황은 

[표 1]과 같으며, 원료의약품 제조시설과 관련한 법령

으로는 약사법령을 제외하고도 27개의 법률이 적용

되고 있었다.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과 관련된
국내 제도의 문제점

[표 1] 원료의약품 제조시설 관련 법령

구분 법령

약사법령(3)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공장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법률(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4) 「산업안전보건법」, 「기계설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수도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보전에 관한 법률(8)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악취방지법」 

70PROSPECT 4  |  원료의약품 제조시설 관련 규제 개선방안



3. 원료의약품 제조시설 관계자 설문조사

 

약사법령으로 인한 제조시설 관련 애로사항 및 

문제점으로는 ‘중복 규제’와 ‘과도한 법령’으로 

조사되었다. 

원료의약품 제조업계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 원료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했다. 미리 7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통해 조

사항목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면접조사를 한 

후, 구체적인 조사항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색

된 139개 원료의약품 제조업소의 관리자에게 이메일

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2곳(9%)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선, 약사법령으로 

인한 제조시설 관련 애로사항 및 문제점으로는 ‘중복 

규제’(답변 14개)와 ‘과도한 법령’(답변 9개)으로 조사

됐고, 개선방안으로 ‘규제 완화’(답변 5개), ‘명확한 기

준 정립’(답변 2개)이 제안되었다.

아울러 약사법령 외에 관련 법령으로 인한 애로

사항 및 문제점은 ‘과도한 법령’(답변 44개), ‘중복 규

제’(답변 15개), ‘규정 미비’(답변 8개)로 조사됐고, 개

선방안으로는 ‘규제 완화’(답변 9개), ‘명확한 기준 정

립’(답변 3개), ‘규정 정비’(답변 2개)가 제안되었다. ‘과

도한 법령’으로 「화학물질관리법」 10건, 「산업안전보

건법」 6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4건, 「대기환경보전법」 4건, 「위험물안전관리법」 4건

이 지적됐으며, ‘규제 완화’를 통한 개선방안의 주된 응

답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화학물질 관리의 규제 

완화였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사고예

방관리계획서’ 등의 인허가 자료를 이미 제출했음에

도,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을 매년 2~3회 고시하고 

있어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의 작성 및 제출, 승인을 매번 해야 하는 등의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그림 2] 제조시설 관련 법령 애로사항 및 문제점 응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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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 2]를 통해 원료의약품 제조소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법령

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과도한 법령 및 중복규제로 인해 제품 개

발의 지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투입, 인력 소모, 업

무 과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표 2] 동일 사안에 적용되는 법령 간 비교

사안 관련법1 관련법2

인화물질 취급 시 복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무균 지역 내에서 인화물질 취급 시 무진복 착용

「산업안전보건법」 

- 방염복 착용 

출입문 개방 방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청정도 유지를 위한 내부 급지 차압  

「산업안전보건법」

-  탈출 시 안에서 밖으로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설치

창호: GMP 기준에 따라

외부 창호 설비 후 내벽 설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오염 방지를 위해 외부 창호 불가

「건축법」

- 건축물 외관에 일정 면적 이상 창호 설치

위험물의 보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GMP 보관소에서 보관

「소방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위험물 적재 창고(옥외 창고)에서 보관

72PROSPECT 4  |  원료의약품 제조시설 관련 규제 개선방안



원료물질의 수입과 등록, 제조시설 건설 및 

원료의약품의 제조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간, 자원 및 인력의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원료의약품 제조시설과 관련된 법령 현황 및 현장 상

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았을 때, 원료의약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복 또는 충돌되는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

하다. 이를 위해 법령의 우선 적용순위나 법률의 위임

규정 정비,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험물관리법」, 「화

학물질관리법」 등 3개의 법률이 중복으로 적용되고 

있고, 위험물 보관소에 대해서는 각각의 법령에서 내

용상으로 차이가 있는 등 중복 규제나 관련 법률이 상

충하는 사안이 다수 존재한다. 약사법령에 의한 제조

시설 기준과 안전 및 환경과 관련한 법령이 충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임규정이나, 동일 시설·장비

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응

도 필요하다.

둘째, 관련 규제의 완화이다. 원료물질의 수입과 등

록, 제조시설 건설 및 원료의약품의 제조에 이르기

까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간, 자원 및 인력의 낭비

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돼

야 한다. 원료의약품 출발물질의 제조원을 추가하는 

등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허가를 간소화하는 것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셋째, 국가의 정책적·재정적인 지원이다. 외국의 사례

에서 볼 수 있듯이 원료의약품 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 원료의약품 공공 연구

소 설립, 공동 시험장비 지원, 새로운 시험법 확립 및 배

포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원료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넷째, 통일된 법령 정립이다. 다양한 법률 아래에서

는 각기 다른 해석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동일 사안에 

서로 다른 업무 절차가 요구되며, 이로 인해 제조업자

는 여러 측면에서 추가적인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안

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처 합동의 상설협

의체를 구성하여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의 건축 및 인

허가 과정 등을 포함하는 가칭 ‘원료의약품 산업 육성

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행정지원이 이

루어지기를 제안해 본다.

원료의약품 산업은 국민보건과 직결되어 있어 제조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

료의약품의 자급화,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는 규제정책 부서와 산업정책 부서를 아우르는 범부

처 컨트롤타워 등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원료의약품 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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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료의약품 현황과

정책제안

정원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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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완제약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오메가(Ω)라 한다면, 그 기초가 되는 

원료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은

첫 단추인 알파(α)다.

원료의약품에서 출발해서 제조공정을 거쳐 최종적

으로 사람에게 투여할 수 있는 일정한 제형으로 만든 

것이 완제의약품이다.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역할은, 미

래를 위해서는 더 좋은 약을 개발하고 (better drug, 

tomorrow), 재정절감을 위해 현재는 더 경제적인 약

(cheaper drug, today)을 생산하는 것이다. 더 좋은 완

제약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오메가(Ω)라 한다면, 그 기

초가 되는 원료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은 첫 단추인 알

파(α)다. 그동안 신물질 (NME, new molecular entity)

을 개발할 것인가, 개량신약 (IMD incrementally 

modified drug)이 더 우리 실정에 맞을 것인가 등 오

메가(Ω)쪽에 많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첫 단추인 원료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공공재 

성격을 뛴 완제제약산업 전반뿐 아니라 제약기술주권

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난 2018년 전문지에 이

런 우려의 칼럼*을 실은 바 있는데, 이후로도 국내 원

료 산업이 축소되고, 수입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실

제로 해외상황에 의해 국내가 타격 받는 상황이 벌어

지고 있다.  해외의 생산중단, 가격인상요구, 규제강화 

및 코로나19, 올림픽개최로 인한 지연 및 품절이 발생

하는 등이다. 이런 현상이 대체 불가능한 약제, 희귀의

약품, 생물의약품, 국가 필수약에도 미친다면 차칫 의

료붕괴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다. 국민건강을 지키고 

및 보건서비스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료의약품

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본고

에서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현황, 문제점과 향후 국

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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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측면

국내에서 사용하는 원료의 약 8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조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9년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16.2%로,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완제의 자급자족 기를 거쳐, 원료의 개발을 촉진하

고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내사가 원료를 자

체합성하고 완제품까지 제조하는 경우 보험약가를 높

게 주었다. 이런 유인에 힘입어 많은 제약사들이 합성연

구소와 자회사를 설립해서 기술경쟁력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이런 추세에 조금씩 균열

이 가고 있다. 2019년 통계를 보면 국내 완제시장은 전

년 대비 약 7% 증가한 반면, 원료는 약 5% 감소했다. 5

년간 성장률도 완제는 성장하지만 국산원료시장의 비

율과 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업체 수를 보더라

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약 400 개의 국내업체에

서 10,000개 정도의 품목을 생산했으나, 2015년부터 점

차 감소경향을 보여 2019년에 이르러 263개의 업체에

서 7,660개 만 생산하고 있으며 그나마 어느 정도 규모

가 되는 1,000억 이상 매출회사는 3개소뿐이다. 수입

의존도도 증가해서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원료 평

균자급률은 약 24%에 불과하다. 즉 국내에서 사용하

는 원료의 약 8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조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9년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16.2%로,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입국

은 중국, 인도 수입액이 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 특히 중

국에서 수입하는 원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모든 지표

가 국내원료산업이 설 곳을 잃고 있음을 나타낸다. 

규제측면

비교적 규제가 느슨하고 감독이 미비한

해외 제조사에 비해, 국내 원료사는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갖춰 스스로 살아남기

어려운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식약처는 원료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2002년 

원료의약품등록제도(Drug Master File, DMF)를 도

입,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원료-완제 품질심사 연계제도’에 따라 완제 허

가 시 원료도 함께 심사를 받아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DMF도입 후 2019년까지 등록된 5,365개의 원

료 중 국내산이 977개, 수입 원료가 4,388개로, 80%

가 해외원료다. 이는 DMF 등록 요건이 점차 강화되고 

관리비용이 증가하면서, 국내 소규모 업체의 허가부

담이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제네릭의 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따

라, DMF 원료가 아닌 경우 더 낮은 약가로 차등 산정

한다.  그 외에도 화학물질에 대해 2015년부터 화평법, 

화관법이 시행되고, 산업안전보건법도 강화되었다. 이

에 따라 화학물질을 다루는 국내 원료사들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 받는데, 안전과 품질관리를 목표로 한 규

제 정책이 대부분이라, 산업의 생존과 유지 발전에 대

한 고민은 부족한 실정이다. 비교적 규제가 느슨하고 

감독이 미비한 해외 제조사에 비해, 국내 원료사는 가

격과 기술 경쟁력을 갖춰 스스로 살아남기 어려운 역

차별을 받는 셈이다. 

국내원료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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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료의 품질이슈로 인한 사회적 손실

수입된 원료의 품질문제가 대두 될 경우

이미 사용된 완제 약의 회수도 문제

2018년 Zhejiang Huahai사에서 제조된 valsartan

에서 N-Nitrosodimethylamine가 기준치 초과 검

출되어 이 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은 모두 판매 

중지 되었다. 2019년 Solara사 및 Dr. Reddy's사의 

nizatidine 원료로 제조한 일부 완제도 회수조치 되었

다. 수입된 원료의 품질문제가 대두 될 경우 이미 사용

된 완제 약의 회수도 문제려니와 국민의 재 처방 대체

조제 등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관리감독의 어려움과 비용

식약처는 2024년까지 약 5,000억 원을 

투입하여 100 여 개의 해외실사를

완료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전체 1,884개소 중 약 5%에 불과

국내에 비해 해외 제조소는 관리가 어렵고, 많은 비

용이 소모된다. 국내 DMF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중

국과 인도 등 실사상호협력기구(PIC/S) 미 가입국의 

경우 현지실사가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 5년 이내 PIC/

S국가 실사 이력이 있는 업체는 현지실사는 면제되고, 

GMP 11종 데이터를 제출하면 국내 허가가 가능하다. 

문서만 국내와 같은 수준의 관리가 이뤄지는지 의문

이고, 허가된 이후에도 허가대로 제조되는지 직접적

인 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해외제조소 대부분이 서면 평가로 대체되고 있어, 품

질을 정확히 평가하고 보증할 수 있을지 문제가 남는

다. 식약처는 2024년까지 약 5,000억 원을 투입하여 

100 여 개의 해외실사를 완료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전체 1,884개소 중 약 5%에 불과하며, 국내에 비해서 

최소 4배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고. 전체실사를 

위해서는 약 10조의 막대한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

상된다.

통제 불가능한 해외상황

국산화가 안된 원료의 해외공급이 끊길 경우, 

피해는 국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2015년 유한양행의 kanamycin 주, 2019년 쿄와하

코기린의 mitomycin C주 등이 낮은 채산성을 이유

로 공급이 중단되었다. 국산화가 안된 원료의 해외공

급이 끊길 경우, 피해는 국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오염원을 폐쇄 조치하

였고, 2019년에는 환경 오염문제로 다수의 공장을 이

전 조치하였다. 그 결과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고, 국내 

다수의 제약사는 완제품의 품절사태를 겪기도 했다.  

또 재난 혹은 감염병 발생 시, 수입 원료 확보는 더욱 

어려워진다. 신종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가 세계적으로 창

궐하던 때 특정 의약품의 수요가 폭등했고, 원료가가 

급등하거나 공급이 중단 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로 인해 이런 현상이 다시 나타나기도 하는데 다수의 

국가에서 자국 우선 공급을 목적으로 해외 공급을 금

지하기도 했다.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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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피해 

중국, 인도는 현재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나라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지만, 

시장을 독점하게 되었을 때 단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

환율인상, 공급사 중심의 원료가격 조절은 국내 제

약시장에 큰 비용 증가를 야기한다. 중국, 인도는 현재

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나라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지

만, 시장을 독점하게 되었을 때 단가를 상승시킬 가능

성이 높다. 수입 원료가격이 25% 상승했을 때 약 1조 

655억 원의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시장이 

독점된 후에는 이미 제조환경이나 기술에 차이가 발생

하고, 전문인력도 부족해지게 되므로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즉 독점수입 원료에 의존적일수록 보험재정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같은 제약 선진국도 우리와 같은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미국과 같은 제약 선진국도 우리와 같은 위협에 직

면하고 있다. 원료의약품의 중국 및 인도 의존도가 점

차 심화되어, 원료 공급 망을 자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2020년 7월, 필름사였던 미국 

Kodak사가 코로나를 계기로 원료 제약사로 전환하였

다. 이에 연방정부는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7

억 6,500만 달러의 대규모 대출을 지원하였다. 2021년 

6월,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의 공급망 차질 대응 

전략 보고서’에는 원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정부 지

원과 필수의약품 제조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확대 방

안 등이 담겼다. 또한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 예산 중 약 6,000만 달러를 원료 국내 제조능력

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플랫폼 기술 개발에 투입했다. 

각국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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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럽은 제네릭 원료의 90%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

고 있다. 2020년, 프랑스의 Sanofi사는 유럽 내 원료의

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주도하고 높은 해외의존도 문제

를 개선하기 위해 원료의약품 전문 자회사 EUROAPI

사의 설립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10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하여 세계 2위의 원료의약품 기업으로 올

라설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일본

일본의 원료자급률은 35%정도로 우리보다 높은데

도,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자국산 원료의 안정적 수급에 

공들이고 있다. 정부는 2020년도 제1차 보정 예산으

로 항생제 중간제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료의 국내 

제조를 촉구하기 위해 설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30억 

엔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사들은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컨트롤 타워와 종합적인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원료산업이 직면한 현황과 위협을 타개하기 위해서

는 물론 산업계 스스로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복잡한 환경과 경제적 부담

이 커지는 상황에서,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나가 생존

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국내사들

은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컨트롤 타워와 종합적인 발전 정

책이 필요하다.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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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원료사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과 기술력, 최신

의 정보가 필수적이다.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 프로

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정보지원은 세계 최신의 원료정

보, 사례교육, 후보 검토 지원을 비롯하여, 구조-활성

관계 예측프로그램(QSAR) 등을 지원하고, 특허정보 

제공 및 특허회피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개발을 장려

할 수 있다. 국내 원료를 생산하더라도 외국에서 저렴

한 가격에 조품(crude drug)을 구입하여 정제만 하는 

방식의 경우가 많다. 모든 원료들을 단기간 내 국산화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체 가능한 원료의 우선순위

를 설정하고, 순차적으로 대체하는 일본식의 정책지

원도 좋은 방식이다. 대체 가능한 원료들을 국산화하

는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는 원료사의 매출을 증가

시킬 것이고, 결과적으로 원료사의 성장과 새로운 물

질의 연구개발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완제업체에도 되도록 국산원료를 사용하도록 

유인이 될 정책이 필요하다.

완제업체에도 되도록 국산원료를 사용하도록 유인

이 될 정책이 필요하다. 원료는 결국 완제를 만들기 위

한 원재료이므로 서로 밀접한 산업구조이기 때문이다. 

완제 허가심사 시, 수입 원료의 GMP 요건과 실사 등 

감시를 강화하는 규제는 해외원료의 국내 진입 시 품

질장벽을 높여서 값싼 저 품질의 원료 진입을 축소시

키고 국산원료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 표

기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 높은 품질의 원료 자국화

가 선행된다면,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 할 때 선호도

가 높아질 수 있다. 국산원료를 사용한 완제의 허가심

사 시 신속심사 혜택을 주는 방안도 있다. 현재는 원

료 DMF심사, 현장실사를 포함하여 120일 이상이 소

요되는데. 원료 심사기간이 지연될수록 완제의 허가

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국산원료의 경우 제조소 현

지실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을 고려하여 그만큼 신속히 

심사한다면 완제사에서 국산원료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국산원료 사용 시 보험약가를 더욱 우

대해서 가격경쟁력의 열세를 보완해 주는 방법도 있

다. 현재는 차등약가를 적용하여 2가지 요건(자체생

동, DMF원료사용)을 모두 충족했을 때 동일제제 상한

금액의 53.55%를 부여하는데 국산 DMF원료를 사용

에 대한 더 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완제사들이 적

극적으로 국산원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약

가 사후관리 시 약가인하 (실거래가, 사용량연동, 사

전, 사용범위확대 약가인하 등) 완화혜택을 주어 국산 

원료사용을 장려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제약산업계에서만 종사해온 사람이라 너

무 현장의 시각에 치우친 정책제안일지 모르나, 모쪼

록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보다 긴 안목을 가지고, 규

제와 병행하여 발전이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정책이 마

련되어 국내 원료 산업이 큰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또 

대한민국이 반도체, 조선 등의 분야에서 전 세계로 뻗

어 나갔듯, 우리 원료도 국민 보건의 주권도 지키고 수

출에서도 효자산업이 되길 기원하며 글을 맺는다.   

*일간보사 월요컬럼-원료의약품 역조현상 2018.9.11.

** 본고에 보고한 통계, 추이, 수치 등은 <FDC법제연구> 제16권 제 2호, 

 103-116 (202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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