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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암젠(Amgen)社와 특허덤블 

ㅂ

의약품의 특허존속 기간 20년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초과이윤을 가능하게 하는 ‘특허 덤불

(Patent Thicket)’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는 시장 독점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1] 개요

 미국 암젠(Amgen)社의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제인 엔브렐(Enbrel)은 37년 동안 특허로 

인한 시장 독점력을 유지했으며, 이는 20년으로 한정된 의약품 특허 존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특허 덤불(Ratent Thicket)이라는 방법이 동원

Ÿ 30년 전, 미국 텍사스 대학의 연구원 Bruce Beutler는 신약과 관련된 신규 특허를 신청했으며, 

이후에 세포내 염증 메커니즘 연구로 노벨상 수상자가 된 Beutler는 업계 최대 기업 중의 

하나인 Amgen社의 핵심 제품인 관절염 치료제 엔브렐(Enbrel)을 개발

Ÿ 의약품 특허 기간인 20년을 17년이나 경과하여 37년 동안 특허를 통해 매출액을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Enbrel이 ‘특허 덤불(Ratent Thicket)’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다양한 연관 

지적 재산권으로 핵심 특허를 물샐틈 없이 둘러싸는 전략에 기인

Ÿ Amgen社의 특허 전략이 제약 업계에서 일종의 관행이 됨에 따라 20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의약품 

관련 특허의 권리 기간이 사실상 길어지게 되었고 미국 내의 고가 의약품에 대한 부담을 가중

[2] Amgen사의 엔브렐 특허권과 시장지배력

 특허덤블로 인한 지속적인 특허권의 혜택을 받고 있는 Amgen社의 Enbrel 누적매출액은 

이미 74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9년에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Ÿ 생물제재 기반 의약품은 기존 화학 기반 의약품에 비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 

덤불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저가 의약품 생산업체와의 가격 경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고 지적재산권의 수명 연장이 가능

 Enbrel의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 덤불을 구성하는 특허들은 대부분 제법 특허이며, 

Amgen社의 시장 독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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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Amgen은 Enbrel의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지적 재산권 보호에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관련 특허 68개를 지속적으로 출원

Ÿ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Amgen이 등록한 중요한 7개의 특허중에서 Beutler의 

원천 특허를 포함한 4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3개는 유효기간이 남았다고 결정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에 관한 협정에 따라 특허 공개일로부터 17년동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Enbrel의 제법 특허는 특허 기간이 연장

Ÿ TRIPS의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특허 존속기간이 20년인 기본 특허에 다른 특허를 지속적으로 

덧붙이는 서류 작업만 진행해도 특허의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
 

�Amgen의 Enbrel 관련 특허의 분포와 지속기간�

: 

진한 색깔의 막대는 Enbrel 관련 핵심 특허를 의미

[3] 미국 의회 및 정부의 대응 방향

 의약품 시장의 특허로 인한 독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특허 덤불 전략과 법원의 판결로 인해 정부와 의회의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작용

Ÿ 미국 정부는 고가의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가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했으며, ’10년에 미국 의회는 ‘바이오의약품가격경쟁및혁신법(Biologics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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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BPCIA)을 통과시키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시도

      * BPCIA는 생물학적 제재의 복제약품인 바이오시밀러를 FDA가 승인하는 경로를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

Ÿ 연간 30억 달러의 매출액을 올리던 Enbrel은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려는 제약회사들의 표적이 

되었으며, Norvatis의 자회사 Sandoz는 Enbrel의 복제약품을 ’12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4년 후에 에렐지(Erelzi)라는 이름으로 FDA의 승인을 받았으나 미국내 출시가 어려운 실정

Ÿ Amgen社는 Erelzi와 같은 30개사의 바이오시밀러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기제로 제법 특허를 

이용하였으며, Sandoz는 Erelzi의 특허권 소송에서 Amgen이 소유한 제법특허와 다른 것이라는 

이유로 이미 Enbrel의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Amgen社가 승소

Ÿ Amgen社는 ’29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Enbrel의 가격 독점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17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고가 의약품인 Enbrel의 연간 등재가격은 53,000달러 수준

Ÿ 한편 유럽에서는 ’16년부터 Enbrel의 바이오시밀러들이 활발하게 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바이오시밀러들의 시장 점유율은 40%에 이르게 되었고, 네덜란드에서 의약품 가격이 

9,200달러까지 하락하는 등 유럽 지역에서 의약품 가격 하락에 크게 일조

[4]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Enbrel로 대표되는 특허덤불에 의한 초과이윤 지속기간 연장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Ÿ 미국 하원감독위원회(House Oversight committee)의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덤불이 의약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회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

Ÿ ’21년 5월에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은 모두 ’23년까지 특허 존속기간이 

있는 베스트셀러 의약품 중의 하나인 휴미라(Humira)의 특허권을 보유한 애브비(AbbVie)社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의약품 가격의 개혁을 이루어내는 것은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일로 비춰지고 있으며,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약가의 실질적인 인하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Ÿ 미국내의 약가 인하를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제약회사들의 특허덤불 행위에 대해 연방 

기관들이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바이오시밀러 치료제의 승인과 특허청의 특허 승인의 가속화가 필요

[ Biopharma Dive, 2021.11.01.; FDA, 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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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I 기반 정신건강 산업에 정책적 규제 필요

 미국은 정신건강 산업 전반에 걸쳐 인간의 감정을 예측하고 모델링할 수 있는 AI-기반 솔루션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으나, 인공지능(AI)은 인간의 감정적 경험의 다양성을 포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개발자의 문화적 편견이 내재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

Ÿ 인간의 감정을 탐지하고 해석하는 효과적인 컴퓨팅 기술에 의존하여 전화기나 웨어러블로 정신건강을 

모니터링하거나 치료하겠다는 솔루션들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AI 기반 정신건강 

관련 솔루션 시장은 ’26년이 되면 37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Ÿ 그러나 인간의 감정을 분석하는 AI 기술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아직까지 감정의 

본질과 어떻게 감정을 느끼고 표출하는지에 대해서 과학자들 사이에서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황

Ÿ 정신건강과 관련된 컴퓨터 기술은 과학의 경계를 넘어선 시도라 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시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마련이 필요

[ Brookings, 2021.10.14.; MedCityNews, 2021.10.19.]  

미국 FDA, GMLP을 위한 10가지 원칙 발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캐나다와 영국의 규제기관과 공동으로 의료기기 개발에 있어 

우수머신러닝사례(Good Machine Learning Practice, GMLP)를 위한 10가지 원칙을 발표

Ÿ 인공지능(AI)와 머신러닝(ML)을 사용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FDA가 캐나다의 헬스캐나다(Health Canada)와 영국의 의약품및의료제품규제기관(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과 공동으로 원칙 마련 

Ÿ 이 문서는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을 확립하기 위해 1월에 발표된 FDA의 

‘AI/ML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규제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제시된 방안 중 하나

Ÿ 10개 원칙으로 △전체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다분야 전문 지식 활용 △우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및 보안 사례들의 실행 △임상 연구 참가자 및 데이터 세트는 타겟 환자 모집단을 

대표 △학습 데이터 세트는 테스트 세트와 독립적 관리 등을 제시

[ Medtech Dive, 2021.10.29.; Fierce Biotech,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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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디지털헬스에 6억 5천만 유로 규모의 투자계획 발표

 프랑스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헬스 분야를 주도하고, ‘보건혁신 2030(Health 

Innovation 2030)’ 계획의 일환인  국가 디지털 헬스 전략을 가속화하기 위해 6억 5천만 

유로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

Ÿ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사나 헬스케어 전문가들의 대면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보건 체계에 환자들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 체계를 다양화하는 데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할 계획

Ÿ 총 2억 유로가 디지털헬스의 연구와 혁신부문에 투입되어 원격의료에 의한 질병예방, 수술용 

로봇, 인공지능 관련 의료용 기기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고, 의료 현장의 디지털헬스 서비스 

혁신을 실험하는 시범 사업부문에 총 1억 6,800만 유로가 투입될 예정

[ EURACT IV, 2021.10.21.; Healthcare IT  News, 2021.11.05.]

일본, 생활습관 개선 및 중증화 예방에 PHR 활용

 고령화 비율이 높은 일본은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이를 지속하려면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제한된 

의료자원으로 인해 개인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건강기록(PHR)을 

활용해 의료진 대신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으로 부상

Ÿ 기술의 발전으로 PHR 제공가치는 향상됐지만 PHR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요인들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이나 인공지능(AI) 같은 

시스템과 전문직을 비롯한 인간의 개입을 조합한 새로운 모델인 PHR3.0이 유효

      * AI를 활용한 PHR 등은 기존의 데이터를 저장해 가시화하는 1인 플레이의 PHR(PHR1.0)에서 기록 데이터를 

기초로 AI와 대화하는 2인 플레이의 PHR(PHR2.0)로 변화 

Ÿ PHR은 생체측정 지표를 항상 모니터링하며 이용자의 건강의식을 높이고 무의식중에도 건강한 

선택을 유도하는 생활습관 개선으로 의료 및 간병현장의 부담경감, 조기 리스크 발견·개입을 

통한 의료비와 간병비의 적정화로 연결

Ÿ 향후 PHR로 기록된 라이프로그와 건강검진 데이터 및 병력을 조합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건강증진 솔루션 개발이 가능하며 PHR 등 모니터링이 가능한 생체측정 지표, 활동결과 지표를 

입수할 수 있게 되면 행정시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도 가능

Ÿ 또한 행정시책의 효과 측정을 통한 증거기반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 

EBPM) 실천을 통해 지역 보건복지 정책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

[野村総合研究所, 2021.11.02.; 日経XT ECH,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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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유럽·아프리카, 디지털헬스 스타트업 성장 사례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원격의료 서비스에 힘입어 40%에 미치지 

못하던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률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국과 유럽, 

아프리카의 디지털헬스 관련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

Ÿ ’13년에 설립된 영국의 바빌론헬스(Babylon Health)社는 AI 기반 가상 의료 상담 서비스를 

16개국 2,400명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1년 1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472%나 

증가했으며, ’20년 기준으로 2백만건의 의료 상담과 390만건의 AI기반 의료 정보를 제공

      * ’21년 10월 Babylon Health는 뉴욕 증권 시장에 상장하여 거래를 시작했으며, 시가총액은 약 35억 달러 규모

Ÿ 유럽 최대의 의사와 의료 전문가들을 위한 기술 플랫폼 중의 하나인 프랑스의 헬스테크 

스타트업인 독토립(Doctolib)社는 ’13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6천만명이 진료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이탈리아의 의료플랫폼 도토리(Dottori)社를 인수 

Ÿ 아프리카 전역에서 모바일 통신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가운데, ’13년부터 아프리카 지역의 

약품 공급망 구축을 전개하고 있는 가나에 소재한 엠파마(mPharma)社는 최근 동부 아프리카 

지역 진출을 위해 우간다의 바인파머시(Vine Pharmacy)社를 인수하는 등 규모를 확대

[ PYMNTS, 2021.11.02.; Babylon, 2021.10.18.]

사물인터넷, 헬스케어 분야에서 활용 확대 

 헬스케어와 의료산업에서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 IoT는 디지털트윈, 

초음파, 환자 모니터링, 웨어러블, 장비추적 등 의료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

Ÿ IoT 기술은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 환자들의 생존과 회복을 개선시키는 연구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디지털 

트윈과 자동화된 실시간 생체조직 이미지 해상도 제고가 가능한 초음파 의료기기에 활용

Ÿ 또한 △한번에 12명의 위중증 환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운동 

효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 △센서가 장착된 의료 장비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 추적기기 등 의료현장에서 IoT 기술이 적용

Ÿ 부서별로 단절된 병원의 의료 정보 시스템과 기존 장비는 이러한 의료분야의 사물 인터넷 

기술 확산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지만, 향후 의료계에서 사물인터넷 기술의 사용은 자산 

관리, 제약 산업의 재고 관리 및 환경 감시 등의 폭넓은 영역에서 사용될 전망

 

[ Datamat ion, 2021.11.06.; Med- tech News,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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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의 단순화를 통한 의료 비용 절감 가능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McKinsey)에 따르면, 여러 단계로 분절되어 있는 미국 보건 

의료체계의 고비용 체계는 적절한 개선활동과 개입 조치를 통해 의료분야 행정절차의 단순화를 

추진할 경우 총 2,650억 달러의 의료비 지출 절감이 가능

Ÿ ’19년 기준으로 미국은 의료비용으로 3조 8천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비의료 부문 및 행정 부문의 비용 9,50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Ÿ 의료기관들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조직에는 기본적인 행정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이지만, 보건의료 분야의 행정 난맥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

Ÿ 복잡하게 얽혀있는 의료 행정체계를 적절한 개입을 통해 단순화하면 연간 행정비용의 28%에 

해당하는 총 2,650억 달러 규모의 의료 비용의 절감이 가능

Ÿ 복잡한 행정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분야는 의료비 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거래, 재정 

및 인적자원 관리와 같은 사무지원, 고객관리, 간호행정 등 진료지원 분야가 대표적인 사례

[ McKinsey& Company, 2021.10.20.; JAMA Network, 2021.10.20.]  

미국 Moderna, 유전자편집기술 보유한 Metagenomi와 제휴

 미국 COVID-19 백신 개발업체인 모더나(Moderna)社는 데이터 기반 CRISPR 유전자 

편집기술을 보유한 메타제노미(Metagenomi)社와 연구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향후 유전자편집 치료제 개발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전망

Ÿ Metagenomi는 표본 세포의 DNA 염기서열을 편집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인공지능(AI)에 의한 

신약 후보물질을 발견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Moderna는 ’21년 8월에 COVID-19 

백신의 개발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유전자 편집기술에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Ÿ Moderna와 Metagenomi간의 연구 파트너십 구축에 따라, 양사는 심각한 유전 질환에 대한 

생체내치료(in vivo treatment)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

Ÿ Metagenomi는 유전자편집기술을 제공하고 Moderna는 mRNA와 지방질 나노입자 전달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양사는 공동으로 mRNA의 유전자편집에 의한 약물전달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 

[ Fierce Biotech, 2021.11.02.; BioSpace,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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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MHRA, 세계 최초 COVID-19 경구용 치료제 조건부 승인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은 미국 제약사 리지백바이오테라퓨틱스(Ridgeback 

Biotherapeutics)와 머크앤드컴퍼니(MSD)사가 개발한 COVID-19 경구용 항바이러스 치료제 

몰누피라비르(molnupiravir)를 세계 최초로 조건부 승인

Ÿ 임상 시험 데이터에 따르면, molnupiravir의 상품명 라제브리오(Lagevrio)는 감염의 초기 

단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경증 또는 중등 COVID-19 증상을 보인 환자들의 

입원 및 사망 위험을 50% 감소

Ÿ MHRA는 중증화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가진 비만자, 61세 이상 고령자, 당뇨병 또는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기저질환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COVID-19 양성 판정을 받고 

증상이 시작된 지 5일 이내 가능한 한 빨리 Lagevrio를 복용할 것을 권고

Ÿ MSD에 이어 화이자(Pfizer)도 개발 중인 COVID-19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89% 줄인다는 중간 임상결과를 발표하였고 미국 추수감사절 이전에 식품의약국(FDA)에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여 ’21년 이내에 긴급사용승인(EUA)을 획득할 계획

[ GOV.UK, 2021.11.04.; CNBC, 2021.11.05.]

스위스 Novartis, Roche 보유 지분 매각

 스위스 제약업체 노바티스(Novartis)는 로슈(Roche) 지분을 총 207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향후 제네릭 자회사인 산도즈(Sandoz)를 매각하게 되면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

Ÿ 시장조사기관 이밸류에이트(Evaluate)에 따르면, Novartis는 매각 수익을 기반으로 향후 

종양학, RNAi 치료제 등 분야에 적극적인 기술이전 제휴 또는 인수에 나설 것으로 전망 

[ Evaluate, 2021.11.04.; Novart is, 2021.11.04.]

�노바티스의 향후 기술이전 및 인수 후보회사�

: 

회사 분야 시가총액
Exelixis 종양학 61억 달러

Arrowhead RNAi 치료제 84억 달러

Incyte 종양학 148억 달러

Alnylam RNAi 치료제 207억 달러

Eisai 신경과학 211억 달러

Horizon Therapeutics 자가면역/염증 263억 달러

Seagen 종양학 328억 달러

Vertex 낭포성 섬유증/희귀질환 491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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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천연 및 오가닉 화장품의 판매채널 확대

 영국의 리서치·컨설팅기업 에코비아인텔리전스(Ecovia Intelligence)에 따르면, 천연 및 오가닉 

화장품 판매가 약국, 미용 살롱, 스파 및 전자상거래로 확대되고 있으며, ’20년 글로벌 시장은 

전년대비 2.9% 상승한 102억 8천만 유로 규모로 추정되며, 유럽시장은 38억 9천만 달러로 예상

Ÿ 유럽의 시장 동향을 선도하는 프랑스의 경우 천연 및 오가닉 화장품 매출액 비중이 기존 화장품 

전문점보다 약국 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

Ÿ ’05~’19년 기간 프랑스의 천연 및 오가닉 화장품 부문별 매출액을 보면, 화장품 전문점 판매는 

6,470만 유로에서 2억 2천만 유로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동안 약국 판매는 770만 유로에서 

2억 5,740만 유로로 약국의 비중이 크게 증가

Ÿ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천연 및 오가닉 화장품에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브랜드와 

신제품의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천연 및 오가닉 관련 기업의 인수 합병 활발하게 추진

[ Cosmetics design- europe, 2021.10.14.; Premium Beauty News, 2021.10.01.]

일본 제약산업, 규제개혁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시기

 COVID-19 팬데믹으로 사회구조가 급변하는 가운데 제약산업도 신약을 비롯한 다양한 의료 

솔루션을 신속하게 사회에 제공하려면 정부는 물론 다른 산업과 연계하면서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Ÿ 일본은 경제단체 등이 규제개혁추진회의 ‘규제개혁·행정개혁 핫라인’에 규제개혁을 제안하면, 

내각부 규제개혁추진실 산하 5개 실무그룹(WG)이 논의해 소관부처에 검토를 요청하고 이후 

어떤 형태로든 답변을 하는 구조이며 제안한 주체는 내각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확인

Ÿ 핫라인을 경유한 규제개혁 요구를 조사(’14년 1월∼’21년 8월)한 결과, 제약업계를 포함한 

업계단체의 요구는 극히 일부였고 회사명이 공개된 규제개혁 기업 중 제약회사는 전무

Ÿ 제약업계와 관련이 있는 건강·의료분야의 규제개혁 요구로 한정하면, 게이단렌 

(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을 비롯한 경제단체의 비율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기간 

중 의약품과 관련한 업계단체가 제안한 요구는 ’18년 이후 전혀 없는 상태

Ÿ 규제·제도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개혁을 호소하고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면서 규제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혁신적인 의약품·의료기술을 창출하는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제약업계는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서둘러야 할 시기가 도래했음을 시사

[医薬産業政策研究所, 2021.11.02.; 日刊薬業,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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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해외동향을 요약한 것으로 기관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제네릭 의약품 산업,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新전략 필요

 제네릭 시장은 ’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5.4%, 매출액 4,970억 달러 정도의 성장을 유지할 

전망이지만, 일부 기업은 채산성 없는 제네릭 생산을 중단하고 있으며 COVID-19로 인한 

공급망 혼란은 제품의 공급부족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어 제네릭업계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

Ÿ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인 KPMG는 △수평통합을 통한 규모와 탁월성 추구 △수직통합을 

통한 중간자 배제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네릭 개발 등 제네릭 산업이 견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30년까지 추진해야 할 3가지 전략을 제시

Ÿ 특허기간이 만료된 저분자 의약품은 ’20년 190개에서 ’26년 383개로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점에서 제네릭 회사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특히 종양치료제, 중추신경계 치료제, 전신성 

항감염제 등은 다른 의약품보다 잠재적 성장 기회가 클 전망

[ KPMG, 2021.10.25.; 朝日新聞, 2021.10.25.]

GPMB, 글로벌 차원의 COVID-19 대응방안 제시 

 글로벌대응모니터링위원회(GPMB)의 제3회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COVID-19 팬데믹에 대한 

대응 실패의 주된 요인은 지정학적 불평등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부족 때문이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글로벌대응모니터링위원회(Global Preparedness Monitoring Board, GPMB)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WB) 주도로 ’18년에 설립된 글로벌보건위기대응기구

[ GPMB, 2021.10.20.]

�GPMB의 6대 솔루션�

: 

주체 주요 내용

글로벌 거버넌스
Ÿ 보건 위기 대응에 대한 국제 협약 채택

Ÿ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각국의 정상과 정부 수반 및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체 구축

세계보건기구 Ÿ 보다 확대된 자원과 자율성 및 책임성을 부여한 강력한 WHO의 구축

보건 위기 대응

Ÿ 정보공유에 의한 공평한 보건 응급 대응 시스템의 구축

Ÿ R&D에 의한 의료 서비스 확산 시스템 개발

Ÿ 공공재에 대한 공평한 접근

재정 메커니즘
Ÿ 지속가능하고 예측가능하며 유연하고 확장이 가능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집단적인 자금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

지역 및 시민사회
Ÿ 지역사회로의 권한 분산

Ÿ 시민사회 및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

모니터링 Ÿ 독립적인 모니터링과 주체 상호간 책임성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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