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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ic Competition and Drug Prices: 
New Evidence Linking Greater Generic Competition and Lower Generic Drug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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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er competition among generic drug makers is associated with lower generic drug 
prices, according to a new analysis using two different sources for wholesale prices. We 
show that generic drug prices after initial generic entry decline with additional competition 
using both the average manufacturer prices (AMP) reported to the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 and invoice-based wholesale prices reflecting pharmacy 
acquisitions from IQVIA’s National Sales Perspective database (NSP). Estimates using AMP 
show price declines associated with additional generic competition steeper than those 
based on invoices for pharmacy acquisitions, though most of the difference comes from 
wholesaler markups.  
 
The figure below presents our analysis of prices and competition for all drug products that 
had initial generic entry between 2015 and 2017, showing median generic-to-brand price 
ratios and their ranges by the number of generic producers.  
 

 
 
We find that for products with a single generic producer, the generic AMP is 39% lower 
than the brand AMP before generic competition, compared to a 31% reduction using 
invoice prices. With two competitors, AMP data show that generic prices are 54%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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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약품 신약 심사수수료 사상 처음 3백만 달러 넘어 -

- 전년대비 제네릭의약품 2만 8천달러 인상, 의료기기 사전허가비 9천달러 인상 -

- 바이오시밀러 신청비는 동결, 바이오시밀러 개발지원 프로그램비는 44.2% 인하 -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부문

◇ 금년 10월부터 시작되는 미국 FDA의 2022년 회계연도 예산이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전년보다 2억 달러가 증가한 34.14억 달러로 통과됨.

  - 동 예산에는 27.23억 달러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이용자 부담금(User Fee)이 포함

◇ 27.23억 달러의 이용자 부담금에는 기업들이 전문의약품 심사신청시 내야 하는 전문의약품

이용자부담금이 11.42억 달러, 제네릭의약품 이용자부담금 5.28억 달러, 바이오시밀러 이용

자부담금 0.43억 달러, 의료기기 이용자부담금 2.41억 달러 등이 포함

  - 이외에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제네릭의약품 등이 이용자 부담금에 포함

◇ 이용자부담금은 기업들이 FDA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시판 허가 등을 위해 내야 하는 심

사수수료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종류별로 비용에 차이

  - 중소기업이나 희귀의약품 등의 여부에 따라 비용은 면제 또는 감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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