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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1980년대 이래 물질특허 도입 (adopt ion of the product pat ent

sy st em ), 의약품 수입 개방,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 등의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에서

도 신약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10여년간 신약의 연구개발에 매진한 결과

1999년말 비로소 국내최초의 신약을 개발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최초의 신약을

개발했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신약개발을 위한 제약기업과 정부의 지원 및 인프라는

선진국과 다국적 제약기업들과 비교해 볼 때 여러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그러므로 국내의 제약기업들은 신약개발이 국내시장을 겨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경영과 마케팅차원에서 많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정부도

신약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약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제약 선진국과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택

하고 있는 연구개발 현황과 전략을 분석·파악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현황

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신약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역량을 제고하는데 목적으로 하였

다.

위와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신약개발과 관련한 국내 제약산업의 문제점으로 기업내

부에서는 근시안적인 경영관리능력, R&D 투자의 저조, 적자 경영구조 등, 시장 및 기

업외부환경에서는 과당경쟁적인 시장구조, 유통구조의 난맥, 거래질서의 문란, 의약품

시장의 개방, 선진국의 통상 압력, 다국적 제약기업의 투자 확대, 신약개발 투자비의

증가와 기간의 장기화 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거로 신약개발의 역량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정부와 기업측

면에서 나누어 볼 때, 정부측면에서는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방향의 재검토, 정책적 연

구지원금의 확대, 장기저리의 금융대출 확대, 신약허가제도의 보완 및 국제화, 신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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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 투자에 대한 제도적 혜택 부여, 지원대상 연구과제의 분리 운영 필요성 등, 제

약기업측면에서는 신약개발의 중복투자 지양, M at chin g F und 도입, 대기업과 중소기

업간 신약개발과제 분화, 제약기업의 구조조정과 업계 재편, 국내 대기업(화학계열)의

제약업 진출 확대, 연구투자비 증액 및 연구인력 확보, 해외 연구소 및 거래선 확보,

R&D 능력에 적합한 전략 필요 등으로 제시하였다.

국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과제는 기술력 제고,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의 수준을 넘어서 향후 국내 제약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국내 제

약산업이 진정한 신약개발국으로 우뚝 서고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가진 제약선진국으

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제약기업을 신약개발에 대한 의지와 비젼을 가지고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연구중심의 경영 환경 구축에 힘쓰고, 이러

한 제약기업의 자구노력에 부응하여 정부는 제약산업이 경제선진국 진입에 초석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국내 제약기업들이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제도 및 정책의 보완,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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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1. 연구의 배경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인류의 소망은 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

등 의료분야에서 많은 진보를 가져 왔다. 그중에서 제약산업은 세계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인

구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마켓 부상, 난치병에 대한 치료기술 개발의 필요성 인식 등

사회복지 욕구 증대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

바지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인류의 보건 향상과 복지증진에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

고 있다. 한편, 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인 의약품은 이제까지 동·식

물과 미생물 등의 천연물에서 분리하거나 화학적 합성방법으로 만들어 왔으나, 최근

에 들어서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이제까지 손쉽게 얻을 수 없었던 생

물학적 물질들을 의약품으로 만드는 단계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의약품 개발의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되고, 인류의 건강에 대한 기여와 관심은 더욱 확고해지게 되었다. 이

에 따라 많은 제약기업들이 생명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생산에 참여하는 등 과거에 비

해 의약품 연구개발 활동에 보다 적극적이라고 할수 있다.

고부가가치를 넘어서 초고부가가치 창출로 특징지워지고 있는 신의약품의 개발은

21세기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새로운 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확

실한 대안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측에는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

이다. 아울러 신약을 창출하는 제약산업은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의 대표격으로 앞으로

의 전체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신약개발은 21세기 지식기반 신경제체제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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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제약산업은 21세기 산업경제 성장의 변화양상에 부응할 수 있는 지식집약

형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및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육

성·지원할 가치가 있는 산업이며 공해문제의 발생도 적어 산업개발에서 부작용으로

양산되는 환경의 파괴를 저지하고 보전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산업이다. 그리고 다양

한 수용에 부응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형의 고부가가치성 산업으로서 독점시장을 향

유하는 신약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연구비가 소요되지만 이를 바탕으로 축적된 기술독

점권을 유지하면서 국제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보할 경우, 기업발전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특징이 있다.

세계적으로 제약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산업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는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 즉 지식사회로 변하고 있으며,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은

예외없이 지식집약적이며 고부가가치성 산업인 제약산업이 고도로 발전해 있어서, 다

국적 제약기업들은 독자 개발한 신약을 전세계 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심

지어 제약산업의 발전정도를 선진국가 설정의 지표로 사용하면 유용할 정도로 제약산

업의 수준은 국가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있고, 선진국들은 자국의 제

약산업을 현재와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가경제가 위기에 당면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고부가가치성 산업인 제약산업을 향후 수출지향형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할 필요성 등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

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신약이 가져다주는 장미빛 희망은 세계적인 큰 시장과 거대한 다국적 제

약기업들의 튼튼한 기반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현재와 미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이를 모든 여건이 열악한 국내 제약시장과 제약기업들에게서 기대한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분명 신약이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기업

들의 탄생에 기여하는 바는 지대하지만,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일고 있는 신약에 대

한 환상을 좀더 냉철하게 비판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제약기업들의 신약개발 역량

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면 한국적인 신약개발의 모형을 찾을 수 있는

기초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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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의 목적

제약산업과 같은 첨단기술산업의 발달은 기초과학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현재 국내 제약산업의 현황을 고려하여 볼 때 단시간내에 제약 선진국의 연구개발수

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약산업이 갖고 있

는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부가가치, 국제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제약산업에 대한 투자

가치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제약업계에서 신약이 국가경제면에 미치는 효과와 그 연구개

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마치 신약이 국내제약산업의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호도되

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신약개발 능력과 의지에 대해 냉철한

비판을 가하여 현재와 과거를 돌이켜 봄으로써 국내 제약기업들의 신약개발 역량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특히 1999년 7월 14일 한국최초의 국산 1호 신약

이 탄생하면서 신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시장에서 국내

제약산업의 가장 취약한 원인이 되고 있는 신약관련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제약기업과 정부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3 .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신약의 연구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제약산업의 전반적인 현황

을 문헌과 자료 등을 통해 고찰해 보고, 국내제약산업의 신약개발 허상과 문제점을

지적하여 세계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개발을 위해 제고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계 자료들을 조사·검토

하는 문헌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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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총 7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연

구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제약산업과 신약에 대한 중요성을 살펴 보

았고, 제3장에서는 국내제약산업의 신약개발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의약품

의 수급 동향과 제약산업의 구조를 평가하고, 신약관련 기술개발 동향과 정부의 정부

지원정책 등을 살펴 보았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세계 제약산업의 시장규모와 주요국

의 수급동향, 연구개발 동향과 앞으로의 시사점 등 세계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 보았으며, 제5장에서 1980년대를 기준으로 하여 주요 외국의 신약

개발 지원정책과 규제에 대해 조사하여 제6장에서 각 장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이끌어 냄으로써, 마지막 제7장에

서 본 논문의 요약 및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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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제약산업과 신약

1. 제약산업의 개념과 중요성

가. 의약품의 개념과 범위

제약산업에 있어서 최종생산물이라 할 수 있는 의약품1)은 질병에 걸린 인체를 정

상화시켜 주는 것으로 대한민국 약사법에서는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

품이 아닌 것과 사람 또는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됨을 목적

으로 하는 물품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

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이 있고 없고는 관계없이 그 물질 (物質)의 성분,

형상 (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 목적, 효능·효과, 용법·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한 눈으

로 식품으로 인식되는 과일, 야채, 어패류 등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위 목적에 사용되

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간주

하고 있다. 이러한 의약품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첫째, 적용이 편

리해야 하고, 둘째, 치료효과를 확보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작

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의약품은 제조공정상 원료로 투입되는 원료의약품과 최종제품화되는 완제의약품으

1) 의약품 이라함은, 약사법 제2조 ④항에 따르면,
1.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

2.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

품으로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3.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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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의약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사용되

는 완제의약품을 일컫는다. 완제의약품은 제형, 약리작용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의사

의 감독하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과 부작용의 범위가 적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환자가 직접 사용해도 무방한 일반의약품으로 나눌수 있다. 전문의약품에는

마약2), 향정신성 의약품3) 등이 포함되며, 약사법에 의약품과 구별하여 별도 정의되어

있는 의약외품4)은 의약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의약품은 특허 보호의 여부에

2) 마약 이라 함은 마약법 제2조 제①항에 따르면,
1. 앵속·아편 및 코카엽

2. 앵속·아편 및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또는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합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것. 다만, 타약품과 혼합되어 제1호 내지 제

3호에 열거된 것의 재제제가 불가능하며 그 약품에 의하여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 이라 한다)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향정신성의약품 이라 함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조 제①항에 의하면, 인간의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약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

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2.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

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

하는 물질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

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4. 제3호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제3호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

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

나 물질과 혼합되어 제1호 내지 제4호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

으며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의약외품 이라 함은, 약사법 제2조 ⑦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제4

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사용목적을 겸하여 사용되는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

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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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특허(Patent ) 의약품과 제네릭(Generic) 의약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약효군5)

별로는 8개 대분류 약효군(신경계 및 감각기관용의약품, 기관계용의약품, 호르몬제, 대

사성 의약품, 조직세포의 기능용의약품, 항병원생물성의약품,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 및 관련제품, 마약)으로 나누어진다.

나. 제약산업의 특성과 중요성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국민보건산업이라는 특

성을 지니고 있고, 기초화학공업의 산물을 원료로 이용하여 여러 단계의 화학합성과

정을 거쳐 독특한 용도를 가진 화학물질을 생성하는 정밀화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광범위한 분야의 기술 및 지식을 요구하는 지식집약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하

여 시장의 분화가 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제약산업의 생산체계 및 시장 형

태를 타산업과 비교해 보면 그 특성이 잘 나타난다.

요컨데 일반적 특성이란 측면에서 제약산업은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라는 산업적인 매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시

장특성상 다국적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매우 강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제약산업은 화학물질의 합성에 관련된 의약 화학적 지식 뿐만 아니라 독성학, 약

리학, 의학, 생물학, 미생물학, 병리학 등 생명에 대한 지식과 통계학 등 경제학적 지

식도 동시에 요구되는 기술집약적, 지식집약적 산업으로서 자동차나 철강산업 등 대

형장치산업과는 달리 막대한 시설투자 없이도 신약개발을 통해 엄청난 고수익을 안겨

다 주는 황금알을 낳는 초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예를들어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가

전과 함께 국내 5대 주력업종으로서 대형장치산업의 대표격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수

많은 전후방 연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수만개의 부품을 조립한 완성차의 부가

가치 생성률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5)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1998. 4. 16, 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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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약산업의 특성

구 분 주요 특성 비 고

일반적 특성
① 국민보건 관련산업

② 기술 및 지식집약형 산업

③ 정밀화학산업

④ 에너지 및 자원절약형 산업

⑤ 고투자연구산업

⑥ 용도 전문성·제품차별화 용

이

- 미생물학, 생명공학, 합성, 발효, 제제 등

의 기술 필요

- 고순도, 정밀합성기술

- 다품종 소량생산

- 고부가가치

- 제품간 상호대체성 낮음

세계시장 특성 ① 시장세분화로 다품종소량생산

② 엄격한 국가규제

③ 독과점적 시장구조

④ 다국적기업의 시장지배

- 수직분화: 중간체, 원료

수평분화: 대중약, 특허약, 일반치료제

- 50대 제약기업이 세계시장의 2/ 3 점유

- 국가규제를 피하기 위한 마케팅 효율화

국내시장 특성 ① 내수의존 위주

② 소액다품목 생산구조

③ 자기제품화 미흡

자료 : 한국제약협회, 한국 제약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1993

우리나라의 경우 완성차 업계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생산량은 98년 기준 약 430

만대로서 현재 연간 약 300만대 수준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가 1998년도에 발표한 99년도 자동차산업 전망에 따르면 94년 이래 내수규모는 연간

150만대를 기록해왔으며 수출규모는 99년도의 경우 약 145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아울러 내수 및 수출을 합한 300만대의 자동차 매출이 가져다 주는 순이

익은 연간 약 3천억 정도로서 개당 년평균 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세계

100대 의약품 1개의 연간 순이익과 거의 동일하다. 수익구조 측면에서도 매출원가율

이 제조업 평균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순이익률이 타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매

출액 대비 순이익율 역시 제조업과 비제조업 전체대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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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조원가(매출원가) 및 순익률 비교

구 분 제조원가 순이익률

제약산업 52% 약 5% (신약시판시 10∼30%이상 기대)

제조업 전체 79.4% 적자 또는 0.3∼5%

자료 : 동원경제연구소 산업분석자료 일부 인용, 1999

<표- 3> 매출액대비 순이익 창출 비교( 98년 기준)

업 종 매출액(억원) 순이익(억원)
매출액대비
순이익률

제조업 765,817 5,981.7 0.78%
비제조업 1,127,935.9 3,443.3 0.3%

계 1,893,752.9 9,425 0.5%
제약산업

(상위20대 국내 제약사기준)
25,373 1,276.3 5.03%

자료 : 동원경제연구소 산업분석자료 일부 인용, 1999

기술무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전

체의 기술무역수지 적자폭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서 86년부터 96년까지 제조업 전

체의 기술무역수지 누적적자는 총 120억달러로 연평균 11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동원경제연구소 산업분석자료에 의하면 86년부터 96년중 국내 제약산업

의 특허기술 도입액은 연평균 620만달러에 달한 반면, 기술수출액은 연평균 270만달

러에 그쳐 7년간의 기술무역수지 누적적자가 3천만달러에 달했으나 97년 4건의 기술

수출로 누적적자가 해소되고 흑자로 전환되었다.

<표- 4>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추이

(단위: 백만달러)

구분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기술수출액 11.7 9.1 8.9 10.5 21.8 35.2 32.5 45.1 110.8 112.0 108.5

기술도입액 411 523.7 676.3 888.6 1,087.00 1,183.80 850.63 946.41 1,276.50 1,947.00 2,297.2

자료 : 산업자료센터, '99 연구조사보고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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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형의 고부가가치성 산업으로서 독

점시장을 향유하는 신약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연구비가 소요되지만 이를 바탕으로 축

적된 기술독점권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

에도 크게 기여하는 특징이 있다.

한편, 제약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치료그룹에 따라 시장이 세부적으로 구분되는 특

성이 있다. 버논(Vernon)의 경우 수요측면에서의 대체 가능성을 기준으로 치료시장을

19개 시장으로 분류하였으며 혼브룩(Hormbrook)은 치료효과가 같은지를 기준으로 69

개의 치료시장군을 분류하였다(Feldstein , 1983). 의사의 처방습관에 따라 치료시장을

분류하여 10개 시장군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수요측면에서의 대체성에

기초하여 의약품 시장을 19개 치료시장군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1972년에 각 치

료시장군별 4대 기업 집중도는 70∼80%를 상회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제약산업은

상당히 독점적인 시장으로 평가된다(Santerre & Neun , 1996)

2 . 신약개발의 중요성

가. 신약의 개념

신약(New Drug )이란 화학합성, 천연물 추출 등의 신물질탐색 작업, 전임상(동물시

험) 시험, 임상시험 등을 거쳐 보건당국(국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미국은 FDA , 일본

은 후생성)의 제조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제품과는 개념

이 다르다(신약개발연구조합, 1998). 신약은 기존 약물에 대한 단순모방 또는 단순개

량 합성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기존약물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새로운 기

전에 의거한 새로운 약물로서의 독창성을 지녀야 하고 약효와 안전성면에서 기존 약

제보다 현저하게 개선된 약물로서의 우월성을 지녀야 한다. 또한 개발완료후 제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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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을 때 경쟁성이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과 현재의 시장규모는 작더라도 일정기

간후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장래성을 지녀야 한다.

나. 신약개발의 중요성

신약개발은 기술집약적이고 두뇌집약적인 첨단미래기술중에서도 핵심기술분야로서

막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고 장기간의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성공에 따른 위험 부담이

매우 높다.

<표- 5> 신약개발의 특징

성공확률 0.025%(1/4,000) ∼ 0.01%(1/ 10,000)

평균개발기간 10∼15년

개발비용 1억달러∼6억달러(한화 약 1,200억원∼7,200억원)

1개 품목당 년간 매출액

(세계 100대 의약품 기준)
8억달러∼10억달러(한화 약 9,600억원∼1조 2,000억원)

1개 품목당 년간 순이익

(세계 100대 의약품 기준)
1.6억달러∼3억달러(한화 약 1,900억원∼3,600억원)

자료 : 신약개발연구조합, 내부자료, 1999

통계적으로 신물질탐색에서부터 신약이 탄생하기까지의 성공확률은 1/ 4,000∼

1/ 10,000로 낮고 개발기간은 평균 10∼15년, 개발비용은 1∼6억달러 수준에 달하는 등

시간, 비용, 성공 확률면에서 위험부담이 큰 장기 프로젝트이지만 개발이 성공될 경우

매출액대비 20∼30%의 이윤을 창출하는 등 그 부가가치는 매우 막대하다. 세계 100대

의약품을 기준으로 1개 품목당 년평균 매출액은 8억달러(한화 약 9,600억원)에서 10억

달러(한화 약 1조 2,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 순이익은 1억 6,000만달러(한화 약

1,900억원)에서 3억달러(한화 약 3,600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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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신약개발의 성공사례

성공사례 1 성공사례 2

독일 바이엘사 영국 그락소웰컴사

- 7년간 1억달러 투자

- 86년도에 항생제 시프로바이(Ciprofloxacin) 개

발 성공

- 발매 2년만에 년간 4억 달러 매출

- 발매 5년내 년간 10억 달러 매출

- 5년동안 7억 달러 순이익 창출

- 9년간 1억 달러 투자

- 81년도에 위궤양치료제 잔탁(ranitidine) 개발

성공

- 1990년 이후 매년 40억 달러 매출

- 개발후 97년까지 47조원 매출

- 영국내 기업순위 25위에서 세계제약업계 2위로

급부상

자료 : 신약개발연구조합, 내부자료, 1999

신약개발과정은 크게 탐색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된다. 탐색단계는 의약학적 개발

목표(목적효능 및 작용기전등)를 설정한 다음, 신물질을 설계, 합성 및 효능검색 연구

를 반복하여 개발대상 물질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개발단계는 대상물질에 대한 대량

제조 공정개발, 제제화 연구, 안전성평가, 생체내 동태규명 및 임상시험을 거쳐 신약

을 개발해 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1) 기초탐색/ 원천기술연구 과정

원천기술이란 의약학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규명하여 이를 적용한 새로운 작용기전

을 가지는 첨단신약개발의 핵심으로 특정질환의 병태생리를 원인적으로 규명하고, 이

를 바탕으로 해당질환의 새로운 치료통로를 모색하는 기술로서 특정질환의 발병 원인

을 분자수준에서 규명하는 연구, 약물의 작용점인 수용체나 효소와 약물의 상호작용

연구, 약물작용기전 규명연구 및 약물을 사용하는 생체기능 제어연구 등이 해당된다.

기초탐색단계는 의약학적 개발목표(목적효능, 작용기전 등)를 설정한 다음 신물질

의 설계 및 합성 또는 천연물로부터 활성성분의 분리 및 화학적 구조 확인과 그 효능

을 검색하는 연구를 반복하여 선도물질의 선정을 목표로 하여 진행된다. 기초탐색연

구는 기초조사, 천연물 추출·신물질의 화학합성, 약효검색 등의 과정을 거친다.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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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연구과제를 선정 및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개발가능 여부를 판단하

는 문헌 및 시장조사와 연구계획서 제출 등이 포함된다.

(2) 개발후보물질 선정단계

개발후보물질 선정단계는 천연물 추출, 분자설계 및 신물질의 화학합성, 약효검색

등의 과정을 거친다. 약효검색은 천연물추출이나 화학적 합성을 통해 도출된 수백개

또는 수천·수만개에 이르는 다수의 검체 중 유효물질을 도출하기 위해 간편하고 신

속한 검색법이 요구된다. 신물질 합성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신물질을

창출해 낼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최단시간내에 많은 화합물 합성을 위해서 최

근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분자조합화학(combinatorial chemistry )기술이 발달되어 한

사람의 유기화학자가 년간 수천 내지 수만개의 화합물을 합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합성된 화합물의 효능을 단시간내에 동시 검색할 수 있는 동시대량효능검색법(HT S ;

High T hrough - put Screening)기술의 발달로 합성된 화합물의 효능을 단시간내에 동

시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3) 전임상시험 단계

전임상시험 또는 비임상시험은 도출된 개발후보물질의 유효성과 안전성(독성)을

검증하는 단계로서 약물이 체내에 어떻게 흡수되어 분포돼 배설되는가를 연구하는 체

내동태와 약효약리연구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후 동물실험을 통해 시험

약이 지니는 안전성을 평가하는 독성시험이 실시된다. 독성시험은 실험동물을 통해

약물이 갖는 부작용 및 독성을 검색하는 것으로 실험동물은 건강한 동물로서 품종이

확실하고 특정 병원균이 없는 동물을 사용한다. 실험동물로는 랫드, 마우스, 토끼, 기

니픽, 돼지, 페렛, 햄스터, 개, 영장류 등이 사용되며 이들 실험동물을 통해 다양한 독

성시험이 실시된다. 독성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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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시험종류

- 단회투여 독성시험 :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1회투여(24시간이내의 분할 투여

하는 경우도 포함)하였을 때 단기간 내에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양적으로 검

사하는 시험이다.

- 반복투여 독성시험 :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반복투여하여 중·장기간 내에 나

타나는 독성을 질적·양적으로 검사하는 시험이다.

- 생식·발생독성시험: 시험물질이 포유류의 생식·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는 시험을 말하며 수태능 및 초기배 발생시험, 출생 전·후 발생 및 모체기능

시험, 배·태 발생 시험 등이 있다.

- 유전독성시험 : 시험물질이 유전자 또는 염색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하는 시

험이다.

- 면역독성시험 : 시험물질이 면역계에 작용하여 나타나는 이상면역반응을 검사

하는 시험으로서 항원성시험과 기타면역독성시험으로 구분된다.

- 발암성시험 :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장기간 투여하여 암(종양)의 유발여부를

질적·양적으로 검사하는 시험이다.

- 국소독성시험 : 시험물질이 피부 또는 점막에 국소적으로 나타내는 자극을 검

사하는 시험으로서 피부자극시험 및 안점막자극시험으로 구분된다.

- 흡입독성시험: 기체, 휘발성물질, 증기 및 에어로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공기

를 시험동물에 흡입투여하여 나타나는 독성을 검사하는 시험이다.

(4) 임상시험(Clinical T rial) 과정

전임상을 끝낸 제약회사는 관계당국(국내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일본은 후생

성, 미국은 FDA )에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제약회사는 의약품

의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안전성,

독성, 약리작용, 임상시험 성적, 외국의 사용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상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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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전 제약회사는 전국의 국가지정 병원에 임상시험을 의뢰한다. 이후 제약회

사는 앞으로 진행할 임상시험 계획서와 계약서, 독성 및 약리작용 등에 대한 시험의

요약자료를 허가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

에 제출된 임상시험계획서는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임상평가소분과위원회)의 조언

을 얻어 실시승인이 이뤄지게 된다. 임상시험을 의뢰받은 병원도 내부에 설치된 임상

시험심사위원회(IRB :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임상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피험자의 안전보호에 관

한 대책, 피험자의 선정 및 동의서 양식 등의 적합성,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의 합

리성 및 타당성을 각각 심사한다. 병원측은 피험자가 동의하면 예측효능과 효과, 부작

용 및 위험성, 피해발생시 보상 및 치료대책, 신분의 비밀보장에관한 사항과 피험자

인권보호에 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임상시험은 보통 3단계 (임상1상시

험, 임상2상시험, 임상3상시험)에 걸쳐 실시되며 임상시험 단계에서 나온 결과는 모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 시판이 허용된다.

- 임상1상 시험(Phase I) : 안전성 내약성 검토

시험약을 최초로 사람에 적용하는 것으로 독성시험등 전임상시험 결과가 유효한

경우 건강한 지원자 또는 약물군에 따른 적응환자를 대상으로 내약성 부작용 및

약물의 체내 동태등 안전성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임상2상시험을 위한

최적정보를 얻는 단계로 약물의 투여제형별 생체이용률 시험, 인체내 대사과정

및 작용기전 등에 관한 시험을 포함한다.

- 임상2상 시험(Phase II) : 적응증의 탐색과 최적용량 결정

대상질환중 조건에 부합되는 환자로 단기투약에 따른 흔한 부작용 약물동태 및

예상 적응증에 대한 효능 효과 탐색을 위해 실시한다. 임상3상시험에 돌입하기

위한 최적용법 용량을 결정하는 단계로서 전기와 후기로 구분된다. 전기 2상임상

시험은 적응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유효성 및 약물동태 등에 대해 검토하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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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약개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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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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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학적 연구를 통한 연구방향 설정

● 가설설정, 연구아이디어 창출, 연구계획 수립

● 기초조사(문헌, 시장조사), 연구동향 조사

● 현재의 학문으로 접근 가능성 유무 판단, 기술 검토

● 연구방향/ 목표설정, 신물질 설계/ 합성, 효능 검색

● 검색방법 확립(신물질 합성, 천연물 추출) 및 개발 대상물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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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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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평가)

(3∼5년)

— →

약효검색 기준마련, 유효성/ 안전성 연구

● 약리연구, 물리화학적 성질 평가

● 독성시험(GLP)

● 약동력학시험(약물의 체내흡수, 분포, 대사, 배설 연구)

● 제제설계, 대량제조 공정 개발, 생산

● 특허출원, 기타

↓

임

상

시

험

안전성·유효성

검토
— →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및 심사

↓

임상시험조건부

허가

↓ —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 제1상 임상시험 계획서 제출

제1상 임상시험

(1∼2년)
— → 소수의 건강인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내약성 검토

↓ —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 1상 임상시험결과 보고서와 2상 임상시험계획

서 제출

제2상 임상시험

(2∼3년)
— →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용법·용량 결정 및 안전성·유효성 검토

↓ —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 2상 임상시험결과 보고서와 3상 임상시험계획

서 제출

제3상 임상시험

(1∼2년)
— →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 검토

↓ —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 3상 임상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허

가

및

시

판

신

약

허

가

및

시

판

신약허가

(임상시험

조건부 삭제)

↓

신약판매

시판후조사

(PMS)

— →

시판전 제한적으로 임상시험에서 파악될 수 없었던 부작용이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적응증을 발견하기 위한 약물역학적 연구, 이를 통상 제

4상 시판후 임상시험이라 한다.

↓

재심사

자료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98 한국의 신의약품, 1998

기 2상임상시험은 전기에 이어서 시험약의 약효를 명확히 하기 위한 탐색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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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며 용량반응시험을 실시하고 최소 유효량 및 최대 안전량의 범위를 검

토해 임상 최적용량폭을 결정한다. 아울러 이 기간에 제형과 처방을 결정해야한

다.

- 임상3상 시험(Phase III) :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물의 유용성 확인

비교임상시험 및 일반임상시험에 의해 더욱 광범위한 임상시험성적을 수집하고

대상적응증에 대한 시험약의 유효성 안전성을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밝혀 약물의

최종평가를 내린다. 비교임상시험에서는 환자의 신약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과 역

으로 독성에 대한 불안감 등 심리적인 영향을 배제하고 효과를 판정할 때 신약의

효과가 매우 클것이 기대된다든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등 임상실험자의 주관적

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이중맹검실험(double blind test )이 실시된

다. 이중맹검실험에서는 피험자와 의료진도 모르게 진약과 위약(placebo)이 사용

된다. 본 단계에서는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결정한다.

보통 1천명이상이 참여하며 3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판매가 가능하다.

- 임상4상(Phase IV, Postmarketting Surveilance) : 시판후 안전성 유효성 검사

시판전 제한적인 임상시험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부작용이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적응증을 발견하기 위한 약물역학적인 연구가 실시되는데 이것을 임상4상

(신약 시판후조사)이라 한다.

한편, 개량신약(특허/ 신기술실용화 의약품)은 제제개량 및 제조기술혁신에 의해 기

존 의약품보다 효능이나 기능이 향상된 의약품으로서 기존 약물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치료효율을 증대시킨 의약품으로 신약은 아니나 신약에 버금가는 효과를 나타내며 신

약에 비해 적은 연구비로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보다 확실한 개발가능성이 있어 막대

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개량신약은 신물질 신약보다 실패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단시일(2∼5년)내에

성과도출이 가능하여 기술축적을 통해 선진다국적 제약기업의 국내시장잠식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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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출 및 수입대체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으며 신물질신약에 버금가는 고부

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의료 절감 및 환자편의성 도모 등을 통한 국민복지향상에 많

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제약회사는 개량신약개발을 통해 막대한 기술료

를 받고 세계최대 다국적 기업에 기술수출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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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현황과 문제점

1. 의약품 수급 동향

가. 공급 구조

(1) 생산 규모

제약산업이 국내 생산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년대 이후 1.9∼2.0%를 유지하

고 있다. 그러나, 1998년에는 1.8% 점유에 그쳤는데, 1997년말 IMF 경제위기로 인해

그간 의약품 원료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제약산업이 원료가 상승으로 인해 생산활동

에 큰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의약품의 소비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표- 7> 연도별 국민 총생산 및 의약품등 생산실적

구분

국민 총생산 의약품 등 총생산

GNP *

(억원)

증감률

(%)

1인당 GNP

(달러)

생산액

(억원)

증감률

(%)

GNP 대비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782,621

2,142,399

2,387,046

2,655,179

3,037,726

3,489,793

3,864,382

4,160,679

4,431,270

20.5

20.2

11.4

11.2

14.4

14.9

10.7

7.7

6.5

5,883

6,757

7,007

7,484

8,467

10,037

10,543

9,511

6,823

36,062

42,396

46,399

50,626

57,018

65,600

73,795

80,458

78,333* *

20.5

17.6

9.4

9.1

13.9

15.1

12.5

9.0

- 2.1* * *

2.0

2.0

1.9

1.9

1.9

1.9

1.9

1.9

1.8

* 경상 가격 기준

** 1998년도부터 소분의약품은 생산실적보고에서 제외됨

*** 1997년도 의약품등 생산액가운데에서 소분의약품을 제외한 증감율임

자료 : 한국제약협회, 제약산업통계집,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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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하여 제약산업의 생산과 판매활동

의 위축은 더욱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등 총생산은 1990년부터 1997년까

지는 연평균 약 13%대의 건실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는데, 1998년에 들어서는 전반적

인 제약산업의 위축과 부도기업의 속출, 매출채권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 2.1% 성장

에 머물렀다. 의약품 생산규모도 1997년 8조 458억원에서 1998년 7조 8,333억원으로

감소되었다.

한편, 국내산업 대비 제약산업의 기여율에 있어서도 1998년에 - 0.57%로 감소하여

제약산업의 허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더불어 제약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

는 비중도 1997년 7.44%에서 1998년 5.68%로 급격히 하락한 것은 국내 제약산업이

외부의 경제적 영향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8> 국내산업 대비 제약산업의 비중

(단위: 억원, %)

년도
의약품 등

총 생산액

제조업*

(GDP)

국내 총생산*

(GDP)

제조업

GDP 대비

GDP

대비

제약산업

기여율**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36,062

42,396

46,399

50,626

57,018

65,600

73,795

80,458

78,333

523,510

615,273

667,114

721,623

821,372

944,177

1,008,088

1,081,574

1,378,313

1,795,390

2,157,344

2,403,922

2,671,460

3,059,702

3,519,747

3,898,134

4,209,867

4,495,088

6.89

6.89

6.96

7.02

6.94

6.95

7.32

7.44

5.68

2.01

1.97

1.93

1.90

1.86

1.86

1.89

1.91

1.74

2.02

1.75

1.62

1.58

1.65

1.87

2.17

2.14

- 0.57

* 경상가격

** 제약산업 기여율 : (금년도 의약품 생산액- 전년도 의약품 생산액)
/ (금년도 국내 총생산 - 전년도 국내 총생산) × 100

자료 : 한국제약협회, 제약산업통계집,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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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품목수 및 제조구분별 생산실적에 대해서는 1998년말 현재 전체 의약품

품목수는 16,415 품목으로 전년도의 14,949 품목에 비해 9.03%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

며, 이중 완제의약품이 13,175 품목으로 전체의 80.77%를 점유하고 있고, 원료 의약품

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금액기준으로는 완제의약품이 1998년도 약 6.6조원을 생산하여

전체 8조원 중 약 83.9%를 점유하고 있으며, 원료의약품은 약 6,027억원으로 전년대비

13.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표- 9> 의약품 제조구분별 생산실적

(단위: 천원)

구 분
1998년도* 1997년도 증감율

(%)업체수 품목수 생산액 업체수 품목수 생산액

완제 의약품 217 13,175 6,569,623,169 223 12,750 6,807,472,027 - 3.49

마약 11 40 7,517,396 13 41 6,446,321 16.62

한외 마약 13 16 7,608,666 13 16 9,961,499 - 23.62

향정신성의약품 42 131 33,774,590 42 135 33,173,304 1.81

원료 의약품 203 1,842 602,777,237 153 1,085 519,458,227 16.04

의약 부외품 82 982 568,432,335 73 744 585,712,988 - 2.95

위생용품 53 229 43,583,238 43 178 35,747,215 21.92

총 계 16,415 7,833,316,631 14,949 7,997,971,581 - 2.06

* 1998년도부터 소분의약품 보고대상에서 제외됨

자료 : 한국제약협회, 제약산업통계집, 1999

(2) 의약품의 수출입

1998년도 의약품 수출은 약 5.7억달러로 의약품 총생산액의 8.8%에 지나지 않아

국내 제약산업이 내수중심의 산업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1998년 현재 의약품

의 수출입 규모는 약 13.4억달러(수출: 5.7억달러, 수입: 7.7억달러)로서 무역수지가 약

2억불의 적자로 전년도의 약 4.9억달러 적자에 비해 상당량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

나, 이는 원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료 수입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의약품등의 수

출실적을 종류별로 보면 제약원료가 전체 수출액의 약 7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

중을 나타내고 있고, 완제의약품은 약 26%로 그 다음을 잇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상

승세를 보이던 의약품 수출액이 1996년 10% 이하로 성장이 주춤하였으나, 1997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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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의약품등 수출 현황(1991∼1998)

(단위: 천달러, %)

년도 완제품 제약원료 위생용품 합계 전년대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55,784

58,648

65,316

63,762

75,573

110,512

116,198

154,741

151,840

208,258

246,459

304,270

344,434

349,204

393,420

420,564

5,013

3,177

3,589

3,264

2,744

1,328

1,221

1,200

212,637

270,023

315,364

371,296

422,571

461,044

510,839

576,505

29.1

26.9

16.7

17.7

13.9

9.1

10.8

12.8

자료 : 의약품수출입협회, 내부자료, 1999

후 IMF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1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제약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좀더 역점을 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1> 의약품등 수입 현황(1991∼1998)

(단위: 천달러, %)

년도 완제품 제약원료 위생용품 의약부외품 진단용의약품 합계 전년대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88,700

111,551

142,450

160,787

207,596

227,719

225,548

192,489

380,053

396,217

436,798

530,155

619,280

696,846

659,097

504,255

-

-

-

-

8,219

11,674

9,569

4,940

12,066

5,207

11,011

17,710

31,446

37,503

31,106

21,217

31,089

59,693

22,689

50,606

61,636

74,107

73,329

51,635

511,908

572,668

612,948

759,258

928,177

1,047,849

998,649

774,536

18.4

11.7

7.0

23.8

22.2

11.9

- 4.7

- 22.5

자료 : 의약품수출입협회, 내부자료, 1999

한편 의약품 수입은 IMF 경제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로 1997년 약 10억

달러, 1998년 약 7.7억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 4.7%, - 22.5%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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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제약산업 전반의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수입실적에 있

어서도 제약원료가 1998년 약 6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고, 그 다음으로 완제품과 진단용의약품이 각각 약 25%, 6.6%를 차지하고 있다.

(3) 유통 구조

국내 제약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유통 비율은 도매, 약국, 병원

등이 약 1/ 4씩을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수출 부분이 급신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매 및 직거래방식의 이원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현재의 유통구조는 할

인 판매 및 과당매출, 판촉비 증가 등 제약기업간 가격경쟁의 심화로 인해 제약기업

의 판매비 부담률을 증가시켜,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 투자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볼 때 보다 합리적인 유통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12> 제약기업 생산 의약품의 경로별 유통 비율(1992∼1998)
(단위: %)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수출 5.85 6.20 6.38 6.94 7.63 9.85 14.80

제조 3.32 3.47 3.51 5.17 4.03 5.39 6.66

도매 23.58 22.62 23.05 22.99 23.15 25.91 25.07

약국 등 30.15 29.38 29.0 29.40 27.26 23.68 21.24

병원 및 관납 33.10 34.29 30.0 27.93 28.38 27.50 24.68

기타 4.00 4.04 8.06 7.57 9.55 7.67 7.55

자료 : 의약품성실신고회원조합, 내부자료, 1999

나. 기업 현황

(1) 기업 및 인력 현황

1998년도 국내 제약산업은 534개 기업에 55,050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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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의약품 GMP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감소되어 온 제약기업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도에는 군소 제약업체의 다수 출현 등의 영향으로 534개사로 늘어나

게 되었다. 이러한 제약기업의 증가는 군소 제약업체의 난립으로 제품의 중복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의 과당경쟁 심화와 함께 최근 들어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제약기업들의

산업활동에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표- 13> 규모별 종업원 현황

(1998년 12월 31일 현재)

구 분 업 체 수 점 유 율(%) 종업원수 점 유 율(%)

1000명 이상 5 0.94 6,776 12.31

1000명 미만 ∼ 500명 이상 18 3.37 12,575 22.84

500명 미만 ∼ 300명 이상 25 4.68 9,656 17.54

300명 미만 ∼ 100명 이상 94 17.60 16,197 29.43

100명 미만 ∼ 50명 이상 61 11.42 4,400 7.99

50명 미만 ∼ 30명 이상 59 11.05 2,374 4.31

30명 미만 ∼ 10명 이상 138 25.84 2,355 4.28

10명 미만 134 25.10 717 1.30

합 계 534 100 55,050 100

자료 : 한국제약협회, 생산실적보고서 집계자료, 1999

1998년 기준 전체 534개 제약기업 중 종업원 100명 미만의 영세업체는 392개로 전

체의 73.41%에 달하나 이들 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의 비율은 전체 제약업체

종업원의 17.88%에 불과하여 전반적인 산업구조가 영세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종업원 100명 이상의 기업은 142개로 26.59%에 지나지 않으나 종

업원 비율은 82.12%로 대부분의 제약관련 인력들이 이들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약업체 인력구조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영업인력의 비중이 약 35%로 가장 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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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난 약 5년간 이러한 추세에는 별 변화가 없었다. 사무직은 전체 인력의 20% 수

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산직은 32% 수준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연

구직 인력의 비율은 1997년 5.71%에서 1998년 7.42%로 매년 소폭의 상승 추세에 있

어 미력하나마 국내의 제약기업들이 R&D 개발을 위해 연구인력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표- 14> 제약업체 종업원의 직능별 인원 변화 추이

년도
업체수/ 총인력

(명)

사무직 영업직 연구직 생산직 기타

인원수

(명)
비율

(%)
인원수

(명)

비율

(%)

인원수

(명)
비율

(%)
인원수

(명)
비율

(%)
인원수

(명)
비율

(%)

1994 350업체/ 59,938 12,809 21.37 21,801 36.37 3,425 5.71 18,942 31.60 2,961 4.94

1995 362업체/ 62,042 13,248 21.35 21,892 35.29 3,514 5.66 20,045 32.31 3,343 5.39

1996 324업체/ 59,199 11,893 20.09 21,071 35.59 3,568 6.03 19,801 33.45 2,866 4.84

1997 455업체/ 61,204 13,013 21.26 21,067 34.42 3,881 6.34 20,063 32.78 3,180 5.20

1998 534업체/ 55,050 11,545 20.97 19,036 34.58 4,084 7.42 17,888 32.49 2,497 4.54

자료 : 한국제약협회, 생산실적보고서 집계자료, 1999

(2) 경영 실적

매출실적에 있어서 1997년과 1998년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 전반적

인 제약산업의 부진을 였볼 수 있는데, 1998년도 국내 제약업체 중 매출액 2,000억원

이상의 업체는 4개사, 1,000억원∼2,000억원의 업체는 9개사이며, 500억원∼1,000억원의

업체는 14개사로 전체중 매출 500억원 이상의 업체는 24개사에 불과하다. 여기서 주

목할만 한 것은 조사대상 기업이 1997년도 132개사에서 1998년도 122개로 줄어들었는

데 이는 경기악화로 인해 부도 기업의 속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1998년도 국내의 주요 제약업체의 경영실적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몇몇 업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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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 흑자기업중에서도 대부분은

순수 사업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기업의 부동산 등 자산매각을 통한 흑자 사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경영실적은 매우 악화된 것으로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주요 제약업체들의 부도사태로 인해 전반적으로 제약 경기가 악화되고

<표- 15> 매출액별 국내 제약업체의 점유율

(단위: 천원, %)

구 분
1998년도 1997년도

업체수 매출금액 점유율 업체수 매출금액 점유율

20억미만

20∼30억

30∼50억

50∼100억

100∼200억

200∼300억

300∼400억

400∼500억

500∼800억

800∼1000억

1000∼1300억

1300∼1500억

1500∼2000억

2000억이상

17

8

7

17

19

18

6

6

11

3

3

2

1

4

14,723,230

20,277,242

27,828,000

124,804,304

271,197,198

448,324,993

213,010,695

263,467,518

735,690,591

270,969,592

355,295,191

288,394,029

166,393,160

1,017,275,432

0.3

0.5

0.7

3.0

6.5

10.6

5.1

6.2

17.4

6.4

8.4

6.8

4.0

24.1

22

8

10

18

21

16

7

5

10

3

5

3

1

3

18,691,341

20,363,418

40,323,554

128,717,565

323,450,382

399,785,258

245,750,439

221,607,101

632,590,129

262,647,778

591,767,516

416,905,802

181,370,179

722,648,437

0.4

0.5

1.0

3.1

7.7

9.5

5.8

5.3

15.0

6.2

14.1

9.9

4.3

17.2

합 계 122 4,217,651,175 100.0 132 4,206,618,899 100.0

자료 : 의약품성실신고회원조합, 내부자료, 1999

부진한 영업활동과 소비자들의 의약품 외면현상까지 빚어져 기업의 순이익 감소가 매

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들의 순이익률이 5% 이하로 매우

낮아 지속적인 R&D 투자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6 -



<표- 16> 주요 제약업체의 최근 경영 실적

(단위: 백만원, %)

업체명
매출액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1998 1997 증감율 1998 1997 증감율 1998 1997 증감율

동아제약 315,912 289,542 9.11 8,732 11,699 - 25.36 10,321 5,952 73.40

종근당 291,600 199,603 46.09 12,942 8,069 60.39 4,466 4,103 8.85

녹십자 222,546 200,994 10.72 13,297 9,694 37.17 8,464 6,161 37.38

유한양행 200,519 202,900 - 1.17 9,659 8,674 11.36 15,501 5,256 194.92

중외제약 165,716 139,938 18.42 7,425 6,270 18.42 4,063 4,015 1.20

동화약품 136,299 141,186 - 3.46 1,034 5,601 - 81.53 20,891 1,506 1,287.18

대웅제약 133,275 143,258 - 6.96 15,005 4,876 207.73 4,488 4,077 10.08

한미약품 118,524 112,298 5.54 4,228 15,800 - 73.24 4,033 13,522 - 70.17

한독약품 114,769 113,738 0.91 1,302 3,691 - 64.73 431 1,844 - 76.63

일양약품 108,800 120,691 - 9.85 3,112 2,160 44.07 1,309 1,230 6.42

제일약품 88,797 84,561 5.01 4,324 3,774 14.57 3,803 3,681 3.31

광동제약 87,423 92,273 - 5.26 265 2,372 - 88.83 784 1,147 - 31.65

보령제약 79,808 83,259 - 4.14 2,565 2,910 - 11.86 1,494 1,921 - 22.23

영진약품 75,020 115,985 - 35.32 - 40,580 - 27,829 적지 - 59,173 - 33,845 적지

일동제약 74,083 107,854 - 31.31 - 36,115 2,876 적전 - 50,150 1,559 적전

부광약품 72,301 78,005 - 7.31 4,917 9,705 - 49.33 3,163 7,936 - 60.14

신풍제약 60,691 71,874 - 15.56 - 6,254 1,269 적전 - 91,784 881 적전

국제약품 58,575 48,267 21.35 1,685 1,585 6.30 1,342 1,221 9.90

동신제약 56,790 62,820 - 9.60 - 19,990 1,680 적전 - 20,019 - 106 적지

서흥캅셀 50,891 46,140 10.30 10,082 8,248 22.24 7,768 6,025 28.93

동성제약 48,037 48,685 - 1.33 3,008 3,146 - 4.39 2,079 4,167 - 50.11

태평양제약 42,573 49,719 - 14.37 1,681 3,303 - 49.11 778 1,648 - 52.79

일성신약 37,606 42,108 - 10.69 - 7,613 6,256 적전 - 7,614 4,373 적전

한올제약 37,283 37,530 - 0.66 1,383 144 860.42 739 6,244 - 88.16

삼진제약 35,067 43,584 - 19.54 687 1,045 - 34.26 565 926 - 38.98

삼일제약 34,329 34,012 0.93 3,150 1,985 58.69 928 1,284 - 27.73

삼성제약 29,243 58,782 - 50.25 - 24,737 - 19,450 적지 8,398 - 18,609 흑전

근화제약 27,886 25,437 9.63 3,353 808 314.98 2,393 5,902 - 59.45

환인제약 27,038 24,436 10.65 3,193 1,942 64.42 2,547 1,561 63.16

한일약품 23,270 60,920 - 61.80 - 27,754 - 16,793 적지 - 27,754 - 16,793 적지

유유산업 21,450 21,278 0.80 1,253 914 37.08 896 726 23.41

주) 적전 : 적자전환, 흑전:흑자전환, 적지:적자지속

자료 : 약업신문사, 약업신문, 199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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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내 제약업체의 고전과는 달리 상당수의 외자 제약업체는 모기업의 제품

독점공급 등의 영향으로 국내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업체수가

1992년도 43개에서 1998년에는 30개로 감소했지만 생산에서의 비중은 약 13% 수준으

로 6년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완제 직수입 등을 고려하면 20%

이상의 점유율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과거 합작형태의 영업활동을 펼

쳐온 외자 제약기업들이 지분 100%를 가지고 직접 국내 마케팅을 전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표- 17> 최근 5년간 외자 제약업체의 생산액 현황 및 점유율

(단위: 개수, 억원, %)

년도
외자기업 국내의약품

생 산 액

외자기업

생산비중업체수 생산액

1992 43 5,655 46,399 12.2

1993 29 5,607 50,626 11.1

1994 28 6,775 57,018 11.8

1995 30 8,297 65,600 12.6

1996 31 9,296 73,795 12.6

1997 31 9,586 80,458 11.9

1998* 30 10,043 78,333 12.8

* 1998년도부터 소분의약품은 제외됨

자료 : 제약산업통계집, 1999

2 . 제약산업의 구조 및 경쟁력 평가

가. 기업내부 요인

(1) 근시안적 경영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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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은 사회적 특성과 존립가치상 연구개발에 주력해야 하는 업종이다. 이는

의약품이 생명유관 물질이며 이를 생산하는 기업은 생산활동 그 자체에 타업종과 비

견할 수 없는 사회성과 기업철학이 요구되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 제약업체는 그동안

연구하는 모습보다는 당장의 이익실현을 위해 출혈경쟁까지 불사하는 양상을 보여왔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영업지향적 경영방식은 결국 기업을 이끌어가

는 경영자의 경영철학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제약기업에 대한 사명의식을 바탕으로 하

는 투자마인드가 결여되었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제약기업 사장의 출신지위와 전문분야를 보면, 사장은 창업자, 내부승진자, 2세 사

장, 외부전문경영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체계가

매우 미흡한 상태이며, 중소기업과 비상장사에서의 창업자 및 2세 경영인의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합작사의 경우 전문경영인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

다. 한편, 사장의 전문분야를 볼 때 상장사와 대기업, 합작사의 사장은 주로 영업판매

분야에 주력하고 있어 국내 선도 제약기업들의 영업지향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여건과 기업철학의 결여는 오늘과 같은 제약업체의 체질을 나약하게

한 결과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제조업 전체와 제약산업의 매출액

대비 판매 및 일반관리비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1998년말 현재 제약산업의 매출액

대비 판매 및 일반관리비 비중은 30.84%로서 제조업(12.36%)의 약 3배에 육박하고 있

는데, 이는 다름 아닌 방만한 영업 및 관리조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판매 및 일반관리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제조업-

3.08%, 제약업- 10.60%)의 크기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그런데 영업위주의 경영

방식은 현재에 이르러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 경영목표와 경영전략이 여전히 매

출극대화와 생산·판매규모의 극대화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경영활동상 중요시되

는 경영지표 역시 매출액증가율에 집중되어 강한 영업지향성을 띠고 있다.

국내 제약기업의 경영목표는 주로 매출액 극대화에 맞추어져 있는 반면 기술 및

신제품 개발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존립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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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극대화는 난립상태에 있는 국내 의약품시장의 경쟁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목표달성

을 위한 경영전략에 있어서도 제품의 고부가가치화·하이테크화, 개발력 강화보다는

생산·판매규모의 극대화에 주력함으로써 목표와 전략에 있어서 중·장기 경쟁력 강

화 측면보다는 단기적 시장확대에 주력하고 있어 근시안적 경영관리방식의 탈피가 요

구된다.

국내 제약기업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는 특허권 보유, 정부규제에 대응능력, 수익

성, 신제품개발능력 등을 꼽을 수 있고, 비교적 강점으로 부각된 분야는 제약산업의

기본적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 안정된 원료구입선, 안정된 유통경로와 판

매경로로 주로 생산·판매와 관련된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국내 제약회사와 주요 외국기업의 부문별 인력 구성분포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인력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는 반면 사무인력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

어 연구개발 의존도가 높은 제약기업의 특성과는 배치되고 있다. 영업직과 생산·기

술직의 인력규모는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연구개발직과 사무직에 있어서는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세계 제약시장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제약업계의

연구인력은 매우 미흡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사무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과다인력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연구개발 기반조성에 노력함과 함께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표- 18> 주요국가별 제약산업의 부문별 종사자수 분포

(단위: %)

국가 합계 사무직 생산·기술직 연구개발직 영업직 기타

미국( 98) 100 12.7 26.1 24.5 34.3 2.4

일본( 97) 100 13.7 30.6 17.9 37.8 21.2

한국( 98) 100 21.0 34.6 7.4 32.5 4.5

자료 : JPMA, Data Book,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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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D 투자의 저조

국내 제약산업은 시장규모면에서 세계 10위에 위치할 정도로 거대시장을 구축하고

있지만 연구개발력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1996년 현재

국내 제약산업의 R&D 지출규모는 매출액 대비 평균 4.27%로서 선진 주요기업에 비

해 약 1/ 5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경쟁력 제고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일본

의 경우는 R&D 투자규모가 1990년도(8.02%)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중·장

기적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투자비율은 높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다.

<표- 19> 국가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단위: %)

국가 한국 일본 미국 스위스 독일 영국 프랑스

R&D 투자비율 4.27 12.11 18.39 28.77 16.13 28.17 14.82

자료 : 한국제약협회, 제약산업통계집. 1997

국내 1백대 제약기업의 1995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09%로서 92년

3.14%, 93년 3.24%, 94년 3.75%에 견주여 점증하는 추세에 있다. 기업특성별 R&D 투

자구조를 보면, 국내 1백대 제약회사의 R&D 지출규모는 4.09%인 반면 국내 30대기업

의 1995년도 매출액 대비 평균 연구개발비 지출규모는 4.75%로서 선두그룹의 연구개

발투자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자체 연구소를 보유한 56개 제약회사의

연구개발투자비율은 5.00%로서 1백대기업 4.09%, 매출액순위 203대 기업 4.15%와 비

교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재벌형 대기업, 외자기업을 포함한 30대 국내 주요기업의 R&D 투자비율

분포는 1.30%∼5.70%로서 다소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대기업군에서는 그 편차

가 4.86%∼62.10%로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지만, R&D 투자면에서 대기업간의 경쟁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형태별로는 국내기업이 합작기업에 비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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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1995)

(단위: 백만원)

구분 매출액 연구개발비 비율

100대 기업

20대 기업

30대 기업

연구소 보유사

4,083,876

2,231,725

2,763,023

3,132,734

166,839

92,610

131,305

156,727

4.09

4.15

4.75

5.00

자료 : 약사신문사, 약사연감, 1996

비율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는 합작사의 경우 대체로 모기업의 개발제품에 의존하

여 국내에서의 연구보다는 영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 일본 주요제약회사의 R&D 투자 비율

(단위: %)

회사명 1995 1996 1997 1998

다케다

산쿄

다이이치

후지사와

시오노기

야마노우치

다나베

10.5

12.1

13.2

14.0

11.2

12.0

11.4

10.7

11.2

12.4

14.4

11.1

11.8

11.2

11.9

11.2

13.1

15.1

12.0

12.0

11.3

11.1

12.5

13.9

16.8

12.2

17.5

11.1

전기업 평균 10.8 10.8 11.4 12.0

자료: JPMA, Data Book, 2000

한편, 일본의 주요제약업체의 R&D 투자비율 분포( 98)는 7∼20%대를 유지하고 있

으며 개별기업별 투자규모가 점증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세계 20대 주요제

약업체는 4.7%∼18.8%( 98)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투자비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절대금액은 상당한 수준이어서 비율로만 비교해서는 안된다.

전반적으로 외국의 주요기업들은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약산업의 본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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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세계 주요제약회사의 R&D 투자 비율

(단위: %)

회사명 1996 1997 1998

Merck

Glax o Wellcome

Novartis

Bristol- Myers Squibb

Pfizer

AHP

Roche

Hoechst Marion Roussel

Bayer

Johnson & Johnson

7.5

13.9

10.1

8.5

14.9

10.1

15.3

17.2

7.4

8.8

7.1

14.4

11.8

8.3

15.4

11.0

15.5

17.0

7.2

9.5

6.8

14.6

11.8

8.6

16.8

12.3

13.8

18.3

7.1

9.6

자료 : JPMA, Data Book, 2000

경제사회적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기업들이 선진 다국적기업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

고 이들에 예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기반조

성과 함께 연구개발투자 및 활동을 위한 자구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적자경영구조

최근 국내제약업계는 경기위축에 따른 매출증가율 둔화와 거래관행에 따른 자금회

전의 장기화 추세 및 자금압박으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업체

의 경영부진은 내면적인 문제가 체질을 허약하게 만든데다 물질특허, 시장개방 등 굵

직한 변화의 물결속에서 경기침체를 맞이함으로써 기업이 받고 있는 불황의 무게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IMF 경제위기로 인해 불황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재의

상태는 단기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제약산업내에 특

별한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이러한 에측은 타당성을 갖는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의 일환으로, 매출증가율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금융비용 부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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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급증함으로 인해 영업외비용 규모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거래관

행에 따른 매출채권회전일이 장기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인해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와 함께 매출액 경상이익율과 당기순이익율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시장요인

(1) 과당경쟁적 시장구조

제약산업의 경영부진은 경영자의 경영철학의 부족과 업계의 기업윤리 불확립이 주

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고, 이 두가지 요인은 유사상품을 범람시켜 사장구조를 과

당경쟁적으로 만들어 기업간에 과도한 소모전을 벌이게 함으로써 제약산업의 체질을

약화시켜 왔다. 과당경쟁적 시장구조의 원인으로는 제약산업의 국내 의존적 특성, 제

약회사의 비전문성에 따른 유사 복제품의 지나친 출시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내수 의존도가 매우 높은 품목이며 국내

기업간 치열할 수 밖에 없는 경쟁구조가 잠재되어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신제품

개발 여하에 따라 해외수요 창출에 의한 수출성장성도 잠재되어 있다. 국내 제약산업

의 기술수준이 과거 원료의약품의 합성수준에서 벗어나 신약개발 능력을 보유하기 시

작한 현 시점에서는 국내 의약품의 수출신장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므로써 이

를 뒷받침할 수 있다.

약 540여개 제약회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약효군 효능별 품목수로 유사품 경쟁 정

도를 산술적으로 추측해 보면, 한 회사당 최소한 효능별 한개 제품에서 최대 4개 품

목을 생산·판매하는 것으로 추적됨으로써 경쟁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렇듯 시장이 완전경쟁적 시장구조의 특성을 띄고 제품의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

태에서는 품질에 의한 경쟁보다는 가격할인에 의한 경쟁이 주를 이룰 수 밖에 없으

며, 의약품의 가격이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음성적 거래형태가 발생할 가능성

이 농후하다. 이러한 거래형태는 관행화되고 시장의 가격질서를 어지럽히는 원인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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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므로 현재와 같은 가격의 난맥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분야별 특화를 유도하

여 자원의 낭비와 거래질서의 문제로 인한 기회비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제품의 유사성과 제품별 시장포화상태하에서는 비가격경쟁 즉, 광고 및 판

촉활동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막대한 비용의 투입으로 인해 제약

업계의 경영활동이 단기적 목표 달성에 치중하게 되는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2) 유통구조의 난맥

1998년 현재 제약회사 총매출액의 직접판매방식의 비중은 74%(병원 및 관납

27.5%, 약국 23.7%, 수출 등 기타 22.9%)로서 다른 나라(일본 8%, 독일 7%, 영국

9%, 미국 21%)에 비해 그 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판매방식

위주의 기형적인 유통구조형태는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된 선진국의 일원화된 의약품

유통경로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 체계적인 유통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함

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브로커에 의한 공급채널이 엄연히 유통의 한 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의약품 유통은 다원화의 양상을 띄고 있어 거래가격과 유

통질서에 난맥을 보여주고 있다.

다. 외부 환경요인

국내 제약업체들은 기업내부 및 시장구조적 문제 이외에도 선진국과의 통상관계

즉, 역학관계에 의해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 경우는 의약

품 시장 개방, 물질특허제도 시행, 의약품에 대한 외국자본도입 개방, 한미통상제도의

변화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는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국내

기업에 상당한 짐으로 작용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1987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물질특허제도는 국내기업에게 신물질개발에 따른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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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금소요 뿐만 아니라 시간·고급인력의 투입, 축적된 기초연구의 바탕을 요구하

기 때문에 몇몇 선진국을 제외한 개도국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큰 한계요인으로 작

용하고, 더욱이 정밀한 임상실험 단계가 요구되므로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밀

화학산업의 기술혁신과 함께 신물질 개발에 대한 의욕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편 국내

제약업게의 기술개발단계가 원료합성단계에서 신약개발의 결실을 보기 시작한 시점으

로 전환하게 되어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시장을 완전개방하므로써 단기적 경쟁여건

은 악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제약기술을 보유한 외국제약기업들의 대한관계가 70년 이전의 상황, 즉 기술

이전과정으로서 완제품 공급 ⇒ 기술제휴형태를 통한 원료의약품 공급 ⇒ 공동경영체

제로의 이행에서, 이제는 직접적인 완제품 공급형태로 마케팅을 전환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과거 외국인 지분참여형태로서의 합작회사 설립에서 벗어나 100% 외국인투

자가 가능해지면서 신제품의 도입도 선완제품공급이 강압적 조건으로 제시됨으로써

기술제휴를 통한 신약도입을 모색하려면 막대한 로얄티 또는 선불금 지급이 불가피하

게 되어 결과적으로 신약 또는 신제품 도입이 더욱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

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내제약사들과의 경쟁관계는 한층 치열한 양상을 띌 것으로 예

견되고 있다.

라. 기술 수준

제약산업의 비교우위 또는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술수준을

보면, 응용기술 특히 원료의약품의 합성 및 제제화 기술 등은 거의 선진국 수준에 달

하고 있지만, 신물질 개발력이나 기초기반기술이 매우 열위해 전체적으로 볼 때 선진

국 수준의 약 7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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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국내 제약업체의 경쟁력 평가

구분 국내 외국(구미 선진국)

인력 중상 상

생산 설비 중상 상

기술

스크리닝 등 기반기술 중 상

합성 기술 상 상

전임상 기술 중 상

제제화 기술 중상 상

임상 기술 중하 상

마케팅 능력 중하 상

자료 : 산업연구원, 내부자료, 1998

분야별 기술수준은 다음과 같다.

- 약효검색 등 신약개발 기반기술 : 그동안 G- 7 과제 등의 수행을 통해 항생제, 항

암제, 항바이러스제, 고혈압 치료제 등 많은 분야에서 기반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나, 최근에 신약개발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HT S 기술, 유전공학적 기법을

활용하는 신약개발 기반기술 등은 취약한 상태임.

- 물질합성 기술 : 1970년대부터 의약품 원료 국산화, 신규 제조방법 개발 등으로

상업화한 경험이 있으며, 정부의 G- 7과제 수행 등을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물질

합성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임.

- 전임상연구 기술 : 국립독성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그리고 몇 개의 기업부설 연

구소 등에서 그동안 KGLP 인증을 획득하여 시설 및 기술을 확보한 상태이나, 그

규모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에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국내 신약개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전임상

기관을 설립하여 민간의 신약개발 연구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제화 기술 : 1990년대 이전에는 국외 개발 의약품의 단순 복제 기술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1990년 이후 국내 특허제도의 변화 및 고유의 신제제 개발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현재는 많은 개량신약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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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품목 신제제의 개발(태평양제약의 케토톱), 제제기술 수출(한미약품의 마이크로

에멀젼 기술) 등으로 이 분야의 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

- 임상시험기술 : 현재 국내 개발 신약중 20여 품목이 임상시험단계에 진입하고 있

어 이 분야의 기술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초보 단계의 수준임.

따라서 국내의 신약 개발회사들도 외국에서 임상 시험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하루 속히 임상 시험의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함.

- 마케팅 능력 : 지금까지 국내의 제약업체들은 국내 내수 위주의 성장을 해 온 결

과 전세계 시장에 대한 마케팅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신약개발의 전임상,

임상 단계에서 세계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제품을 라이센싱

하여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일반화된 전략임.

3 . 신약관련 기술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평가

가. 기술개발 동향

국내매출 순위 100대 제약업체의 1996년도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는 1,800억원 정

도로 매출대비 약 4.27%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1988년도와 비교하여 투자 규모에

있어서는 4.5배, 매출대비 비율에 있어서는 약 1.44% 증가한 것으로서 매년 소규모이

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연구소보유 제약업체의 연구

개발비 투자규모는 1996년도 기준으로 약 5.02%로서 아직 구미 선진국의 10∼20%에

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나 점차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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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매출 순위 100대 제약업체 연구개발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

년도 총매출액 연구개발비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

1988 1,439,632 41,386 2.87

1989 1,685,333 54,430 3.23

1990 1,933,254 63,499 3.28

1991 2,484,277 82,909 3.34

1992 2,906,292 91,233 3.14

1993 3,241,937 104,909 3.24

1994 3,661,952 137,455 3.75

1995 4,083,876 166,839 4.09

1996 4,233,862 180,957 4.27

자료 : 한국제약협회, 제약산업통계집, 1998

<표- 25> 연구소 보유 제약업체 연구개발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

년도 총매출액 연구개발비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

1988 1,019,704 27,500 2.70

1989 1,182,333 45,089 3.81

1990 1,419,944 51,950 3.66

1991 1,631,140 63,010 3.86

1992 1,787,422 66,861 3.74

1993 2,310,108 92,181 4.00

1994 2,676,483 127,068 4.75

1995 3,132,734 156,727 5.00

1996 3,447,070 173,156 5.02

자료 : 한국제약협회, 제약산업통계집,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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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국내 주요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현황

① 국산 순수 신약 개발현황 (1999년 3월말)

회 사 명 약 효 군 제 품 개발단계

건일제약 항암제 Acylshikonin유도체의 항암제로서의 개발에 관한 연구 전임상

광동제약
항당뇨제

항고지혈제

항당뇨약물 연구개발

항고지혈증약물 연구개발

물질분리단계

물질분리단계

녹십자

백신

골다공증

항암제

로타바이러스백신 (곤충세포 대량배양 이용한 virus -

likeparticle)

PTH을 이용한 골다공증 치료제

GC- PPV 암전이 저해제의 공정개발

전임상

전임상

연구중

대우약품 간장질환치료제 수용성 DDB 주사제 개발 임상1상

대웅제약

당뇨병성궤양,각막손상

혈소판증강제

항궤양백신

항암제

DWP- 401 각막부활제 및 피부재생치료제

DWP- 404 혈소판 증강제

DWP- 406 H.P 백신개발

DWP- 408 항암 미사일요법제 개발

PhaseⅡ

전임상단계

전임상단계

전임상단계

동구약품 항염제 AA 추출성분 분리 초기

동국제약
항생제

진통제

DK- 35C 카바페넴 항생제 개발

DK1001 진통제 개발

전임상

전임상

동성제약
당뇨병 치료제

항암제

경구용 인슐린

약제내성종양치료 화학물질

특허완료

공정개발

동아제약

항암제

진통제

항생제

골다공증치료제

소화기계질환 치료제

DA- 125계열 항종양치료제

DA- 5018계열 비마약성 진통제

Oxazolidinone계열 신규 항생제

골단백 분해효소 저해를 통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탐색

위염치료제 (DA- 9601)

임상2단계

임상2단계

후보물질도출

후보물질도출

임상2단계

동화약품

항균제

방사성 치료제

항바이러스제

항균제

항종양제

DW- 116퀴놀론 항생제 개발/ 프로타진정

DW- 166HC 간암치료제 개발/ 미리칸 주

DW- 471 B형 간염 치료제 개발

DW- 10102 신 퀴놀른 항균제 개발

DW- 2282 항암제 개발

임상2상

후기 임상2상

전임상

전임상

전임상

보령제약

순환기계

면역

항암제

당뇨병치료제

백신

AⅡ 고혈압치료제의 개발

CT LA 면역억제제

백금착제 항암제

사람인슐린 분비성 β- 세포주 개발

마지바이러스 백신의 개발

전임상시험

연구진행중

연구진행중

연구진행중

전임상

부광약품

Antiviral agents

Antiviral agents

Hematopoietic agent

항바이러스물질의 합성 연구

원료중간체의 국산화개발 연구

조혈모세포 증식촉진작용물질의 개발연구

전임상시험

전임상시험

전임상시험

삼아약품 심혈관계 심혈관 질환의 예방 및 치료제 개발 전임상

삼진제약

항AIDS

항AIDS

항암제

항암제

항당뇨

간염치료제

효소제해성 항바이러스제

SJ- 계열 화합물의 에이즈 치료제

암세포 생장 및 DNAT opoisomerase저해제

신규 피페라진구조 함유SJ - 계열의 항암제

천연물로부터 항당뇨제

천연물로부터의 간염치료제

후보도출

전임상

전임상

전임상

전임상

후보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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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약 효 군 제 품 개발단계

삼천당제약
당뇨병 치료제

간질환 치료제

당뇨병 치료용 천연물 복합제 (DKY)

간질환 치료용 생약복합제 (UKG)

전임상

전임상

삼천리제약
항바이러스제

항바이러스제

바이러스 특이효소제의 개발

AIDS 치료제의 개발

연구수행단계

공정개발

서울제약 간장질환용제 신물질합성 연구수행단계

서흥캅셀 충치예방 구강청정정제 임상단계

신풍제약

항생제

항암제

순환기용제

항암제 (면역증강)

저분자량 항균 펩타이드

항암제 시타라빈 유도체

구인유용효소의 혈행개선제

천연물 유래의 고형암 치료제

후보물질도출

전임상

전임상

후보물질도출

에스텍
간염치료제

소염진통제

약효가 우수한 간염치료제

첨단 소염진통제

PCT출원중

국내출원중

영진약품
항궤양제

항생제

Proton pump inhibitor

C-4 및 C-7의 치환기 조합을 통한 신규 경구용 세파항생제

전임상

신물질창출

유유산업

치매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제

Dehydroepiandosterone유도체 개발

골다공증 및 신성골이양증 치료제

물질검색

특허출원

Phase II

유한양행

간장질환치료제

항궤양제

항암제

골다공증치료제

간염치료제

YH439 간장질환 치료제

YH1885 위궤양치료제

항암제

골다공증치료제

HCV치료제

Phase II

Phase I

전임상

신약탐색

신약탐색

일동제약

항생제

항암제

항암제

항균제

IDC7181계열 주사용 세파로스포린 항생제

MMP의 삼차구조에 기초한 관절염 및 암전이 억제제

신규 항암제 Hyrubicin 개발

내성균 생성억제 물질개발

전임상

탐색

전임상

탐색

일양약품

위궤양치료제

항암제

간장질환치료제

항암·면역제

위궤양치료제 (IY- 81149)의 개발

KI- 60606항암제의 개발

간장질환 치료제 GOO9의 개발

항암·면역증강제GOO9의 개발

phase II

전임상단계

phase II

phase II
일화 항암제

항암제

IH- 901 계열 항암제

IH- 201 계열 항암제

전임상

전임상

제일약품 치매치료제 JES9501 치매치료제 전임상

제일제당

예방백신

항생제

항알러지치료제

항생제

면역보조제

Pseudobaccine

Quinolone 계

천식치료제

항내성균제

신기능면역보조제

PhaseII

PhaseII

전임상단계

전임상단계

특허획득

종근당

항암제

항암제

항바이러스제

당뇨병 치료제

면역억제제

항불안제

Camptothecin계 항암제(CKD- 602)

Fumagillin계 항암제

신규 항바이러스제 (HBV)

신규 당질 분해 효소 저해제

신규 면역 억제제

중추 신경계 약물

Phase I

전임상

전임상

전임상

전임상

전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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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약 효 군 제 품 개발단계

종근당

항생제

항암제

항암제

내성균 내성 저해제

폐암 치료제

Nucleoside- Ether Lipid 복합제

전임상

특허획득

중외제약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바이러스제

천식치료제

Q- 35(퀴놀론계 항생제)

간보호제 개발

NP- 77A

항천식약

Phase III

전임상

전임상

전임상

태림제약

간장질환치료제

항당뇨병약

항암제

항AIDS제

C형 간염치료제

간기능개선 및 간염치료용 의약조성물

항고혈당 조성물

항암제 조성물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조성물

C형 간염 치료제 조성물

특허출원중

특허등록

특허등록

특허등록

특허출원중

태평양제약 당뇨병치료제 당뇨병치료제 개발 (JG- 381) 제제화연구중

한국유나이

티드 제약

진단시약

항우울제

항당뇨병제

항고혈압제

항암제

간암 진단 시약 개발

갱년기 장애 치료제 개발

당뇨병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유전자치료용 아데노바이러스 백터의 생산공정개발

기초연구

전임상

전임상

전임상

기초연구

한미약품

백혈구증식인자

항암제

B형및C형간염치료제

암진단키트

신규세포주

형질질환 홑염소 개발

수용성 탁솔유도체 개발

간염치료제 개발

암진단 키트개발

형질전환 가공

전임상단계

전임상단계

초기단계

임상실험단계

기초연구

한보제약 항암제 에스비 주사액 개발 PhaseⅠ

한올제약
항진균 소염진통

항진균

소염진통제 및 항진균성 카랄화합물의 생산공정기술개발

신규 항진균성 물질 개발 연구

연구진행중

연구진행중

② 제제나 제형개발등 개량신약 개발현황

회 사 명 약 효 군 제 품 개발단계

건일제약

-

면역억제제

마취제

감기치료제

GHRP의 Oral delivery System 개발

T acrolimus의 주사제 개발

Propofol 주사제 개발

항히스타민제 함유 슈도에페드린의 경구용 서방출성 제제개

발

전임상

전임상

전임상

전임상

경동제약
소염진통제

항고혈압제

마이크로에멀젼을 이용한 피록시캄외용제

지속정 펠로디핀 정제

특허출원

특허출원

고려제약 알레르기용약 항히스타민제 제제화 연구 특허준비중

광동제약 소염진통제 경피흡수 필름제 시제품단계

국제약품

항바이러스

항정신질환

골다공증치료제

KJ- OSOF198001A 연구개발

KJ- OSAP199020 연구개발

복합제제연구

선도물질탐색

선도물질탐색

기초연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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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진경제

임포텐스개선제

KJ- OSTP198203 합성연구

신제형 DDS 연구

시작품준비중

신제형개발

근화제약

정신질환용제

항바이러스제

소염진통제

항생제

Diazepam의 Gel type 제형

Glycophosphopeptical의 Dry syrup제

T alniflumate SR제

Cefotiam의 long action 주사제화

탐색단계

탐색단계

탐색단계

탐색단계

녹십자 백신 microencapsulation 기술을 이용한 점막면역 방식의 백신제제 전임상

녹우제약 관절염치료제 Uridine을 이용한 관절염 치료제 개발 PhaseⅡ완료

단일화학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Felbinar

Chlorphenesin carbamate
시제품단계

대웅제약
항궤양제

제산제

H- 3 항궤양제

M- 3 복합 제산제

Phase II

Phase II

동구약품

항생제

항생제

비뇨생식기관제

Dispersible tablet제제 개발

DC soft capsule 개발

PL 추출방법 개발

시제품단계

시제품단계

시제품단계

동국제약
항생제

마취제

미노싸이클린 연고제 개발

전신마취제 propofol개발

생산단계

생산단계

동신제약 항독소제 한국산 살모사 교상치료제 시제품단계

동아제약

항생제

생물학적제제

생물학적제제

생물학적제제

내성균에 유효한 방출제어형 항생제복합제의 개발

동물세포무혈청배양기술을 사용한 재조합인간 Erythro-

poietin 개발

생체분해성 고분자 미립구를 이용한 인간성장호르몬의 제

어방출시스템개발

창상치료제로서의 면역적합 생분해 성인체대용피부 및 염

기성 섬유아세포 성장인자의 개발

임상1단계

임상 완료

전임상단계

전임상단계

동일신약 항암제 유용 PKO activator (Decursin류)의 대량생산 및 상업화연구 특허획득

동화약품
해열진통제

방사성 의약품

기능성 고분자를 이용한 해열진통제로의 제형 변경 개발

홀뮴- 피부암 치료제 개발

시제품 단계

특허획득

명문제약

실콘정

wax matrix tablet

성호르몬크림제 개발

연구수행

연구수행

연구수행

보령제약

소화기계용약

고혈압치료제

항진균제

소화기계용약

백신

위기능조절제를 함유하는 복합제산제의 개발

캅토프릴 서방성 정제의 개발

항진균 외용제의 개발

클레보플라이드 경구용 제어방출성 제제 개발

주사용 장티브스 백신의 개발

임상시험

임상시험

제제시험

제제시험

임상

부광약품
Hepatic Protector

Antiallergics

간질환치료 복합제제의 개발

항알러지약물의 서방형제제개발

전임상시험

전임상시험

삼성제약

항생제

항우울제

고지혈증 치료제

제제 개량에 의한 복합제제 SP- 102, SM- 101의 개발

항우울제의 서방화 제제 개발

고지혈증 치료제의 서방제제 개발

-

삼아약품 위장약
구강내에서 자발적으로 용해되는 famotidine 함유 속용정의

개발
제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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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양 사

항암제

항생제

변비약

진통소염제

탁솔신제형

치주염치료제

대장표적제제

진통소염패취

전임상

임상 (Ⅲ)

전임상

임 상

삼진제약 항염진통제 Sulindac 함유 항염진통제의 경구용 서방성 제제 특허획득

삼천당제약

골다공증 치료제

항생제

마취제

골다공증 치료제

국소지향형 약물전달체계를 이용한 골흡수억제제

신제형 국소지속성 항생제

신제형 지속성 마취제

PLGA를 이용한 골다공증치료제)

전임상

특허획득

특허획득

전임상

삼천리제약 갱년기장해치료제 홍화로부터 갱년기장해치료제의 개발 특허획득

상아제약

project SAP 002

project SAP 007

project SAP 008

특허출원

-

시제품단계

수성약품

원료의약품

원료의약품

원료의약품

Ornitine Aspatate합성

Tichlopidine합성

BTB 공정개선

신동방메딕

스

기타순환계

면역혈청학적검사용

소화기관용약

피부질환용제

치과구강용

남성 성기능 개선제

치매 진단 시약

소화기능 향상 이중정

손톱, 발톱 무좀 치료제

구내염 치료용제

제형연구

상관성 검정

시제품 단계

시제품 단계

시제품 단계

신풍제약

항암제

항암제

발기부전증 치료

항진균제

두경부암, 백혈병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미립구를 이용한

DDS제제

항암제 시타라빈유도체의 유용성 극대화를 위한 제제개발

발기부전증치료제 TM inj

SI 서방형 DDS

전임상단계

임상시험중

임상시험중

전임상단계

영진약품
피부질환용제

항생제

황산미크로노마이신 함유 피부질환치료용 외용복합제제 개

발

세파클러 경구제제 방출성 신제제개발

Phase III

시제품단계

유유산업

골다공증 치료제

순환기용제

순환기용제

골다공증치료제

Calcitriol을 이용한 치료제의 주사제로의 제형변경

은행잎엑스를 이용한 혈액순환개선제의 주사제로의 제형

변경

허혈성 뇌졸증예방 및 치료용 복합제

Hypercalcemia의 발현억제를 위한 복합제개발

제품화

제품화

임상

전임상

유한양행

신생아호흡곤란증

면역억제제

백혈구감소증 치료제

뉴팩탄

싸이무스

GCSF

완료

완료

전임상

일성신약 순환기계용약 고혈압치료제의 DDS제제 수행실적50%

일양약품

예방백신

소화효소제

점착제

경구용 장티푸스 백신의 개발

직타성을 갖는 장용성 판크레아틴의 개발

T T S에 적용가능한 무자극, 무극성 점착제 개발

특허진행중

시제품단계

특허진행중

제일약품
치매치료제

체외진단시약

Alzheimer성 치매치료를 위한 경피흡수패취제제 개발

조산진단 Kit 개발

전임상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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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진단제

진통제

면역억제제

당뇨병치료제

항생제

진통제, 호르몬제

H .pylori진단 kit

신규복합진통제

Cyclosporin A 제제

Hum an insulin

요로감염방지 Catheter

경피 흡수제

시제품 단계

Phase III

Phase III

임상시험계획

특허획득

특허획득

중외제약 항진균제 이트라코나졸 신제제연구

진양제약

속효성 파모티딘제제의 제형 연구

여드름치료제의 pack 제형 개발

칼슘길항제의 신제형 개발 연구

시제품단계

시제품단계

특허신청

코오롱제약

난용성약물의 용출개선

고미차페 시스템을 응용한 신제형 개발

서방성제제의 개발

전임상 단계

-

-
태준제약 조영제 경구용 CT 조영제 시제품

한국넬슨

진훈제

소염진통제

호르몬제

마약

속효성 항멀미 경피 흡수제

소염/ 진통 패취제

남·여성 호르몬 경피흡수제

마약 환자용 패취제

시제품

시제품

시제품

시제품

한국유나이

티드제약

항암제

항생제

가용성 T ax ol주사제

뉴포린 서방제

생동시험단계

생동시험단계

한독약품
소화제

항진균제

신규복합소화효소제

외용비듬치료제의 foam제제

개발완료

전임상완료

한림제약
순환기

소화기

비만치료제의 서방성제제 개발

협심증치료제의 서방성제제 개발

항경련제의 신규합성방법 개발

소화관운동 부활조정제제법 개발

연구수행

시제품개발

시제품개발

특허출원

한미약품 항진균제 흡수증가제제 초기단계

한영제약
순환기관용제

간장질환용제

Enalapril m aleate과 Ginko biloba Ex 복합제

Biphenyldimethyl dicarboxylate pill 자체합성

전임상 완료

Pilot 생산

한올제약 항히스타민 서방성제제 연구 연구진행중

한일약품

백신

소염진통제

항바이러스제

펩타이드백신의 immunoadjuv ant개발

외용제제연구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전임상단계

시제품단계

기초연구단계

한화
인공피부 개발

치과용의약품 등 개발

특허획득

특허출원예정

현대약품 골다공증치료제 정점막 Calcitonin제제 개발 제형개발단계

LG화학

항암제

항암제

항암제

GM - CSF (액상제형)

rEPO(적혈구 조혈인자)

패취제 (여성호르몬, 복합패취제)

시제품

시제품

임상Ⅲ

SK케미칼
치주염

진통제

센치스

Patch

시제품

전임상

자료 : 한국제약협회, 제약산업통계집, 1999

1987년 국내에 물질특허 도입을 계기로 하여 신약개발에 대한 꾸준한 투자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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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고, 현재 임상시험중인 신약후보물질 20여종을

비롯 항생제, 항암제, 위궤양 치료제, 심장순환계 등 분야에서 많은 후보물질을 신약

으로 개발중이다.

나. 기술수준 평가

현재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연구는 신약 개발의 모태가 되는 기초·기반 기술

이 취약하여 독창적인 신약보다는 선진국의 모방형 신약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신약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약리·독성 시험, 임상시험 등을 위한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원활한 신약개발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동안의 개량신약 개발 노력으로 인해 비교적 위험도가 높지 않으며 투자비가 적

은 원료물질 개발, 신제제 및 신제형의 개발 분야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선진국 수

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이 분야의 기술개발 결과로 외국의 다국적

기업 등에 기술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신약개발 참여로 전반

적인 신약개발 능력이 상승 추세에 있는데, LG화학 등은 신약개발에 본격 투자하여

후보물질을 국외 다국적 기업에 라이센싱 하는 등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력면에 있어서는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충분한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7> 국내 제약 특허기술 수출 현황

년도 기술수출업체
기술도입업

체
기술수출내용 기술료 비고

1989.7 한미약품 스위스

로슈사

항생제세프트리

악손의

개량제법

- 6년간에 걸쳐

총US600만불

스위스 로슈에 개량제법의

특허기술을 역출한 사례임 .

1991.1 (주 )럭키 영국

그락소사

세파계 제4세대

항생제

- 정액 :US1500만불

- 경상기술료 :순매출액 7%

임상시험과 상품화를 공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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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기술수출업체
기술도입업

체
기술수출내용 기술료 비고

1993.6 한국화학

연구소

영국

스미스클라

인비참사

퀴놀론계

항생제

(물질특허 )

- 단계별로 총US$ 100만 ,

특허사용료 :US$ 100만

임상시험시 :US$500만

품목허가시 :US$ 1500만

- 경상기술료 :순매출액3- 5%

임상시험과 상품화을 공동

추진

1994.3 (주 )유한양행 일 본

그레란사

말로틸레이트계

간장질환

치료제 YH439'

- 정액 :US$ 200만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추가지급 )

- 경상기술료 : 순매출액 5%

독일에서 임상시험중 그레

란사는 일본지역에 한해 제

품개발·판권 소유

1994.7 동 아 제약 &한

국화학연구소

일 본

야마노우찌

사

페닐아세트아미

드계 비마약진

통제

- 정액 : ￥3억3천만

- 경상기술료 : 순매출액의

4.5%

임상시험과 상품화를 공동

추진

1995.9 한미약품 체코

칼레나사

사이클로스포린

A (면역억제제 )
순매출액의 6% 美아이백스사를 통한 전세

계판매권 이전

1997.4 한미약품 노바티스사 마이크로에멀젼

제제기술

- 계약금 :3백만불

- 98년부터 10년간 6,300만불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독점

사용권

1997.5 LG화학 SB사 퀴놀린계

항생제

제조기술

- 기술수출료 :3,750만불

- 로열티 : 상품화 이후

20년간 매년 3백억

독점적인 전세계 원료공급

원 확보

1997.7 LG화학 워너램버트 경구형

항응혈제

제조기술

(LB30057)

- 기술수출료 : 4천만불

- 로열티 : 2003- 15년까지

매출액의 10%

상품화 이후 아시아지역 판

권

1998.2 부광약품 트라이앵글

사

B형간염치료물

질 (L- FMAU )
- 판매로얄티 :순매출액의14%

- 기술로얄티 :약6,850만불

판매 로얄티는 25년간

매출액의 14%

1998.5 대상 (주 ) 독일BASF 라이신제조균주

및 제조 기술

- 기술수출료 :6억달러

1998.

11

제일제당 미국

VaccGen사

신일본뇌염백신 - 기술계약료 :150만불

- 로얄티 :특허존속기간까지

매출액의 8%

1998.

12

LG화학 SB사 항바이러스제 - 기술수출료 약4천만불 세계유일의 약효평가기술

1998.

12

유한양행 와릭 면역억제제

제조기술

- 기술수출료 100만불

- 매출액의 10∼20%
1999.7 SK (주 ) Johnsom &

Johnson

간질치료제

YKP509

- 계약금 :3,900만달러 상업화 성공후 15년간 매출

의 일정액을 로얄티로 받는

조건

자료 : 한국제약협회, 제약산업통계집, 1998, 199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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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정부 신약개발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가. 지원정책의 현황

정부의 제약업체에 대한 지원정책은 크게 세가지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조

세지원 등 제조업체에 대한 일반적 지원이며, 둘째는 연구 개발비 지원, 그리고 셋째

는 기술개발 자금장기저리 융자 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제약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대부분 자생적으로

설립되어 성장하고 있다. 각 지원 정책별로 현재까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세 지원 등 일반 지원

·기술개발 준비금 제도 : 기술개발비, 기술정보 훈련비, 연구시설 투자 등 기술혁

신 관련 투자계획 금액을 투자 개시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고, 이를 3년

이내에 기술개발 및 관련 활동에 투자토록 하는 제도(적립한도 수입금액의 3%)

·기술 및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 기업이 지출한 기술 및 인력 개발비의 일정률

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조감법 제9조)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세액 공제 :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용 시설로서 기업내의 연

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조감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 자산투자 세액 공제 : 국내개발 신기술의 기업화 사업용

자산투입 금액의 일정률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조감법 제

10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

·학술 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 과학기술 또는 산업 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

하기 위해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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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5)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기업부설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

개발전담부서와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

연구용의 견본품과 비영리 법인인 연구기관이 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

품으로써 국내 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를 면제해 주는 제도(조감법 제103조 및 제108조)

·기술개발 선도 물품에 대한 특소세 잠정세율 적용 : 특소세 과세대상 물품중 기

술개발 선도 물품으로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에 대하여 시장진출 초기 단계에 일정 기간 동안 특소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특

별소비세법 제1조의 2)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지방세법 제282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조감법 제15조)

·기술 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조감법 제11조) 등

(2) 연구개발비 지원

·선도기술개발사업 : 지난 1992년부터 추진되어 온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

트)은 신의약부문에 1,2단계 6년동안 1,522억원이 투입되었다. 총 연구비중 정부

지원금이 1,037억원으로 68.1%, 제약업체 등의 민간부문 연구비는 484억원으로

31.9%을 차지하였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처의 주도하에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국가 주도의 대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신약개발 주

체들이 산·학·연의 협동으로 참여하였다. 연구과제 수는 1단계 기간중에 395과

제, 2단계 기간중에 216과제에 달해 총 611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개량 신약개발과

원료 및 중간체 개발 등으로 상품화에 성공한 과제는 총 8건에 불과하다.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 총 사업비 15,540억원(정

부투자액)으로 1998년까지 597억원이 지원되었다. 의약품 분야는 신약개발 분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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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약제품화 분야에 지원대상이며 최근에는 뇌의약학 기술개발사업과 벤처형 중

소기업기술개발 분야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신규과제에 대한 임상시험비 지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규과제 선정결과 역시 신약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선정

및 지원비율( '99년 신청대비 선정률 10.8%에 불과)이 타 보건의료분야 선정비율

과 지원규모에서 차별이 가시화 되고 있음은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 이 제도는 개발이 필요한 분야중 기업의 자주적 노력만

으로 기술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술분야에 대하여 정부가 개발사업비의 2/ 3까

지(벤쳐기업 3/ 4) 기업에 지원해주고, 개발결과가 기술적 및 상업적으로 성공하면

정부가 지원한 자금의 30∼50%를 개발 완료후 3∼5년내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제

약분야는 생산기술 등에 매년 10억원 정도의 연구개발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

이다.

(3) 장기저리 융자자금 지원

·과학기술진흥기금 융자 : 1993년부터 선도기술개발과제의 기업부담금의 80% 한

도내에서 연리 6.5%,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5년간 총 230억원(연평균

약46억원)이 융자됨.

·산업자원부 공업발전기금 융자 :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융자자금으로 과학기술진

흥기금과 유사한 조건이나, 이는 전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으로 제약 분야는

매년 20∼30억원 정도로 추산됨.

·보건복지부 재정투융자 자금 : 1995년도 100억원, 1996년도 200억원, 1997년도

200억원 등 총 500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신약개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

입자금에 국한되어 사용에 제한이 많음.

나. 지원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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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며 신약탄생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막대한 투자

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지속적이고 선택적으로 투

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나 국내제약산업의 취약한 수익구조하에서는 막대한 투자는

차치하고라도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따라 우리

나라 제약산업의 구조적으로 취약한 수익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될 때까지만이라도 정

부차원의 별도 지원정책수립 및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

으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는 수치상으로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이의 지원은 주로 학·연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제약기업들이 이들

제도의 혜택을 크게 받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연구성과가 제품화 내지는 기

술상품화로 발전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연구지원금의 회수도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약기업에 있어서 전임상 및 임상시험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막대한 예

산이 소요되는데 이를 지원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 실제 제약기업들은 이들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융자지원에 있어서도 금리와 상환조건이 까다롭고 일

반시중은행에서의 융자조건에 비교해도 그 조건이 열등하여 대부분의 제약기업들이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제도에 대해 제약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더욱 넓히는 것이 일차적인 지원정책의 방향이라고 본다.

- 51 -



Ⅳ . 세계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현황 및 전망

1. 세계 제약산업의 시장규모 및 예측

가. 지역/ 국가별 시장

(1) 세계의약품 수요 전망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내에 늘어나는 의료수요와 보건의료부문

에서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비의 증가를 억제시키는 일환으로 악가인하정책을

시행하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세계 의약품시장은 다소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그러나, 세계 의약품시장 규모는 1997년 2,970억달러에 비해 2001년에는 연

평균 6.2%의 성장률을 나타내어 3,78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6년

도 시장별 점유율은 북미 31.7%, 유럽 27.3%, 일본 20.8%, 남미/ 카리브해 6.9%, 동남

<표- 28> 지역별 제약시장 점유율

지 역 1996 2000 예측 증감률(%)

북미

유럽

일본

남미/ 카리브해

동남아/ 중국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인도이남 대륙

호주

CIS

31.7

27.5

20.8

6.9

5.3

1.4

2.1

1.5

1.3

1.1

0.3

32.4

26.4

17.9

8.1

6.6

1.7

2.0

1.7

1.6

1.3

0.3

0.7

- 1.1

- 2.9

1.2

1.4

0.3

0.0

0.1

0.3

0.1

- 0.1

자료 : Facts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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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중국 5.3% 기타 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1997년 이후 향후 5개년의 성장률

은 동남아/ 중국 시장이 12.3%로 가장 높고 이어 중남미 시장이 10.6%, 북미 6.5%, 유

럽 5.7%로 예상되며,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동남아/ 중

국과 중남미 시장의 개방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의료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 주요시장의 의약품 판매 현황

1998년도 세계 제약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전년 동기대비 6%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북아메리카 지역에서의 판매액은 11%가 증가한 783억 달러

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미국시장의 11%의 성장에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럽시장

<표- 29> 주요 제약시장의 의약품 판매 현황

(단위: $million , %)

지 역 1998 1997 증감율(CER)

North America

USA

Canada

78,371

74,095

4,276

70,598

66,488

4,110

11

11

11
Europe(top 5)

Germany

France

Italy

U.K

Spain

52,427

15,470

14,165

9,123

8,385

5,284

49,625

14,791

13,697

8,570

7,705

4,862

7

6

4

8

8

11
Japan (병원 포함) 38,764 41,665 - 1

Latin America(top 3)

Brazil

Argentina

Mexico

13,356

6,536

3,557

3,263

13,137

6,847

3,341

2,949

2

- 5

6

11
Australia/ New Zealand 2,464 2,703 8

Selected World 185,382 177,728 6

자료 : www .ims- imshealth .com, 1999

- 53 -



상위 5개 시장에서의 성장율은 7%로서 1996년의 성장율과 유사하며 판매액은 524억

달러에 이른다. 이중에서 성장율이 가장 크게 상승한 시장으로는 스페인으로서 8%의

성장율을 기록하였고, 이태리와 영국도 각각 7%의 비교적 양호한 성장율을 기록하였

으나 프랑스의 경우는 4%의 저성장을 보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1%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나. 약효군별 시장

(1) 주요 약효군별 의약품 판매 현황

소화기/ 대사, 혈액제제, 순환기, 부인과, 감염증, 근육계/ 피부, 중추신경, 호흡기의 8

대 영역 의약품은 97년 미국, 유럽, 일본의 선진 10개국 시장에서 85%를 차지하였다.

<표- 30> 치료영역별/ 주요시장별 판매현황

(단위: $million)

치료영역별

1997.1- 12
1996.

1- 12
북미

판매액*

점유율

(%)

유럽7개국

판매액

점유율

(%)

일본

판매액

점유율

(%)
Cardiovascular

Alimentary/ Metabolism

Centr al Nervous System

Anti- Infectives

Respir atory

Genito- Urinary

Musculo- Skeletal

Dematologicals

Cytostatics

Blood Agents

Sensory organs

Miscellaneous

Diagnostic Agents

Hormones

Hospital Solutions

Parasitology

13,400

11,382

13,849

6,985

7,148

4,491

2,628

3,117

1,691

948

1,748

1,377

898

783

2

175

19

16

20

10

10

6

4

4

2

1

3

2

1

1

0

0

12,752

8,674

7,106

5,317

5,503

2,913

2,647

2,212

1,879

1,140

894

399

612

1,013

75

116

24

16

13

10

10

6

5

4

4

2

2

1

1

2

0

0

7,600

6,907

2,572

4,939

2,702

852

2,897

1,049

2,586

2,932

1,172

1,275

1,408

1,025

1,744

5

18

17

6

12

7

2

7

3

6

7

3

3

3

3

4

0

34,129

27,535

22,022

17,603

15,461

8,033

8,753

6,624

6,385

5,245

3,766

3,579

3,029

2,886

2,055

283

* retail pharmacy
자료 : www .ims- imhealth .com, 1999

- 54 -



순환기계가 20.4%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고, 이어서 소화기/ 대사약이 16%, 중

추신경용약이 15%를 차지하였다. 한편, 동남아시아와 극동 8개국에서의 8대 영역 의

약품 점유율은 76%로 구미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데, 소화기/ 대사용약이 20.4%로 높

은 비중을 차지했다. 감염증약이 16%, 호흡기용약이 11%로 뒤를 이었다.

(2) 거대품목 판매현황

1996년 상위 100대 판매 의약품에 의하면 프로톤 펌프 저해제 계열의 위궤양치료

체 로섹(오메프라졸)이 H2 저해제인 잔탁(라니티닌)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으며, 고

지혈증 치료제인 조코(심바스타틴), 프라바콜(프라바스타틴), 우울증 치료제인 노바스

크(암로디핀), 세록사트(파록세틴), 적혈구 증가제인 에포젠(이포이에틴)등이 30%이상

의 고성장을 보였다.

<표- 31> 주요 약효군별 의약품 세계판매현황(1996)

- 세계 100대 판매품목을 약효군별로 분석 -
(단위: $million , %)

약 효 군 별 판 매 액 점 유 율

심혈관계 약물
고혈압 치료제
협심증 치료제

12,990.8
12,657.7

333.1

17.1

감염증 치료제
항균/ 항생제

항진균제

12,562.4
10,307.4
2,255.0

16.5

위장관계 약물
위궤양 치료제
위 - 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항구토 약물

10,409.7
8,588.8

930.0
890.8

13.7

중추신경계 약물

항우울제

간질 치료제

향정신병 약물

편두통 치료제

Antianxiety drug

8,541.5
4,794.4
1,103.3
1,080.5

840.8
722.5

11.3

호흡기관계 약물
천식 치료제

알러지 치료제

5,526.5
3,659.8
1,866.7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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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효 군 별 판 매 액 점 유 율

고지혈증 치료 약물 5,494.0 7.2

암과 암 - 관련 치료약물
항암제
Biological response m odifier

4,660.4
3,659.8
1,866.7

6.1

Women `s health products
에스트로겐 보충요법제
경구피임제
2차적인 무월경 치료제

2,328.4
1,038.2

575.0
363.4

3.1

적혈구 생성증강제 2,145.0 2.8

관절염치료제 1,924.8 2.5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1,523.0 2.0

이식치료제 1,300.0 1.7

당뇨병치료제
인슐린제제
경구용 당뇨병제제

1,216.0
884.0
332.0

1.6

방사성 의약품 (Radiopharmaceuticals ) 1,026.0 1.4

마취제 978.7 1.3

백신류 567.8 0.7

혈액학적제제 467.3 0.6

안과용제제 405.0 0.5

항트롬빈제 401.0 0.5

성장결핍 치료제 396.9 0.5

피부용제 385.2 0.5

다발성 신경염 치료제 353.0 0.5

갑상선 호르몬제 313.9 0.4

자료 : Scrip, Year Book, 1997

100대 의약품을 약효군별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심혈관계 약물이 17.1%를 점유

하였으며 그중에서도 고혈압 치료제가 가장 많이 판매되었다. 이어서 감염증 치료제

가 16.5%, 위장관계 약물이 13.7%, 중추신경계 약물이 11.3%를 점유하였다.

다. 기업별 판매동향

세계 의약품시장은 신약개발능력을 갖춘 유럽, 미국, 일본의 50대 기업 정도가 주

도하고 있다. 95년 매출액 기준 세계 20대 기업에는 미국의 10개 기업, 유럽의 7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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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일본의 3개 기업이 포진하고 있었으나, 96년 20대 기업에는 미국과 유럽의 기업

이 각각 11개, 8개로 늘어난 반면, 일본은 1개 기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의 대형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96년 상위 10대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34%에 이르렀고 상위 20대 기업의

점유율은 52%에 달한다.

<표- 32> 제약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96년 순위 기업 1994 1995 1996

1

2
3

4
5

6
7

8
9

10

Novartis (스위스)

Glaxo Wellcome(영국)

Merck (미국)

Hoechst Marion Roussel(독일)

Bristol Myers Squibb (미국)
American Home Products (미국)

Johnson & Johnson (미국)

Pfizer (미국)

SmithKline Beecham (영국)

Roche(스위스)

4.5

4.6
3.4

3.8
3.2

2.7
3.1

2.7
2.6

2.7

4.4

4.4
3.5

3.5
3.1

2.8
3.0

2.8
2.5

2.6

4.4

4.4
4.0

3.3
3.2

3.1
3.1

3.1
2.7

2.7

상위 10개사 33.3 32.6 34.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ayer (독일)

Astra(스웨덴)
Eli Lilly (미국)

Rhone Poulenc Rorer (미국)

Abbott (미국)

Schering Plough (미국)

Pharmacia & Upjohn (미국)

Boehringer lngelheim (독일)

式田藥品(일본)

Warner Lambert (미국)

2.2
1.7

2.1
2.1

1.7
1.8

2.0
1.4

1.5
1.3

2.2
1.9

2.0
2.1

1.8
1.8

1.8
1.5

1.5
1.3

2.1
2.1

2.1
2.1

2.0
2.0

1.8
1.5

1.5
1.4

상위 20개사 51.2 50.5 52.4

자료 : IMS Health World Review , 1995, 1996, 1997 재구성

세계 상위기업들의 매출액 순위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활발히 이루어진 M&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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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으로 매년 바뀌고 있다. 95년에 지난 10년간 1위자리를 고수하던 Merck를 끌어

내고 수위에 올라섰던 Glaxo Wellcome이 96년에는 Ciba와 Sandoz가 합병한

Novartis에 1위 자리를 내주었다. 또한 독자노선을 걸으면서 개발전략을 강화하고 있

는 미국의 Merck와 Pfizer , 스위스의 Roche, 스웨덴의 Astra 등은 착실하게 시장에

서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96년 처방약 판매기준으로는 Merck가 Glaxo Wellcome을 제치고 1위로 올라

섰는데, 이는 Merck의 최다 판매품목인 조코(심바스타틴)가 지난해에 비하여 43% 성

장을 보인 반면, Glaxo W ellcome의 잔탁(라니티딘)은 14.4%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분

석된다.

<표- 38> 상위 20대 기업의 처방약 판매 현황(1996)

Ranking Company
Pharma sales

(US$mill)

%

change

Pharma%

total sales

1 (2) Merck (US ) 13,295 +18.6 60.5
2 (1) Glaxo Wellcome (UK) 13,027 +3.5 100.0
3 (3) Novartis (Swi) 9,858 +3.9 33.6
4 (5) BMS (US) 8,702 +11.4 57.8
5 (4) HMR (Ger) 8,373 - 1.1 100.0
6 (6) Pfizer (US ) 8,188 +15.8 72.4
7 (7) AHP (US) 7,457 +6.5 52.9
8 (8) J&J (US ) 7,188 +14.6 33.2
9 (10) SB (UK) 6,711 +10.2 54.2
10 (9) Roche (Swi) 6,686 +8.2 51.8
11 (11) Lilly (US) 6,427 +7.3 87.5
12 (12) Abbott (US ) 6,307 +12.0 57.3
13 (15) Astra (Sw e) 5,720 +15.9 98.5
14 (13) T akeda (Jap) 5,201 - 7.5 67.4

15 (14)
Pharmacia & Upjohn

(Sw e/ US )
5,079 - 0.6 70.8

16 (19) Schering- Plough (US ) 4,853 +13.4 85.8
17 (16) RPR (US) 4,825 - 0.3 89.0
18 (17) Bayer (Ger ) 4,783 +3.6 14.8
19 (18) Sankyo (Jap) 4,101 - 5.8 74..8
20 (21) Zeneca (UK) 3,803 +11.4 45.4

자료: Data Book,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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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요국가별 제약산업 수급동향 및 전망

가. 미국

1997년도 의약품 판매액은 국내외를 포함하여 약 1,108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9.1%의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1998년도에는 12.4%, 1999년에는 7.5%가 상승한 각각

1,246억 달러, 1,341억 달러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로써 미국 시장은 4

년 연속하여 두자리 수의 고성장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고성장의 원인

으로는 주로 신약의 판매호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고지혈증 치료제인

조코(심바스타틴) 및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의 판매호조 및 우울증 치료제를 포함한

중추신경계용약의 수요 증가 및 판매호조가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기 때문이다.

<표- 34> 미국의 연도별 의약품 국내/ 외 판매액(1990∼1999)

(단위: $millions , %)

연도 국내판매액 증감율 해외판매액 증감율 합계 증감율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91,823.3

81,289.2
71,761.9

64,741.4
57,145.5

50,740.4
48,590.9

48,095.5
44,304.5

38,486.7

13.0

13.3
10.8

13.3
12.6

4.4
1.0

8.6
15.1

17.7

42,283.0

43,320.1
39,086.2

36,838.7
33,893.5

26,870.7
26,467.3

25,744.2
22,231.1

19,838.3

- 2.4

10.8
6.1

8.7
**

1.5
2.8

15.8
12.1

18.0

134,106.3

124,609.4
110,848.1

101,580.1
91,039.0

77,611.1
75,058.2

73,839.7
66,535.6

58,325.0

7.6

12.4
9.1

11.6
**

3.4
1.7

11.0
14.1

17.8

* 추정치

**Sales abroad affected by merger and acquision activity

자료: http :/ / www .phrma.org , 2000

98년도 주요제품 및 업체의 판매액 순위를 살펴보면 Pfizer가 미국시장에서

Merck&co를 추월하여 선두기업이 되었는데, 이는 Zoloft , Norvasc와 같은 상위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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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제품들의 좋은 판매실적 때문이었다. A stra의 푸릴로섹(오메프라졸)은 29% 성장을

하여 Lilly의 Prozac을 제치고 1위 품목이 되었다. 한편, 96년도 판매 1위 품목인

Glaxo Wellcome의 Zantac은 97년도에 6위 자리로 밀려났는데, 98년도에는 아예 순위

권 밖으로 밀려났다. W anner - Lambert는 74%의 고성장을 달성하였는데, 96년에 20위

에서 97년에 7단계 상승하여 13위가 되었으며, 이어서 98년에는 11위가 되었다. 이는

고지혈증 치료제인 리피토(아트로바스타틴)과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인 레쥴린(트로글

리타존) 등 중위권 제품의 판매호조에 힘입은 바가 크다. T AP의 Prevacid, Lilly의

Zyprexa, Amgen의 Neupogen들도 성장을 많이한 제품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처방량

의 증가에 기인하여 판매가 성장하였다.

<표- 35> 주요제약사 미국내 판매 현황(1998)

(단위: $million , %)

98(97) 업체명 미국내 판매액 증감율

1(4)

2(1)

3(3)

4(2)

5(6)

6(7)

7(5)

8(8)

9(9)

10(10)

11(13)

12(11)

13(12)

14(13)

15(15)

16(19)

17(18)

18(17)

19(16)

20(20)

Pfizer

Merck&Co

BMS

Glax o Wellcome

J&J

Lilly

AHP

Schering - Plough

Nov artis

SKB

W arner - Lambert

Abbott

A stra Merck

Roche

Amgen

T AP

Zeneca

Pharmacia&Upjohn

HMR

Bayer

6,085

6,076

5,905

5,376

4,857

4,517

4,334

4,270

3,995

3,815

3,568

3,111

3,076

2,291

2,261

1,945

1,879

1,820

1,806

1,489

+28

+8

+16

- 3

+19

+23

+1

+19

+12

+14

+73

+8

+28

+2

+20

+34

+24

+10

- 1

+3
T op 20 total 72,474 n/ a
T otal US pharma m arket 1 94,015 +16

자료: Scrip no.2428,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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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미국내 주요제품 판매 현황(1998)

(단위: $million , %)

98(97) 품 목 업체명 미국내 판매액 증감율

1(1)

2(2)

3(23)

4(3)

5(4)

6(5)

7(20)

8(7)

9(9)

10(8)

11(24)

12(12)

13(15)

14(13)

15(11)

16(36)

17(17)

18(10)

19(22)

20(26)

Prilosec

Prozac

Lipitor

Zocor

Epogen/ Procrit

Zoloft

Prevacid

Paxil

Claritin

Norvasc

Zyprexa

Augmentin

Pravachol

Imitrex

Premarin

Neupogen

Cipro

Vasotec

Risperdal

Glucophage

Astra

Lilly

Warner - Lambert

Merck

Amgen/ J&J

Pfizer

T AP

SKB

Schering- Plough

Pfizer

Lilly

SKB

BMS

Glax o Wellcome

Wyeth

Amgen

Bayer

Merck

Janssen

BMS

2,933

2,181

1,544

1,481

1,455

1,392

1,245

1,190

1,150

1,086

1,054

926

880

857

854

784

779

770

754

727

+29

+12

+165

+7

+21

+16

+86

+25

+27

+19

+83

+15

+14

+8

+6

+92

+10

- 9

+22

+43

자료 : Scrip no.2428, 1999

나. 일본

1998년도 의약품 생산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5.0%가 감소한 6조 1,000억엔을 기록

하였는데, 이는 1990년 이후 최악을 기록한 마이너스 성장이다. 전체 치료용약의 생

산은 4조9,360억엔을 기록하여 전년도에 비해 4.8%로 대폭 감소를 보였고 전체 의약

품 생산의 84.5%를 차지하였다.

1998년도 일본 의약품수출은 5.8%가 증가한 2,498억엔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

도에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이 증가한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실질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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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의 성장이 침체되고 있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7> 일본의 연도별 의약품 생산실적

(단위: ￥billion , %)

년도 총생산실적 증감율 GDP 대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5,595.4
5,697.2

5,574.2
5,695.1

5,750.3
6,618.1

6,100.0
6,147.8

6,100.0

1.7
1.8

- 2.2
2.2

1.0
7.3

- 1.1
0.8

- 5.0

1.28
1.24

1.19
1.21

1.22
1.30

1.22
1.21

1.18

* GDP 대비에서 1992년도 이전의 것은 GNP 대비임

자료 : Data Book, 1999

<표- 38> 일본의 연도별 의약품 수출입 실적

(단위: ￥million, %)

회계년도
수 출 수 입

무역적자액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26,735
146,723

173,052
164,023

158,454
172,866

205,654
236,197

249,888

20.1
15.8

17.9
- 5.2

- 3.4
9.1

19.0
14.9

5.8

410,580
419,145

465,168
437,852

431,619
461,114

489,346
512,006

489,149

9.9
2.1

11.0
- 5.9

- 1.4
6.8

6.1
4.6

- 4.5

283,845
272,422

292,116
273,829

273,165
288,248

283,692
275,809

239,258

자료 : Data Book, 1999

국가별로 의약품 수출실적(1998)을 살펴보면, 35.8%는 미국 수출이며, 프랑스가

7.7%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고, 독일 7.6%, 벨기에 6.8%, 중국과 이태리 각각 4.8%, 대

만 3.6%, 한국 3.5% (1997년도 5.2%)순이다. 수입은 미국이 23.3%로 비중이 가장 높고,

독일 17.1%, 영국 11.9%, 스위스와 이태리가 각각 8.8%로 그 다음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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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

1997년도 독일의 의약품 생산은 전년도보다 0.7% 상승한 약 DM 344억을 생산하

고 있는데, 최근에는 유전공학 및 생물공학, 화학합성물, 천연물치료제 등의 생산비중

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1997년도 수출입 현황은 전년도 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국내시장의

확대와 함께 DM와의 가치하락으로 볼 수 있으며 1990년 이후 지속되어온 무역수지

흑자 행진은 1997년도 DM 76억을 기점으로 1998년도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39> 독일 제약기업의 생산실적

(단위: DM billion , %)

연도 생산액 증가율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25.7

30.7
32.8

30.9
32.8

32.5
34.1

34.4

5.5

19.5
6.7

- 5.8
6.4

3.0
4.9

0.7

자료: http :/ / www .bpi.de, 1999

<표- 40> 독일 의약품 수출입 현황

(단위: DM million , %)

연도
수입 수출

실적 증가율 실적 증가율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7,682
8,003

7,506
9,917

10,736
11,791

13,971

26.3
4.2

- 6.2
32.1

8.3
9.8

18.5

12,067
12,820

13,857
15,604

16,074
17,465

21,600

14.3
6.2

8.1
12.6

3.0
8.7

23.6

자료: http :/ / www .bpi.d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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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약기업들의 판매실적을 보면, 독일의 거대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대부분 농

화학 및 비의약품 관련사업의 규모가 순수 의약품사업보다 큰 경우가 많아 이들의 판

매실적을 제약판매실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독일내에서 제약업에 기반을 둔

이들 기업의 사업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표- 41> 독일 주요 제약기업의 판매 현황(1996)

(단위: DM billion , %)

회사명 판매액 증감율

Hoechst 2. 1980년대

이후 80
BASF Group
Bayer
Degussa
Boehringer Ingelheim
Merck & KGaA
Beiersdorf
Schering AG
AgrEvo(Hoechst/ Schering)

50.9
48.8
48.6
13.6
7.1
6.9
5.8
5.3
3.6

- 2.4
+5.5
+9.0
- 0.5

+10.2
+10.9
+8.1

+13.4
+8.4

자료 : Scrip no.2249, 1998

라. 영국

영국은 세계 제약산업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중 하나로서 현재

세계 T op 20개 의약품중 5개가 영국에서 발견되거나 개발된 것이며 T op 20개 의약품

기준으로 매출액을 대비해 보았을때 세계시장의 30%를 영국이 점유하고 있다. 1995년

도 영국의 총 생산실적은 11,893백만 파운드를 기록하고 있다. 총 생산실적중 내수시

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54%로서 5,993백만 파운드에 이르고 있으며, 수출은 46%를 차

지하여 총 수출액이 4,935백만 파운드에 육박하고 있어 영국제약산업에서 수출이 차

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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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영국의 의약품 수출입 현황

(단위: ￡million, %)

구 분 1996 1995 증감율

수 출

수 입

5,360

3,110

4,935

2,813

+ 9

+11

무 역 수 지 2,250 2,122 + 6

자료: Scrip no.2233, 1998

영국 제약산업의 수출은 지난 15년간 지속 성장하여 1995년 무역흑자가 22.5억 파

운드에 이르고 있다. 무역흑자 규모로 보았을때 영국은 스위스, 독일에 이어 세계 3위

를 기록하고 있다. 영국 제약산업의 발전은 제약부문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전통

<표- 43> 영국 주요제약기업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 투자액 현황(1998)

회사명
R&D투자액

(천 ￡)
R&D투자액

증가율(%)
매출액

(백만￡)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대비

R&D(%)

Glaxo Wellcome

Smithkline Beecham

Zeneca

Rhone- Poulenc Rorer

Astra pharmaceutical

Roche Products

Brit ish Biotech

Merck Sharp & Dohme

Medeva

Chiroscience

1161000

764000

602000

78300

64934

34700

29146

28863

24300

22230

- 3

17

10

- 20

66

13

26

2

44

84

8341

7925

5363

1208

388

364

8

275

332

12

5

13

9

- 6

10

12

167

- 6

30

140

13.9

9.6

11.2

6.5

16.7

9.5

364.3

10.5

7.3

185.3

자료: http :/ / www .abpi.org .uk, 2000

적인 기초 연구력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제약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

을 그 성장의 원동력으로 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연간 매출액의 10% 내외선에서 꾸준

히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영국의 총 연구개발 투자액은 1994년 현재 1,902 백만

파운드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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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세계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동향 및 전망

가. 약효군별 연구개발 동향

(1) 연구개발 상위 약효군

1997년 12월말 Pharmaproject의 분석에서 신경과 약물(Neurologicals )의 개발이

1,363개로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두번째로 큰 그룹은 항암제 분야

(Anticancer s )로 1,331개로 집계 되었다. 그 뒤를 이어서 항생제(Anti- infectives)가

1,233개, 생명공학제품(Biotech Product s )이 1,116개가 개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44> 연구개발 상위 약효군(1997.12)

약효군 프로젝트수 (1997년 ) 프로젝트수 (1996년 ) 증감율 (%)

신경계약 1,363 1,265 +7.7

항암제 1,331 1,196 11.3

항생제 1,233 1,184 4.1

생명공학제품 1,116 954 17.0

제제관련약 884 751 17.7

근골격계약 834 769 8.5

심혈관계약 737 726 1.5

소화기/ 대사약 727 641 11.2

혈액질환약 619 573 8.0

면역질환약 520 479 8.6

호흡기약 443 418 6.0

비뇨생식기/ 성호르몬 421 387 8.9

피부질환약 391 359 8.9

기타약물 206 189 9.0

감각기관약 190 167 13.8

호르몬 (성호르몬 제외 ) 159 141 12.8

기생충약 61 58 5.2

전체 11,235 10,257 9.5

자료: Pharmaproject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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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이 가장 많은 분야는 제제관련약(Formulation )으로서 96년에 751개에서

17.7%가 증가된 884개를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생명공학제품으로서 954개에서 1,116

개로 17%의 증가를, 감각기관 제품(Sensory )이 13.8%, 호르몬제품이 12.8%, 항암제

분야가 11.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가장 증가율이 낮은 분야는 심혈관계

(Cardiovascular s )와 항생제 분야로 이 두 분야는 절대적인 숫자에 있어서는 연구개발

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증가율 상에서는 1.5%와 4.1%의 상대적으로 작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이 분야의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나 연구가 이

미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97년 한해동안 새로운 것은 거의 없다

는 것을 의미한다.

(2) 미래 질병군의 변화 추이

2020년까지 우울증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비전염성 질환이 선진국에서 사망원인의

7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이 질환들이 전체 사인의 50% 정도를 차

지하고 있다. 허혈성 심질환(Ischemic heart disease)이 2020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선두

적인 질환군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뒤를 따라 우울증(Depression )이 2위의

질환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2위인 우울증이 오히려 선두질환을 차

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순환기계 질환은 전체 질환군의 15%에 달하게 될 것이며 이

중의 대부분을 허혈성 심질환과 뇌졸증이 차지하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선진국내에서는 전염성 질환은 점차 감소될 것인데 반해 결핵과 에이즈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20년이 되면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한 2∼

3백만에 이르리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는 2006년과 2012년 사이

에 170∼190만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0년에는 100∼17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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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990년과 2020년의 상위 15개 질병순위의 변화

1990년 2020년

하부 호흡기 감염 1. .1 허혈성 심질환

설사성 질환 2. .2 우울증

분만시에 나타나는 증상 3. .3 교통사고

우울증 4. .4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질환 5. .5 만성폐색성 폐질환

뇌혈관 질환 6. .6 하부 호흡기 감염

결핵 7. .7 결핵

홍역 8. .8 전쟁

교통사고 9. .9 설사성 질환

선천적이상 10. .10 에이즈바이러스 감염

말라리아 11. .11 분만시에 나타나는 증상

만성폐색성 폐질환 12. .12 폭동

낙상 13. .13 선천적 이상

철 결핍성 빈혈 14. .14 자해 손상

단백- 에너지 영양결핍 15. .15 기도, 기관지, 폐암

자료: Pharmaproject , 1997

나. 기업별 연구개발 동향

(1) 세계 주요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영역

선진 제약기업들은 대체로 5가지 내외의 연구개발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

다. 고령화로 인해 향후 시장규모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혈

관계 질환, 중추신경계 질환을 필두로 각 기업별로 연구기반이 갖추어졌거나 경쟁력

을 가진 분야 혹은 니치(niche)시장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선정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

고 있다. Smithkline Beecham이 감염증이나 염증분야에 집중한다든지, American

Home Product s가 산하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혈우병, 혈액질환 분야를 강화하는

것을 예로 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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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세계 주요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영역

기 업 주요 연구개발 질환 영역

Glaxo Wellcome

Merck

Hoechst Marion

Roussel

Bristol Myers Squilbb

Pfizer

Smithkline Beecham

Roche

Astra

Eli Lilly

Rhone Poulenc Rorer

Schering Plough

심혈관계, 소화기계,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감염증, 종양, 피부질환

심혈관계, 내분비계, 감염증, 신경계, 안과질환, 백신

심혈관계, 감염증, 알러지 및 천식, 당뇨병, 골질환, 암, 중추신경계

심혈관계, 중추신경계, 피부질환, 암, 감염증

암, 혈액 이상, 염증, 백신, 감염증

심혈관계, 중추신경계, 감염증, 관절염, 염증, 대사질환, 알러지, 암

심폐기, 감염증, 신경계, 염증, 조직재생, 종양, 백신

심혈관계, 중추신경계, 종양, 바이러스감염, 골다공증

호흡기계, 소화기계, 심혈관계, 중추신경계, 감염

중추신경계, 내분비계(당뇨병, 골다공증), 감염, 암, 심혈과계

호흡기계, 종양, 감염, 중추신경계, 골대사

호흡기계, 종양, 감염, 중추신경계, 심혈관계

자료:각 기업 자료 종합

R&D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의도는 대형기업간 M&A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ET C

기업간의 M&A 사례에서 잘 나타나는데 Ciba와 Sandoz간의 합병이 대표적 예이다.

두 회사는 각각 Genetic T herapy , Viagene 등과 연구제휴를 하는 등 바이오테크 분야

에 강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합병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Novartis

는 종양, 천식, 심혈관계 질환, 중추신경계 질환 등 기존의 핵심 치료제 영역을 광범

위하게 구비함과 동시에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강력한 연구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2) 연구개발 투자금액 상위업체

상위 업체들은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을 15%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투자

비율로서 1위는 Roche가 20.2%를 투자하였고, 금액면에서 1위는 Novartis가 18억5천4

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1996년도 1위인 Glaxo Wellcome을 추월하였다. Pfizer의 투자

금액은 상위업체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1997년에서 1999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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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6개의 신약을 발매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6> 연구개발 투자금액 상위업체(1997)

업 체 R&D 투자금액(US$mill) 매출액(US$mill) 매출액대비R&D 투자액(%)

Nov art is

Glax o W ellcom e

Roche

Pfizer

M erck

HMR

Ph arm acia & Upjohn

Lilly

Bay er

AHP

1,854

1,813

1,706

1,522

1,487

1,487

1,266

1,189

1,154

1,100

9,858

13,027

8,463

9,630

12,661

8,652

7,176

7,347

7,858

7,924

18.8

13.9

20.2

15.8

11.7

17.2

17.6

16.2

14.7

13.9

자료: Pharmaceutical Company League T abl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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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주요 외국의 신약개발 지원정책과 규제

주요 제약선진국의 신약개발 지원의 주된 정책수단은 재정지출이나 조세수입의 포

기를 통한 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고, 한국과 일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정부재정의

기금 전입이나 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한 보조금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 특히 최

근의 신약을 포함한 연구개발에 대한 선진국들의 정부보조금 규모는 절대적으로나 상

대적으로나 증가일로에 있고, 비보조금 형태의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신약개발에 관한 규제의 완화는 신약개발 비용을 낮추어 줌으로써 연구개발을 촉

진하고 학문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보다 많은 부분이 연구되도록 하여 신약개발에 관

련된 리스크나 이익에 관한 많은 정보가 공급되도록 할 것이다(Robert B, 1981). 법규

에 의하여 가해지는 제한이 모든 산업에 동일하다면 산업간 자원의 배분은 변하기 않

을 것이며, 자원의 사용량에 있어서만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법규는 제약산업에 상

대적으로 큰 압박을 가한다는 주장은 연구개발과 규제의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을 시

사한다고 판단된다(J . R. Virt s and J . F . W ston, 1981).

1. 1980년대 이전

가. 미국

(1) 1962년 의약규정 수정

1938년 미국 정부에서는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상품의 광고와 라벨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하였는데, 특히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규정화했다. 미국 식품의약

국(FDA )은 안전성을 판정할 권리를 부여받았고, 기업에게 신약승인을 하기 전의 신

약출원서는 의약품이 라벨에 제시된 사용에 안전하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했다.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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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임상시험량에 관한 결정은 제약회사에 맡

겨졌으며, 이에 미국 식품의약국은 판매전 실험에 대한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1938년 규정은 의약품이 검사중이라는 표기 하에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제한적으

로 유통되는 것을 허용했는데,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사건(진정제 및 수면제의 일

종인 탈리도마이드가 유럽에서 유통되기 시작한 후 이를 복용한 임산모가 기형아를

출산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건)은 불충분한 검사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는 1962년의 법

률 수정으로 연결되었다. 1962년의 수정에서는 광고와 판매촉진행위에 관한 것 등을

비롯하여 의약품 규정에 관한 수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일반명 의약품의 경우 일반명

의약품임을 밝혀야 하고 광고되는 사항은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되었

다.

1962년의 수정안 가운데 가장 주요한 변화 두 가지는 신약의 판매전 검사의 강화와

신약의 도입에 관한 기준의 변화이다. 1962년의 수정안은 신약출원을 평가하기 위해

제약회사가 사용해야 하는 검사방법을 미국 식품의약국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동물실험에 관한 보다 많은 자료가 미국 식품의약국의 임상실험허용 전에 요구되

었다. 신약도입에 관한 새로운 기준은 1938년 법규하에서 요구된 안전성의 증명에 효

능의 증명이 부가되었다. 즉 1938년의 규정하에서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신약을 시판

하는데 안전성 여부를 결정해야 했으나 수정된 규정에서는 신약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효과적인가도 발견해야 했다(P . J. F eldstein, 1983).

(2) 의약품에 대한 규정의 영향

미국에서 신약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1962년의 새로운 규정이 신

약개발에 보다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도록 만들었다는 증거이다. 1962년 의약법

수정 통과와 규정의 수정후 연구개발을 성취한 기업수가 20% 감소하였다는 분석은

규정의 강화가 연구개발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큼을 시사한다. 페츠만(S . Peltzman ,

1973)은 규정 수정의 복지비용 추정에서 수정하지 않았으면 소비자에게 편익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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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의약품의 유입을 감소시키는데 따른 수정의 총비용과 효과가 없는 약에 대한 낭비

의 감소에 따른 소비자의 편익을 분석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수정으로부터의

소비자 잉여 손실의 현재가치를 4,200만달러로 수정전의 낭비를 40만달러로 각각 추

정하였다. 그의 결론은 1962년의 의약품 수정은 비효과적인 약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낭비를 감소시키고자 했으며 그 목적이 달성된 것 같으나 그러한 과정에서의 신약도

입의 감소는 편익을 상회했다. 는 것으로 규정의 수정에 대하여 비판적이다(John W .

Egon, 1982).

라사그너(L. Lasagna, 1972)도 1962년 수정후 10년 동안 신약개발비용의 증가와

도입률이 감소한 원인으로 연구기회의 고갈과 규정의 강화를 지적하고 미국 식품의약

국이 공공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례트(L. H.

Sarett , 1974)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 식품의약국의 규제는 신약개발 기간을 크게 연장

시키고 그 결과 의약품 평균개발비용을 매년 30% 가량 증가시킴으로써 연구개발이

대기업에 집중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

다.

한편, 신약은 때때로 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며, 의사

의 처방을 유도하거나 환자의 평균비용을 낮춰줌으로써 특허는 경쟁을 연기시키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시캐는 것이며 특허만료 오래전부터 유익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John W . Egon , 1982). 신약개발에 있어서 특허는 신약개발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주는 것과 동시에 다른 기업으로부터의 도전도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데, 경쟁기업의 등장은 특허가 신약개발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과 신약개발로부터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나. 일본

1980년대 일본의 제약산업은 의약품 연구개발투자가 증대하고, 신약개발의 성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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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여 구미의 선진국 제약기업들은 일본의 제약산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

다. 그러나, 일본의 연구개발력은 국제적 수준에 볼 때 아직 미흡하며, 특히 기초연구

부문이 뒤떨어져 있어 창조적인 신약을 자주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아직도 힘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바이오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첨단기술에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지만 세

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그 규모는 여전히 작다.

(1) 연구개발 주변환경의 변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의약품 연구개발이 활발히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① 의약품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이 구축된데다 연구자의 육성에 노력하였고, 또한 적

극적으로 해외의 우수한 제품이나 기술을 도입하였으며, ② 유용성이 높은 의약품을

빨리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나 의료담당자의 강력한 요구로 의료보험제도의 확충이 이

루어졌고, ③ 제약기업이 자본과 기술을 축적하여 연구개발 의욕을 높이고 연구개발

에 막대한 투자가 계속되어 왔다는 점들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① 의약품분야의 경쟁이 국제적으로 심화되어 해외로부터 신제품·신기술의

도입이 곤란하게 됨에 따라 독창적인 연구개발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되고, ② 이

제까지 의약품 수요를 증대시켜온 의료보험제도가 확대기에서 성숙기를 맞이함으로써

점차 의료비·약제비의 억제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제약산업의 발전에 대한 정치

적·행정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③ 의약품의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장기

화되고, 비용은 확대되어 의약품의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더 큰 위험부담을 주게 되

었다는 것이다.

(2) 의약품의 연구개발 현황

ⅰ) 연구개발비

의약품의 연구개발비는 사람의 건강을 위한 사회투자이지만 경영상으로는 회수에

대한 보증이 없으며, 그 투자규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가 투자효율이 가장 높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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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될 수 있는 한 수익중에서 연구개발

비를 지출하려고 하며, 그 수익이 연구개발비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제약기업의 연

구개발비는 매년 크게 상승하여 1978년부터 1990년까지 연평균 12%씩 증가하였다. 아

울러 매출액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비율은 1983년 6.59%로 전체 업종중 1위를 차지했

으며, 연구개발지향형인 제약기업에서는 10%를 상회하고 있다.

<표- 47> 일본 제약산업의 연구비 추이

(단위 : 억엔, %)

연도 연구비 전년대비 증가율 연도 연구비 전년대비 증가율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347

1,769

1,898

2,184

2,398

2,899

2,953

11.8

31.3

7.3

12.1

9.8

20.9

1.9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3,419

3,420

3,807

4,162

4,560

5,161

15.8

0.0

11.3

9.3

9.5

13.2

자료 : JPMA, Data Book, 1991

한 개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매년 증가되었다. 이는 신약의 종류나

개발 경위, 또한 기초연구비나 간접경비의 배분방법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까지 한

개의 신약당 연구개발비가 일본의 조사로는 14억∼66억엔으로 평균 34.4억엔이다. 한

편, 외국의 한 개 신약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3,000만달러∼1억달러이다. 이와 같이 막

대한 연구개발비를 앞으로도 계속 투자하기 위한 자원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를 기초, 응용, 개발의 성격별로 나누었을 때, 의약품의 경우 개발

비는 임상시험이나 승인신청에 필요한 시험 등에 요구되는 비용이며 따라서 승인요건

이 엄격할수록 개발비도 상승하며, 승인요건의 까다로움에 따라 개발비의 불균등한

상승은 연구개발비의 효율화를 저해하기 때문에 승인의 간소화가 요원하게 되었다.

제약산업에서는 기초연구비의 비중이 현저히 높아 전체 연구비의 1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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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기초연구비는 새로운 물질(화합물)을 합성하고, 구조, 물성 등을 결정하여

그 신규물질을 생물에 적용하여 효과를 탐색(스크리닝)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

기에는 생명현상이나 의약품의 인체에 대한 연구 등 제조에 관계없는 연구도 포함된

다. 기초연구에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곧 신약의 개발기회를 높이는 것이며, 창조적

인 신약의 탄생을 촉진시킬 수 있게 된다.

한 개의 신약이 개발되기까지는 수천∼수만의 물질에 대한 스크리닝이 필요한데,

기초연구의 결과로부터 제품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예측해야 하며,

간혹 성공했다 하더라도 10∼20년의 세월이 지나야 의약품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된

다. 일본에서 개발된 항암제의 경우를 보면 아이디어를 얻어서 개발되기까지 17년이

걸린 예도 있다. 일본의 이 부문에 대한 투자는 아직도 불충분하지만 독일에서는 일

본의 기초연구와 내용이 유사한 신유효성분의 검색에 전연구개발비용의 28.3%를 사용

했다고 한다(MPS, 1983).

ⅱ) 연구개발의 인센티브

의약품의 연구개발부문은 대부분 민간기업이 맡고 있다. 따라서 신약기업의 연구

개발 의욕을 고취시킬 여러 가지 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연구개발 의욕에 직

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약가기준제도와 특허제도, 세제 등의 지원제도가 있다.

① 신의약품의 약가수재와 약가산정

의약품은 약사법상의 승인허가가 얻어지면 판매가 가능해지지만 국민개보험인 의

료의 대부분이 공적보험의료이기 때문에 약가기준서에 수재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는 의료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즉, 신의약품은 약가기준서에 수재되어 판매되기 시작

해야만 의료에 사용된다.

약가기준서에 수재될 경우에는 수재형식, 수재시기와 약가산정이 문제가 되는데,

수재형식으로 1978년의 상품명별 수재방식이 수재되어 연구개발 의욕이 높아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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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수재시기는 보통 지연되며, 정기적이지 않았다. 때문에 승인허가를 취득한 후

실제로 의료에서 사용되기까지에는 사무적인 일에 필요한 기간 이외의 불필요한 시간

적 간격이 생겼다. 이것은 행정이 약제비 억제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수재

시기가 지연되고 비정기적이므로 따라서 신제품의 사용이 늦어지고, 그만큼 치료기회

는 감소된다. 또한 제약기업에 있어서는 원재료의 조달, 제조 계획의 조정 등에 지장

을 초래하여 경영계획을 저해하고 산업활동은 비효율적으로 된 것이다.

신의약품의 약가는 원칙적으로 기수재품과의 유사약효 비교방식에 의해서 산정된

다. 따라서 신의약품의 약가는 기수재품의 약가에 영향을 받아 기수재품의 약가가 인

하되면 그 인하된 가격으로 산정된다. 기수재품의 약가는 90% 벌크라인방식을 중심으

로 한 산정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의 형성 상황도 관계되어

개정할 때마다 매년 약가는 하락한다. 이와같은 신제품의 산정방식이 계속되는 한 약

가는 점점 낮아져 상승하는 연구개발비를 보조받지 않는 한 연구개발 의욕은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 모순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수재품과의 유사약효 비교방식에 의해서 기수재품의 약가가 높은 영역의

신제품은 비싸고, 낮은 영역의 것은 싸기 때문에 연구테마는 고약가영역으로 집중되

고, 저약가영역의 신제품개발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고약가영역의 기수재

품도 약가가 개정될 때마다 하락하여 국제적으로 보아도 높다고 할 수 없다.

1982년 9월 신약약가산정위원회에서는 신제품의 수재와 약가산정방식에 대해 발표

하였는데, 여기에서 신약으로 수재되는 한 빨리 의료에 사용되도록 한다고 언급하였

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였다. 또한 약가의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유사약효 비교방

식을 원칙으로 ① 개발노력을 요하는 것, ② 유용성이 우수한 것, ③ 용도가 희소한

것에는 특별가산하여 국제약가수준을 참고로 보정한다. 또한 유사약이 없을 경우에는

원가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여기에서 ① 유사약이 복수일 경우의 선택방법, ② 용법용량 비교에 의한 용법용

량의 설정방법, ③ 특별가산의 대상과 가산폭, ④ 국제약가와 비교할 경우 통화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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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나라별 가격 수준의 선택과의 비교방법, ⑤ 원가계산할 때 고정비, 변동비의 게산

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이 있다. 기술적 문제와 기본적 문제로서는 ① 국제약가 비교

의 타당성 여부, ② 원가계산방법의 타당성 여부가 있다. 신약약가산정위원회에서는

상기의 기본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의약품의 가격구조, 경쟁촉진의 입

장으로 보아서도 원가계산에 의한 약가산정은 적절하지 못하였고, 국제약가비교에 있

어서는 상기 국제약가비교의 기술적 문제에 대해 충분한 납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타당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국제비교할 경우에는 무조건 약가가 억제될 수가 있다.

한편, 10% 정도인 특별가산폭을 확대함으로 인해 기존약은 경쟁상 불리하게 되겠지만

보다 우수한 신의약품의 개발 인센티브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특허제도

신약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개발된 신약이 특허로 보호되어야 한다. 일본의

특허제도는 공고한 날로부터 15년 또는 출원한 날로부터 20년으로 물질특허를 인정하

기 때문에 빨리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부여된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신규화합물이 개발되어 약리작용이 확인된 단계에 있을 때 특

허출원하게 된다. 따라서 출원·공고된 후에도 전임상시험,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하

고, 약사법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약으로 시판되기까지 많은 기간이 필요

하게 되어 그 만큼 특허기간은 단축된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의료용의약품의 평균 특

허잔존기간, 즉 특허권의 실질적인 유효기간은 동약공, 대중협약공업소유권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약 7년이 된다.

③ 세제 등의 지원제도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제도로는 세제, 지원금이나 금융 등이 있지만 지

원을 위한 보조금이나 융자의 연구개발비 총액에 대한 비율은 지극히 작으며, 실제의

개발비용은 모두 제약기업의 자체 자금이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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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이며, 이익이 연구개발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세제의 역할이 중요하

기 때문에 세제조치는 연구개발의 인센티브로서 크게 작용하게 된다.

ⅲ) 연구개발의 지원제도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의 확보, 원활한 정보교환, 실

험동물의 확보와 임상시험체제의 확립 및 적정한 인·허가제도의 확립 등이 필요하

다.

① 연구자의 양성

의약품 연구에서는 석사와 박사의 수요가 많아져 자연히 연구자의 연령도 그만큼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젊은 연구자에 대한 고용을 증가시키는 일이 급선무이다. 연

구자수를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1982년) 미국, 독일, 영국에는 많은데, 기업단위로는

미국 화이자의 연구스텝은 2,000명, 독일 훽스트는 4,200명, 일본에서는 연구자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1,500명 전후이며, 일본 제약협회 가맹회사의 평균으로는

226명이다. 의약품의 연구개발은 기지물질의 성분 해명이나 제조·신합성법 개발로부

터 유효성, 안전성이 높은 신규물질의 개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유기화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자에서 생화학, 면역학, 병리학 등 생물계 연구자, 의사 및 임상약리

등의 전문가로 그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이와 같은 수

용의 변화에 대응한 교육이 필요하다.

② 산·학·관의 협동

도입기술의존형이나 연장형, 개량형의 연구개발에 있어 산·학의 관계는 승인신청

을 위한 임상연구의 위수탁이 주가 된다. 창조적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기초영역의 탐구가 중요하게 되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역할이 증대하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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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는 일본의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인식이 낮아 학교의 독립성을 강조한 나

머지 기업을 의식적으로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으며, 또한 기업에서는 학교에 대해서

성급한 기대를 가지고서 당면문제를 학교에 의뢰하고 자금을 제공하였지만 장기의 불

확실한 연구에 대한 원조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과 학교의 협동

에 의한 신제품의 개발수는 적었다. 그러나, 구미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발전이 산·학

의 협동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자극을 받아, 1983년 문부성에서는 민간 등과의

공동연구를 시작했고 수탁연구제조의 특허 등을 구체화하여 산·학협동의 법규를 정

비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청의 창조과학기술추진제도, 농·임·수산성의 바이오테크놀

로지 프로젝트, 통산성의 산업기술센터와 함께 기초연구, 응용연구분야에서의 공동연

구나 연구자의 초정, 파견, 연수 등 산·학·관의 제휴대책이 추진되었다.

③ 인·허가제도

의약품의 유효성,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약품 본래의 목적인 질병의 예방, 치료나

건강의 유지를 위해서는 의약품의 승인, 허가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허가제도

가 더욱 엄격해짐에 따라 연구개발기간이 장기화되고, 비용은 더욱 많이 필요하게 되

었다. 인·허가제도에 관한 문제로는 인·허가의 효율화에 대한 추진과 국제적 조화

이다. 또한, 심사체제의 충실 및 과학적 기준·지침의 설정을 보다 더 체계화하여 학

문의 진보에 대응한 개정과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고, 또한 상담업무의 충실, 인·허

가사무의 지방청 이양에 대한 추진, 신고제의 마련 등 심사의 효율화를 위해 시책도

요망되었다.

2 . 1980년대 이후

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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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제약산업 및 생물공학관련 기술 및 생물학적 신약기술은 경쟁력이 강

한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으며 지원도 상당히 활발하다. 보건부의 주관하에 국립보

건원(NIH)에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지원금 총액 중 보건부를 통해 지원되

는 연구비는 전체의 약 14%에 이른다. 특히 기초과학분야에 있어서는 보건분야가 미

국 전체 기초과학연구 지원금의 41%를 차지하여 의학관련 기초연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국립과학기금(NSF )에서도 의학 및 생명공학 연구를 지원

하고 있다.

기술개발 지원도 특정 상업기술의 지원이 아니라 각종 산업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제품과 제조공정에 응용되는 기술로서 상업화와 시장제품화를 위해서는 기업차원에서

다시 연구개발이 필요한 공통기반기술(Genetic T echnology ), 경쟁전기술

(Precompetitive T echnology )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

법인소득세 체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혼합된 체계를 갖고 있으나 연구개발비와

관련한 조세제도는 일반적으로 연방법을 따르고 있다. 연방법에 따르면 경상연구개발

비는 당해년도에 100% 공제하거나 최소 5년 동안 지출액을 상각할 수 있다. 연구개발

용 기계장비에 대한 자본 지출은 5년간 2배 정율법에 의해 상각하고, 건물은 정액법

에 의해 39년간 상각한다.

연방정부는 비교대상 기간 동안의 투자액을 초과한 적정 경상연구개발비의 지출액

에 대해서는 20%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기준금액은 납세자의 일정기준 비율을

과거 4년간 총 지출금액의 평균에 곱하여 산출한다. 기준금액은 당기 적정연구비의

50%보다 작아지지 않게 한다. 20%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경상연구개발비의 공제

기준금액이 감소하므로 전액 과세 대상이라 할 수 있다.

(1)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 제도

최근 미국은 산업경쟁력의 고도화를 위해 각종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수립과 지

원을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목적과 수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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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정부가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출하는 부문은 투자지출(Investment )부문이고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보조금 수단은 조세감면을 통한 특별혜택이다. 연구개

발에 있어서는 무상양여금(Grant s )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한국과 일본이

조세 금융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재정지출을 통

한 연구비의 직접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다.

1989년 과학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은 연구개발 지출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Incremental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T ax

Credit )에서 전략 방위주도 프로그램(Strategic Defence Initiative, SDI)에 이르기까지

10여개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OECD의 자료를 보면 1986년에서 1989년까지의 미국 정

부 보조금 중에서 과학 기술 및 연구개발 관련 정부보조금이 전체 보조금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25%에서 30%까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ⅰ) 상무부(NIST )의 AT P프로그램 지원내용

상무부는 1992년 4월 제2회 고도기술프로그램(AT P ) 보조금 부여 대상기술을 결정

하였는데, 기술개발 보조금 획득을 목표로 하여 제출된 하이테크 기업의 상업 콘소시

엄의 연구개발 제안은 총 271건이었다. 그 중에서 27건이 보조대상으로 결정되어 총

9,000만달러가 부여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첨단산업기술개발에 대한 미국정부의 가장

직접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1988년 포괄무역경쟁법 에 준거하고 있다. AT P프로그램

에는 제약산업에 대한 부분은 화학과 생명과학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며 신약개발에 대

한 부분을 포함하며 특히 DNA 분석기술이나, 동물세포 배양 및 형질전환동물에 대한

최첨단의 기술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다.

ⅱ) 연방정부 보조금(SBIR) 프로그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연방정부의 필요에 부합시키며, 연방정부의

연구성과에 대한 민간기업의 상업화를 장려하는데 목표를 둔 SBIR 프로그램은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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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미국정부가 시행해 온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

금 제도이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의 운영은 미국 중소기업청과 연방연구개발사업 주

관부서(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교육부, 보건부, 운수부, 환경청, 연방우주국,

과학재단, 원자력 규제위원회)간에 책임이 나누어지는데 이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는

부서는 1988년 전체 보조금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성과 19%를 차지하고 있

는 보건부이다. 각 연방정부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지원을 증대시키기 위해

서 각 부서의 연구개발비를 1993년의 경우 1.4%까지 그리고 점진적으로 증대시켜

1997년의 경우는 2.5%까지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등록자격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경영되

는 영리 중소기업으로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시장지배기업이

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숫자적으로 500명 혹은 그 이하의 고용자를 고용하고 미국인이

지배주주(51%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함)인 중소기업이라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운용

방법은 3단계로 구분되어 지원되는데, 첫째 단계는 프로젝트의 타당성에 대한 지원으

로 100,000달러 혹은 그 이하로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지원하고 있으며, 두번째 단계는

첫째 단계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연구계획에 대해서 750,000달러 혹은 그 이하

에서 2년이내의 기간에 연구개발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세번째 단계는 두번째 단계

의 결과에 대한 상업적 적용을 촉진하고 위한 단계로 정부의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없

다.

ⅲ) NSF의 산학협동 프로젝트

미국의 과학재단 (NSF )이 1985년도에 대학내 교육센터의 학제연구를 통해 미국산

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기반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

해 학계, 산업계, 과학재단 혹은 기타 연방정부기관 및 주지방정부의 협력으로 창설한

것이 공학연구센터 (ERC)이다. 공학센타의 설립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 경쟁

력에 중요한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초적 공학연구능력과 비젼이 있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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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공학연구센터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은 매회계년도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학센터 중에서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에 대한 분야가 있으며 신

약개발에 지원을 한다.

앞서 설명한 공학연구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과학기술센터(SRC)가 1987년에

설립되었는데 이 센터의 설립목적은 복잡하고 긴 연구기간 등으로 인하여 대학이 아

니면 민간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개념화된 신기술의 창출을 위한 연구수행 메카니즘

이다. 이점에서 미국의 국가경쟁력에 필요한 분야에 초점을 둔 연구를 하는 ERC와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의 소립자 물리학센터, 산타바바라 대학의

양자화 전자구조센터, 라이스 대학의 병렬처리연구센터등이 직간접적으로 전기통신분

야와 관련이 있지만 기타 과학기술센터도 워낙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 때

문에 연구결과의 파급효과는 전분야에 걸쳐 나타난다고 보아야한다. 또한 이러한 연

구센터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증가하고 있다.

(2) 주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정책

1980년대 초반이후 미국의 50개주의 대부분이 산업경제의 활성화가 첨단기술 개발

의 활용에 있다고 보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수행해 오고 있다. 우선 각 주에 과학기

술정책을 집행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위원회등 주사무소와 주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에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연구센타를 설립하여 주의 산업상 특성을

살린 기술과 연구개발을 대학과 주연구기관이 기업과 공동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무상양여금(Grant s )을 이러한 공동연구 프로그램에 지원해 주고

있고, 기술개발의 상업화를 위한 벤처기업의 창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발아자금

(Seed Money )과 창업자금의 융자와 성업화가 가능한 기술보유기업에 대한 지분의 참

여 및 로얄티 투자자금의 융자도 해 주고 있다.

이밖에도 기술정보의 네트워크 보조와 주내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이용한 기술경영

관리의 지원, 첨단기술 산업을 위한 특정기술훈련, 창업기업보육 프로그램, 연구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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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조를 위한 지원등 기술개발기반의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하고 있다.

나. 일본

최근 일본 정부는 지구와 조화를 이룬 인류공존과, 지적스톡의 확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의 구축을 과학기술 정책의 3대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시책으로 과학기술과 인간사회의 조화, 인력양성,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연구개발기반

의 확충, 연구활동의 창조성, 국제과학기술협력의 강화,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을 추진

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진흥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해 각 부처별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되 과학기술청에서 과학기술의 기본적인 정책을 기획·입안하고, 과학기술진흥

조정비와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종합조정하게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한 과학기술

관련 행정체제를 보이고 있다.

경상연구개발비 지출은 발생연도에 전액 공제할 수 있으며 자본적 지출은 감가상

각할 수 있다. 특정산업을 도와주거나 특정 국가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상각제도

로 인하여 연구개발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테크노폴리

스 등에 있는 첨단기술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원가의 30%의 특별상각률

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상각제도는 없으며

유형별 상각율은 기계에 대해서는 18% 정률법, 건물은 2% 정액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 2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연구개발비 증가분의 법인세에 대

해서도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당해연도의 증가지출분 산출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1966년 이후 회계연도 중에서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 중 최고액이다.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출에는 경상적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비용 기계장치에 허용되는 감

가상각이 포함된다. 적정 연구개발비에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도 포함한다. 연구개발

비 세액공제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연구개발비의 공제 대상금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 85 -



최근 2가지 새로운 세액공제를 도입하였는데, 기초기술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것이 있다. 이는 첨단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되어 사용

된 감각용 자산에 대해서도 허용된다. 첨단기술은 로봇공학, 기계공학, 첨단공정, 첨단

인공상태, 전자공학, 생명공학, 신재료기술을 포함한다. 1985년 4월 1일부터 1997년 3

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취득, 제작 또는 건설한 새로운 기반기술개발연구용 자산을 사

업용으로 제공한 경우에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들

자산의 취득가액의 7% 상당액이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단, 공제금액을 적용연도 법인

세액의 15%를 한도로 하고 있다. 증가세액공제가 있는 기업에 한해서 6%의 소기업연

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두가지 세액공제 모두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연구개발 프로그램

의약품의 기초 및 응용연구와 관련해 후생성, 통산성, 농수성, 문부성, 과기청등 여

러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지원을 위한 관리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다. 특

히 일본은 지난 1979년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결여되어 민간기업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의약품부문에 대해 정부 지원을 시작해 제약산업진흥을 위한 지원관리기구설립등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1986년에는 [휴먼사이언스진흥재단]을 설립해 산학연 협동연구에

대한 연구비와 연구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1987년에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연구 진흥기금]을 설립해 기업과 기업간의 협동연구에 대해 출자 및 융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1992년에는 [Pharma Dream 21 계획]을 마련해 의약품 개발지원을 위한 종합

적 정책지원방향을 수립해 수행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보조금 지원에서 가장 큰 부문은 연구개발과 중소기업지원, 그리고 수

출지원보증이고, 지원수단으로 볼 때는 연구개발은 조세지원, 수출지원은 수출보증,

중소기업은 금융대출 및 무상양여라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가 지원하는 총 보조금에

서 연구개발관련 보조금의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1986년도에 43%에서 1987년과 1988

년에 각각 38, 33%로 줄어들다가 1989년에는 39%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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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총 보조금 지출에서 R&D program이 차지하는 비율

보조금 분류 1986 1987 1988 1989

R&D 43% 38% 33% 39%

other 57% 62% 67% 61%

자료: JPMA, Data Book, 각년도 재구성

(2) 조세지원제도

일본은 모든 연구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 민간이

지출하는 연구비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세제, 금융상의 지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을 위한 주요 세제상의 조치로는 1967년 제정한 증가시험연구비 등의

세액공제제도가 있는데, 이는 시험연구비가 과거의 최고수준을 넘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2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이 제도와 더불어 기반기술개발촉진세제가 있

으며, 중소기업자에게 선택적으로 증가시험연구비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중소기업기술

기반강화세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우기 이들 제도와 연관하여 지방세에

있어서도 법인주민세의 법인세할에서 기반기술 연구개발 촉진시제 및 중소기업 기술

기반 강화세제에 관련되는 특별조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주요 과학기술진흥 관련세제

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ⅰ) 증가시험연구비의 세액공제제도 (국세)

법인이 적용년도에 지출한 시험연구에 필요한 비용(소득금액의 손금액에 산입된

것)이 기준년도부터 당해 적용년도 직전의 사업년도까지의 각 사업년도의 시험연구비

의 최고액 (이하 비교년도 시험연구비액이라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제공해 준다.(단, 법인세의 10%를 한도로 적용년도는 1967

년 6월 1일부터 1995년 3월 31일까지 개시한 사업년도로 하고, 기준년도는 1967년 1

월 1일을 포함하는 사업년도 직전의 사업 년도로 한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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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법률적 근거로는 조세특별조치법 제10조 제1항(소득세), 제42조의 4 제1항, 제

6항(법인세)이 있다.

ⅱ) 기반기술연구개발촉진세제(국세)

국세는 신소재등 기반기술의 연구개발용 자산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7% 상당액을

증가시험연구비의 세액공제제도에 있어서의 세액공제액과 더불어 세액공제하는 것을

인정한다(단, 법인세액의 15% 이내를 한도로). 지방세는 기반기술의 연구개발용 자산

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7% 상당액(단, 법인세액의 1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을 법인

주민세법인세할의 과세표준으로부터 공제한다. 법적 근거는 조세특별 조치법 제10조

제2항(소득세) 제42조의 4 제2항(법인세), 지방세법부칙 제8조 제1항이 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1985년부터 1994년까지이다.

ⅲ) 중소기업기술기반 강화세제

국세는 증가시험연구비의 세액공제와의 선택적용에 의해 중소기업자의 시험연구비

에 대하여 그 6% 상당액의 세액공제를 인정한다(단, 법인세액의 15% 한도내로). 특정

시험 연구회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자액의 20% 상당액을 시험연구비

에 가산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세는 국세에 대하여 6% 상당액

의 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 당해 6% 상당액(단, 법인세액의 1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을 법인주민세법인세할의 과세표준으로부터 공제한다. 법적 근거는 조세특별조치

법 제10조 제3항(소득세)제42조의 4 제3항, 제6항(법인세)과 지방세법 부칙 제8조 제2

항이 있다. 유효기간은 1985년부터 1994년까지이다.

ⅳ) 특별시험연구비의 세액공제제도

국세는 국가 시험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시험연구비,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특

정물질의 사용합리화 기술에 관련되는 기술에 과한 시험연구비액이 있는 경우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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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금액의 합계액의 세액공제를 인정한다.(단, 법인세액의 10%(②에 해당하는 경우

15%)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① 적용년도의 특별시험연구비의 6% 상당액, ② 기반기

술개발연구용자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7% 상당액, ③ 다음 a, b의 금

액이 모두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적은 금액의 20%상당액.

a. 적용년도의 시험연구비액 - 비교시험연구비액

b. (적용년도의 시험연구비액 - 적용년도의 특별시험연구비액) - (비교시험연구비액

- 비교 시험연구비액이 지출된 사업년도의 특별시험연구비액)

특정시험연구회사에 대한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한 ③의 a,b의 적용년도의 시

험연구비액에 그 출자액의 20% 상당액을 더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법적 근거는 조세특별 조치법 제10조 제4항(소득세) 제42조의 4 제4항- 6항(법인세)이

다.

ⅴ) 기술 등 해외거래 관련 소득의 특별공제

법인의 수입 중에 기술 등 해외거래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 해당수입금액의 ①

공업소유권(상표권 제외), 노하우 등의 양도 또는 제공에 대해서는 그 8%, ② 컨설팅

업무에 대해서는 16%에 상당하는 금액에 산입한다(단,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의

40%를 한도로 한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법적 근거는 조세특별조치법 제21

조(소득세) 제58조(법인세)이다.

(3) 투융자

민간의 연구개발활동의 진흥을 꾀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에 의해 투융자 등의 보조

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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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반기술연구촉진센터의 사업

기반기술연구촉진센터의 사업은 민간에서 행해지는 기반기술에 관한 시험연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85년 10월에 기반기술연구촉진 센터를 설립하

여 산업투자특별회계로부터의 투융자, 일본개발은행 및 민간으로부터의 투융자를 기

금으로 조건부 무이자 융자, 출자, 공동연구알선 사업을 하고 있다. 1993년도의 산업

투자 특별회계의 투융자액은 260억엔이다.

·출자사업 : 국민경제의 기반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의 경우 토지취득

및 보조비를 제외한 시험연구 필요자금의 70% 한도에서 출자를 하고, 출자기간

은 7년(특별히 필요한 경우 10년까지) 이내로 한다. 또한 대상사업의 기초 혹은

응용단계의 시험연구로 필요자금의 50% 한도에서 5년 이내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출자의 방법은 회사의 설립시나 제3자 할당으로 증자를 할 경우의 주식취

득의 방법으로 한다.

·융자사업 : 융자사업의 대상조건도 앞의 출자사업의 경우와 같으나 주로 응용 단

계의 시험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조건에서 대부금액의 한도는 각년도의 시험

연구에 직접 필요한 설비, 물품비,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등의 70%이고, 시험연

구 종료시까지(원칙은 5년이내)를 거치기간으로 하여 거치기간 종료 이후 10년

안에 년 2회씩 분할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자상환은 거치기간 경과 후 대부기간동안 각년도마다 대부시 정한 이자율에 성

공도 기준비율(1, 0.25, 0.5, 0.75, 1)을 곱하여 계산한다. 또한 성공보수가 있는데 이는

앞에서 계산한 성공도에 따라 산출한 이자율에 년간 단리로 계산하여 거치기간 중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금 상환시에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 독일

(1) 기술개발 촉진 간접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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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연구개발비 지출은 당해연도의 과세소득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다. 자본적 지

출은 기타 상각자산과 동일하게 정액법 혹은 정률법에 따라 상각할 수 있다. 투자촉

진법이 만료된 후 연구개발과 관련한 공제제도는 더 이상 없다. 베를린 지역 등과 같

은 특정지역에서 시행되는 투자를 위한 세제지원(특별상각 또는 새로운 고정자산을

위한 보조금 등)은 연구개발활동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다.

ⅰ) 조세 및 금융지원제도

독일 정부도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 보조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보

조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이 지역개발 프로그램(Regional

Program )이다. 1986년에 총 보조금 지출액중에서 지역개발 보조금이 39%를 차지하였

고, 1989년도에도 39%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정부의 지원이 지역개발에 돌아가

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 보조금의 수단별 사용을 보면 수출보조금의 경우 다른 선진

국과 마찬가지로 수출보증지원을 가장 주된 수단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에 있어

서는 조세제도를 통한 특혜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연구개발분야에 있어서는 무상

양여(Grants )와 조세지원제도를 들 수 있다. 조세지원제도는 기업의 기술개발 지출에

대한 세액 공제도 연구개발시설투자의 특별상각제도가 있다.

독일 정부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 보면 다른 선진국과 달리 중소기업

의 기술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5가지나 되고 있다. 즉, 중소기업연구인력에 대한 지

원프로그램(Grants for R&D staff in SMEs ), 중소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착수를 지

원하는 프로그램(Support for SME contract on R&D and T echnology - oriented

business start - ups ), 베를린 소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Support for

SME s in Berlin in - house R&D or contract R&D for Berlin located enterprises ), 중

소기업의 기술이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Support for technology transfer to SMEs :

by stimulating supply , transfer or demand for technical information )등이 그것이다.

다른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도 정부주도라기 보다는 민간의 기술개발과 연계된 산업

- 91 -



기술분야를 지원하고 있음이 또 다른 특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금융지원제도의 특징은 여타국에서와 같이 고정된 금리가 아니라 시장금리

보다 5∼6% 낮게 변동되고 있어 우대금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즉 시장금리는

항상 변동하는 것이어서 우대금리를 일정한 수준에 고정시켜 둘 경우 시장금리의 등

락에 따라 우대금리로써의 실효를 기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 간접보조는 주로 중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신기술을 응용한 제품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아래와 같은 보조금제도가 간접 보조라고 불리우고 있으

며, 그 대부분은 동독지역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정책의 중점이 동독지역 기

업으로 옮겨왔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보조금제도 이외에도 창업자금 융

자와 같은 형태의 보조가 있으며, 연방정부 경제부와 주정부 ERP (유럽 부흥프로그

램), 독일부담조정은행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ⅱ) 간접특정보조금

이 보조금제도는 연방연구기술부가 1982년 특별 보조금 프로그램인 [마이크로 일

렉트로닉스의 응용]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이다. 최신기술의 빠른 보급을 목표로 한

보조금 제도로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산업기술의 반전

에 중요한 특정테마의 연구개발에 대하여 매우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보조를 하고 있

다. 각 테마에는 기한이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가 이루어진다. 82년에는 875

만 마르크이고 시작된 간접 특정보조의 예산은 84년에는 과거 최고인 1,611만 마르크

까지 늘어났으나 그후에는 줄어들고 있다.

(2) 연구개발사업 지원제도

공공자금에 의한 연구개발 보조에는 직접보조와 간접보조가 있다. 직접보조는 연

구기관이나 연구프로젝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고, 간접보조는 연구개발

요원의 인건비 등에 대한 보조이다. 직접보조는 다시 기관보조와 프로젝트보조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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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어진다. 기관보조는 특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대규모 연구시설,

막스 프랑크 연구소, 프라운호퍼 연구소, 블루 리스트 연구소 등이다. 블루 리스트 연

구소는 1993년 현재 정신사회과학, 경제학, 교육학, 의학, 생물학, 기타 자연과학, 정보

학 및 문서학, 도서관학 등 82개의 연구소를 지칭하는 데 이들 연구소는 독일 전역에

산재해 있는 독립연구기관으로서 총 일만여명의 연구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방정

부와 주정부가 50:50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다. 대학의 연구실에 대한 기관보조도 독일

연합협의체(DF G)를 통해 할 수 있다. 기관보조는 93년도 예산안에서는 전체 예산의

40%에 상당하는 약 40억 마르크이다. 그 내역은 독일의 국립연구소로 불리우는 16개

대규모 연구소에 대한 보조가 26억 마르크, 기타 연구기관에 대한 보조가 14억 마르

크로 되어 있다. 대규모 연구시설에 대한 보조에서는 구서독 지역 13개 시설에 23억

마르크, 구동독 지역의 새로운 3개 시설에 3억 마르크가 기관보조로서 예산에 편성되

어 있다.

프로젝트 보조는 특정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연구소나 민간기업

등이 신청을 하여 직접 보조를 받는다. 프로젝트 보조 신청시에는 해당 연구기관이

그 분야에서의 충분한 전문지식과 연구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건전한 재정

상태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또 연구는 원칙적으로 독일 국내에서 해야 하며, 국외에

서 할 경우에도 그 성과를 국내에서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 제도는 보통

보조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연방정부 자신이 연구성과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위탁연

구 형태를 취한다.

라. 영국

영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수준을 자랑하고 노벨상 수상자도 미국에

이어 2위이지만 기초과학이 아닌 응용과학은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편이다. 이것은

과학자가 처음부터 기초과학에만 치중하고 응용과학을 별로 중요시 하지 않은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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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고 이 전통은 현재 영국의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약을 비롯

한 응용부분에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하지만 영국의 장점인 기초부분은 앞으로는 제

약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지원정책은 기초과학에 치중해 있다. 영국은 각 부처간이나 여러단체간의

과학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OST 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기초

연구에 대한 영국의 지원정책은 영국특유의 이중지원제도 에 따라서 두가지 상이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선 한가지는 연구비를 담당하는 조직인 교육부산하의

고등교육자금위원회(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 HEFC)에서 담당한다. 여기

서는 모든 대학의 연구자금을 배분하고 또한가지의 지원방법은 과학기술국 산하의 6

개 연구회의 (Research Council)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6개 연구회의중 생명공학 생물과학연구회의는 산하연구소를 통해서 생물분자과학, 유

전자, 세포생물학, 생물학들의 연구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학연구회의도 따로

나뉘어져 있는데 의학연구회의(MRC)는 특히 인간유전자, 뇌기능, AIDS, 암연구등 의

학분야에 치중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특히 R&D집중이 강한 부분이 제약과 전자, 항공이며 제약부분은 가장

R&D가 집중되어 있다. 영국의 연구비 지원은 MRC에 공학물리과학연구회의 다음의

연구비가 지원되는 만큼 MRC의 연구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정부예산 전체에

서 목적별 연구개발예산에서도 의학부분의 연구부분은 날로 85년부터 92년까지 3.8%

에서 6.1%까지 증가하는 추세이다.

각 부처별 의학부분 지원프로그램을 보면 OST 의 Link프로젝트가 가장 대표적이라

고 볼 수 있다. Link 프로그램을 통한 산·학·연 연계 강화 창업기업 및 소기업 지

원, 연구결과의 상업화 지원 등 생명과학 및 제약분야의 연구증진 및 상업화 추진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영국 기초연구부분의 연구개발 결과의 상업

화 파트너 발굴 작업의 일환으로서 preseribe UK등의 외국 기업 부자 유치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다. 경상연구개발비 지출과 자본적 성격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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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년도의 과세소득에서 전액공제할 수 있으며, 기타 연구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제도는 없다. 현재 영국의 제약산업은 세계 제약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여 연구개

발력을 기반으로 활발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영국 제약업계는 제약 대기업과 생명

공학기반 기술집약 기업간의 활발한 제휴활동을 통한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약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확고한 기초연구력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활발한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기초연구 부분

의 연구개발력을 증진하는 한편 이외 상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영국정부는 다양한 제

약산업 관련 정책을 펴고 있고, 이 분야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된다.

3 . 시사점

WT O 체제하에서의 세계경제는 하나의 국가처럼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여 국경이

없어짐에 따라 개별 민간기업간의 치열한 경제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신진국의 신약

개발 지원은 상품화 단계인 임상단계에서 정부의 지원은 재정지출이나 조세수입 포기

등을 통한 간접지원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제약기업들이 자생력을 갖도록 배려하고 있

다. 그러나, 국내 정부는 아직도 종자돈 이라는 명목으로 소위 자금을 떨구는 식의 직

접지원 방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

구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향후 신약개발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실험시설 및

장비, 정보 체계 등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됨으로써 신약개발 의지와 열의가 한층 고

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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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국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1999년 7월 14일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SK케미칼에서 생산한 국산 신약 1호인

항암주사제 선플라 의 개발로 당당히 신약개발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자부하고 있는

날이다. 그러나, 최근의 신약개발에 대한 신기루는 지난 10여년간의 신약개발 연구투

자가 일부 가시화되면서 불거지고 있다. 국내 신약 1호인 SK케미칼의 백금착제항암제

인 선플라 는 시중에 선 보인지 1년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월평균 판매고는 1억5000

만 원에 그치고 있다. 한때 국내 신약1호 탄생이라며 온나라가 요란법석을 떨었던 것

을 감안하면 너무 과대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물론 신약의 특성상 현재 매출보다는

미래의 성장성과 가능성에서 그 평가를 미뤄야 한다고 하지만 선플라는 엄격히 말해

지난 1972년 브리스톨마이어사가 개발한 cisplatin의 부작용을 일부 보완한 개량신약

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약개발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세계시장을 겨냥한 world brand를 말하는 것인데, 국내 내수용으로 개발이 한정

된 개량신약을 신약으로 부풀리는 것은 그 거품이 너무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신약개발은 통상 신약후보물질 발굴 - 전임상 - 임상1상 - 임상2상 - 임상3

상 - FDA 허가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국내에서 신약을 개발했더라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화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는데 대부분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개발비용도 수천억원이 넘는다. 임상단계마다

실패율은 80%를 넘을 정도로 위험부담도 안고 있다. 이처럼 국내 신약과 해외신약 개

발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신약개발이 현실화되려면 수많은 난관을 헤쳐야 하고

실제 판매에서도 그만한 실패를 감수해야 한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에 따르면 국내

제약기업에서 수행 중인 신약개발을 포함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약 350개이며 이 가

운데 임상시험단계에 있는 프로젝트가 25개, 전임상시험이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4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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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제일제당이 최근 3상까지 임상을 마친 녹농균 백신은 국내

신약 2호로 기대되고 있으나 이는 등록이 되면 세계 최초인 셈이나 선플라와 같은 국

내 신약에 불과하고 시장규모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녹십자도 최근 골다공

증 치료제(PT H)의 해외 제1상 임상이 끝났다는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이 역시

앞으로 얼마가 걸려야 개발이 완료될지 모르는 미지수다. 현재로서는 FDA의 임상시

험계획을 승인받아 해외임상 3단계에 들어간 LG화학의 퀴놀론계 항생제가 가장 앞선

신약개발이 된다.

아울러 인간유전자 지도인 게놈프로젝트가 완성돼 인간의 DNA구조가 낱낱이 밝

혀지면 신약개발도 종전과는 다른 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이는 종전의 신약개발

노하우를 모두 버리고 처음부터 다른 시각에서 신약개발에 나서야 할 상황이 발생할

지 모르는 일이다. 또한, 신약개발은 제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장성과 마케팅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수 있다.

1. 정부 측면

가.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방향 재검토

신약개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신약개발의 주체인 제약업체에 이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신약개발 과제 등은 일부 지역 및 학연에

따라 지원되는 부분이 많고 특화된 과제 선정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과제에 대한 결과로서 상품화된 사례가 몇이나 되는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신약개발연구가 활발해질 경우 국내기업 및 연구소 등에서 얻어진 신약이

저렴한 비용으로 그 약효를 검증할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스크리닝(약효

검색)의 인프라 구축은 고비용이 투입되는데, 이에 대한 기반을 정부에서 구축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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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제약기업들이 주로 항암제

만을 연구해온것은 항암제 스크리닝이 가장 쉽고 유지비용이 가장 싸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 화학연구소 등에서 저가로 약효검색을 해줄 경우 민간기업 및 연구소가 비싼

스크리닝기구를 구입하는데 중복투자를 필요는 없어지는 것이다. 더불어, 시장성이 큰

약물군(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전립선 비대, 파킨슨, 치매 등)에 주력하여 스크리닝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leading 화합물의 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신약과제 등

에 대한 예산 일부를 검색비용으로 지원하는 것도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

이제 leading 화합물만이 신약이라는 개념을 피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화합물의

추세를 재빨리 파악해 쫒아가는 것도 초기투자비 및 위험 회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

다. 즉 산쿄의 triglitazone(insulin sensitizer )가 최초화합물이었으나 심한 간독성으로

후발업체인 다케다의 pioglitazone에 시장을 물려줄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는 사례를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나. 정책적 연구지원금의 확대

국내의 의약품시장 과당경쟁상황에서 제약기업이 살아남을 길은 신약개발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요기업이 신약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최근의 경영수지악화로

충분한 연구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약개발을 선진국수준으로 올리기

위하여는 제약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신약개발 지원정책이 보

다 적극적이고 현실화되어야 하고 특히 과감한 연구지원금이 요청된다. 국내 제약산

업은 그 동안의 꾸준한 기술향상으로 제품제조기술 확보 단계를 넘어서 앞으로 10년

간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연구지원만 이루어진다면 신약이 계속 창출될 것으로 보인

다. 신약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산학연 협동 테마별 연구정책은 잘

못하면 나누어 먹기 식과 형식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책임을 명확히 하여, 기초

연구분야지원은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소에게, 개발연구지원은 해당책임기업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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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신약은 상품화기간까지 10∼15년, 투자액은 1∼2억불로 그 금액이 매우 크므로 개

발과제 성공시 단시일내에 지원금환불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매출액 발생시점부터 특

허기간까지로 환불시기로 잡고 경우에 따라(시장성 취약, 약효·안전성 검토 등) 지원

금 환불을 감면하도록 하고 연구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장기저리의 금융대출 확대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은 오래 지속되어온 약가규제, 1980년대 후반부터 당면한 선

진국의 지적소유권 인정과 수출 자유화 등의 개방화 시책과 KGMP 전면실시에 따른

과도한 시설투자등 제도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기인하여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어 왔

다. 시장환경요인으로서도 최근의 전반적인 불경기, 협소한 국내시장에서의 과당경쟁,

그리고 각종 원자재가격의 상승 및 KGMP시설투자에 따른 지급이자 및 원금상환부담

등으로 적자경영 상태를 면치 못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기술집약형으로 고

부가가치성 산업이며 자원과 에너지 절약형 첨단산업인 제약산업을 국가의 전략산업

으로 육성하려면, 신약개발에 필요한 각종 지원시책과 제도 정비와 아울러 특히 장기

저리 자금지원과 조세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기술개발 관련자금은 타산업이 주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제약산업의 이용에

한계가 있고 더구나 모험적 성격이 강한 신약 연구개발비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고금

리이기 때문에 조건이 나쁘고 금액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특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기금은 관련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으

므로 제약산업의 육성과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

한 상태이므로 제약산업으로의 중점적인 자금지원이 요망된다.

독자적 신약개발 자금환경조성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전략을 효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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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기금처럼 금융지원대책이 필요

하다.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약산업

육성 및 신약개발지원을 위한 특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신약개발지원기금

을 운영하여야 하며, 셋째, 금융대출조건은 신약연구특성상 연 5%이하의 장기 저리로

정하고, 또한 담보대출 여력이 거의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신용도 평가에 따라, 기 연

구개발비에 대한 일정비율로 대출하도록 한다.

신약의 성공확률은 0.025% 정도로 낮고 기간도 10년 이상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

발되었을 때의 부가가치도 높지만 상대적으로 실패 부담율도 매우 크다. 따라서 장기

저리와 분할상환이 가능한 대출조건이어야 한다. 또한 대출방법은 기 연구개발 투자

비를 고려하여 기업신용도에 의한 대출이 가능하고 연구개발형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

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신약허가제도의 보완

신약의 유효성과 안전성 문제는 사람의 생명과 직접 관련되므로 그 허가절차가 엄

정하여야 함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데, 엄정만을 강조한 나머지 신약에 소요되는 기

간이 외국에 비하여 더 길다고 한다면 우리의 허가제도 보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약허가절차는 선진국에서 도입한 제품이나 모방제품 등 이미 알려진 제품의 허가

와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즉 기존 외국제품의 국내허가를 위해서는 소정

의 자료를 갖추어 품목승인신청서(미국, New Drug Application )를 제출하는 절차를

취하게 되지만,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하는 신약의 경우에는 특정한 동물시험

이 완료된 다음 당국의 일차적 심사를 거쳐야 사람을 상대로 하는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사람에게서 안전성과 효능을 인식한 이후에야 비로소 신약품목승인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약허가 절차상 우리나라와 선진국간의 차이는 임상시험

수행 허용을 심사하는 절차에 있는데, 국내에서는 조건부 품목허가제도를 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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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선진국들은 대개 신약심사(Investigation of New Drug) 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

이 다르다.

선진국의 경우 IND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신약신청(NDA )시 제출하는 동일항

목의 자료에 비해 그 범위와 내용면에서 많이 축소, 가속화 되어 있지만, 국내 조건부

품목허가는 제출자료 명칭이 동일하면 신약신청시와 동일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엄격한 면이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조건부허가신청과 품목허

가신청시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차별화하고 심사기간도 단축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 이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조건부허가신청시 필요한 자료

내역을 약효군별 지침으로 작성·공표하여 제약기업이 신약연구개발 과정에서 불필요

하게 과다한 시험을 수행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국가적 절약 차원에서 연구개발 투

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마. 신약허가제도의 국제화(ICH )

이미 수년전부터 미국과 EU, 일본의 3자간에는 신약연구개발을 경제적, 효율적으

로 수행하고 각종 자료의 자유로운 상호 통용를 위하여 필요한 동물시험과 임상시험

의 범위와 내용 및 인허가제도의 범위와 내용 및 이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이루기 위

한 국제조화회의(Internation Conference for Harmonization )를 결성하여 여러분야에서

합의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이를 국제기준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

러한 국제적인 합의 규범들은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가는 시점에 있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의 의약품은 어떤 형태로든 규제받을 것이 자명해지고 있다. 따

라서, 국내에서도 ICH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흐름에 부응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더욱

더 우리의 신약허가제도를 국제수준으로 발전시킬 타당성을 찾기 위해 당국, 산업계

및 학계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ICH 참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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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약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제도적 혜택 부여

높은 위험을 감수하며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하여 신약개발에 성공한 기업에 대하

여서는 적절한 혜택과 보상대책이 강구되어야 다수의 기업들이 모험을 마다않고 신약

연구에 투자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이러한 신약개발투자 유도시책을 위하여

신약보호제도의 강화, 자체신약에 대한 보상개념을 인정하는 보험약가책정 등을 검토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제약기업들이 신약연구 투자비와 연동되는 보험가 책정방안

을 생각해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사. 지원대상 연구과제의 분리운영의 필요성

현행 신약개발 지원사업에 포함된 연구과제들은 산학연 협동연구체계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어, 탐색연구과제와 개발과제를 막론하고 산학연이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탐색연구과제는 개발과제보다 모험적인 특성이 크므로

이 단계에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지 않아도 대학이나 정부산하 연구소에서 의욕적

인 의약관계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어야 하며, 반대로 개발과제

의 경우에는 신약후보물질에 대한 효능과 안전성 평가연구가 주축을 이루므로 기초연

구에 전념하는 대학연구실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과제성격상

차이가 심한 두 분야는 이원화하여 운영함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2 . 기업 측면

가. 신약개발의 중복투자 지양

- 102 -



신약개발연구조합에 따르면 오는 2005년까지 38개 업체에서 350여개 신약개발과제

를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비용만 5,700억원에 이르며, 과학기술부도 향후 5년간 신약

개발에 1,85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영세한 국내 제약업계가 이 많

은 신약개발에 중복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30

대 제약업체의 신약개발현황을 보면, 각각 항암제 13건, 항생제 12건이 중복연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있는 100억원 규모의 신약개발의 경우도, 퀴놀렌계 항균

제개발에 중외제약, 대웅제약, 제일제당, 동화약품 등이 45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

나, 열악한 연구환경에서 중소업체들까지 무작정 신약개발에 뛰어들어 자칫 비효율적

인 중복투자나 정부지원금을 노린 거품 현상의 우려가 있으며, 일부 제약업체들은

자사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제대로 검증도 안된 신약개발 계획이나 성과를 발표하여,

증시작전 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신약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업계간의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1998년 동아제약과 유

한양행이 골다공증 치료제 개발연구를 위해 공동연구제를 처음 도입한 것이 국내에서

성사된 공동연구의 유일한 사례이며, 세계 제약업체들 사이에는 지난 1997년에만 100

건 이상의 공동연구사례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공동연구는 연구개발비의 부담을 경감

시키고,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신약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최소자원 배분으로

급속한 기술적 진보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국

내 제약산업계의 특성상 기업간의 신약연구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는 아직도 답보상태

에 있는데, 이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대부분이 전문경영인이 아닌 Owner 중심으로 경

영되고 있어서 공동연구나 Co- marketing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

기 때문일 것이다. 신약연구과제도 연구기간이 짧고 연구비용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

는 항암제나 항생제 등의 연구는 업체 자체적으로 지양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질병에 해당하는 순환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등에 대해 전문적인

3∼4개 기업이 공동연구체제를 갖추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함으로써 고비용

과 많은 인력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업체간의 전문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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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atching Fund 도입

신약개발을 추진중인 국내 제약기업의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창출된 국내개발신약

으로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신약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재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자금은 한계가 있고, 제약기업은 그 영세성으로 인

해 고비용을 부담할 만한 여력이 아직 형성되지 못한 시점에서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

입이 절실하다다. 이에 대해서 관련있는 여러 제약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자금을

공동출자하는 Matching Fund의 도입을 고려해 볼만 하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단체나 민간에 예산을 지원할 때 그 자구노력과 연계해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우

리나라의 경우 1993년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에서 이 Matching Fund를 처음 도입했

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이 펀드를 조성하여 해당기업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하고 있

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6)은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7개 이상의 중소

기업이 참여하여 구성한 컨소시엄으로서 사업비 구성은 정부지원금 50%, 지방자치단

체 25%, 참여기업공동부다 25%에 이르고 사업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다.

현재 국내 제약기업들은 그 생산시설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연구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펀드를 도입하기 위한 여건은 상당히 양호하다. 먼저 각

제약기업들이 개발중인 연구프로젝트를 각각 검토하여 유사성 있는 연구과제를 중심

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 전국적

인 컨소시엄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을 7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사업기간도 연구과

제의 특성에 따라 1∼5년 내로 제한하여, 기간의 장기화 될 경우 지속적인 자금지원

에 대한 부담을 덜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약기업은 연구투자에 대한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고 정부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중에서 가장 우수한 과제만을 집중

지원할 경우 단기적으로 확실한 성과를 볼 수 있다.

6) 사업근거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

시엄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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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신약개발과제 분화

일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품이라도 국내임상을 거쳐서 Launch시키는 등 자

국내 제약기업의 보호 및 일관된 제약육성책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제약기업들도 무

절제한 카피는 자제하고 있으며, 상위 제약기업들은 자사 및 외자기업의 오리지날제

품만을 마케팅하고, 일부 OT C제품 또한 임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70년대에

시작된 세계화는 80년대에는 ditiazem, 90년대 pravastatin, lansoprazole, tam sulosin,

tacrimus, progoltazone, candesartane등 세계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T akeda 및 Sankyo, Yamanouchi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특허의 양은 상상을 초월하여

1년에 수십개의 특허가 나오고 있으며 대부분 새로운 Leading 화합물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일본 신약의 첫째 목표는은 GI(위장관), diabetic(당뇨), hypertension (고혈압),

Alzheimer (치매), hypercholesterol(고지혈증), hyperprostate(전립선염) 등으로 다른 약

물군은 거의 손대지 않고 있으며, 항암제는 야쿠르트사의 topoisomeraes 저해제 뿐이

다. 일본에서 신약개발능력이 있는 제약사들은 약 30여 업체이며 대부분 1∼2개의 자

사 신약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 가능성이 있는 약물군은 다케다, 샨코, 에자이,

야마노우치, 후지사와 정도이고, 나머지는 국내 신약(개량신약)화 될 가능성이 있는

약물군이다. 그러나 이들 약물군은 일본의 보수성격상 타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도 안

하고 Licensing out에도 소극적인 풍토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 사양화될 것으로 보인

다. 물론 일본의 시장은 국내의 10배 정도 되며 보험수가도 높고 삭감도 없기 때문에

손해염려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최근에는 일본사간의 제휴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다케다는 대일본(Dainippon )및 샨쿄사와의 제휴를 왕성히 하고 있다.

국내의 시장상황을 보면 선프라라는 신약이 나왔으나 국내 의사들도 치험례가 별

로 없고 의료사고 가능성 때문에 사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제약업체들은 연구소를 설

립해 연구원을 뽑아다 놓고 3∼4년 지나면 신약이 출시되기를 바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연구소를 카피할 제제연구실 운영에만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대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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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체들에서조차 하류메이커들이나 만들고 있는 카피를 만들어 저가로 덤핑하고, 그

에 맞서 하류메이커는 순도가 떨어지는 인도·중국산 원료를 구입해다가 정제 과정도

없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국내 제약기업들도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 사

이에 연구과제를 각 기업들의 능력과 환경에 맞추어 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라. 제약기업의 구조조정과 업계 재편

바이오산업이 21세기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 산업의

핵심업종인 제약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최고 부가가치산업이며 향후

10년내 시장규모가 급속도록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업계도 지난 10여

년간의 심혈을 기울여 연구해왔던 신약이 2000년대 초반부터 하나 둘씩 빛을 볼 것으

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약산업이 21세기 핵심 업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제약업계

의 피나는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의약분업이 실시될 경우 약품 소비가 적게는 7%, 많게는 3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 제약업계는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소비의 감소는

결국 제약업계의 매출감소와 수익 저하로 이어wu고 궁극적으로는 대규모의 퇴출기업

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500여개인 제약업체가 조만간 상당수 재편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지각변동 가운데서 살아남는 기업은 외국

original 의약품을 복제해 싼 값으로 판매하기 보다는 제품을 라이선스로 제조·판매

하거나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쪽이 될 것이다. 한편,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국내시장

에서 위상강화 전략를 전개하여 original 제품을 만든 메이커라는 이미지와 거대한 자

본력을 바탕으로 유통망을 크게 확대할 것이다. 실제로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IMF 이

후 기존 한국기업과의 합작영업을 청산하고 100% 단독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바이엘코리아, 한국파마시아&업죤, 한국로슈, 한국그락소웰컴, 한국UCB, 한국쉐링, 한

국릴리,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한국썰 등이 이미 단독법인 형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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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내 대기업(화학계열)의 제약업 진출 확대

최근의 국내 신약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SK 케미칼, LG 화학, 제일제당 등 대기업

들의 연구성과가 다른 제약기업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약개발을 위한 기본

적인 조건으로 연구시설을 차지하고서라도 1개 신약당 연구인력이 100∼150명 이상,

연구비가 연간 100억∼600억원까지 필요한데, 현재 500여개에 이르는 국내 제약기업

들중에서 위의 조건을 만족할 만한 연구투자 여력을 갖춘 기업은 일부 제약업에 진출

해 있는 몇몇 대기업에 불과하다. 1996년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제약업계 최대 매출

(2,710억원) 기업인 동아제약의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3.35%에 불과한 91억원에

못미치고 있으며, 순수 제약전문기업중에서는 녹십자가 매출액 2,025억원의 7.15%에

이르는 145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그에 반해 대기업인 LG 화학은 매출액

548억원의 49.3%에 이르는 270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어 이 부문 업계 최고실

적을 보이고 있으며 제일제당은 매출액(1,368억원) 대비 9.9%에 이르는 135억원을 투

자를 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대기업군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국내

제약전문기업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들 대기업들이 연구개발비

를 많이 투자하는 것은 제약업종에 대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영방침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대부분 이들 기업들은 의약품이 아닌 화학 또는 정밀화학제품 등을 주

력사업으로 삼고 있고 의약품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보다는 화학 일반의 폭

넓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관심있는 의약품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신약개발에만 매달리는 국내 제약전문기업들에 비해 연구 실

패의 위험이 그만큼 감소하는 요인이 있고, 또한 대기업들의 매출 규모는 주로 수조

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국내 제약전문

기업들이 투자하는 연구비와 연구인력의 한계는 더욱 명백해진다.

또한, 1998년도 판매순위 10위권의 세계적인 제약기업들을 보면 머크사는 전체 매

출중에서 제약 매출이 56.9%에 해당하는 152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그락소웰컴과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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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의 제약 비중이 각각 100%, 90.3%인 것을 제외하면, 여타의 다른 기업들은 순수

제약업만이 아닌 기타 화학관련업종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60> 다국적 기업들의 의약품 판매 비중(1998)

업 체 제약 판매(US$m) 국내신장율(%) 전체 판매(US$m) 국내신장율(%)

Merck & Co

Glax o Wellcome

AstraZeneca

Bristol- Myers Squibb

Pfizer

Novartis

Roche

AHP

Lilly

Johnson & Johnson

15,296.5

13,230.5

12,754.0

12,573.0

12,230.0

11,174.8

9,921.5

8,901.8

8,590.4

8,562.0

12.1

-

NA

12.2

25.8

2.1

19.1

2.7

16.4

11.3

56.9% of 26,989.2

100% of 13,230.5

74% of 17,234.0

68.8% of 18.284.0

90.3% of 13,544.0

51.1% of 21,878.8

58.3% of 17,020.2

66.1% of 13,462.7

93% of 9,236.8

36.2% of 23,657.0

13.8

-

NA

9.5

8.3

1.7

31.4

- 5.2

8.4

4.5

자료: Scrip, Year Book, 1999

바. 연구투자비 증액 및 연구인력 확보

국내 제약업계의 R&D 평균 투자비용은 매출액의 4.7%로 미국 21%, 일본 13%에

턱없이 모자라며, 국내 1백대 제약업체의 총 연구개발비는 2천억원선으로 영국 그락

소웰컴의 연구개발비 20억달러(2조 4천여억원)의 1/ 12에 불과하다. 아울러, 제약업체당

연구인력도 미국과 일본은 평균 2천명선이며,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인 머크사와 그락

소웰컴사는 5천명 규모이지만, 국내제약업체는 유한양행, 대웅제약이 각각 100여명 안

팎으로 산학연을 모두 합친 신약개발 연구인력이 외국의 한 회사 수준인 2,500명에

지나지 않는다.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한 기업에서 최소 150명 이상의 연구인력이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도전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매출액이 수백억원에 불과하고 약품당 연구원도

3∼4명뿐인데 신약개발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 국내 제약기업들

- 108 -



이 보다 과감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성과에 대한 성급한 기

대보다는 꾸준히 연구진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영자의 의식전환과 보다 더 우수한

인력유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사. 해외 연구소 및 거래선 확보

일본의 제약기업들은 미국 및 유럽계 기업들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기초연구부문

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해외 연구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중심으로 바이오 벤쳐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활발한 제휴를 맺고 있다. 다케다약품은 Affymetrix와 제휴를 맺어

유전자 정보를 신약개발에 활요하고 있으며, Harvard 대학과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

다. 야마노우찌제약은 내부 R&D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현

지의 대학,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제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수준이 낮

고 자금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약기업들은 자체 연구소를 통해 연구개발을

이루어가는 형태를 주로 취하고 있는데, 해외 제약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대학 및 연

구소 등과의 활발한 제휴를 통해 신기술을 습득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확

보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신약개발 및 상품화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아. R&D 능력에 적합한 전략 필요

국내 제약기업들의 R&D 전략은 각 기업의 R&D 수준, 자금력, 인력구조, 기업 특

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자금력과 R&D 수준을 보유

한 기업의 경우 자체 연구를 통해 합성한 신물질을 대상으로 초기 임상단계에서 해외

제약기업과 공동개발 제휴를 맺어 상품화까지 진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떠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연구개발 능력이 향상되고 해외 신약 등록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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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되면 해외 위탁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임상단계를 거친 후 승인 제품을 대형기업에

Licensing- out 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기술력 측면에서나 자금력

측면에서 다소 취약하여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의 경

우에는 우선 벤쳐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제휴를 통해 자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함으

로써 기업의 취약 부분을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점차 R&D 프로젝트이

수를 늘려가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신물질을 확보하여 해외 제약기업과 공동개발을

통해 상품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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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1980년대 이래 물질특허 도입,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 의약품

수입의 개방 등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신약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

난 10여년간 신약의 연구개발에 매진할 결과 1999년말 비로소 국내최초의 신약을 개

발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위상을 알리는 청신

호임에는 틀림없지만, 앞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세계적인 제약 선진

국에 진입하는데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내최초의 신약을 개발했다고는 하

지만, 현재의 신약개발을 위한 제약기업과 정부의 능력과 인프라는 선진외국과 다국

적 제약기업들과 비교해 볼 때 여러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산재해 있다. 그러므

로 국내의 제약기업들은 신약개발이 국내시장을 겨냥한 마케팅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적인 경영과 마케팅차원에서 그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하고, 정

부에서도 신약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요원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약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제약 선진국과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택

하고 있는 연구개발 현황과 전략을 분석·파악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현황

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그것을 토대로 국내 제약기업이 신약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역량을 제고하는데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전 산업을 통틀어 최고의 부가가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산업중의 하나인 제약산업이 세계 제약산업의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약기업에 있어서 최고의 투자가치와 함께 위험부담이 있

는 신약개발 능력을 선진국 수준에 접근시켜야 하는데, 신약개발이 국민건강과 직결

되고 사회문화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볼 때 국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신약개발로 인한 궁극적인 수혜는 해당 제약기업에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적

인 신약개발의 역량과 투자는 제약기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데 역점을 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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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에 대한 현황과 국제 경쟁력

을 평가·분석한 결과, 기업내부에서 비롯되는 문제점과 시장요인 및 외부환경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기업내부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은,

1) 근시안적인 경영관리능력

2) R&D 투자의 저조

3) 적자 경영구조 등이 도출되었고,

시장요인에 비롯되는 문제점은,

1) 과당경쟁적인 시장구조

2) 유통구조의 난맥

3) 거래질서의 문란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기업외부환경으로 비롯되는 문제점은,

1) 의약품 시장의 개방

2) 선진국의 통상 압력

3) 다국적 제약기업의 투자 확대

4) 신약개발 투자비의 증가와 기간의 장기화 등이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정부와 기업측면에서 신약개발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방향의 재검토 :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신약개발 과제

등은 일부 지역 및 학연에 따라 지원되는 부분이 많고 몇몇 과제에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들 과제에 대한 결과로서 우선적으로 상품화되고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

2) 정책적 연구지원금의 확대 : 신약이 상품화되기까지는 10∼15년, 투자액은 1∼

2억불로 그 금액이 매우 크므로 영세한 제약기업의 수준에서 볼 때 정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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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이고 적극적인 연구지원이 요원할 실정이며,개발과제 성공시 단시일내에

지원금 환불이 어려우므로 매출액 발생시점부터 특허기간까지 환불시기로 잡

고 지원금 환불을 연장 또는 감면하도록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3) 장기저리의 금융대출 확대 :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신약개발에 투입되는

금액이 방대하기 하고 정부의 기술개발 관련자금을 신약개발 연구비로 이용하

기에는 현행 금리가 시중금리와 비교하여 볼 때 큰 혜택이 없고, 여타 특정사

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자금과 비교하여 볼 때 고금리이기 때문에 10여년

이상 소요되는 신약개발 연구비를 지속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금리의 인하

와 대출조건 등이 타 자금과 형평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신약허가제도의 보완 : 신약허가 관련 현행 국내 법규들은 신약개발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제정되었고, 외국의 제도를 원용하여 우리 법규를 만드는 과정

에서 실용적 모순과 비경제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최근 정부에서 조건부허가

신처과 품목허가신청시 제출하는 자료와 내용의 범위를 차별화하고 심사기간

을 단축하는 등 제약기업이 신약개발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과다한 중중 시험을

수행하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국가적 절약 차원에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 신약허가제도의 국제화(ICH ) : 최근 미국과 EU, 일본의 3자간에 신약연구개발

을 경제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자료의 자유로운 상호 통용을 위하여

필요한 동물시험과 임상시험의 범위와 내용 및 인허가제도의 범위와 내용 및

이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이루기 위한 국제조화회의(ICH )가 결성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러한 ICH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흐름에 부응하여 국내 신약허

가제도를 국제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6) 신약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제도적 혜택 부여 : 신약개발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

하기 위해서 신약보호제도의 강화, 신약의 보상개념을 약가책정에 반영하는

등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여 신약개발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 적절한 혜택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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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강구되어야 한다.

7) 지원대상 연구과제의 분리운영의 필요성 : 신약개발 연구지원대상에서 탐색연

구과제와 개발과제에 산학연이 함께 연구하는 수행 방식을 지양하여, 탐색연구

과제는 대학이나 정부산하 연구소에서 기초연구를 하고, 개발과제는 주로 제약

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두 분야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신약개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제약기업이 취해야 할 방

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신약개발의 중복투자 지양 : 영세한 국내 제약기업이 많은 신약개발에 중복적

으로 뛰어듬으로로 인해 신약개발에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연

구의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기업간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공동연구를 수행

함으로써 연구개발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원과 인력의 상호 보완으로 인한

신약개발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Matching Fund 도입 : 공동연구과제에 대해 제약기업들을 주축으로 하여 정

부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출자하는 Matching Fund들 도입한다면

막대한 자금 유입을 통해 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신약개발과제 분화 : 일본의 상위 제약기업들은 자사 및

외자기업의 오리지날제품만을 마케팅하고, 중소형 제약기업들은 개량신약 내지

copy 의약품에 대한 영업을 중점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제약기업도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사이에 연구과제와 마케팅이 각 기업의 능력과 환경에

맞추어 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4) 제약기업의 구조조정과 업계 재편 : 의약분업이 실시되어 의약품의 소비가 7∼

30% 정도 감소할 경우 상당수 제약기업들의 퇴출이 예견되고 다국적 제약회

사들의 단독법인 형태의 국내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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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약기업의 구조조정과 업계 재편은 국내 제약산업의 생존전략적 차원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5) 국내 대기업(화학계열)의 제약업 진출 확대 : 신약개발에 대규모의 고급인력과

고액의 투자금액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영세한 국내 제약기업보다는 화학계열

의 대기업이 제약업에 진출함으로써 양질의 연구인력을 사용하고 장기간 투자

되는 연구개발비의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을 경우 국내 제약산업과 신약개발

능력을 한층 배가될 것이다.

6) 연구투자비 증액 및 연구인력 확보 :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한 제약기업에서 최

소 150명 이상의 연구인력이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는 바,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 제약기업들은 신약개발 투자와 수혜는 바로 제약기업들의

몫이라는 인식하에 경영자의 의식 전환과 함께 연구투자비 증액과 우수한 연

구인력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7) 해외 연구소 및 거래선 확보 : 미국 및 EU계 제약기업들에 비해 기초연구부문

에 열세에 있는 일본 제약기업들이 해외 연구소와 제휴하거나 지속적인 거래

선을 확보에 적극적임을 고려할 때, 기술수준이 낮고 자금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약기업도 해외 제약기업과 공동연구개발, 대학 및 연구소 등과의

활발한 제휴를 추진하여 신기술을 습득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확보

함으로써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제품의 상품화 및 마케팅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8) R&D 능력에 적합한 전략 필요 : 기술력 및 자금력이 취약하여 독자적인 프로

젝트 개발이 어려운 제약기업은 벤쳐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제휴를 통해 자

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점차 기업의 능력에 맞는 R&D 프로젝트를 추진

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국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이라는 과제는 기술력 제고, 경

영환경 개선을 통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의 수준을 넘어서 향후 국내 제약산업의

- 115 -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전세계시장에서 10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이 새

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신약개발국으로 우뚝 서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제약 선진국

의 의약품 식민지화 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제약기업이 신

약개발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해당 기업이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경영환

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러한 제약기업의 자구적인 노력에 발맞추어 정부

에서는 제약산업이 국가경제의 선진국 진입에 초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여

제약 선진국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국내 제약기업들이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기

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제도 및 정책의 보완,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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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 RA CT >

A s t ud y o n t he re c o ns id e ra t io n fo r t he a b ility o f t he New Drug

De ve lo p me nt in Ko re a n Pha rma c e ut ic a l Ind us t ry

Cheol W on Jung

T he Gran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an Joong Kim , M.D., Ph.D.)

Korea ' s pharmaceutical industry experienced many difficulties since 1980

when the product patent system was adopted. T his was followed by opening of the

industry to unlimited foreign competition , import liberalization of pharmaceuticals, and

liberal foreign investment in pharmaceutical- related industries . In spite of such

adverse environment s, a number of domestic pharmaceutical firm s began devoting

themselves to the development of new drugs so as to raise their statute in the world

community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 s. Such effort s began to pay off in late

1999 with the development of Korea ' s first genuine new drug. T here is no denying

the fact that Korea still lags far behind advanced nations in term s of infrastructures

and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new drugs . T his being the

case, domestic pharmaceutical firm s need to endeavor to promote R&D for drugs

aimed at not only the domestic market but global market s by promoting strategic

tie- ups with their foreign counterparts . T he government also needs to positively

support s effort s of domestic firm s to develop new drugs.

- 120 -



T his thesis is dedicated to the study of new drug development strategies of

foreign countries with emphasis on new drug development program s and procedures

of multinatioal pharmaceutical firms , hoping that it would help guide domestic firms

in the development of new drugs. T o this end, this thesis digs into problem s

involving enterprise management , R&D researches, deficit - ridden enterprise

structures, trade frictions with advanced countries, cut - throat competition among

domestic pharmaceuical firm s, disorderly drug distribution system , expanding R&D

investment s of foreign firms active in Korea, etc.

In order to effectively coordinate government and pharmaceutical firms '

effort s for the development of new drugs , it is a must to redefine their roles . T he

government needs to review it s support measures, raise it s support funds for R&D

projects for new drugs, expand long- term low - interest loans for R&D projects ,

ameliorate procedures for licensing new drugs , grant systematic preferential measures

to stimulate deveopment of new drugs , and effectively check the progress of R&D

projects being financed with government ' s financial support . On the other hand,

pharmaceutical firm s need to eliminate duplicated R&D project s, introduce a matching

fund system , promote restructuring of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firm s, coordinate

R&D project s between major and minor firm s, and help secure adequate professional

manpower for R&D project .

Nobody will dispute the fact that future of Korea ' s pharmaceutical industry

depends on the capability to develop new drugs ; and the creation of environment

conducive to the development of new drugs is quite important . T 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spare no effort s to build adequate infrastructures that can stand

competition with advanced nations. It should also adopt other necessary measures to

pave the way for domestic firm s to stand worldwide competition in term s of quality

and prices of their produc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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