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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3년 최초로 논의가 시작된 한미 FTA는 2010년 추가 협상타결을 끝으

로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다. 특히 의약품 분야는 관세에 국한되어 논의

한 과거 다른 FTA와는 달리, 한미 FTA에서는 의약품 보험급여제도와 지적

재산권 등 국가 의약품정책과 의약품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을 논의

하고 합의하였다.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의료부분과 관련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미호주 FTA는 2005년 1월 1일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 협정 역시 의약품에 관한 광범위한 이슈들을 다루었던 첫 번째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번 한미 FTA 체결에는 의약품과 관련된 주요 정책 요소를

포함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이는 의약품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들이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문 조항을 의약품 정책의 관점에서 분석

하고 그것의 의미와 이미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과 FTA를 실시한 바 있는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약 산업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미호주 FTA의 사례와 비교하여 한미 FTA 의약품 부문 협정

의 의미를 고찰하고, 이것이 국내 의약품 공급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며 이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고찰을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국내 제약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미 FTA 의약품 부문 협정문의 상당 부분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모두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그 중 의약품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협정문의 의의,

제도적인 영향, 제약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호주의 사례와 비교하여 분석

하였다. 이 사례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문헌고찰과 국내에 근무하고 있

는 제약사 실무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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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FTA 의약품 분야 협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호주 FTA와 한미

FTA의 협정 중 의약품 부문에 있어서 일반사항에 언급된 투명성, 혁신적 의

약품 가치 인정의 중요성, 지적재산권 강화 및 허가-특허연계제도가 공통된

주요 내용이다. 특히 투명성 부문에서 보험급여 여부 및 급여액수, 즉 가격을

결정하는 절차상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음으로, FTA 협정 중 의약품 공급 제도에 미친 영향을 미호주 FTA와

한미 FTA 모두 의약품 공급 시스템 중 허가와 등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허가 절차에는 우리나라와 호주에 허가-특허연계 제도의 도입이,

의약품 등재에서는 절차상 투명성을 위해 독립적 검토기구 도입이 주요 제도

적 영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FTA의 협정이 각 국가의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호주의

의약품 제조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1인당 의약품 지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중 건강관련 지출액은 FTA 발효 전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 또한 호주의 제약산업에 대한 R&D 투자도 FTA 협정 후 꾸준

히 증가하고 있어 국가적 협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호주와 같이, 의약품 등재과정에서 독립적 검토기구의 도입과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이 주는 제도적 영향이 제약산업 환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다.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 개발 및 R&D 분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해외 기업과 제휴를 통한 신약 개발(라이센스 전략),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신약 개발 역량 강화 및 해외 제네릭 시장 진출의 활성화를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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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 중심의 다자주의를 선호하였으나, 세계화가 급진전되고

다자주의와 동시에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FTA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1), 아세안2)과

FTA를 체결한 이후 한미 FTA는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체결된 FTA이

다(박실비아, 2007).

한미 FTA는 2003년 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에서 장기적으로 미국 등

과의 FTA 추진을 상정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 11월 한미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는 FTA 사전실무점검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2005년 세 차례의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2006년 2월 3

일 공식적으로 한미 FTA 추진이 발표되었으며 2006년 6월부터 2007년 3월

까지 총 8회의 공식협상이 이루어졌다. 2007년 4월 2일 최종적으로 협상 타

결이 선언되었다. 이후 미국 내부에서 행정부와 의회간 신통상정책이 합의

되었고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협의가 개최된 후 2007년 6월 30일

협정문에 양국이 서명하였다. 2007년 9월 7일 정부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처리가 지연되다가 2010년 12월 추가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2011년 11월 최종적으로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1년

1)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2)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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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는 이행준비상황 점검협의를 거쳐 2012년 3월 15일 한미FTA는 발효

되었다.

그러나 한미FTA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체결된 여타의 FTA에 비해

훨씬 큰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미국이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으로서 우리나와 교역규모가 크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미국의 FTA가

특정 산업이나 상품교역의 범위에 한정한 협정이 아니라 무역, 서비스, 투

자, 경제 규범 및 제도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정이기 때문이

다. 특히 의약품 분야는 관세에 국한하여 논의한 과거 다른 FTA와는 달리,

한미 FTA에서는 의약품 보험급여제도와 지적재산권 등 국가 의약품정책과

의약품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을 논의하고 합의하였다(박실비아, 2007).

미호주 FTA는 1992년 미국이 제안한 후, 10년이 넘게 진전이 없었으나,

2002년 11월 호주 하워드 총리와 미국 무역대표부의 협상 개시 의향 발표이

후 2003년 3월 1차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후 5차례의 협상이 11개월에 걸쳐

2004년 초 까지 진행되었고, 마침내 2004년 2월 8일 양국 정상간 FTA를 타

결하였다. 미호주 FTA를 통해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건설 장비 등 제조업제품의 대호주 수출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호주는 호주

농산물의 미국 시장 접근 확대를 위해 FTA 추진을 희망하였다. 미호주

FTA는 경제적 중요성 외에도 양국간의 우방관계를 공고히 하고, 9/11 이후

대테러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미ㆍ호주 동맹의 강화라는 외교안보적

목적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이준규, 2006).

특히 의약품 분야는 양국 FTA시 미국 측에서 깊은 관심을 기울인 이슈

중 하나로, 호주의 의료보험 비용 상승 가능성의 논란이 있었다. 미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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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미국이 체결한 FTA 가운에 유일하게 의약품의 가격책정 및 배상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호주의 의견이 관철되어 의약품

보조제도(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가 그대로 유지되었다(정귀수, 2010).

의료부분과 관련된 미국과의 FTA는 호주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이

다. 미호주 FTA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의약품에 관한

광범위한 이슈들을 다루었던 첫 번째 FTA라고 평가할 수 있다(박실비아, 2007).

이번 한미FTA 체결에는 의약품의 보험급여와 약가결정, 지적재산권 등

주요 정책 요소를 포함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이는 의약품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들이다. 따라서 한미 FTA 비준시 이행해야 하는

협정문 조항을 의약품 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것의 의미와 이미 의료

분야에서 미국과 FTA를 실시한 바 있는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약 산

업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미호주 FTA의 사례와 비교하여 1) 한미 FTA 의약품 부문 협

정의 의미를 고찰하고 2) 국내 의약품 공급 제도 특히 제약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약가・상환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3) 이를 통해 국

내 제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을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국내 제약 산

업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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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의 개요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호주가 미국과 맺은 각 국가 간 FTA 협정 내용

을 중심으로 의약품에 초점을 맞추어 협정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것으로 인

한 각 국가의 의약품 공급 시스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 후 제약 산업에 어

떤 영향이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FTA와 관련된 호주의 사례를 비

교하여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례

(case)의 단위를 한 국가 안에서의 FTA 협정의 영향으로 정하고 비교 분석

한다.

사례연구(Case study)는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도출하고 이를 일반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적 사례연구(explanatory case study)와 사례

안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실을 기술하고 명확히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사례 연구(descriptive case study)로 나눌 수 있다(Robort K. Yin, 2003).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호주의 FTA로 인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와 제도

적 변화 그로 인한 제약산업의 영향을 기술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일차적 목

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FTA 협정과 비교할 대상 사례는 호주이며 선정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미국과 FTA 협정을 맺었으며, 특히 의

약품 분야에 있어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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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선례로 검토하기에 타당하다.

둘째, 호주는 PBS라는 국가에서 관할하는 의약품 공급 시스템을 갖고 있

으며, 약제 보험 등재 시 경제성 평가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

다. 즉, 정부가 관할하는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성이 있으며, 우

리나라가 롤 모델로 삼는 국가 중 하나이다.

셋재, 호주는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보다는 수입 위주의 제약 환경을 가지

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례지향 연구의 최대 유사체계 분석 디자인을

따르면 비교 사례의 유사성을 고정한 후 사례간의 차이점을 통하여 관심 있

는 현상이 사례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남궁근, 1999).

2. 연구 개념의 틀

이 연구에서는 먼저 FTA 협정의 내용 중 의약품 분야와 연관된 내용을

고찰하고, 이로 인해 각 호주 또는 우리나라의 의약품 공급 시스템에 제도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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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 내용 분석

제도적 측면에서 FTA가

미치는 영향 분석

제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

결론 및 고찰

한미FTA 및 미호주FTA의

의약품 분야 주요 부분 파악
비교제도론적 고찰

호주 및 우리나라의

의약품 허가 및 약가

상환제도를 중심으로

비교제도론적 고찰

호주의 제약산업 변화 및

우리나라 제약산업 변화 예측

비교제도론적 고찰

심층면접

[그림 1] 연구 개념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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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한미 FTA 협상 내용 중 의약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기 위하여 의료 부분 관련 미국과 FTA를 최초로 협정한 호주 사례를 바탕

으로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FTA 협정 및 각 국가에 미치는 제도적 영향은

문헌고찰을 통하여 분석하고,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문헌

고찰 및 관련 실무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사례연구에서 사실 설명에 대한 타당도(validity)는 한 사실에

대해 많은 근거를 제시할수록, 한 사실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근거를 제

시할수록, 다양한 방법으로 근거를 제시할수록 높아지게 된다(Robort K. Yin, 2003).

따라서 사례 연구에서는 되도록 많은 근거자료를 이용하여 사실에 대한 분

석을 시도한다. 사례연구에서 근거자료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문헌자료, 과거 기록자료, 인터뷰 자료, 직접 관찰, 참여 관찰 등을 이

용한다. 이 연구에서도 관련자의 다양한 관점과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문헌고찰 : 우리나라와 호주가 체결한 FTA 내용 및 각 국가의 의약품

관련제도 및 제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련 문헌을 인터넷 검색과

직접 검색을 통해 수집한다. 논문, 정부 보고서, 관련 법령 및 고시, 연구 보

고서, 미디어 보도 자료 등이 포함되었다.

2) 심층면접: 한미 FTA의 협정과 관련된 국내 제도적 변화 및 성과, 그로

인한 제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문헌 고찰만으로 쉽게 파악될 수 없다. 문

헌 고찰로 얻어지지 자료에 대해서는 국내 또는 외국계 제약사에 현 근무하

고 있는 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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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FTA 의약품 분야 주요 협정 내용

1. 미호주 FTA

11개월에 걸친 미호주 FTA 협상기간에서 양국간 주요 이슈는 호주의 의약

혜택제도, 호주의 방송컨텐츠쿼터, 설탕산업과 쇠고기, 투자 이슈 등이었고, 그

중에서도 의약품 관련 협정은 양국 협정 시 독립적인 부속서를 둘 정도로 최

대 현안 중 하나였다(이준규, 2006). 미국은 미호주 FTA 협상 개시 전부터 호

주의 의약품 제도가 무역장벽이라는 견해를 강하게 피력하였고, 미국이 체결

한 FTA 가운데 유일하게 의약품의 가격책정 및 배상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

다. 특히 양국 협정문 부속서는 배상 가능한 의약품의 목록기재와 약품의 가

격 책정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명기하였다(USTR, 2003).

미호주 FTA 협상 내용에는 호주의 의약품 관련하여 약 50개 조항이 포함

되어 있는데, 이 중 부속서 2C(Annex 2C), 호주 통상부 장관과 미국 무역 대

사간의 부속서신과 제17조 지적 재산권에서 의약품 분야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1.1 일반조항 (Treatment and Market Access, Annex 2C)

Annex 2C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원칙을 분명히 표현하며 시작하는데, 그것

은 양 국가가 합의한 양질의 의료와 국가적인 공중 보건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는데 공헌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아래의 4가지 세부 규칙3)으

3) [Annex 2C 원문] the important role played by innovative pharmaceutical products in 
delivering high quality health care・the importanc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of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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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언급되고 있다. 첫째, 의약품의 중요성으로 양질의 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의약품에 의한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둘째, 지적 재산권

보호와 다른 정책들과 관련하여 제약 산업의 연구와 개발 및 이를 위한 정부

의 적절한 협조의 중요성으로 의약품 연구 및 개발 지원을 언급하였다. 셋째,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절차로, 양국의 적절한 의약품의 질, 안전성 및 유효성

기준 적용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투명성 있고 신속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시기적절하고 지불 가능한 신약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필요

함을 인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혁신적 의약품의 가치 인정을 통해 경쟁적인

시장 및 가치 평가 절차의 적용으로 혁신적인 제약 산업의 가치 인식이 필요

함을 강조하였다.

제 2장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 에서 Annex 2-C

-Pharmacueticals 은 공동의무와 일반 원칙들을 반영하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2-C-2 투명성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각각의 의약품 프로그램을 운영하

는 양 국가들에 대해 적용해야 할 투명성과 절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호주

정부에서 적용해야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4).

government support, including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other polices

the need to promote timely and affordable access to innovative pharmaceuticals through 

transparent, expeditious, and accountable procedures, without impeding a Party's ability to 

apply appropriate standards of quality, safety, and efficacy

・the need to recognize the value of innovative pharmaceuticals through the operation of 

competitive markets or by adopting or maintaining procedures that appropriately value the 

objectively demonstrated therapeutic significance of a pharmaceutical

4) [2-C-2 원문] ・ensure that applications from companies seeking to have products added to 

the PBS are considered by th pharmaceutical benefits advisory committee(PBAC) within a 

specified timeframe

・publish the procedural rules and guiding principles that govern the PBAC's consideration of 

those applications

・provide an applicant with an opportunity to provide comments to the PBAC during the process

・provide an applicant with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PBAC's consideration of their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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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PBS에 의약품을 등재하고자 하는 제약사의 신청서는 특정 검토 기한

안에 PBAC에 의해 검토가 진행됨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신

청서를 검토하는데 PBAC의 원칙이 되는 절차상의 규칙과 가이드라인의 원칙

은 일반인들에게 공개 되어야 할 것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검토 과정 중 신청

자 한 명 당 PBAC에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1회 제공해야 하

며 신청자에게 PBAC의 신청건에 대한 의견을 자세한 설명으로 제공할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에게 접근 가능한 절차의 결과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만

들어서 공개해 왔다. Paragraph 2.2 에서는 PBS에 추가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PBAC이 추천을 하는 검토 메커니즘의 정립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호주와 미국은 부속서의 이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논의를 위해 의약품 워

킹그룹을 형성하는데 합의했다(2-C-3). 이 그룹은 협정문에 있는 다른 분야의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해 세워진 워킹그룹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이 워킹그

룹은 적합한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되는데, 이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며 회의

횟수 등에 대한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규제협력(2-c-4)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과 호주 치료 제품 관리기

구(TGA)간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두

조직의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되나 이것이 FDA가 허가한 내용

에 대해 TGA에서도 허가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함을

명시하고 있다.

정보 보급(2-C-5)에 대한 협정은 에서는 제약회사들이 자사 웹사이트에 게

시를 허용 받은 정보의 종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 각 정부가

의약품 광고에 대해 제한하는 법적 형식에 따라 문자 형식은 변경하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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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현재 의약품 광고에서 미국과 호주의 규율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2 제17조 지적재산권 보호

제17조 10항에서는 의약품 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내용이 포함되

어 있는데, 제약사의 제품에 대한 신청서가 작성될 때 해당 규제 기관에 제출

한 임상 시험 데이터의 보호에 대한 조항과 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호주 정부가 제약사 제품들에 대한 임상

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제약사 특허 연장 제도를 변경

할 것을 요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17.10.1(a)에 포함된 신약의 임상 시험 자료 보호 기간 5년을 제공하는 것의

의무는 현재 호주의 제도를 반영한 것이다. 17.10.2항은 새로운 임상 정보 보

호 기간을 3년으로 제공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시스템

을 반영한 것으로 이 문단의 주석에서는 호주의 현존하는 정보 보호 시스템이

이 조항 하에서 합당한 의무임을 인지하고 있다. 시판 허가로 인한 특허 연장

에 대해 17.10.2. 에서는 호주의 특허법 1990 와 동일하게, 이 협정은 허가 절

차상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것에 대해 특허권자에게 보상할 수 있게 하는 제약

특허의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7.10.4.(a)5)에서는 특허약의 복제 의약품 시판은 특허기간 동안 금지되어야

5) [17.10.4의 원문] Where a Party permits, as a conditions of approving the marketing of a 

pharmaceutical product, person, other than the person originally submitting the safety of 

efficacy information, to rely on evidence or information concerning the safety of efficacy of a 

product that was previously approved, such as evidence of prior marketing approval by the 

Party or in another territory:

 a) that Party shall provide measures in its marketing approval process to prevent those other 

person from 

   - marketing a product, where that product is claimed in a patient ;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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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호주 정부는 특허약의 복제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허가 과정에서 조치를 이

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입법상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17.10.4(b)6)은 특허 기간 동안에 복제 의약품이 시장 진입에 의도가 있

다는 것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특허권자는 복제 의약

품의 허가를 원하는 사람이 그 특허가 무효하다고 생각하여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특허약의 복제 의약품을 시판하고자 하는 제한된 경우에, 시판 허가 신

청 내용을 공지 받도록 하였다.

미호주 FTA의 허가-특허 연계 규정에 의하면 신약과 그 용도에 관한 어떤

특허라도 단지 ‘청구’되기만 하면 허가-특허 연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특허 청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허가-특허

연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의약품을 금지 시키는 수단을 허가과정에서 제공하

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7).

   - marketing a product for an approved use, where that approved use is claimed in a patent, 

during the term of that patent, unless by consent or acquiescence of the patent owner ; and

6) if the Party permits a third person to request marketing approval to enter the market with:

   - a product during the term of a patent identified as claiming the product; or

   - a product for an approved use, during the term of a patent identified as claiming that 

approved use, the Party shall provide for the patent owner to be notified of such request and 

the identity of any such other person. 

7)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 조항에서 발견되는 ‘의약품 허가당국에 통보된 특허’라는 표현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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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 FTA

의약품 관련 협상은 한미 FTA 협상에서 가장 논쟁이 뜨거웠던 분야의 하

나였다. 협상은 의약품·의료기기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의

약품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의제는 지적재산권분과와의 연합세션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한미 FTA 8차까지의 공식협상 중 의약품 분야 협상은 총 7회의 정기협상

과 3회의 추가협상8)을 통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미국은 협상 개시 때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2006년 5월 3일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추

진에 불만을 제기하였고 2006년 7월 2차 협상 때는 그것을 이유로 협상을 중

단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동 제도의 추진을 수용하되 FTA 협상에서 그 내

용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였고 8월 회의부터 의약품 보험급여제도를 FTA

협상에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2007년 1월 6차 협상 때 의약품·의료기

기 워킹그룹은 무역구제분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 의제는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에 관심이 많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FTA 협상을 개시하기 수

년 전부터 이미 다수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고, 2000년 이후 미국이 체결

한 FTA에서 의약품 관련 협상 의제와 내용은 국가의 경제수준이나 의약품

시장 환경의 차이에 무관하게 대동소이하였다. 한미 FTA에서도 기존의 미국

FTA의 의약품관련 협정문과 거의 동일한 안이 제시되었다. 미국이 제시한 협

상의제는 보험의약품제도에 관한 것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8) 8월 싱가포르 회의, 10월 화상회의, 11월 서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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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보험의약품제도에 관한 의제는 2004년 타결된 미호주 FTA에서 최초로

협상이 타결되었고, 호주와 마찬가지로 국가 의료보장 및 의약품 급여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가 FTA에서 그 문제를 협상한 두 번째 국가가 되었다.

그 외에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의 비관세장벽을 낮추기 위

한 목적으로 의약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GLP(Good

Laboratory Practices)의 상호인정, 제네릭 의약품 허가와 상호인정, 유사생물

의약품의 약식허가절차 마련 등을 요구하여 협상에서 논의하였다.

의약품 분야 협정문은 크게 두 개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관한 일반적 제도를 다룬 협정문 제5장이고, 두 번째는 지적재산

권 협정문 제18장의 일부로서 의약품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관한 내용이다.

(박실비아, 2007)

2.1 협정문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주요 내용

협정문 제5장은 제도 전반의 원칙에 관한 일반 규정과 혁신에의 접근, 제도

의 투명성, 의약품 정보의 전파, 윤리적 영업 관행, 의약품 허가관련 규제의

협력,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설립 및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5.1조 ‘일반 규정’에서는 각 당사국의 보

건의료제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각국 국민의 보건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양질의 특허 또는 복제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고자 상호 공유하는 다음의 몇 가지 약속9)을 규정하고 있다.

9)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함에 있어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충분한 접근의 중요성

・그 밖의 고비용 의료지출을 절감함에 있어 특허 및 복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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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원칙에 의거하여 제5.2조부터는 제도의 각 요소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5.2조의 ‘혁신에의 접근’에서는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급여액에서 적절히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증거에 기초하여 증가된

급여액 신청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5.3조의 ‘투명성’에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격 산정과 급여, 규제와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와 상대국이 인지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히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으로부터 독립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격 산정

과 급여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을 검토하는 독립적 검토기구를 설치하도록 하

였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보험급여나 가격과 관련하여 관련 위원회나 당국

으로부터 권고 또는 결정된 사항에 불만을 가진 업체 또는 개인은 이 기구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검토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급

여 및 가격결정에 고나한 절차에 새로운 절차가 추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5.4조 ‘정보 전파’에서는 의약품 제조자에 의해 당사국에 등록된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와 그 사이트에 직접 링크된 것을 포함하는 의학학술지 사이트

를 통하여 진실 되고 오도되지 않은 정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허 및 복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에 대한 접근을 위한 건전한 경제적 유인과 경쟁

적인 시장의 중요성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연구와 개발에 있어 학술적, 상업적 실험실에서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적절한 

정부지원, 지적재산 보호, 그리고 혁신을 위한 그 밖의 유인의 중요성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의 적절한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당사국의 능력을 저해함이 없이, 투명하며 책

임성 있는 절차를 통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혁신과 이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비용

부담 가능한 접근을 촉진할 필요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성 있고 합리적인 보건의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이루기 위하여 의약품 및 의료

기기 제조자 또는 공급자와 보건의료 제공자에 의한 전 세계적인 차원의 윤리적인 관행의 중요성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각 당사국 규제당국을 포함한 양 당사국간 협

력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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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윤리적 영업 관행’에서는 급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등재, 구매 또

는 처방을 위하여 보건의료전문가나 기관을 부적절하게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

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제5.6조 ‘규제 협력’에서는 우린나라에서 미국에 요구한 GMP 및 GLP의 상

호인정, 제네릭 의약품 시판승인의 상호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

러한 협정의 교섭 요청 및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요청에 대한 검토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요청 수락의 실현 가능성과 적절성에 관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와 무역

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제5.7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협정문 제5장의 의무의

이행 점검 및 지지, 제5장에 관련된 문제의 논의 및 상호이해 촉진 등의 기능

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최소 매년 1회 회

합하며 회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보건 및 통상공무원이

공동 의장을 맡으며, 중앙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기관의 공

무원과 그 밖의 적절한 중앙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2.2 협정문 제18장의 ‘지적재산권’의 주요 내용

협정문 제18장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 제18.8조

(특허)의 제5항 및 제6항(b)와 제18.92h(특정 규제제품과 관련된 조치)는 의약

품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제18.8조의 제5항은 특허기간중 제3자가 의약품 시판승인 신청을 위하여 정

보 생성의 목적으로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그 때 생산된 (또는 수출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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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허가 신청 정보 생성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제조, 사용, 판매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특허침해의 예외를 의약품 허가 신청까지만 허

용하고 시판을 위한 사전준비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특허 만료

이후 시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기간 중에 제품을 미리 생산하여 비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규

정은 없으나 일반적인 관행과 다르지 않으므로 특별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

상되지 않는다.

제18.8조의 제6항(b)는 신약 및 신약의 제조 또는 사용방법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그 신약의 최초의 상업적 사용에 관한 시판승인의 절차로 인하여 유

효한 특허기간이 불합리하게 단축된 데 대하여, 특허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허 존속기간 또는 특허권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특허법

제89조에서 허가 및 등록이 필요하고 그 절차를 위한 활성․안전성 시험에 장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최대 5년의 특허존속기간 연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규정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제18.9조는 자료독점과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제1～3항에서

는 자료독점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약

시판승인을 얻기 위하여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안전성, 유효성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그 증거에

기초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신약의 시판승인일로부터

최소 5년간 승인하지 않도록 한다. 또 이전에 승인된 화학물질을 포함한 의약

품의 승인에 필수적인 새로운 임상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그 증거에 기초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그 의약

품의 시판승인일로부터 최소 3년간 승인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자료독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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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특허기간의 만료와 무관하게 인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2007년 미국의 신

통상정책에 의하여 자료독점 조항에 “TRIPS협정10)과 공중보건에 관한 특별선

언문11)"과 관련한 공중보건 보호에 대한 문장이 추가되었다. 즉 도하선언 및

도하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WTO 회원국에 부여된 TRIPS 협정의 이행 면

제 및 TRIPS 협정의 개정사항 등에 의한 공중보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제4항에서는 허가-특허 연계제도12)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전에 승인된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정보에 의존하여 의약품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에 대한,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기간동안 특허권자의 동의나 묵인 없이 타인이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시판승인 절차에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또 타인이 이러한 시

판허가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도록 하였다. 기존 한미

FTA에서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이행 의무를 협정 발효 후 18개월간 분

쟁 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추가 협상을 통해 제도 이행 의무

자체가 3년간 유예되었다.

10)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식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을 

말함. 종전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

른협약, 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GATT 체제의 

다자간 규범 내에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 왔음. 이에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UR) 다자간협상의 한가지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1994년 출범한 WTO의 부속협정으로 채택되었으며, 총 7부, 73개조로 구성되

어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하고 있음.

11) 도하선언: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12) 허가-특허 연계제도란, 식약청에 통보된 의약품의 특허에 대해 특허 기간 중 복제 의약품의 시판 허

가를 신청한 자의 신원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는 후발 신청자의 

제품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허가 단계에서 제한하며, 특허분쟁 발생 시 해결될 때까지 또는 일정기간 

동안 허가를 정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



- 19 -

한미 FTA 미호주 FTA

일반원칙

의약품의

중요성

·의약품에 대한 충분한 접근의

중요성과 고비용 의료지출을

절감함에 있어 특허 및 복제의

약품의 중요성

·혁신적인 의약품의 역할이 중

요

투명성

일반원칙

·의약품 개발과 접근을 위한

경제적 유인과 경쟁적인 시장

의 중요성, 윤리성

·의약품의 중요성, 의약품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절차, 혁

신적인 의약품의 가치 인정

의약품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중요성

·학술적, 상업적 실험실에서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적절한

정부지원

·지적재산권 보호, 의약품 연구

및 개발에서 혁신을 위한 인센

티브의 중요성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포함한

제약 산업에서의 연구 및 개발

의 중요성

·적절한 정부 지원의 중요성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절차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절차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안전하

고 효과적인 의약품에 대한 시

의적절하고 비용 부담 가능한

접근을 촉진할 필요성 강조

·투명하고 신속하며 책임성 있

는 절차를 통해 혁신적인 의약

품에 시의적절하고, 비용부담

가능한 접근을 촉진할 필요성

강조

의약품 혁신의

가치 인정

·혁신에의 접근 (별도의 조항)

·절차, 규칙, 기준, 지침이 공평

하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보장

·급여액의 결정이 경쟁적 시장

도출가격에 기초하도록 보장,

또는 의약품 가치 인정

·원론적인 언급

·경쟁적인 시장 운영 또는 의

약품의 객관적으로 증명된 치

료학적 중요성에 적절한 가치

를 평가하는 절차를 통해 혁신

적 의약품의 가치 인정 필요

[표 1] 한미 FTA와 미호주FTA 의약품 분야 협정문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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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투명성

공통점

· 가격을 결정하는 절차상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춤

· 보험급여 신청서에 대한 검토가 정해진 시간 이내에 완료

· 급여 및 가격산정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의 적절한 시점에 의

견 제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급여 및 가격산정에 대한 의사결정의 근거에 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이점

·투명성의 일반적인 원칙이 급

여결정 및 가격결정의 모든 과

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

항들이 포함

·한미 FTA에만 명시된 내용

①규정의 공표와 발효일간 합

리적인 시간을 허용

②급여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

기구가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개방되도록 하고 급여와 가격

산정에 관련된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 명부를 공개

③가격산정, 급여 및 규제와 관

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

적인 절차 명시

·미호주 FTA에만 명시된 내용

①권고 혹은 결정에 관하여 일

반 대중에게 서면 정보를 제공

할 것

②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에 관련 공무원에게 자문을 구

할 수 있음

③PBAC 등재 신청 서류의 내

용에 관해 청문의 기회 제공

지적재산권 ‘허가-특허연계 제도’

공통점

·대상의약품 (후발의약품)

: 오리지널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정보 또는 시판 승인 증거

에 의존하여 의약품 허가 신청을 한 의약품

·특허범위

: 제품에 관한 특허, 승인된 사용방법에 관한 특허

차이점

·특허권자가 의약품 허가당국

에 해당 특허를 미리 고지해야

함

·물질 또는 승인된 용도가 특

허 청구된 경우 허가-특허 연

계 제도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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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FTA 협정 중 의약품 공급 제도에 영향을 주

는 부문

1. 미호주 FTA

1.1 의약품 허가

(1) 호주의 의약품 허가제도

호주의 의약품 인허가는 치료제품관리기구(TG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에서 관장13)하며 세부적으로는 처방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

품, 보완의약품의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0). 처방의약품 같은 경우 ARTG(Australian Register of Therapeutic

Goods)에 등재를 요하는 의약품과 의약품안전평가국(DSEB, Drug Safety

and Evaluation Branch)에 등록 및 평가를 요하는 의약품으로 나뉜다. [그림

2]

(2) 지적재산권 부문으로 인한 제도적 영향

호주 내에서는 미호주 FTA의 의약품 지적재산권 조항으로 호주의 제네릭

의약품 시장진입 지연과 약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특히 허가-특허 연

계 조항에서 후발의약품 허가 신청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특허관련 소명

이 제네릭 업체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

13) Therapeutic Goods Act 1989, Therapeutic Goods Regulations 1990 법률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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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의약품 허가 지원 정보 2010[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그림 2] 호주 의약품 인허가 절차

는 것이라는 강한 비판이 있었다. 그리하여 FTA 이행법 제정 당시 노동당은

허가-특허 연계로 우려되는 에버그리닝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허권자의

소송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반에버그리닝(anti-evergreening)' 조항을 제안하

였다. 노동당의 개정안 심하게 비판받았으나 대중의 강력한 지지를 흡수하면

서 결국 채택되었다(Quiggin, 2005). 이것은 FTA 결과로 제네릭 의약품의 시

장 진입 지연을 우려했던 비판자들에게 약간의 긍정적 반응을 얻어냈으나 어

떤 형태로든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실시되는 한 전적인 환영을 받지는 못했

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의약품 접근성의 균형을 위한 노력은 FTA 이행법의 제

정에 따라 호주의 의약품 허가관리에 관한 법률14)이 2005년 1월 개정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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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되었다. 개정법에서는 미호주 FTA의 허가-특허 연계 조항의 이행을 위

한 구체적인 제도 시행방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호주의 허가-특허 연

계제도는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보호를 막고 의약품 접근성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주요한 특징은,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의

약품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가장 큰 우려를 낳는 ‘특허 소송시 허가지연’을 포

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시 특허권자가 특허

소송을 남발할 수 없도록 소송시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소송시 벌

금도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Chalmers (2006)는 이 변화로 인하여 제네릭 의

약품의 시판에 야기되는 어떠한 변화도, 그것이 아무리 경미하다 할지라도

PBS와 주정부, 소비자에게 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분석하였다.

1.2 의약품 등재

(1) 호주의 의약품 등재제도

시판이 허가된 의약품은 호주 의약품 급여자문위원회(Pharmaceutical

Benefits Advisory Committee, PBAC)에서 상환 여부를 결정한 후에 급여의

약품 가격결정위원회(Pharmaceutical Benefits Pricing Authority, PBPA)에서 상환가격

을 결정한다. 급여목록에의 추가 등재는 연 3회 실시되고 있다(최인덕·김영숙, 2008).

아래 그림은 호주에서 의약품 등재 과정에 대해 개괄적으로 도식화한 흐름이다.

호주에서는 가장 싼 가격으로 약제를 공급한다고 하는 정부의 기본정책이

실현되어 신약을 포함한 약가 수준은 선진국 중에서 최저 수준이다. 약가 결

정 시 원가계산방식15)또는 유사 약효 비교방식16)을 활용한다.

14) Therapeutic Goods Act

15) 제조 또는 수입 비용에 최대 30%의 마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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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호주의 의약품 등재 시스템

호주 보건부는 1970년대 중반까지 영국의 약가를 참고로 하여 가격을 결정

하였는데 그 후에는 보다 합리적인 비용에 근거한 가격체계(cost-based

pricing system)으로 전환하였다. 1988년에 독립적인 의약품 가격기구가 설립

되어 기존에 참고로 하던 경쟁상품의 가격, 제조가, 처방량, 해외사장의 가격

외에 신투자, 생산과 연구 개발 등 그 회사가 호주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활

동 정도까지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김성옥, 2009).

치료제품관리기구에 의해 시판 승인된 의약품이 PBS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의약품급여자문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한다. 1993년 설립된 PBAC는 상환대상

의약품 신청서에 의약품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한 세계 최초

16) 기존 의약품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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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제기구이다. PBAC는 안전성, 효과성, 비용-효과성 그리고 임상적 필요

등의 항목에 따라 의약품의 등재 여부를 검토한다. 만약 PBAC에 의해 PBS

목록에 등재되는 것이 승인되면, 이 서류들은 권고가격을 결정하는 PBPA로

보내지게 된다. 제약회사는 이를 위해 제조원가를 기록한 상세한 서류인

PB11b양식을 제출한다. 가격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약회사는

PB11a 가격수용양식을 작성하게 된다. PBS 등재여부와 가격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보건부 장관이 하게 된다(김성옥, 2005).

(2) 투명성 조항으로 인한 제도적 영향

미호주 FTA의 투명성 조항에서만 발견되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

적인 절차들은 1) 권고 혹은 결정에 관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면 정보를 제공

할 것 2)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련 공무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

음 3) PBAC와 등재 신청 서류의 내용에 관해 청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

록 함이 있다(박실비아, 2007).

2004년 미-호주 FTA 체결 이후 의약품 등재 및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05년부터 도입된 세 가지 제도가 있다. 첫째는 독립적 검토

기구이고, 둘째는 PBAC 앞에서의 청문, 셋째는 PBS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

명성 제고이다. 각각의 제도는 아래와 같다.

① 독립적 검토 절차 (Independent Review Mechanism)

독립적 검토는 신청자, PBAC, PBAC 직원 혹은 계약에 의해 고용된 자, 이

전 약제 평가에 관여한 정부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독립적 검토는

오직 신청자에 의해서만 시작되며, 신청한 약이 등재되지 않았을 때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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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독립적 검토와 관련된 모든 회의는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며, 독립적 검토

에서 발견한 사실은 PBAC에 보고된다. 독립적 검토 결과는 PBAC 회의의 결

과의 발표와 비슷한 일정에 따라 대중에게 알려진다.

독립적 검토의 관리는 책임자에 의해 수행된다. 책임자의 역할은 검토과정

의 일관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인데, 각 검토는 1명의 검토자에 의

해 이루어진다. 검토자는 임상 약학, 역학, 약물역학, 보건경제학, 생물통계학,

내과 전문가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패널로부터 선정된다.

검토를 요청한 신청자는 논란이 되는 문제들을 기술하고 검토는 이들 문제

에 초점을 맞춘다. 이 문제들은 PBAC이 급여에서 제외하게 된 이유들을 반영

해야 한다. 경쟁하는 다른 문제들이 있을 때, 검토자는 책임자와 협의 후에 도

움을 구할 수 있다. 신청자는 책임자에게 검토를 위한 요청서를 서면으로 작

성하고 검토가 필요한 문제들을 기술한다. 책임자는 신청자와 PBAC에게 검토

를 수행할 검토자의 이름을 알려준다. 지명된 검토자는 의장에게 모든 실질적

혹은 잠재적 이해 충돌에 관해 밝혀야 하며, 책임자는 검토자가 공정하고 편

파적이지 않다는 신뢰를 가진 사람이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 검토자는 PBAC

에 제공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논란이 되는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검토할

수 있으나, PBAC에 제공된 정보 이외의 새로운 정보는 고려하지 않는다.

Secion 4(Transparency 원칙)에 기술된 원칙에 문서들17)이 대중에게 공개된다.

② PBAC 앞에서의 청문

미-호주 FTA 이전에도 스폰서 회사와 PBAC 사이에 사전 제출 (구두)-정

17) PBAC의 고려를 반영하는 public summary documents (PSD), 검토를 요구하는 스폰서, 즉 신청자

의 이유, 독립적 검토자의 보고서, 독립적 검토에 대한 스폰서의 의견, 문제가 되는 신청에 대한 

PBAC의 고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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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담당자와의 회의, 정부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 제출, PBAC 하부 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 제출, 등재하지 말라는 권고 이후 정부 직원 및

PBAC 의장과 재평가 의뢰를 촉진하기 위한 논의와 같은 다양한 접점이 있었

다. 청문은 특정 문제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 기간, 횟수에 한정되며,

Medicines Australia는 신청자들이 청문을 요구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경우에

대하여 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박실비아, 2007).

③ PBS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 제고

소비자, 의료인이 의약품의 비용, 편익, 위험을 이해하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국가 의약품 정책과 일관되게 PBS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은 PBAC의 권고

에 관해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이준규, 2006)

2004년 당시 정부 웹사이트에는 각 신청의 결과와 PBAC의 논리에 관한 간

단한 요약만이 제공되는 등 한정된 정보만이 공개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미호

주 FTA 이후 다음과 같은 접근 방법이 정보의 투명성에 적용 되었다. 첫째,

각 PBAC 회의 이후에는 PBAC 권고의 상세한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할 것과

둘째, PBAC 권고와 관련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Public Summary

Document를 작성 하며 셋째, 이 정보에는 충분한 관련 임상, 경제, 이용 자료

가 포함되어 이해당사자들이 PBAC에 제출한 것과 이 제출에 대한 PBAC의

견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박실비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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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의약품 등 허가절차 안내, 2010.5.20, 제품화지원센터

[그림 4] 국내 의약품 인․허가 절차

2. 한미 FTA

2.1 의약품 허가

(1) 우리나라 의약품 허가제도

우리나라의 의약품 허가와 관련한 모든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에서 관장하고 있다. 관련 법령은 약가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이며, 식약청 고시로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주요 규정으로 하고 있다(윤은정, 2010). 품목허

가에 필요한 사항으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 GMP18),

CMC19)이 있다(그림4).

18) Good Manufacture Practice. 의약품제조업자가 우수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 한국은 원자재의 구입으로부터 제조, 포장, 출아에 이르기까지의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충분

한 조직적 관리하에 의약품을 생산하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규정하였다.

19) Characterization of products, Manufacturing process(제조공정관리), Control(제조및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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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위하여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자

료만을 검토하며 특허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허침해에 관한 사항은

사후적으로만 고려하는데, 약사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8조에서는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의약품을 제조하지

아니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의약품의 시판허가는 특허와 무관하며

상업적 행위인 제품 시판과 관련하여 법적 영역에서 특허권의 침해 논쟁을

다루고 있다(박실비아, 2007).

(2) 지적재산권 부문으로 인한 제도적 영향

한미 FTA 합의문 중 지재권 규정 제18.9.4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

약품의 판매를 위한 품목허가를 할 때 특허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20) 이러한 한미 FTA의 지재권 관련 조항에 의하여 우

리나라에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가 바로 특허-의약품 허가 연계 제도이다. 이

제까지는 특허청에서 관장하는 특허제도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장하는

의약품 허가제도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지만, 한미 FTA 시행 후에는

두 제도가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네릭 의약품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특허권 침해

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없이 의약품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약품 제조

20) 당사국이 의약품의 시판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원래 제출한 자 이외의 자

가 그러한 정보 또는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영역에서의 이전 시판승인의 증거와 같이 이전에 승인

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증거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존속기간 동안 시장

에 진입하기 위하여 시판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다른 자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도록 규정한다. 그

리고 

 나.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존속기간 동안 특허

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없이 다른 자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판승인 절차에서의 조

치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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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서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의

약품을 제조하지 못하도록 하고만 있을 뿐이다. 또한,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에는 의약품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없다(최원목, 2007).

한미 FTA가 시행된다면, 먼저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 의약품 정보를 식

품의약품안전청의 특허의약품 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미국 FDA의 오렌지

북(Orange Book)과 같은 형태의 목록집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데이터베

이스 형태로 구축할 예정이다.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는 제네릭 의약품 허

가신청을 할 때 특허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특허권자가 이에

대응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면, 특허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특허분쟁의 결과에 따라서 다른 처분을 하게 되는데,

만약 특허침해라고 결정되면 제네릭 의약품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고, 일정

기간 동안 특허분쟁의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조건부로 허가를 할 수도 있으

며, 특허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정되거나, 특허가 무효라고 결정이 되면 제네

릭 의약품의 허가를 내주게 될 것이다.

2.2 의약품 등재

(1) 현재 의약품 등재제도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거쳐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 여부

및 약제 상한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2006년 12월에 마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라 비용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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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의약품만 선별하여 급여대상으로 하는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으로 전환

되었다21),.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경제성 평가를 거쳐 급여적정성 평가

를 수행하고,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회사

와 약제 상한금액을 협상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약가를 결정․고시하는 시스템

으로 변경되었다.

약가산정기준은 신약과 제네릭으로 구분된다. 신약의 경우 약제비적정화방

안 이전에는 다시 혁신적 신약, 일반신약, 국내개발신약 등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혁신적 신약’이란 기존 의약품에 비하여 투약비용, 임상적 효과 등이

뚜렷이 개선된 신약을 말하며, A7 국가22)의 공장도 출하가격을 평균한 금액에

우리나라에서 정한 부가가치세와 유통거래폭을 가산하여 약제 상한금액을 산

정했다. 일반신약 약가는 보험급여 목록에 이미 등재된 동일․유사효능 의약

품의 국내가격과 외국가격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그러나 약제비 적정

화방안 이후에는 그러한 구분 없이 경제성평가와 협상을 거쳐 보험급여 여부

및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김성옥, 2009).

제네릭 의약품은 보험급여 목록에 이미 등재된 품목 수 및 등재순서에 따라

체감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식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최근 개정된

(2012.1.18)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호)」에 따

르면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과 제네릭 모두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를 부여 하고 제네릭 진입 최초 1년 동안 높은 가격(70% 또는 59.5%)

으로 산정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공급회사가 3개 이하인 경우 1년경과 후에

도 1년 동안의 특례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제네릭 의약품 시장 진입 촉진

및 기술개발에 대한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표2).

21) 2007년 이전에는 Negative list 방식으로 급여목록에 등재됨

22) A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일본)의 약가책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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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고시

(2007.1.1)

개정고시

(2012.1.18)

‣ 특허만료 오리지널: 80%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비율)

- 1st 제네릭 (1~5개):68%
- 1st 제네릭 이후(6개~): 최저가의
90%

‣ 특허만료 오리지널, 제네릭 모두 :
53.55%
‣ 단, 특허만료로 인한 제네릭 진입 최초
1년간

- 특허만료 오리지널 70%, 일반제네릭
59.5%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원료합성 제네
릭 68%

[표 2]. 약가 산정 기준 개정 전․후 비교

(2) 투명성 조항으로 인한 제도적 영향

투명성 강화에 대한 협정 내용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독립적 검토절차 및 독립적 검토에 대해 규정하

고 있다23).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약을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 심

평원의 경제성 평가 단계에서 신청자에 의해 독립적 검토 절차를 거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가 생성되었다. 현재 관련 규칙 및 운영 지침이 제․개정 되

었으며, 책임자 및 검토자 선정 작업에 착수하여 올 7월부터 구성, 운영 예정

이다(보건복직부 정책설명회, 2012). 한미 FTA에 포함된 투명성 조항에서만

발견되는 조항24) 중에 의하여 급여기준 행정 예고가 변경되었다. 따라서 의

23) 제 13조의 2(독립적 검토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료재료(인체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13조의3에서 같다) 및 약제의 요양

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독립적 검토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검토 절차를 총괄하는 1명의 책임자와 검토

를 담당하는 30명 이내의 검토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③ 책임자와 검토자는 치료재료 및 약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④ 책임자와 검토자의 자격, 임기, 위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4) 가격산정, 급여 및 규제와 관련된 사안에 관한 법, 규정, 절차가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다른 쪽 당사국

에 인지할 수 있는 방식이 되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해 각 조치의 목적을 포함한 제안된 규정을 전국적으

로 유통되는 관보에 공표하도록 하고 의견제출 마감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제안된 규정을 공표하도록 한

다. 또한 의견제출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중요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서면으로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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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의료기기 가격산정, 급여 또는 규제 관련 중앙정부의 일반 규정으로

의견 제출 기간(행정예고 기간) 60일 이상 적용하도록 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정책설명회 발표 자료 2012.6.8

[그림 5] 독립적 검토절차

이루어진 모든 실질적인 수정에 대하여 최종 규정을 채택하는 시점에 설명하도록 한다.



- 35 -

Ⅴ. 제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호주

1.1 제도적 영향의 결과

(1) PBS 등재 의약품

호주는 미국과의 FTA 의약품 협상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일반원칙에는 합

의를 하였지만, 구체적인 이행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 아니어서 실제로

NGO들이 우려했던25) 것처럼 미국과의 FTA체결 이후 호주 PBS체제가 붕괴

했거나, 급격한 의료비 상승이 발생하지 않았다. PBS의 처방전 당 일반인 최

대 부담액은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을 바탕으로 발표되고 있고, 미국과 FTA

발효 원년인 2005년 1월 발표된 일반인의 최대 비용 부담은 23.7 호주 달러에

서 28.6달러로 약 20% 가량 증가하였으나, 2006년 1월 발표된 최대 부담액은

29.5 호주 달러로 2005년 대비 3.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호주 비정부기

구들이 FTA가 타결되기 전에 주장하였던 가격 상승분 보다 훨씬 못 미치는

소규모의 증가세이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이준규, 2006).

호주 정부는 호주 PBS의 의료비상승을 직접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합

의 내용은 없으며, 호주의 고유한 PBS시스템 유지를 FTA협상에서 관철시켰

음을 누차 강조하였다. 2005년과 2006년의 실제 의료비 지출액을 보아도 기존

25) 일부 NGO들은 PBS의 총비용이 10억 달러 증가하는 경우 무료 환자의 1인 당 지불액이 180% 까지 

증가할 것으로 주장. 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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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요인을 제외하고 미호주 FTA로 인한 시스템상의 지출 증가요인은 아직

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비정부기구들이 주장하였던 것처럼 호주

PBS체제가 파괴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호주 고유의 의료체제를 보다 투명하

고 건전하게 유지하고 있다(이준규, 2006).

(2) 참조가격제 변화로 인한 의약품 가격의 영향

미호주 FTA가 호주의 의약품 가격 상승을 유도할 것이라는 논쟁은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가정에 의거하여 예측된다. 첫째는,

2007년 F1/F2 PBS 개정 법안에 대해 정부 수준의 재조정 또는 미호주 FTA

의약품 워킹 그룹을 통해 호주의 PBS 참조 가격제의 변화 또는 일부 변경을

원하는 미국 측의 요구이다. 둘째는, 첫 번째 사항의 유효성을 가정하였을 때,

미호주 FTA로 인한 F1/F2 PBS 변화들이 호주의 의약품 가격의 상승을 조만

간 일으킬 수 있는 메카니즘을 형성시킨다는 것이다(Thoma Faunce 2005).

Thomas Faunce (2009)의 2008년~2009년 F1/F2의 Public Summary

Documents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F1/F2 제도 후 F1에 등재된 비용-최소

화 약물의 사례(레비티라세탐, 프라미펙솔)를 통해 제도 변경 후 의약품 가격

책정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은 2008년 11월 긴장성 간대성 발

작 1차 치료제 및 간대성근경련발작 치료제로 PBS F1 범주에 승인되어 등재

되었다. 프라미펙솔은 2008년 7월 단독요법(초기) 또는 레보도파 와 병용요법

(질병 진행시)으로 투여 가능하도록 PBS F1 범주에 승인되었다. 두 약물 모

두 처음에는 PBAC 근거 중심 평가를 통해 F2 범주에 있는 근접한 비교약제

들(라모트리진, 브로모크립틴)과의 의학적 혁신성26)부분을 인정받았다.

26) 명확히 입증된 치료학적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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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량 총 정부 지출 비용
정부의 단위당 평균

지출 비용

레비티라세탐 (F1) 160,994 $ 20,448,127 $ 127

라모트리진 (F2) 184,092 $ 16,034,860 $ 87

[표 3] F1/F2 제도 후 PBS F1 등재된 비용-최소화 약물의 예 (라모트리진)

처방량 총 정부 지출 비용
정부의 단위당 평균

지출 비용

프라미펙솔 (F1) 43,079 $ 2,750,903 $ 64

브로모크립틴(F2) 14,062 $ 564,320 $ 40

[표 4] F1/F2 제도 후 PBS F1 등재된 비용-최소화 약물의 예 (프라미펙솔)

레비티라세탐 2,887mg은 라모트리진 296mg과의 치료적 동등성을 입증하였고,

프라미펙솔 2.8mg은 브로모크립틴 20.8g과 등등함을 입증하였다.

아래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F1 약물은 호주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단위

당 평균 비용이 임상적으로 동일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보여주고 있는 임상전

문가들이 수행한 약물경제성 평가에 의한 약물들보다 전체적으로 더 많이 소

요되었다. 이러한 비용 차이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Thomas Faunce는 주장한

다. 그는 의약품 가격에 있어 이러한 차이에 대해 어떤 이론적인 또는 투명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이것이 PBS의 중요한 수치가 된다면, 호주의

의약품 정책의 근거 중심의 특징과 잠재적으로는 F1 범주의 PBS 등재된 처

방 의약품 가격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하였다.



- 38 -

출처: Thomas Faunce, 2009

[그림 6] 고지혈증 치료제의 평균 약가

다른 사례로 고지혈증의 평균 약가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다. 고지혈증 치료

제의 가격변화는 다음과 같은데, F1에 속한 특허의약품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

는 것이 관찰된다. 전체 처방건수로 나눈 평균 약가는 정부와 환자(일부 본인

부담)의 전체 비용을 나타낸다. 아래 [그림 6]은 같은 ATC 그룹 안에서 F1과

F2 약제로 분류된 평균 약가의 경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고지혈

증 치료제의 평균 약가 변화를 나타내는데, 아토르바스타틴 과 로수바스타틴

은 F1 약제이며 반면에 심바스타틴과 프라바스타틴은 F2로 분류된 약제이다.

이 의약품들이 모두 임상적 및 비용-효과적으로 가장 근접하게 정렬된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환자들이 F1에 속하는 의약품에 대해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왔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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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네릭 의약품 출시

호주의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아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평가는 거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FTA 협상 결과 및 이행법에 대한 각계의 평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호주 상원위원회 평가보고서에서 의약품 지적재산권 조항과 관련하여 제네

릭 의약품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변화로 인한 약제비 상승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었다. 특히 허가-특허 연계시 특허권자가 특허 소송을 통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를 지연시키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상원위원

회는 FTA 협상에서 허가-특허 연계와 관련하여 미국이 당초 추구했던 것을

다 이루지는 못했다고 보았고, 이행법이 의도하는 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제네릭 업체에서 새로 요구되는 조건과 행정절차 등에 의

한 부정적 영향과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의혹을 감추지 않았다. 그리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이 변화로 인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에 야기되는

어떠한 변화도, 그것이 아무리 경미하다 할지라도 PBS와 주정부, 소비자에게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Chalmers, 2006).

Burton과 Varghese는 TGAct 개정법에 의하여 제네릭 허가 신청시 특허관

련 소명을 하게 됨에 따른 제네릭 업체의 부담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만일 제

네릭 업체가 자신의 제품 생산, 판매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명

할 경우 제네릭 업체는 나중에 그것이 특허침해로 밝혀진다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위험을 안게 된다. 그렇다고 두 번째 선택사항인, 제네릭 업체가 자신의

제품과 관련하여 특허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고 제네릭 허가 신청 사실을 특

허권자에게 통보한다면 이후 특허소송을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특허소송은

제네릭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발생하게 된다. 과거에는 제네릭 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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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판 시기를 특허소송 이전 또는 이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으나,

FTA 발효 이후에는 그러한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Burton과

Varghese 는 새로운 조항이 제네릭 업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

나 현재 이미 복잡한 규제체계에서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보았다(Charlmers, 2006).

제약사의 특허권 보호를 위한 에버그리닝27) 전략과 판결에 대해 한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Alpharm Pty Ltd 과 H Lundbeck (2008) FCA 559의

사례를 통해 조명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미호주 FTA 협정의 제17장 지적재산권

부분에 영향을 받은 Therapeutic Goods Act 1989 및 Patents Act 1990 에 대

한 최근의 에버그리닝 변화의 최초의 사례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Lundbeck사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항우울증 치료제 시프라밀정(브롬

화수소산시탈로프람) 및 렉사프로정(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에 특허를 가지

고 있다. 에시탈로프람은 시탈로프람의 거울상 이성질체로 시탈로프람 이후

개발된 대안제인데, 시프라밀정은 1997년 ARTG(Australian Register of

Therapeutic Goods)에 등록하고 1998년부터 호주에서 시판하였으며, 렉사프로정은

2003년에 등록 및 시판 하였다. Lundbeck사는 에시탈로프람의 특허 존속 기

간 연장을 신청하여 2009년에서 2014년으로 특허가 연장되었다. 이에 제네릭

제조업체인 Alphapharm사가 Lundbeck사의 에시탈로프람의 특허 연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에시탈로프람은 이미 ARTG에 등록된 시프라밀정에 포함

되므로 존속기간 연장신청은 시프라밀정이 최초로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 이

27) 특허 관련 전약으로 제품의 수명 주기를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특허권을 가진 제약사가 해

당 제품에 대하여 multiple patent application을 하여 제네릭을 생산, 시판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시장

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 장벽을 두는 것이다. 예를 들면, dosage, method of use, metabolism등

을 이용하여 특허를 여러 개 두어 그 중 한 특허가 만료된다 하더라고 다른 특허가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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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02

2002

-03

2003

-04

2004

-05

2005

-06

2006

-07

2007

-08

2008

-09

연간 매출액
(백만, AU$)

6,349 5,505 5,796 6,231 6,929 7,172 7,953 8,668

[표 5] 호주의 의약품 제조업 매출액 변동

내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를 위반한 연장신청이므로 연장승인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효를 주장하였다. 결국 시프라밀정의 거울상 이성질체인 에시탈로

프람은 시프라밀에 포함되는가가 쟁점이었던 이 판결은 라세미 화합물은 통상

거울상 이성질체를 포함한다고 판단하여 Lundbeck사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Thomas Faunce, 2008).

1.2 제약산업의 변화

호주의 의약품 시장은 미국, 영국, 기타 유럽 등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대

기업과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호주업체들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호

주업체들은 다른 회사의 라이센스 하에 약품을 제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호주의 의약품 제조산업은 2002-03 회계연도를 제외하고는 1996-97 회계연

도부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최근인 2008-09 회계연

도에는 호주 국내의 의약품 생산이 총 86억6천8백 호주 달러이며, 지난 10년

간 성장세를 유지한 중에 특히 2006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

출처: Medicines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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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건강 관련 지출 중 의약품
이 차지하는 비중(%) 16.7 16.5 16.1 16.1 15.8 14.6

GDP 중 건강관련 지출액
비중 (%) 8.3 8.5 8.4 8.5 8.5 8.7

1인당 의약품 지출 추이
(단위:US$) 445 473 479 510 530 503

[표 6] 호주의 의약품 수요 동향

(1) 수요 동향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호주의 의약품이 건강 관련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반적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당 의약품 지출 추이는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8년

다소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 관련해서 지출하는 금액이 GDP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출처: Medicine Australia

아래 [그림 7] 는 호주의 공공 의료 부분 지출의 경향을 나타낸다. 1999-10

회계연도부터 지속적으로 GDP중 공공 의료 지출은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2009-10 회계연도에는 6.6%로 나타났다. 이와 동일하게 지출액도 증가하여

2009-10 회계연도 기준 약 850억 호주달러를 기록하였다. 1999-10 회계연도

지출액이 약 380억 호주달러임을 고려하면 10년 전보다 약 2.2배 증가한 수치

이다. GDP 중 공공의료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6.0% 수준에

서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의료 지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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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edicines Australia

[그림 7] 호주의 공공 의료 부분 지출

2004

-05

2005

-06

2006

-07

2007

-08

2008

-09

2009

-10
Clinical Health

(AU$, 백만)
192 247 273 227 282 275

Human Pharmaceutical

Products(AU$, 백만)
456 506 595 707 804 727

[표 7] 호주의 의약품 R&D 투자

(2) 의약품 R&D 투자

Medicine Australia의 보고에 따르면, 호주의 의약품 산업의 R&D 투자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9-10년에는 10억 호주 달러 이

상을 기록하였다(그림6). IMS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호주의 주요 제네릭 의

약품 제약사 8곳의 매출은 약 9억3천만 호주달러로, 동 기간의 호주 의약품

제조업 매출액 86억 호주달러로 전체 의약품 제조업 매출의 약10% 정도를 차

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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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Premium을 받은

의약품 수
253 297 293 303 323 335 345 360 353

Brand premium으로

조제된 처방건수
(백만)

33.4 33.4 33.3 32.6 29.5 30 30.1 27.9 25.2

Benchmark level로

조제된 처방건수
(백만)

26.3 29.4 22.6 37.8 43.1 50.5 51.9 52.7 53

benchmark level

비율
44% 47% 49% 54% 60% 63% 63% 65% 68%

호주는 ‘상표 프리미엄 정책(Brand premium policy)'을 통하여 생물학적 동

등성이 입증된 제품 중 가장 저가의 제품을 기준으로 정부의 상환가를 산정

하고 약가와 정부의 상환가의 차이는 소비자가 브랜드 프리미엄으로 지불하

도록 하고 있다. 1999년 12월에 도입된 이 정책은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을 유

도하고자 함인데, 2000년 이후 브랜드 프리미엄으로 조제된 처방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벤치마크 수준으로 조제된 처방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

는 전체 PBS에 있는 치료적으로 대체가능한 약제들 중 68%가 벤치마크 수

준의 가격으로 판매되었다(Medicines Australia, 2011).

[표 8] PBS의 상표 프리미엄 정책

출처: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Pharmaceutical Benefits Pricing Authority Annual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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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2.1 제도적 영향의 결과

앞서 III. FTA 의약품 분야 협정 주요 내용 및 IV. FTA 협정 중 의약품 공

급제도에 미친 영향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약품 제도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협정 내용은 1) 보험의약품 등재과정에서 ‘독립적 검토절차’ 마련과 2)

의약품 허가-연계제도의 도입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독립적 검토 결과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며, 원 결정을 번복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입

장을 표명 하였고, 제도적 장치도 마련을 위해 구체적 세부 사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다. 또한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시판방지조치는 3년 유예하는 것으

로 추가 협상 타결이 되었으므로 아직 두 제도 모두 직접 제도적 시행이 이루

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제도적 변화에 따른 제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

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2 제약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

2007년 협상 타결 및 2010년 추가 협상 타결 그리고 최근 효력 발효에 이

르기까지 학계, 업계, 정부, 시민 단체 등 사회 여러 층의 다양한 분석, 예측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의료분야 협정문의 이행으로 제네릭 의약품 중심으로

성장해온 국내 제약산업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의견

이 분분하였다. 이에 “한미 FTA”, “제약 산업” 을 주제어로 2005년 1월～

2012년 4월 동안의 연구보고서, 참고 자료 정부 발표 자료, 기사 등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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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핵심 영향을 정리하였다. 또한 예측되는 영향을 바탕으로 현 제약업계

에 근무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국내 및 외국계 제약사

관점의 영향도 분석해 보았다. 심층면접은 총 5명(국내 제약사 3명, 외국계

제약사 2명)을 대상으로 단독 인터뷰 형태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대상자는

각 제약회사의 약가팀 또는 허가팀에 근무하며 보직연수는 3년 이상～5년

미만 1명, 5년 이상～7년 미만 2명, 7년 이상～10년 미만 2명, 10년 이상 1

명이다. 심층면접의 각 질문 별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정리하였다.

(1) 오지리널 의약품의 가격 책정

한미 FTA 타결로 인해 신약의 약가 상승에 대한 시민단체, 소비자 단체를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부회장은 “한미 FTA 타

결 결과 그 이행법안인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특허권 보

호조항은 전 세계에서 미국과 가장 강한 국가가 된다. 그로 인해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이 예전보다 어려워져 약값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약

값 결정과정에도 다국적 제약회사의 개입으로 인해 신약이나 특허약의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FTA는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되

며, 당장은 아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약사신

문 인터뷰 내용 발췌, 2011.11.29).

이에 반해 약가 상승의 영향이 시민단체의 우려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도 있다. 한미 FTA 협상 타결 결과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의 근간이 유지되어 선별 등재와 약가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

능하며, 독립적 이의신청절차는 수용하되 해당 기구에서는 원심의 결정을 번

복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신약 가격의 인상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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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입장이다(이의경, 2007).

한편,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appropriately) 인정한다”는 합의 내용에

서 "적절히(appropriately)“라는 단어의 의미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 약가

인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협정문의 해석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 평가도 있

다. ”적절히”의 의미 해석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기도 하나, 위 합의 내용은

반드시 특허의약품 개발에 투여된 연구개발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과 이윤을

합산한 객관적 가격을 인정할 것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입장이

다(최원목, 2007). 다시 말하면, 우리 측에서 약가결정시에 연구개발비 등을 참

조하면서도 해당 질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에 의해 결정할 수 있

다고 해석되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운영함에 있어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

절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만약 현행 약가 제도의 개선으로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약가

가 인상될 경우,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 진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와 같은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낮은 보험 약가 책정의 제도로 인해 다

국적 제약사는 수입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 국내 업체에 라이센스를

주고 원재료를 공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낮은 약가를 받는 것이 불가

피하다면,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방향이 비용 효율 면에서 높다는 전략적 고려

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FTA 협정으로 인해 오리지널 약가 산정 기준에 변화

가 일어난다면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시장 진출 양상에 상당 부분 변화, 즉

직접적인 시장 진출의 증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국계

제약사의 직접 진출 빈도 증가는 동시에 국내 업체들이 오리지날 제품을 라이

센스-인 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황상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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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평균 1~5년 평균 6~10년 평균 누적(10년)

생산(매출)감소 904~1,688 576~1,002 1,232~2,375 9,035~16,881

관세철폐 157 144 171 1,574

지재권강화 746~1,531 432~858 1,061~2,204 7,461~15,307

허가-특허연계 673~1,458 367~794 980~2,123 6,735~12,580

공개자료보호 73 64 81 726

[표 9] 한미 FTA로 인한 제약산업 피해 추정 (단위:억원)

제약사 실무자들의 종합적인 의견은 독립적 검토 절차가 인해 신약을 등재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보이나, 이것이 약가의 상승과 연결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정부는 혁신성에 대한 가치 인정이 경제성

평가를 통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제약사 실무자들의 의견은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하였다. 앞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절차를 검토해 보아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혁신성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할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2)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와 제네릭 의약품의 도입

기존 한미 FTA에서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이행 의무를 협정 발효 후 18

개월간 분쟁 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추가 협상을 통해 제도 이

행 의무 자체가 3년간 유예되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시,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가 3년 지연되고, 특허 출원 후 등록까지 약 16개월 소요, 신약특허심사기간(2

년) 초과 시 초과분만큼 특허기간 연장을 고려하면 4년 4개월～5년 4개월 정도 제

네릭 의약품의 출시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영업 손실을 입을 것이

라고 예상하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FTA로 인한 제약업 피해 규모를 연평균 904～

1,688억원으로 추산한 반면, 업계는 최대 2조원까지 추산하는 등 평가가 엇갈리기는 하

지만, 국내 제네릭 사업에 타격을 줄 것은 분명해 보인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7).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추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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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허 연장으로 인해 그만큼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이 시판되는 것이 늦

어지고, 결국 이 부담은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부정적

인 시각도 있다. 신형근은 “특허에는 물질특허, 제법특허, 조성물특허 등 종류

가 많은데, 원 개발자가 약간의 변형을 가해 새로운 특허를 부여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려고 하는 전략(에버그리닝)이 강화될 것” 이라며 제네

릭 의약품 생산에 벌어질 피해를 우려했다.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 보강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

적인 시각도 있다. 이는 유예기간 2011～2013년 동안 특허의약품의 만료가 집

중되면서 약 8,000억원 수준의 제네릭 시장이 형성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

다. 유예기간 동안의 매출확대 기회 외에도 집중적인 신약 개발 노력에 따른

기술력 강화, 제품 라인업의 강화 등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약가 인하 압력과 더불어 정부의 제약 산업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로 인해 제약사들은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 및 개발비

용 효율화 등이 필요한데, 이 제도의 유예로 중장기 성장모멘텀 확보에 필요

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또한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한 cGMP시설에 대한 투자 등 일부가 확보된 점에서도 추가 협상에서 얻은

유예기간은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 확보에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귀수, 2010).

정부도 단기적으로 볼 때는 허가-특허 연계 및 자료보호에 따라 제네릭 의

약품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기업은 제품출시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2007).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미

FTA 협상은 국내 제약사들로 하여금 선진화된 제도에 적응하고 신약개발 능

력을 키우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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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강화는 신약 연구개발에 긍정적인 유인으로 작용하여 국내 기업들이

제네릭의약품 생산보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신약개발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기업과의 기술 협력 및 해외시장으로 진출이 활발해져 내수위주에

서 수출지향 산업구조로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추가 협상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3년 유예되면서 제네릭 의

약품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사에 대한 그 동안의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이다. 실제로 심층면접에 따르면,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 승

인 기간이 이 제도 이후 12개월～24개월 연장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약

4년 정도로 분석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1～2년 정도는 제네릭 출시가 지연이 회사의 수익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개발 전략을 잘

구상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3년 유예기간

동안 2014년 이후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로 이미 국내사에

서는 전략적으로 제네릭 시판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 약가결정과정에서의 독립적 검토기구의 도입

먼저 이 기구의 도입이 높은 약가 책정의 도구로 사용될 우려에 대한 의견

이 있는데, 독립적 검토기구에 제약 회사가 구성원의 일부로 참여하게 된다면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고가로 약가가 책정될 것이라는 예측

이다(우선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프레시안 인터뷰 내용, 2011.11.04).

이에 대해 정부는 ‘독립적 검토기구’의 설치가 현행 심평원 경제성평가에 추

가적인 절차만 추가되는 것으로, 신약을 등재할 때 공단과의 협상에 영향을



- 51 -

끼쳐 실질적으로 가격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독립적 검토기구 설치와 특허약의 가치 인정 조항으로 인해 특허약의 경우

가격이 상승할 개연성이 높고, 의약품 조항의 설치 자체가 다국적 제약회사에

게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신형근,

2011),

여기서 “독립적 검토 절차”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한 사항에서 “검토

(reveiw)"라는 단어의 다의적 의미상 보험 등재여부나 약가와 관련한 원결정

을 번복할 권한을 지니는 일종의 상소나 재심절차를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제

시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원심 번복 기능을 약속한 것은 아니라

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로는 1)원심번복 권한을 명시할 것을 요구한 미측의

주장이 결국 합의문 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 2)동일한 단어가 수용된 미호주

FTA를 이행함에 있어서도 호주가 원심번복 기능을 인정하지 않은 점,

3)appeal(원심번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은 점, 4)원심번복과 같은 중대

한 기능이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점, 5)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원심번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최원목, 2007) 종합적으로 독립적 검토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약가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합의 사항

의 해석을 통해 볼 때 이 검토 기구가 약가 결정에 핵심적인 평가 역할을 담

당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

일 가능성을 염두해 둘 수 있다.

현 제약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제도가 분명히 등

재 시스템에 영향은 주지만 정확한 판단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입장이 주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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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 독립적 절차의 신설은 신약의 평가 과정에서 분

명히 심평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신약을 등재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처리

기간28)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실효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는 의견이었다. 또한 독립적 검토기구의 구성원, 근거 판단 가치 등에 따라 이

검토절차를 활용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우에 따라 검토 기구의 결론이 소

비자, 환자 단체에는 매우 민감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우

리나라의 관련 전문가들은 매우 제한적이고, 시행 사례도 없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이 절차를 활용하는데 신중을 기하는 입장이었다. 희귀의약품, 특히

환우회와 연계되어 정치적 이슈가 개입된 약제의 경우 활용될 여지도 있으나,

그 경우의 수는 적을 것으로 보았다.

(4) R&D 투자

FTA 발효에 따른 제네릭 승인 지연은 분명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개발의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약가 제도

하에서는 신약에 대한 투자도 어려운 것이며, 허가상 필수 요소로 작용할 1상,

3상 임상의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정되나 그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심층면접 내용). 의약분업 후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36.6%(IMS health Korea, 2007)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제네릭 의약품 위주의 국내사들의 경쟁력 및 시장지배력은 갈수록 약화될 것

2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제6항. 제1항에 따른 신청부터 제5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

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1.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 100일 

2.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150일

3.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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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적 변화들 속에서 국내 제약산업은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 받고 있다. 따라서 FTA 타결을 계기로 연구

개발 집중과 제약사간 구조조정 또는 R&D 협력을 통해 신약개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단계별 발전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 개발 및 R&D 분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라이센스 전략 : 해외 기업과 제휴를 통한 신약 개발

현재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글로벌 신약의 개발을 위해 택할 수 있는 전략은

먼저 유망한 후보물질을 발굴하여 임상 2A 단계까지 개발한 후, 다국적 제약

사와 라이센스 하여 기술료 수입과 독점판매권 등을 바탕으로 제약사를 육성

하고, 이 후 확보된 자금력과 경험을 토대로 세계시장에 독자 진출하도록 하

는 것이다. 기초부터 임상초기연구까지 정부와 민간이 공동지원하고 그 후 시

장 진입은 민간주도 R&D 구조로 전환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뛰어난 개량신약

기술(제형, 제제변경)을 라이센스 아웃하여 오리지널 제약사와 전략적 제휴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별 발전전략의 핵심은 다국적제약사와

제휴할 후보물질 및 이를 지속적으로 도출하는 시스템의 보유이다(심층면접

내용).

벤처기업에서 출발하여 라이센스 전략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예로

Gilead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화합물 신약 개발 전문회사로 출발한 Gilead

사는 항바이러스제 부문에 특화하여 라이센스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결과

불과 10여년 만에 8개의 신약 제품을 갖춘 거대 제약회사로 성장하였다.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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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조류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정을 Roche에 라이센스하여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자금력을 확보한 후에는 유망 물질을 보유한 벤처기업들을 인수

하여 단기간 내에 제품 포트폴리오와 매출 확대를 이룰 수 있었다. 그 결과

1994년에는 종업원 100명, 시가총액 1억 5천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에

는 종업원 2,500명, 시가총액 250억 달러, 매출 20억 달러의 대기업으로 성장

하였다(김석관, 2007).

②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신약 개발 역량 강화

라이센스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후보물질을 발굴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의 연구개발비가 50대 제약사

의 평균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현 상황에서 국내의 제한된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는 효율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

부 역할은 산학연 협력과 연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혁신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원하는 것이다(정귀수, 2010).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후보물질도출에서 비임상·임상시험, 상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신약개발 지원을 내용으로 ‘한미 FTA 대응을 위한 범부처 신약개발

R&D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청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신약 후보물질도출에서 비임상·임상시험, 상업화

로 이어지는 신약개발 전 단계를 지원함으로써, 2016년 연 매출액 1조원 이상

의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이 계획의 목표이다.



- 55 -

출처:한미 FTA 대응을 위한 범부처 신약개발 R&D 추진계획, 과학기술부 2007

[그림 8] 신약 연구개발 단계별 소요이간 및 성공확률

③ 해외 제네릭 시장 진출의 활성화

현재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은 제네릭 및 개량신약 개발 능력은 존재하나, 해

외 시장에서의 특허 및 허가 문제와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생산설비 문제로

인해 완제품이 아닌 원료 의약품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의

cGMP 로드맵에 따라 국내 제약회사들의 생산설비가 선진국 수준으로 갖춰지

고 있어 각 나라의 제도적 특성에 맞는 특허 및 허가 전략을 잘 세운다면 제

네릭 수출을 통해 새로운 시장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정인교․노재봉, 2005).

미국의 시장을 예를 들면, 도매 유통망이 소수 기업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고, 제네릭 의약품은 약효에 대한 별도의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 분쟁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운다면 마케팅을 위한 제휴 없이도 미국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심층면접 내용). 특히 우리나라는 제제 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개량신약은 기존 오리지널 제품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단순 제네릭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한미 FTA를 활용하여 미

국 시장 진출의 한 방안을 검토도 가능하다. 바이오 시밀러를 하는 회사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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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진출을 생각하는 경우, 미국 바이오 의약품의 자료 독점권 기간을 단축(미

국 현재 10년+2년 운용 예정이나, 한미 FTA는 3, 5년만 존재. 따라서 단축 요

구)과 GMP등의 상호인증 제도의 조기 합의 등을 통하여 해외 진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심층면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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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

의약품 분야

미호주 FTA로 인한

호주의 영향

한미 FTA로 인한

한국의 영향

허가

제도
지적재산권

①허가-특허 연계제도

②반에버그리닝 조항

TGA 개정

①허가-특허 연계제도

등재

제도
투명성

①독립적 검토절차

②PBAC 앞에서의 청문

③PBS 과정 및 결과에 대

한 투명성 제고

①독립적 검토 절차

②행정예고기간 60일

[표 10] 분석 결과 요약

Ⅵ.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보다 앞서 협정이 체결된 미-호주 FTA의 사례와 비교하여

한미 FTA 의약품 부문 협정의 의미를 고찰하고, 그 중 국내 의약품 공급제도

(의약품 허가 및 등재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이로 인한 제약 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나아가 국내 제약 산업이 나아가야 할 개발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1. FTA 의약품 분야 협정 주요 내용

미호주 FTA와 한미 FTA의 협정 중 의약품 부문에 있어서 일반사항에 언

급된 투명성, 혁신적 의약품 가치 인정의 중요성, 지적재산권 강화 및 허가-특

허 연계제도이 공통된 주요 내용이다. 특히 투명성 부문에서 보험급여 여부

및 급여액수, 즉 가격을 결정하는 절차상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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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급여신청서에 대한 검토가 정해진 시간 이

내에 완료되도록 보장하고, 급여 및 가격 산정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의 적절

한 시점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신청자에게 부여하며, 급여 및 가

격산정에 대한 의사결정의 근거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점, 그리고 신청자에 의해 발동될 수 있는 독립적인 검토 절차를 가능하

도록 하는 점이 동일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호주 FTA의 협정문에서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들을 명시한 반면, 한미 FTA 협정문은 투명성의 일반적인 원

칙(합리적, 객관적, 공평), 모든 관련 조치들의 공표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투

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급여결정 및 가격결정의 모든 과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미국 그리고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만 있는 제

도로, 캐나마, 호주에 이어 우리나라도 도입되었다. 미호주 FTA의 허가 특허

연계 규정에 의하면 신약과 그 용도에 관한 어떤 특허라도 단지 ‘청구’되기만

하면 허가-특허 연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특허 청구와 관련해

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허가-특허 연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의약품을 금지 시키는 수단을 허가과정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

인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는 반면, 한미 FTA는 ‘의약품 허가당국

에 통보된 특허’라고 명시되어 있다.

2. FTA 협정 중 의약품 공급 제도에 미친 영향

미호주 FTA와 한미 FTA 모두 의약품 공급 시스템 중 허가와 등재라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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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측면에서 제도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허가 절차에는 우리나라와 호주에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으로 오리지널사와 제네릭 제조사의 지적재산권 강

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호주에서는 의약품 접근성과 지재권 보호의 균형

을 위해 ‘특허 소송시 허가지연’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시 특허권자가 특허소송을 남발할 수 없도록 조건을 부여하였다. 의약품

등재에서는 절차상 투명성을 위해 독립적 검토기구가 신설되어 그 절차와 운

영상 규칙에 대해 두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3. 제약 산업에 미친 영향

호주의 PBS 체제는 투명하고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등재 의약품의 약

가 상승도 우려한 만큼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7년 F1/F2

PBS 제도 변화에서 F1의 가격이 F2 의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나

고 가격 인하의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PBS 등재 의약품 가

격에 대해 추이를 지켜볼 여지는 있다.

호주의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네릭 업체에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으나 경험상에서는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Alpharm Pty ltd.

과 Lundbeck 의 에버그리닝 전략과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호주의 의약품 제조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1인당 의약품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GDP 중 건강관련 지출액은 FTA 발효 전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 여러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분석은 불가능하나, 주어진 자료

에 따르면 FTA 시행으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되었다고 평가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호주의 제약산업에 대한 R&D 투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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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 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가적 협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호주와 같이, 의약품 등재과정에서 독립적 검토기구의 도입과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이 주는 제도적 영향이 제약산업 환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다.

제네릭 의약품 시판 승인 지연과 독립적 검토기구의 도입으로 오리지널 의

약품의 약가가 높게 측정되어 약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제약사 실무자들과 전문가들은 해당 기구의 구성원과 운영 방

침에 따라 활용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결정이 원심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약 가격의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 도입은 정부가 분석한 것

보다 적은 12～24개월 정도 지연을 예상하였다. 또한 이 제도가 제네릭 의약

품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분명한 영향이 있음은 사실이나,

제도 시행 3년 유예기간으로 새로운 개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을 언급하였다.

독립적 검토 기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회 제공으로서의 의미는 있으나, 실

질적으로 어떤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되는지에 대해 활용 여부를 보류하는 실

무진의 의견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R&D 투자에 있어서 FTA 발효에 따른 제네릭 승인 지연은 분

명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개발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

구하고 허가상 필수로 작용하는 1상, 3상 임상의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

나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 개발 및 R&D 분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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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①해외 기업과 제휴를 통한 신약 개발(라이센스 전략) ②산학연관 협

력을 통한 신약 개발 역량 강화 ③해외 제네릭 시장 진출의 활성화

본 연구는 다루는 영역이 광범위하고 분석 내용이 보건의료 지식뿐만 아니

라 법적인 해석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분석 의견을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무자들의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이들 의견이 현실성 측면에는 부합하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예측이나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때문에 최선의 예측이나

해결책이 제외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현 근

무지의 상황 또는 개인적인 가치관에 의해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일반화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미호주 FTA 의약품 분야가 호주의 제도적 변화, 의약산업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례 비교 연구를 하였는데, 의약품 부문에 있어 호주

와 한국의 제도적 유사점이 있다 하더라도 양국가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배경은 다르므로 종합적인 영향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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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의약품 부문)이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 심층면접 -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에 재학 중인 박자희입니다. 본 연구자는 

이번에 “한미 FTA 의약품 관련 분야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2007. 4. 2) 및  추가협상 타결(2010. 12. 3)로 올해 3월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에서 체결된 여타의 FTA에 비해 

훨씬 큰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의약품 분야는 의약품 보험급여제

도와 지적재산권 등 국가 의약품정책과 의약품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이 논

의되었고 합의하였습니다.

 2007년 협상 전후로 정부, 학계, 시민단체, 업계에서는 FTA가 의료 부문에 미칠 파

급 효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으며, 정부의 입장 대해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

기도 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한미 FTA 

협정으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질의 내용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다면 연구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질의내용은 단지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만

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목적 이외에 어떠한 형태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건승과 

행복을 기도합니다. 

2012년 5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연구자: 박자희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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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 내용 -

Q1. 신약의 의약품 가격 책정

한미 FTA 협정에서는 의약품의 혁신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것을 언급하고 있

습니다. 실제로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혁신성을 인정하고 약가에 반영하고 있습

니다. 이런 제도적인 차이로 인해 주요 선진국에서는 약가 제도에 대해 FTA를 

통해서 약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방향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십

니까?

Q2.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와 제네릭 의약품 도입

한미 FTA의 협상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허가-특

허 연계제도’ 시행시, 제네릭 의약품 출시 지연(약 4년)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

는데, 이 제도의 이행 의무가 추가 협상에서 3년 유예되었습니다. 

 (국내 제약사만) 이 제도가 발효되기 전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 승인 기간 대비 

발효된 후의 제네릭 의약품 시판 승인 기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외국계 제약사만) 이 제도의 시행 기간의 3년 유예가 다국적 제약사 또는 국

내 제약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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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약가결정과정에서의 독립적 검토기구의 도입

의약품 등재 시, 기존에는 정부 기관이 검토 과정 중 공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독립적 검토기구의 활용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귀하의 제약사 입장에서 얼마만큼 활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Q4. R&D 투자

한미 FTA가 제약산업의 R&D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R&D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감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기초탐구물질, 1상, 임상 2상, 3상)

국내 제약산업의 향후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5. 한미 FTA 활용 방안 

한미 FTA의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사항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 근무지 : □국내 제약회사  □외국계 제약회사

2. 근무 부서 : □Clinical Research (임상팀)  □Market Access(약가팀)  

□Government Affairs(대외협력) □Regulatory Affairs(허가, 약사팀)  

□Marketing(마케팅)  □Development(개발팀) 

□기타 (     　　　　　　）

3. 현 보직 연수 : □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7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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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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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협상 내용: 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

1) 의약품 시판 허가 시 발생한 부당한 지연을 보상하기 위해 특허기간 연장

2) 복제약 시판 허가 승인을 충족하기 위한 자료생성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특허사용 허용

3) 원개발자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생산한 의약품 안전성에 관한 자료에 대한 

5년 동안의 독점권 인정

4)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시 특허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국내조치 도입

5) 특허 의약품의 가치를 급여액 산정시 적절히(appropriately) 인정

6) 의약품 약가산정 및 급여에 있어 투명성제고(절차 공표, 의견제시 기회부여, 

독립적 검토절차 허용 등)

7) 제약회사의 자사 홈페이지 광고 허용

8) 제약회사의 비윤리적 영업 관행 규제

9) 우수제조품관리기준(GMP), 우수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및 복제의약품 시

판 승인에 대한 협정 추진을 검토 개시 및 타당성조사 보고

10)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구성

- 추가 협상에서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와 관련한 특허 연계 의무이행 18개월에

서 3년 유예로 변경되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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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 질문 항목별 제약 실무가들의 견해

1. 신약의 의약품 가격 책정

‣혁신성 인정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다. 현재 복지부

는 약물경제성평가 등을 통해 이미 의약품의 혁신성에 대해 그 가치를 입증하

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회사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심평원을 통과한

약제가 결국 공단에서 WAP(Weighted Average Price) 가격으로 평가되어 정

상적인 가치 반응은 아니다. 경제성평가 해석 자체의 모호함도 있고,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의 2 GDP 인정, flexibility등은 실

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다. 같은 기준으로 볼 때, 협정문의 ‘혁신

성 인정’ 부문은 현 약가등재 절차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정부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약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 독립적 검토 절차의 신설은 신약의 평가 과정에서 분

명히 심평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다른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으

므로 더욱 신중히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동시에 신약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

는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다만, 독립적 검토 절차의 내용

참고만 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과 처리기간(약 200일 추가 기간 소요) 등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실효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개인적인 판

단은 현재 영향은 존재하되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혁신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다. 반면 일본 등 국가에서는

혁신성을 약가에 반영하여 인정해 주고 있다. 한미 FTA 협정이 특허 의약품

의 혁신성에 대해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타결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정부에서

는 의약품 가격 책정에 있어서는 소극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중국도

우리나라의 의약품 가격을 참고할 것임을 밝힌 바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약품

가격 또는 정책이 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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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이라는 것을 규정으로 만들어 제도로 담아내기에는 평가대상, 평가방

법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국내 제약산업은 이에 대한

논의가 아직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약가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혁신성에 대한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틀이 마

련되어 혁신성에 대한 가치가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가치가 반영된다면 단순

제네릭이 아닌 많은 혁신성을 가진 제품들의 약가가 상승될 것으로 예측된다.

‣선진국의 통상압력으로 인해 제도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은 되나, 낮은

약가를 고집하는 복지부의 관행상 변경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

인다.

2. 지잭재산권 보호 강화와 제네릭 의약품 도입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4년 정도 지연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현재도 제형개발까지 포함한다면 특허만료 3년 전부터 제네릭 시판승인

의 준비를 하고 있다. 과거에도 특허기간 중 생동, 제제연구 등 관련 데이터를

준비하여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제네릭 승인을 받고 있다. 허가-특

허연계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관련된 자료는 전략상 이미 준비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 제도로 인해 1~2년 정도는 제네릭 출시가 지연될 것으로 보이

며, 이것이 회사의 수익에 어느 정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제품의 제네릭을 높고 1~2년 수익이 늦어진다

고 회사 전체 수익 구조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시판 승인 기간의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되나, 대체적으로 12개월 정도의 지연 효과를 예상한다.

‣지적재산권 보호는 과거부터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되어 왔던 부분이다. 특

별히 이번 체결에서 도입된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국내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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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명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 도입의 지연과 소송 시 비용적, 시간적

부담은 국내 제약사의 입장에는 위험 요소이다. 하지만 향후 5년 동안 다국적

제약사의 블록버스터 제품의 특허 만료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미 다수의 제약

사가 이들 제품의 제네릭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외국계 제약사 입장에서) 앞

으로 국내에 도입될 신약에 대해 특허권 보호를 적극 활용할 것이며, 특허기

간 동안의 maximum sales를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외국계 제약사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특허제도를 통해 이미 충분한 보호를

받아왔으며,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3년 유예되었다고 해서 당장 달라지는 사항

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년 유예 후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이행된다

면,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는 특허로 인해 제한받게 되고, 특허의약품이 보호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MS 만료 후 제품허가를 진행하던 것이, 특허만료 후 제품허가를 진행해야

하므로 평균 2~3년 이상은 허가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약가결정과정에서의 독립적 검토기구의 도입

‣독립적 검토기구가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기구의 성격이 어떤

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이 검토 기구의 결론이 소

비자, 환자에게는 매우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사

의 평가와 반대되는 결론을 발표했을 때, 기업은 부도덕한 이미지를 갖게 된

다.)또한, 우리나라의 관련 전문가들은 제한적이므로, 검토 기구의 구성원도 이

한정된 사람들 중 선정될 확률이 크다. 결국 실질적 역할이 가능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현재로서는 득과 실을 판단하기 어려워 이 기구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활용하는데 위험부담도 따른다.

‣이미 앞에서 신약의 약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그 효과

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활용 계획은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 활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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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독립적 검토 절차의 도입이 (제약사에) 기회가 될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의 시행 사례가 없고, 정부에서도 DREC(약제급여

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뒤집을 만한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보여 활용 여부

는 조금 더 지켜볼 생각이다.

‣검토 절차의 투명성을 중요시하는 만큼 독립적 검토기구의 활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자사의 신청내용이 검토결과와 많이 다르다면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독립적 검토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 지금의 상황

으로는 심평원 및 공단의 의사결정에 대한 3자 검토기구 수준으로 보이며, 실

질적으로 약가 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지는 의문이다.

4. R&D 투자

‣개량신약은 3상 연구가 필요하므로, 단기적으로 볼 때 1상, 3상 연구에 대한

투자가 감소될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국가에서도 개량 신약 개발을 위한 여

러 협력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FTA로 인해 위축된 부분이 있는게 사실이

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문제는 시간의 delay가 아니고, 제약사의 개발 의지 및

정부의 협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야 한다.

‣FTA 발효에 따른 제네릭 승인 지연은 당연히 제네릭 개발의 risk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약가 제도 하에서는 신약에

대한 투자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굳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는 개

량신약, 복합제 등 개발에 따른 허가적 필수 요소로 작용 할 1상, 3상 정도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투자의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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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라 함은, 제네릭 생산이 아닌 개량 신약 개발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의약품을 copy하는 것(이것은 자원 투자(investment)이지 기술 개발(R&D)은

아님)이 아니라 오리지널 의약품에서 개선된 부분을 개발하는 것이다. 1, 3상

의 임상시험은 다소 증가할 것이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비용의 축소가 예

상된다.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은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R&D 투

자를 증가시켜 대미 의약품 수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R&D 중

기초물질 탐구나 1상과 같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활동들에 대

한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혁신형기업선정에도 R&D 투자비용이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고, 규제가 심

한 약가제도 내에서는 독특한 제품개발이 우선되므로 R&D 투자가 증가될 것

으로 보인다. 노인인구 및 암환자 증가에 따라 순환기계, 항암제 등에 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5. 한미 FTA 활용 방안

‣국내 제약 시장의 수출 경향을 볼 때, 미국으로의 수출 증대는 크게 기대하

기 어려울 것 같다. 수출 장려 외에 cGMP 투자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

다. 또한 FTA 협정으로 의료 부문 시장이 다양하게 개방되고 이에 따라 제약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국 시장 진출의 한 방안을 검토 가능할 것이다. 바이오 시밀러를 하는 회

사와 미국 진출을 생각하는 경우, 미국 바이오 의약품의 자료 독점권 기간을

단축 (미국 현재 10년+2년 운용 예정이나, 한미 FTA는 3, 5년만 존재하므로

따라서 단축 요구 가능)과 GMP등의 상호인증제도의 조기 합의를 통하여 해

외 진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관세 인하로 미국 시장의 활성화를 고려할 수 있다. leading compound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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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여 라이센스 인을 통해 외국 제약사와 의약품 개발을 모색할 수 있다. 특

히, 우리나라는 제제, 제형 개발에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므로, 오히려 다

른 제약사에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개량 신약의 시장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정부의 support(세금혜택, 재정적인 지원 등)가 필요하다.

‣한미 FTA를 통해 많은 국내 제약회사들이 대미 수출을 목표로 제약산업의

인프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국내사의 기술력 개발이

우선이겠지만, 앞으로 제약 회사가 나아가야 방향은 국내가 아니라 수출이다.

수출 장려차원에서 한미 FTA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아직까지는 회사의 허가자료요건이 미국진출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보

인다. FTA의 이점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더 검토가 필요할 듯 보인다. 하

지만 분명히 관세 인하와 같은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

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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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roversial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ntered into force on 15 March 2012, 9 years since its first discussions

started in 2003. Unlike the past free trade agreements which only dealt

with tariffs on the pharmaceutical sector, Korea and the US this time,

agreed to articles that are likely to impact health policies including

medicine prices, reimburse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harmaceutical industry in Korea. Australia, had concluded FTA with the

US prior to Korea, which had come in to effect on 1 January 2005. The

AUSFTA(Australi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was th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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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to extensively cover pharmaceutical issues. The Korea-US FTA has

concluded on provisions which has impact on Korean health policies,

specifically relating to medicine, as well as regulations o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t is therefore required an analysis that scrutinizes

on both important and relevant outcomes for regulators, the public and

pharmaceutical industry, as well as lessons about how trade negotiations

relating to health and medicine policy should be approached in the future.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lications the pharmaceutical sector of the

Kor-US FTA has, with regards to the Australia-US FTA. Furthermore, it

will look at the effects it will have on the regulatory bodies and the

industry thus providing a roadmap to where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should be directed.

A large proportion of the Korea-US FTA’s pharmaceutical sector deals

with both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The focus of this article lies on

the medicine itself, and seeks to contain the meaning of the agreement, the

regulatory influences and the impact on the local industry compared to the

Australian case. The data were collected by systematic review and

in-depth interview with experts involved in pharmaceutical company.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shown as below.

First, the key findings of the FTA in the pharmaceutical sector of both

Korea-US FTA and AUSFTA are transparency, valuing of innovative

medicines, further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ies and

patents-marketing approval for pharmaceutical products. In details,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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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 to underlining the transparency of decision-making and its processes

on medicine reimbursement and pricing.

There are two major regulatory changes in the public medicine system

of both Korea and Australia. One is an independent review mechanism for

drug listing that increases transparency during the review process, and the

other is patents-marketing approval.

In relation to altering policies on medicine, it is shown that Australian

pharmaceutical industry has been growing consistently since 2002 and drug

expenditure per capita is still increasing.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for health expenditure as a percentage of the GDP either before or after

the FTA enforcement. Also R&D investment on pharmaceutical field is

going up after AUSFTA.

Two regulatory factors, as reported, are also supposed to impact the

Korean pharmaceutical environment like the Australian case. Korean

pharmaceutical companies would consider as R&D strategies: a) New drug

development cooperating with multi-national company (license in-out), b)

building up R&D infrastructure through multilateral efforts, and c)

Expanding generic drug to the global mark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