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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 지적재산권과 혁신,
접근성의 현황과 문제점

1) 이 논문의 일부는 박실비아 등(2007) 「한미FTA 협상과 의약품 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88 _ 보건복지포럼 (2008. 4.)

2) GAO. New drug development: Science, business, regulatory, and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cited as
hampering drug development efforts. 2006. 11.

3) USA Today, Kaiser Family Foundation &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The public on prescription drug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2008. 3.

4) Ford N. Patents, access to medicines and the rol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Journal of Generic
Medicines. 2004;1(2):137~45.

5) WHO. World Medicines Situatio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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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재산권 보호와 접근성의
균형을 위한 세계 동향

1) 국제통상에서의 동향

(1) WTO에서의 동향

6) Drahos P. Develop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andard-setting. Commis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002.



(2) 미국 FTA에서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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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SF. Neither expeditious, nor a solution: the WTO August 30th decision is unworkable. 2006.
8) Abbott FM. Intellectual property provisions of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light of US federal

law. ICTSD. 2006.
9) GAO. US trade policy guidance on WTO declaration on access to medicines may need clarificati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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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O에서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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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WHO. WHA59.24 Public health, innovation, essential health research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wards
a global strategy and plan of action. 2006.

11) WHO. Draft global strategy and plan of action on public health,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2007. 12.

표 1. 공중보건, 혁신, 지적재산에 관한 국제 전략과 실행계획의 요소

1. 필요한 연구개발의 우선순위 설정(Prioritizing research and development needs)
1.1 개발도상국에 특히 향을 미치는 질환에 대한 연구개발의 불균형을 규명하는 관점에서 국제 연구개발의 지도를 작성
1.2 국가, 지역, 지역간 차원에서 연구개발의 우선순위가 고려된 전략을 분명히 세움

2. 연구개발을 촉진(Promo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2.1 정부가 국가의 보건연구프로그램을 개발 및 개선하고 전략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
2.2 개발도상국에서 상향식 연구와 제품개발을 촉진
2.3 보건 및 생의학 연구개발에서 협력, 참여, 조정을 촉진
2.4 개발도상국의 공중보건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접근성의 증진을 촉진
2.5 국가 및 지역의 연구개발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강화

3. 혁신의 역량을 갖추고 증진(Building and improving innovative capacity)
3.1 개발도상국의 연구개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배양
3.2 혁신을 위한 역량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정책을 기획, 개발, 지원
3.3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부합하는 혁신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
3.4 국가의 우선순위와 부합하는, 근거에 기반한 틀 내에서 전통의학에 기초한 혁신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지원

4.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 
4.1 개발도상국에서 보건제품의 생산과 기술 이전을 촉진
4.2 개발의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유념하여 보건제품의 기술 이전과 협력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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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재산권 제도에 관한 논의의 동향

(1) 상금(Prize fund)를 통한 연구개발의 촉진

5. 지적재산이 혁신과 공중보건 증진에 기여하도록 적용하고 관리(Application and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to contribute to innovation and promote public health)
5.1 TRIPS 협정에 부합하는 융통성을 지원
5.2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보조적 또는 대안적 수단을 강구

6. 전달 및 접근성을 증진(Improving delivery and access)
6.1 보건의료 전달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가를 촉진하고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제품에 대한 재원조달을

강화
6.2 보건제품의 질, 안전성, 효능을 규제하고 윤리적 검토를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을 갖추고 강화
6.3 경쟁을 촉진하고 의약품의 가격 책정이 공중보건에 부합하도록 보장

7. 지속가능한 재원조달체계를 촉진(Promoting sustainable financing mechanisms)
7.1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구입 가능한 보건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개발에서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기존의

적절한 재원조달방식을 최대한 이용하고 보완하는 것을 촉진
8.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를 구축(Establishing monitoring and reporting systems)

8.1 실행계획에 포함된 목적에 대한 성과와 목표 달성을 측정

<표 1> 계속

12) Stigliz JE. Scroog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MJ 2006;333:12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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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Love J & Hubbard T. The big idea: prizes to stimulate R&D for new medicines.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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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Love J. Expert comment on Senate bill that replaces monopolies for medicines with system of prizes. KEI.
2007. 10



(2) 자료독점제도와 접근성의 균형을 위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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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Weissman R. Public health-friendly options for protecting pharmaceutical registration data. Int J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2006;1(1/2):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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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Sanjuan JR, Love J & Weissman R. Protection of pharmaceutical test data: a policy proposal. Consumer
Project on Technolog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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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Weissman R. 앞의 문헌
18) Weissman R. 앞의 문헌
19) McCourt C, McMahon E & VanderElst I. Amendments to the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and the data protection regulations are now in force. Torys LLP. 20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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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20) Sanjuan JR, Love J & Weissman R. 앞의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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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bbott FM. 앞의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