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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카르텔해체에나선

정부

≫마약갱들을진압하려는멕시코정부의노력

은전세계의주목을받고있으나현재까지

성공적이지못함.

≫정부는이제제약회사카르텔을겨냥

- 지난 2월 23일 멕시코의 독점규제위원회

는멕시코의보건당국에공급하는인슐린

등의약품입찰 시여섯개 제약회사들이

가격을조작하여입찰에참여하고있다고

발표

- 독점 및 소수 회사들에의해 잠식되어있

는 멕시코경제에이번입찰 부정발견은

관여된회사들이결국승소한다하더라도

일종의분수령이될수있을것임.

≫너무나뻔뻔한카르텔- 입찰시제약회사들

은모두1.5% 범위안에서제각기다른가격

을제시하고한회사만이제안들보다약간

낮은가격을제시하여입찰에성공함.

- 그뒤다른제품의입찰시, 같은패턴으로

또다른회사가정해놓은순서에따라입

찰을따냄.

- 정부는제약회사들의이와같은결탁으로

2003년에서 2006년까지 납세자들이

46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함.

- 문제의회사들은다른입찰경쟁사들과는

상관없이보건당국에서제시한최대가격

을기준으로삼았을뿐이라며카르텔사실

을부인하고있음.

≫독점규제위원회의이번조치는정부가오랫

동안의퇴보에서벗어나마침내거대기업들

의아성에도전하기시작했음을알리는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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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시장의 독점성은 이미 악명이 나

있는상태로통신, TV, 시멘트, 은행, 주류

산업등이과점이나독점시장임.

- 중앙은행은이러한경쟁부재로인해매년

멕시코GDP의 1% 정도에해당하는손실

이발생하는것으로추정함.

- 특히빈곤층이가장큰피해를봄- 통화

기술연구원(Technological Institute of

Moneterrey)의 카를로스 우르주아 박사의

최근연구에따르면멕시코의극빈층은시

장 지배력을 가진 회사들의 터무니 없이

높은제품가격으로인해가용소득의 7%

를낭비하고있음.

≫문제는특히공공분야계약에서더심각

- 대부분의 정부 구매가 가격과 상관 없이

이루어지기때문에- 가격이높다고해서

보건당국이인슐린의구매를중지할수는

없다- 비양심적인회사들의목표물이되

고있음.

- 대부분의정부프로젝트는규모가커거대

기업들이아니면참가가힘들어거대기업

들의카르텔형성을부추기고있음.

- 게다가정부관료들이세납자들을위해최

선을다해야할인센티브가없음.

- 그결과제약회사들의담합은공공분야에

서는비즈니스표준이되었음.

≫멕시코연방경쟁위원회(Federal Compe-

tition Commission)(CFC)는 회사들의이러한

관행을막기위해1993년설립됨.

- 그러나위원회는현재까지별로성공적이

지못함

- 2007년전화회사인Telmex와의10년간의

법정 공방에서 패소함 - Telmex의 시장

점유율은90%.

≫그러나이제시대가변하고있는지도

- 2006년의회는위원회에기업의장부를열

람할수있고내부고발자에게는면죄부를

줄수있는권한을부여함.

- 2008년 의회는 정부가 단일 창구를 통한

입찰외에도인터넷옥션을활용할수 있

도록허가함.

- 이러한변화에힘입어위원회는기업의시

장착취보다는담합에초점을맞춤.

- 한 위원회관계자는“카르텔은보다낮은

곳에 달린 과일입니다. 카르텔은 그 존재

를입증하기도, 그 것이잘못된것이란걸

사람들에게설명하기도훨씬용이하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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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비용절감은엄청나

- 보건당국은구매를단일연간입찰로통합

하고외국인입찰을허용하고단순한입찰

을옥션으로대체하라는CFC의권고사항

을채택해지난3년간 3십억달러를절감

할수있었다고말함.

- 이는동시에반독점적거래가얼마나성행

했었나하는것을반증- 낮은원자재가

격도한몫.

- 정부 경매를 대행하는 Aklara사의 세르헤

브라셋씨는정부가필요할때마다경매를

사용하기만한다면구매에서연방예산의

20~30%를절약하고이는GDP의1% 규모.

≫그러나 멕시코의 독점규제위원회는 다른

나라유사기관과는달리집단소송을할수

없음.

- 경쟁법을어긴회사들은형사법정에서재

판받을수없음.

- 멕시코는 독점규제당국이 조사를 진행하

기전조사대상인회사에사전통보를해

야하는유일한나라

- 최대 벌금이 700만 달러로 총 판매액의

10%인 국제기준과는비교가안되어회

사 입장에서는 담합을 맺은 후 발각된다

하더라도그것이회사에더이익이됨.

≫4월에멕시코의회는위의결점을보완할개

혁을논의할것으로예상됨.

- 멕시코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아마도

의원들에게거대기업들의로비활동에넘

어가지 않는 것이 때로는 정치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여

설득하는것일것임.

2010년 3월 4일 / Economist

<원문링크: http://www.economist.com/

research/articlesBySubject/displaystory.cfm?

subjectid=531766&story_id=15610165>

외국인의사들에대한철저한

자격검사시급

≫영국하원에서야간및휴일에근무하는외

국인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들의 자격

검증시스템에변화가시급하다는의견이제

시됨.

- 건강위원회는영국국민의료보험(NHS) 이

사회가제대로기능을수행하지못하여외

국인의사들의언어와의료기술을제대로

검증하지못하고있다고경고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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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영국 환자들은 능력이 떨어지거나 영

어를알아듣지못하는의사들의치료를받

아야할위험을감수해야한다는것

- 하원은 주말과야간진료는주로 이 시간

에일하는외국의사들에의해행해지므로

환자들의생명이위태롭다고주장함.

- 정부는상황이개선되고있다고밝힘

≫하원은 영국의료심의회(General Medical

Council)가 외국 의사들의 자격조건을 조사

할 수 있도록 정부가 EU 규정을 바꾸는 데

노력을기울여야한다고주장함.

-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EU 규

정으로인해영국의료심의회는EU외국가

에서오는의사들에게실시하는의료기술

및 언어 심사를 EU내 외국인 의사들에게

는수행하지못함.

- 고용주로서NHS는자체심사를수행할수

있으나하원에따르면NHS가자체심사를

항상수행하지는않았다고함.

- 정부는 외국인 의사들의야간 및 주말근

무는다소국한된문제라는증거를제출하

였으나얼마나많은수의외국인의사들이

야간및주말 근무에고용되어있는지정

확한통계는없는상태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야간및주말근

무상황전개

- 2004년 일반의들은 주말 및 야간 근무를

선택할수있는권리를얻음. 10명중 9명

이근무하지않는쪽을선택

- 따라서야간및주말진료의책임이1차진

료이사회(primary care trusts)의 NHS 관리

자들에게전가됨.

- 관리자들은 야간 및 주말 진료를 대부분

영리 의료법인이나 비영리 의료단체에

수탁

- 이들은 이 일에 주로 대진의사나 외국인

의사를고용

≫하원이이문제에깊은관심을보이기시작

한것은올해2월한검시관이2년전캠브리

지셔에서일어난한환자의사망사고이후

현시스템을비난한후임.

- 환자는 NHS 근무로는 최초 진료 중이던

독일의사다니엘우바니씨가디아셰틸몰

핀을보통양보다10배이상을주입하여사

망함.

- 우바니씨는 영어가 서툴러 리즈(Leeds)에

있는NHS 사무소에의해서는취업이거절

되었으나콘월에있는NHS에의해고용되

어결국캠브리지셔에서일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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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위원회는보고서에서유럽이현재의규

정을바꾸도록정부가로비활동을해야한다

고주장함- 규정에대한EU의검토는2012

년에 가능하며정부는그때까지본이슈를

상정하기로약속.

- 동시에보고서에서는EU규정에대한영국

의해석에문제를제기하기도함- 영국의

료협회는유럽의다른나라들에서는언어

심사를실행하고있다고주장함.

- 하원은또한이문제가더심각한것은영

국의일반의(General Practitioner)들이다른

나라 일반의들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때문이라고주장함.

≫Royal College of GPs의스티브필드교수는

정부에제출할야간및주말진료현황보고

서를단독으로작성함.

- 그는생방송 BBC 라디오 5와의인터뷰에

서유럽의규정은영국의료협회가유럽출

신의 일반의들에 대한 언어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하고있으나지역적인수준에서

는가능하다고말함.

≫정부는외국인의사들에대한심사를강화할

조치를취하고있으며외국인의사들을고용

하고있는단체들에대해보다철저한감독

을지시함.

2010년 4월 8일 / BBC News

<원문링크: http://news.bbc.co.uk/2/hi/health/

8608010.stm>

약에내성인결핵, 

기록적인수준으로증가

≫세계보건기구는몇몇나라들에서결핵환자

네명중한명이표준약제로는치료가불가

능한형태의결핵을앓고있다고보고함.

- 2008년 러시아 북서지역에서 결핵환자로

진단 받은 사람들 중 28%가 다중약제에

내성을보이는결핵(MDR-TB)을 가진것

으로나타났음.

- 이것은WHO에보고된수준중가장높은

것으로이때까지는2007년아제르바이잔

바쿠시에서의22%가가장높은것이었음.

- WHO는새보고서“다중약제와대부분의

약제에내성을보이는결핵: 2010년 세계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2008년 한 해 약

440,000명이 MDR-TB에 걸렸으며이중

3분의1이사망한것으로추정함.

- 세계 50%의 MDR-TB 환자가 중국과인

도에서발생, 아프리카에서는69,000 명의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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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발생했으나대부분이진단조차받

지못한것으로추정함.

≫MDR-TB 발생율을낮추기위해결핵퇴치

프로그램은엄청난노력을하고있음.

- 정부와협력단체들이WHO 권장사항들을

이행하고질병을관리하기위한노력을강

화한다면심각한전염병이돈다하더라도

여전히희망은있음.

- 러시아연방의오렐과톰스크는 5년만에

MDR-TB의발생율을현저히줄임.

- 에스토니아와라트비아또한높은MDR-

TB 발생율을 저지하고 더 나아가 지금은

발생율이감소하는추세

≫그러나대부분의국가에서진척이더딘상태

- 세계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

60%가완치된것으로보고됨.

- 그러나MDR-TB 환자중7% 정도만진단

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TB시험소의 확

충, 발빠른진단, 보다효과적이며현 2년

간인 치료기간을줄일 수 있는 치료방법

의도입이시급한것을보여줌.

- WHO는거의 30개국의 TB시험소에서보

다빠른검사방법을수행할수있도록5개

년TB시험소강화프로젝트를추진중임.

- WHO는 TB 치료의 확산을 위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과국제사

회와더불어공조

2010년 3월 18일 / WHO

<원문 링크: http://www.who.int/mediacentre/

news/releases/2010/drug_resistant_tb_20100

318/en/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