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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897년 우리나라 최 의  의미의 제약업으로 평가받는 동화약

방(同和藥房)이 서울에서 설립되어 활명수(活命水)를 제조‧ 매한 이후 

제약산업은 국민건강 증진과 경제성장, 국가산업발 에 기여하여 왔다. 

한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선장산업으로서 향후 련 

시장을 선 하기 한 경쟁이 세계 으로 치열하게 개될 것으로 

상된다.

2012년은 제약산업에 있어서 도약과 기가 철된 변화의 시기 다

고 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동, 건강과 삶

의질에 한 심 증가, 정부  민간 분야의 극 인 육성과 투자 의

지 등은 제약산업 성장의 기회요인이다.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  발

에 한 특별법>을 통해 제약산업 육성을 천명하 고, 신형 제약기업

을 인증함으로써 구체 이고 극 인 지원을 시작하 다. 그러나 ‘옥석

(玉石) 가리기’를 하여 그 동안 제약산업의 구조  문제 으로 지 되

어 온 부분에 해서는 과감한 규제조치 역시 시행되었다. 기술개발보다 

매‧ 업에 집 된 이윤창출행태는 음성 인 리베이트라는 부당 경쟁을 

낳았고, 이는 건강보험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 이 30%에 육박할 정

도의 ‘가격 거품’과 국민의료비 증 라는 부작용으로 악순환되고 있다는 

단 하에 일 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하 다. 



제약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앞으로 더욱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망된

다. 다국  제약기업들은 신 인 약물 개발을 해 다양한 성장 방안

을 마련하는 한편, 소규모 제약업체와의 제휴, 인수합병 등을 통해 시

장 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한미 FTA 등에 따른 국제  경쟁 격화와 

지 재산권의 강화 문제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발 방향에 한 많은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건강보험 요양 여비용의 30%에 육박하는 비 을 차지하는 약제비 

감을 한 약가제도의 운  역시 향후 제약산업의 앞날에 지 않은 

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제약환경의 변화와 재 제약산업이 가지고 있

는 구조  특징을 다양한 측면에서 진단해 보았으며, 이를 토 로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로벌 제약기업으로 성장

하기 해 요구되는 발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 다. 

바쁘신 에도 본 연구에 기꺼이 참여하여 귀 한 연구결과를 활용하

도록 허락하여 주신 경희 학교 이 용 교수, 서울시립 학교 형남원 교

수, 인하 학교 박소라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문성훈 박사에게 깊이 감사하며, 자문과 검독을 통해 도움을 아끼지 않

으신 한림 학교 이견직 교수, 상지 학교 배은  교수, 한국보건산업진

흥원 이상원 장과 우리 원의 정 호 보건정책연구실장, 김남순 연구

원에게도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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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e Analysis and Improving Strategies on 

Pharmaceutical Industry

In 2010,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ccounted for 1.43% of 

Korea’s GDP, with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national economy. 

So, the government has enacted laws and reorganized institutions 

to foster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s a global pharmaceutical 

conglomerate. Nevertheless, the Korean pharmaceutical companies 

still remain small. These companies are overly profit-oriented, 

focusing on sales rather than R&D. Their business structure has 

been often criticized as inimical to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In addition, as the national health 

spending has continuously increased due to population ageing, 

reducing pharmaceutical spending accounting for 30% of health 

insurance reimbursement will have a great effect on the future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ing environment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draws measures to improve its structures and to gain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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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ve edge based on the analysis. 

The global pharmaceutical industry in the future will develop 

new drugs and biopharmaceuticals for a new pharmaceutical 

market and diseases that have not been treated by existing drugs, 

and patent expirations for blockbusters is also expected to result in 

the expansion of the market for generics. Furthermore, since 

productivity does not match up to the investment in R&D for 

developing new drugs, the global pharmaceutical industry will 

make efforts to raise the productivity by reducing production costs 

through licensing and M&A, restructuring drug portfolios, and 

creating a new market.

Against this backdrop, in order for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to grow, the followings are needed to be considered: 

First, stepwise outsourcing and global open innovation should be 

encouraged in the development of new drugs. Second, continuous 

interest in the market of generics is needed and investment in 

bio-similar area should increase. Third, pharmaceutical professionals 

should be nurtured. Fourth, the practicality and marketability of 

pharmaceuticals should be secured through the translational 

researches of research-oriented hospitals. Fifth, the capacity to 

actively respond to external shocks like KORUS FTA should be 

strengthened. Sixth,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for effective 

M&A strategie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for sufficient 

capital investment.



요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산업임과 동시에 국가보

건의료체계의 지속성 확보를 해 정부의 각종 규제가 작용하는 산업

○ 제약산업에 한 가치 단 기 (공공재 vs 성장동력)에 따라 ‘규

제’가치와 ‘육성‧지원’ 가치가 첩되어 나타남.

○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약산업은 보험재정 안정과 제네릭의약품 사

용 유도 등 보건의료정책과 신약 개발  성장 환경 제공이라는 

산업정책의 이해 계가 자주 충돌하는 분야

⧠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제약산업 선진화와 세계 7  제약강국으로

의 도약을 해서는 국내외 시장환경의 변화와 주‧객  역량 보유 

수 을 악하여 효과 인 발 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 목

○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로벌 제약기업으로의 성장을 

해 국내외 제약산업환경 변화를 진단함.

○ 제약산업의 구조  특징을 다양한 측면에서 악하고, 이에 근거

하여 산업발 을 한 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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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연구결과  

  1. 국내외 제약산업 환경 변화

⧠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일반  특징

○ 2010년 재 우리나라의 의약품 시장 규모는 총생산액 기  16

조 8천억원으로서 체 GDP의 1.43%를 차지함. 1993년 이후 

20여년 만에 시장규모는 약 3.4배 확 되었음.

○ 제약산업은 상 으로 경기에 비탄력 이며, 완제의약품의 비

이 높으나 최근 원료의약품 비 이 증가 추세

○ 세 인 시장규모, 업  마  등 매 리비의 높은 비 과 

R&D 투자의 미흡 등은 여 히 지 되고 있는 문제임.

○ 의약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 히 의약품 련 무역수지는 

자를 유지하고 있음.

○ 수요 측면에서 볼 때, 건강보험 체 요양 여비용  약제비 지

출은 30%에 육박하는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인구고령화

와 만성질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정한 리가 필요하다는 사회

 인식이 공감 를 얻고 있음.

⧠ 신약 개발을 한 국내 투자 황과 시사

○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제약 시장 규모는 연평

균 11.7% 성장하여, 171억 달러의 규모에 이룰 것으로 망됨.

○ 정부  민간 기업의 신약 개발을 한 R&D 투자는 지속 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기(up stream)단계 연구에 한 투자 비 이 

반에 달하고 있음.

－가능성 있는 기 물질 발굴에 유리하나, 임상에서의 활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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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물질이 고려되지 못하여 실제 임상실험이나 시 허가 등

에서 병목 상이 발생하는 문제 이 지 되고 있음.

○ 신약개발 R&D의 양  축이라 할 수 있는 학계(academia)와 산

업계(industry)의 유기  연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일 약가인하와 한미 FTA 등 정책환경의 변화로 단기 으로 제약업

계 입장에서 매출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약업계의 체질

개선과 선진  발 략 수립의 환 등 정 인 효과도 기 됨.

⧠ 최근 해외 제약시장의 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세계 의약품 

시장은 2006～10년 동안 연평균 6.2% 성장

○ 북미, 유럽 등 통 으로 의약품시장이 차지하는 비 이 여 히 

높으나, 차 아시아/아 리카/호주 등 신흥 의약품 시장이 성장

○ 2015년을 후로 하여 형 제약회사들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약가 감이라는 정책  목표와 결합하여 제

네릭의약품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망됨.

○ 한 제네릭의약품에 노출도가 낮고 효과 인 치료제 개발의 여지

가 많은 미충족 분야인 종양(Onco), 감염  면역(I&I) 질환 등

을 심으로 신약 개발  바이오의약품 개발이 시도될 것으로 

망됨.

○ 신약 개발을 한 R&D 투자에 비해 생산성(productivity)이 감

소하고 있어서 라이센싱 인/아웃  M&A 등을 통해 신제품을 얻

어 R&D에 투자되는 비용을 약하고, 내부 이 라인을 재구성

하여 핵심 포트폴리오를 재구조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6∙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2. 해외 제약기업 성장사례와 시사점

⧠ 선진 제약기업의 사례를 통해 국내 제약사에게 성장 략을 제시한다

는 에서 Teva, Gilead 등 ‘강소(强 )형’ 해외 제약기업을 벤치

마킹 사례로 제시하 음.

○ 선정 기업 기 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Pharma Korea 2020 기

획단이 신형 제약기업들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Teva의 경우 세계 제약시장의 상  랭커가 모두 신신약 생산을 

심으로 하는 제약사인 가운데, 제네릭의약품 심 회사로서 특이하게 

세계 12 에 치해 있음.

○ Teva는 미국 제네릭의약품 시장의 23.8%, 세계 제네릭의약품 

시장의 16.4% 등을 차지하여(2008년) 제네릭의약품 제품경쟁력

에서 세계 1 를 유지

○ Teva의 경우 원래 이스라엘의 로컬 제약기업이었으나, 다방면에 

걸친 M&A의 극 인 추진이 기 성장의 계기로 작용

－역량있는 제약사  바이오사를 M&A함으로써 R&D 기술력 

확보, 권역 권 획득,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 등을 이룬 이 

성장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 음.

－ 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신약 개발은 우수한 이 라인을 가

진 제약사를 M&A하고, 자체 R&D 역량은 강 을 가지고 있

는 제네릭의약품 부문에 투자하는 효율 인 략을 활용

⧠ Gilead의 경우 창립 기부터 신약 개발에 집 하면서 지속 으로 

항바이러스제 신약을 출품하 고, 결정 으로 신종인 루엔자 치료제

인 Tamiflu를 통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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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lead 역시 성장을 해 효과 으로 M&A 략을 활용하 음. 

Nexstar 인수를 통해 항진균제의 이 라인 보강  유럽시장으

로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 으며, Triangle 합병을 계기로 HIV/ 

AIDS 치료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음.

⧠ Amgen, Genetech, Celgene 등의 바이오 제약업체들은 향후 시장성

이 주목되는 ‘바이오제약’에 특화된 략으로 성과를 거두었다는 

에서 주목할 수 있음.

○ 이들 바이오 제약업체의 성장은 유 자 정보, 단백질 등을 활용한 

바이오벤처에 의해서 시장 비즈니스가 열렸다는 것으로 제약시장

의 괴  신(disruptive innovation) 사례로 평가됨.

－막 한 자본이 소요되는 신약개발  이미 거  기업이 선 하

고 있는 제네릭의약품에 무리하게 진입하는 략을 지양하고, 

바이오벤처 분야라는 틈새(niche)에서 문분야(종양성 질환, 

추신경계 질환 등)에서의 특화 략을 구사하여 성장하 음.

○ 한 이들 기업들 역시 성장 과정에서 극 인 M&A 략을 구

사하여 제품 이 라인의 확보  신규 시장으로의 진출 등을 

이루었다는 에서 시사 이 있음.

  3. 국내 제약산업 구조분석

⧠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  특징에 한 분석은 3가지로 이루어졌음. 첫

째, 신용평가업체에 등록된 기업경 자료를 이용한 경 성과와 황, 

기업집 도에 한 분석이며, 둘째, 단일 치료제 시장  가장 큰 규

모인 고 압 치료제를 통한 분석이며, 마지막으로 제약사업 체에 

한 산업연 분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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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경 자료를 이용한 경 성과에 해서는 당해 매출액을 기 으로 

기업, 소기업으로 그룹화한 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의 

4가지 측면에서 최근 5년간(2007~2011)을 분석하 음. 

○ 성장성 지표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증가율(CAGR)은 5.9%로서 매

년 꾸 히 성장하고 있었으며, 순이익  총자산과 유형자산증가

율로 평가했을 때에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형 제약업체에 비해 소업체의 최근 5년간 매출액증가율의 

감소폭이 크다는 은 향후 제약산업의 매출구조 개선 방안 마

련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음.

○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순이익률, 매출액총이익률, 매출액 업이익률 

역시 비교  양호하 으나, 매출액 업이익률 증가율이 여 히 높

게 나타나 국내 제약기업들의 업활동 주의 수익창출 행태가 

확인되었음.

○ 안정성 지표의 경우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이 비교  건 하긴 

하 으나, 체 제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한 소 제약기

업의 경우 형 제약기업에 비해 상 으로 취약한 측면이 나타

나 제약산업에서 ‘규모의 경제’ 구 을 한 략이 필요함.

○ 생산성 지표의 경우에도 체로 진 이지만 생산성 향상의 모습

을 보여주고 있음.

⧠ 국내 제약산업의 시장집 도

○ 상 기업집 률을 이용한 시장구조 분석에서는 상  3개 업체의 

매출액이 체 제약산업 매출액의 13.0%를 차지하는 반면 하  

28.5%의 기업들을 모두 합해야 체 매출액의 1%를 올리는 양

상으로서, 상하  기업간 시장 유율의 격차가 크고 부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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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허핀달-허쉬만지수(HHI)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국내 제약산업이 

경쟁  시장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고 압치료제 시장을 이용한 시장구조 분석

○ 국내 제약시장  단일 치료제시장으로 가장 큰 규모인 고 압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시장 유율은 지속 으로 상승하 으며, 기

업당 매출액을 비교하 을 때에도 국내 업체간 경쟁이 상 으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음.

－고 압 시장에서 오리지  의약품의 품목수는 일정한데 반하여, 

제네릭 제품수가 증하는 양상임.

－고 압 시장의 HHI 지수 역시 매우 경쟁 인 시장으로 나타

났음. 이는 최종소비자가 아닌 의사의 처방에 의해 제품이 구

매되는 특성으로 가격민감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쟁 인 시장에서는 가격경쟁보다는 활동 등을 이

용하여 시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가능성이 높음.

○ 시장 유율 추정 결과 가격, 제네릭수, 오리지  의약품의 시장출

시 월 수, 퍼스트제네릭 최  시장출시 월 수, 제품의 효능군 등

이 의약품 수요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시장 유율 OLS 모형에서 고 압 치료제 가격을 1원 상승시켰을 

때 시장 유율은 0.0015% 감소하 음. 한 제네릭 수가 1개 늘

어날 때마다 시장 유율은 1.4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제약산업의 산업연 분석

○ 제약산업의 산업구조  특성의 변천을 악하기 해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의 산업연 표를 이용하여 제약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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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특성의 변천을 악하 음.

○ 생산유발계수는 2010년 2.731로 제조업(3.413)보다 낮으나 서비

스업(2.147)보다 높은 수 임. 생산유발계수는 1995년 2.283에서 

지속 인 상승세 추세를 유지함.

○ 부가가치유발계수가 1995년 0.764에서 2010년 0.670으로 하락하

고, 특히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격한 하락폭이 나타났

음. 취업계수와 고용계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보다 낮은 수 으

로서, 노동투입 약  생산으로 변화하 음을 추측하게 함.

○ 향력계수는 2010년 재 산업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고 1995

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응도계수 역시 산업 

평균보다 낮은 수 이었음. 이는 제약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최종

재(민간소비  수출)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으로 단됨.

○ 제약산업에 한 연 구조 분석

－생산유발 효과는 화학제품군에 하여,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부동산  사업서비스, 도소매, 융  보험 등의 순으로 높

은 비 을 차지하 음.

－취업유발계수에서는 제약산업 최종수요가 한 단 (10억원) 발

생하는 경우 산업에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2010년 7,577명

으로 2005년의 10,459명에 비해 감소하 음. 같은 기간 제조

업에 한 취업유발계수는 상 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에 한 유발계수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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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국내 제약산업 발전방향1)

  1. 제약산업 연구개발(R&D)의 실효성 제고

⧠ 신약 개발은 막 한 투자비에도 불구하고 개발성공율은 매우 낮은 고

험성(high risk)을 가지고 있으며,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

간은 계속하여 증가추세임.

○ 실 으로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천문학 인 연구개발 비용을 단

독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약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며, 세계 제약

업계에서는 투자에 비해 연구개발의 생산성이 계속 으로 하되

는 신 결핍증(innovation deficit) 문제 제기

⧠ 그동안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능력은 큰 발 을 이루었으나, 여

히 상업  성공까지 달성했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이 있으며, 국

제  추세에 따라 신약 개발을 한 R&D 모형의 환이 필요함.

○ 천편일률 인 신약 개발에 머물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역량

을 고려하여 문화‧다각화된 R&D, 강 을 가진 분야로의 선택

과 집 하는 R&D 모형을 개발해야 함.

○ 신약 개발을 한 R&D 외에도 바이오시 러 등 틈새(niche)를 

공략하기 한 R&D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상 질환  약효군 

측면에서도 기존의 의료서비스로 충족되고 있지 못한 분야(unmet 

medical needs)를 악하여 투자하는 략이 요구됨.

⧠ 신약 개발을 한 seed  이 라인 확보에서부터 임상시험, 허가

1) 제약산업 발 방향은 본 연구 연구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구성한 Pharma Korea 
2020 기획단 등 문가 그룹,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련 연구기 의 제안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제안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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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을 한 법‧제도 사항, 상품 매  홍보 등 모든 경쟁 요

소를 1개 제약기업이 갖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

○ 기업 내부 자원만을 활용한 신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외부와의 

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의 원천 확보  로 개척을 추진하는 

개방형 신(open innovation)이 필요한 시기

○ 개방형 신 측면에서 최근 R&D와 임상, 제조, 매의 각 부분

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체계를 의미하는 VIPCO(Virtually 

Integrated Pharmaceutical Company) 모형이 부각

○ 외부와의 력은 M&A, 략  제휴, 임상시험 등 단계별로 구분

된 아웃소싱, 해외 제약기업의 후보물질 아웃소싱 등 다양한 방법

으로 추진이 가능함.

－국내 제약기업이 신약 개발의 각 단계마다 어떤 강 과 약 을 

가지고 있는지 악하여 강 에 해서는 선택과 집 , 약 에 

해서는 외부 보강의 략이 필요함.

－국내 제약시장의 경우 자본동원력과 R&D 투자 수 , 기술발

 수 은 상 으로 열세이나, 인력의 질과 임상시험 능력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 제약산업의 성과는 궁극 으로 의약품이 최종 으로 소비되는 임상단

계에서 ‘효능’과 ‘안 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으나, 우리

나라의 R&D는 주로 기 기술  신물질 등의 개발에 치우쳐 임상

시험이나 시 허가 등 실용화‧상업화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병목

상에 효과 으로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 않음.

○ R&D 생산성 감소의 가장 요한 원인  하나는 임상  사업

화 단계에서의 효능 불일치, 시장 진입 후의 인체에 한 유효성

과 안 성 이슈에 하게 처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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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세계 제약산업에서는 개연구와 임상연구 심으로의 R&D 패

러다임 변화가 활발함.

○ 상업성 는 제약기업의 역량 못지 않게 최종 사용자(의료기  임

상의)와 수용자(환자)의 미충족 의료수요(unmet medical needs)

가 R&D의 출발 으로 환

○ 개연구란 의료기 의 임상의들이 후보물질의 치료효과를 기 개

발 연구자들과 함께 측, 입증하는 연구로서 ‘기 연구’와 ‘개발’ 

사이의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장 이 있음.

○ R&D의 개연구 모형인 AHSCs(Academic Health Science 

System)는 ‘Bench(기 ) to Bedside(임상)’이던 과거의 R&D를 

‘Bench to Bedside to Population(환자)’로 확 하여 산업의 최

종산물이 환자, 의료체계, 국민 체까지 연결‧확장

－ 통 인 신약개발 과정은 연구개발의 각 단계(탐색연구, 후보

물질 발굴연구, 임상시험, 임상시험)가 분리되어 각 단계가 

순차 으로 연결되는 구조

－반면 새로운 개발과정은 탐색연구 후 후보물질 발굴부터 최종

산물의 조건을 설정하는 TPP(Target Product Profile)와 최종

산물의 임상유용성(clinical utility)을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임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특징을 가짐.

⧠ 개연구의 Hub는 의약품의 최종 사용자와 수용자가 집 되어 있고, 

우수한 인력과 임상경험을 축 한 의료기 을 ‘연구 심병원’으로 지

정하여 운

○ 연구 심병원은 재 진료 기능에 과도하게 집 되어 있는 우리나

라의 병원을 제약산업 등 HT(health technology)산업의 육성을 

하여 기 연구자와 산업계 개발자들에게 개방함으로써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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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2.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강화

⧠ 제약산업의 성장과 R&D 인 라로서 재원 확보  문 인력의 육

성은 매우 요한 과제임.

⧠ 재 정부는 제약산업 지원‧육성에 활용하기 하여 200억원 규모의 

‘ 로벌 제약 M&A 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확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투자의 문성 제고를 해 문성을 갖춘 리기 과 운용 문

가의 리가 필요

○ 재원조달 확 를 하여 민간 출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추

가로 마련해야 함. 를 들어 기존 산업 육성 펀드와의 시 지 효

과 창출 방안 등의 구체화가 필요

⧠ 제약기업의 R&D 활동 등에 한 세제상의 특례조항을 확 하거나 

신규로 지정하는 한편, 보험약가제도를 운 하는 우리나라의 실에

서 신  제약기업의 신약에 해서는 약가 우 정책을 구

⧠ 제약산업에서 M&A는 기업 규모 확 ,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  

사업 역 확장, 새로운 기술 도입과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에 정

인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됨.

○ 부분의 해외 제약기업들의 성장 역사에서 M&A는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하 음. 국내 제약기업 역시 규모의 경제 실 을 해 

M&A에 해 좀 더 극 이고 향 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음.

○ 유사한 제품군과 한정된 업망을 공유하는 국내 제약시장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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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할 때, 국내 제약업체간 M&A만으로는 의미있는 시 지

효과를 얻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상됨.

○ 한 상 으로 취약한 국내 제약시장의 R&D 투자  기술수

을 고려해 볼 때, 기 단계에서는 융 지원을 통해 제약산업

에 한 자본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임.

○ 이를 해 먼  정부 차원에서 seed money 조성과 민간차원의 

공동투자를 통해 해외 M&A를 한 펀드 조성 략이 필요함.

⧠ 개별 제약기업은 성공 인 M&A를 해 사 에 어떠한 성장 략을 

가지고(기업 규모 확 , 제품 포트폴리오 확   신규사업 진출, 신

규지역 진출 등), 어떤 부분을 M&A를 통해 보완‧강화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정부와 련 업계는 최 의 M&A 상을 선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 마련에 주력해야 함.

⧠ M&A가 실제 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업내 리와 문화 조

정에도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특히 동‧서양 기업의 M&A가 있을 경우 피인수 기업의 자율권 

보장 등 경 과 노동환경 분야에서 문화  충돌에 의한 인력 손

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제약산업 발 을 한 인 라로서 문인력의 확보와 재 인력자원

의 질  수  제고를 지속 으로 추진

○ 제약산업특성화 학원을 심으로 기업맞춤형 인재 확보를 해 

약사 양성 주로 국한된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학술  실무 분

야를 인력 양성 목 에 부합하도록 교육시키는 과정을 도입 

○ 제약기업과의 ‘계약’을 통한 기업맞춤형 인재양성을 한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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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별도로 운 하고, 다양한 단기 비학  재교육 과정을 개발하

여 분야별 문가 양성에 주력

－특히 향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상되는 인허가 문가

(RA), 경제성평가 문가(PE) 기술경  문가(MOPT) 등을 

심으로 분야별 인력 양성이 필요함.

○ 미국의 약무 문가 인증제도(RAC General Scope)를 벤치마킹 

모형으로 검토할 수 있음.

  3. 시장개방대응 등 국제화 전략 마련

⧠ 세계 인 지 재산권 강화 움직임과 제약시장에서의 경쟁 격화에 

해 극 으로 응하고 국내시장 주의 략에서 탈피하여 해외 

시장을 극 으로 공략하는 략 필요

○ 맞춤형 항암치료제, 기세포 치료제 등 미래주도형 제품을 선

하고 니치마켓을 타겟으로 하여 신약개발에 투자하는 등 다양한 

국제화 략 마련

○ 해외 지화 법인 설립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장려  국제

기구 조달시장 근 략 고려

○ 지역별 해외시장에 특화된 진출 략 마련

⧠ 한미 FTA 체결  이에 따른 허가-특허연계제도 등은 국내 제약산

업의 기이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망임. 특히 향후 5년을 후로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특허권의 인정 

범 는 시장 확 의 요한 계기로 작용할 망

○ 2015년 본격 인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비하여 특허권리범  확

인  ‘특허도 ’ 등의 제도  응에 집 인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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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의약품 시장으로의 진출 역시 국내 제약산업의 발 략으로 

유효함. 특히 신약 개발을 한 실  제약조건이 강하고, 사회보험

재정에 미치는 향이 비 있게 고려되는 지역을 상으로 한 제네릭

의약품 진출은 의미있는 략임.

○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  의료비 감을 한 각 국 정

부의 제네릭의약품 활용 장려정책 역시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이 확

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 다만, 제네릭의약품 시장은 이미 로벌 제약기업의 시장 선   신

흥시장으로의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어서 만만치 않은 경쟁구도가 형

성될 것으로 사료됨. 이런 측면에서 최근 주목받는 ‘틈새시장’으로서 

바이오시 러(biosimilar) 분야에 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음.

○ 향후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성장은 바이오의약품의 제네릭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오시 러의 성장에도 정 인 향을  것으로 

단됨. 한 제네릭의약품에 비해 상 으로 최근 부상하는 분야

이기 때문에 경쟁압박과 진입장벽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 Amgen, Genetech, Calgene 등 바이오제약기업에서 출발하여 

M&A를 통해 사업 역을 확장하거나, 는 형 제약기업에 인

수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 화하는 략과 사례를 주의깊게 살

펴볼 필요가 있음.

*주요용어: 제약산업, 연구개발(R&D), 한미 FTA, 중개연구, 인수합병(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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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 국가의 제약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해당 국가의 경제발  수

과 사회체계, 국민들의 인식과 기 수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

타날 수 있으나, 체로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의 한 분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산업이면서(양 민, 2004), 인간의 생명

과 건강에 직결되고 상품선택에서 일반소비자의 역할에 한계가 있어 시

장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인허가권을 활용하여 생

산제조규제, 임상시험 등 안 규제, 유통 매 등을 규제하는 특징을 가

진 산업(공정거래 원회, 2009)으로 정의된다.

제약산업에 한 후자의 인식, 즉, 제약산업을 일종의 공공재(public 

goods)로 악하여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통 이면서 여 히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은 의약품이란 불특정 

다수의 생명  건강, 즉 공공의 이익과 한 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산과 활용, 보 과정에서 산업  논리를 제한하고 공익  

논리에서 근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비롯된다. 아울러 정보비 칭성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 선택 과정에서 소비자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반면 리인(agent)이라 할 수 있는 의사  약사라는 문

가에 의해 주로 선택이 이루어지는 특성 상, 소비자 보호를 하여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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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들에 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는 필요하다는 입장 역시 제약산업

에 한 ‘규제’를 정당화하는 논거이다. 이와 같이 의약품을 공공재로서 

악하는 입장은 제약산업에 사회  의미를 주로 부여하고, 사회  편익

을 최 한으로 달성하기 해서 ‘규제’ 가치의 불가피성에 을 맞춘다. 

재 우리나라의 의약품 련 정책에는 이러한 사회  의미에서 생

되는 다양한 규제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의약품의 생산과 제조 

과정에 엄격한 기 을 용하며,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안 성  

약효 확보 차를 운 하고 품질 리의 지속 인 제고를 도모하기 한 

제도를 운 한다. 의약품 규제는 생산‧제조 과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

니라 유통과정에서도 존재하는데, 2010년 5월 도입되어 같은 해 11월부

터 본격 으로 시행된 ‘리베이트 벌제’를 표 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소비자 선택권이 작용하기 어려운 의약품 유통의 특징상 문의약품을 

심으로 처방권자와 제약업체간 음성 이고 비합법 인 리베이트 수수

가 존재하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가

시키고 제약산업의 건 한 발 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치므로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 ‘리베이트 벌제’의 취지 다. 

의약품 생산‧유통 과정에서 용되는 규제조치 이외에 제약산업에 

한 사회 ‧공공  규제 가치가 뚜렷하게 표출되는 지 은 보험약가를 통

한 가격규제(price regulation)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의약품이 보

험 여 목록에 등재되는 순간 보험가격이라는 가격규제를 받게 된다. 특

히 2010년 재 건강보험 여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 이 29.3%에 

이르고(보건복지부, 2011a), 고령화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동 

등으로 인해 약제비 증가  국민의료비 증가가 GDP 증가분을 상회하

여 우리 경제와 건강보험에 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망이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실에서(보건의료미래 원회, 2011) 보험약가를 

통한 정수 에서의 가격 규제는 여 히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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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것으로 망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약가산정

방식이 모색되거나 2012년 4월 약가 일 인하 방침에 하여 제약사들

이 정부를 상 로 법  소송을 계획하고,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손실이 연3조원 에 이른다는 주장(한국제약 회, 2011)이 제기되는 것

은 국민을 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 운 과 보험 여와 연계된 약

가 산정  지출방식을 운 하는 우리나라에서 보험약가규제의 효과를 

반증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물론 신약개발을 한 연구개발이 외국에 비해 상 으로 부진하고 

제네릭 의약품 주의 생산‧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의약품 시

장의 특성상 가격규제와 기업성과의 련성을 검증하는 것이 용이한 작

업은 아니라는 지 도 있으나, 일반 으로 의약품에 한 가격규제는 기

업의 규모 투자, 신제품 개발, 의약외품으로의 사업분야 향 유인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허재헌, 2011)는 에서 

규제조치로서 요성이 큰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서두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제약산업에 해서는 ‘규제’만이 

강조되지는 않는다. 보건의료산업의 성격을 공공재(public goods)로 규

정하여 규제를 주장하는 의견이 통 인 근이었다면 최근에는 제약산

업을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의 한 분야이면서 규모 부가가치 

창출  미래 성장동력의 주축으로 인식하여 경제 ‧산업  측면에서 

‘육성’과 ‘지원’의 가치를 극 으로 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오히려 

힘을 얻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제약업계의 자체 인 투

자확 에서 그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제약산업을 표 인 고부가가치

산업 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분류하고 각종 지원 책을 추진하면서 

극 인 육성 의지를 표출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를 들어 보건복

지부는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2011. 1)』에서 2020년 세계 7  

제약강국으로의 도약을 비 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하여 신형 제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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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심의 구조개편을 발표한 바 있으며, ‘미래 첨단의료를 비하는 보

건산업 육성’이라는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제약산업 육성  지원에 한 특별법」시행, 신형 제약기업 

심으로 약가 우 , 세제‧ 융지원 등의 집 인 지원체계 구축, 제약

산업에 특화된 문인력 양성과 시장 정보 제공, 해외 임상 융지원 등

을 세부 인 과제로 천명하 다(보건복지부, 2011b). 제약산업이 막 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동력임이 증명된 상황에서, 그리고 한미 

FTA를 비롯한 시장개방과 경쟁격화가 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 법제도  지원을 통해 로벌 제약기업의 비 을 밝히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재 우리나라 제약산업에는 일견 상반된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가치, 즉, ‘규제’ 가치와 ‘육성‧지원’ 가치가 첩되어 나타나고 있

다. 물론 이와 같은 추세가 문제 을 가지고 있다거나 우리나라에만 한

정된 것은 아니다. 사실 건강보험 재정 안정, 제네릭의약품 사용 유도 

등의 보건의료정책 분야의 선택과 신약 개발  산업성장 환경 제공이

라는 산업정책 분야의 선택은 이해 계가 자주 충돌하는 분야이기도 하

다(Vandergrift et al, 1997; Morgan et al, 2008). 규제와 육성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완 히 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 상황과 정책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 가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 제약업계에 ‘격동’이라는 표 2)을 사

용하면서까지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 속한 고령화가 야기하고 있는 보

건의료서비스 수요의 팽창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한 

우려는 건강보험 여  지 않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에 

한 지속 인 감 움직임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제약산업에 직‧간

2) 이낸셜뉴스 2012. 1. 1 ‘제약업계 격동의 2012년, 소송‧구조조정‧산업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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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 둘째, 한미 FTA로 표되는 보건의료 

분야 시장개방 확 에 따른 치열한 경쟁상황 개 등 외부  충격 요인

이 지 않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제약산업의 구조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될 것이라는 , 셋째, 그동안 꾸 한 성장세를 지속하여 오기는 하 으

나 연구개발(R&D) 투자는 상 으로 미흡한 반면 비를 비롯한 

매 리비의 비 이 높으며, 선진국에 비해 높은 제네릭 의약품 가격과 

일부 음성 인 리베이트 등 부당경쟁 등을 통해 국내 시장에 안주해 왔

다는 평가를 받아 왔던 제약업계에 ‘옥석(玉石) 가리기(보건복지부, 

2011a)’로 표 되는 정부의 근본 인 개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이 반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제약산업을 지원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에 

해서는 제약업계와 정부에 공감 가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

다. 그러나 지원‧육성에 앞서서 불공정한 거래 행 등을 개선하고 시장

개방과 경쟁격화라는 외  구조의 변화에 효과 으로 처하기 해서 

그동안의 비효율성과 비합리성을 근본 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

지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도 제약산업의 건 한 발 과 

국민의료비 리라는 차원에서 약가인하정책을 심으로 한 체질개선 요

구는 지속될 것으로 상되며, 이와 함께 국내외 인 제약시장 환경의 

변화와 국내 제약산업의 역량을 고려하여 효과 인 제약산업 발 략을 

도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그동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지 않은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향

후 인구고령화와 의료비용의 격한 증가에 따른 비용부담 가  해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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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유지, 지속 으로 확 될 것으로 망되는 

보건의료산업 시장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

다. 이러한 상황을 효과 으로 타개하기 하여 정부는 구조  비효율성

과 불투명성을 제거하는 한편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제약산업의 산업  

가치를 제고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용하고 있다.

제약산업의 체질개선과 정부의 육성 의지를 실화시키고, 국내 제약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로벌 제약기업으로 성장하기 해 선행

되어야 할 것은 국내외 제약환경의 변화와 재 제약산업이 가지고 있

는 역량 수 에 한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궁극 으

로 제약산업의 구조  특징을 다양한 측면에서 악하고, 산업발 을 

한 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하 으며, 이를 달성하기 하여 다

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구성하 다.

첫째, 제약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에 한 고찰이다. 여기서는 

국내 제약산업의 일반 인 특성과 연구개발(R&D)  신약개발 등을 포

함한 최근의 동향을 정리하 으며, 제약산업에 지 않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되는 약가제도  한미 FTA 등 시장개방 련 이슈를 추가

하 다. 한 해외 제약산업의 산업동향과 연구개발 동향을 정리하 다. 

이미 국경의 의미가 약해진 제약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빠르게 변화

하는 해외 제약시장에 한 신속한 정보 획득  이에 근거한 진출 

략 마련은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진다. 

둘째, 해외 제약기업을 선정하여 성장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략과 

특징을 기술하 다. 해외 제약기업으로는 로벌 기업보다 소  ‘강소

(强 )형 기업’의 사례를 다루었는데3), 본격 인 육성발 이 시작된 

기 단계로 평가되는 우리나라 제약기업 입장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3) 국내 신형 제약기업들을 상으로 한 ‘가장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해외 제약기업조사’ 결
과에서 우선순 가 높은 기업을 선정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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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사 이 보다 더 많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한 구조분석을 시도하 다. 구조분석을 

한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①최근 5년간의 

기업공시자료를 활용한 제약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지표

들의 추이  시장구조를 통한 정 제약기업 수에 한 제시, ②고 압

치료제를 심으로 시장 유율 결정요인, ③제약산업에 한 산업연 분

석 등을 시도하 다. 제약기업의 공시자료는 산업의 재 구조 뿐만 아

니라 과거의 성과와 미래 변화를 측하는 가장 기본 인 자료이며, 갈

수록 리  치료 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성질환인 고 압의 경우 

그 치료제 시장이 차지하는 비 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제약시장의 

구조를 악하는 데에 좋은 시사 을  것으로 상하 다. 산업구조분

석의 경우 특정 산업의 체 산업과의 연 성 악에 매우 유의미한 방

법이라는 과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지 까지 제약산업에 하여 시

도된 경우가 많지 않다는  등에서 시도하 다.

마지막으로 앞서 내용에서 분석된 환경변화와 산업구조 분석 결과, 해

외 제약기업의 사례 등을 토 로 하여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발 방향을 

제시하 다. 첫째, 다양화‧다각화, 선택과 집  에서의 R&D 모형의 

발 방안을 제시하 다. 여기에는 개방형 신(open innovation)을 통한 

아웃소싱 략 마련, 특성화‧다각화된 R&D 략 마련, 개연구

(translational research) 강화 측면에서의 연구 심병원 등 의료기 과의 

력 강화와 의약품의 실용성과 상업성 확보를 제안하 다. 둘째, 제약

산업의 육성과 발 을 하여 재원과 문인력 확보라는 인 라 확충 

차원에서 과제를 제시하 고, 이와 련된 특화 역으로서 인수합병

(M&A) 략이다. 해외 제약기업의 성장사례를 볼 때 인수합병은 국내 

제약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 단되지만 이를 통해 

정 인 효과를 거두기 해서는 효과 인 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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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세 번째로는 한미 FTA를 비롯한 의약품 시장이 개방과 국제  

경쟁격화 등 외부 충격에 능동 으로 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제안

하 으며, 틈새 시장에 한 략 차원에서 제네릭의약품 시장에 한 

지속 인 심과 바이오시 러(biosimilar) 분야에 한 투자 확 를 지

하 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연구 목  간의 연 성은 다음 [그

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주요 연구내용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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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내 제약산업 현황과 정책 환경

  1. 제약산업의 일반적 특성

제약산업은 인간의 건강 리  질병의 방, 치료, 처치, 진단 등을 

한 의약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단순히 산업 인 에

서만 본다면 제약산업은 통 으로 화학  합성 의약품 심의 생산구조

다가 최근 들어 생명공학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  정보를 활용하

여 만들어진 고분자(바이오) 의약품이 빠르게 성장하여 비 을 높여가고 

있는 구조이다. 이들 의약품은 연구개발을 통해 질병 혹은 생명 상의 특

정 단계를 타켓으로 하는 후보물질 발굴로부터 출발하여 엄격한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 시장 유통에 이르기까지 진행된다(문혜선, 2011).

〔그림 2〕제약산업 흐름

자료: 문혜선(2011), 의약품산업의 기초분석,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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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약산업의 직 인 생산물이라 할 수 있는 의약품은 단순한 

산업  가치를 뛰어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의약품은 인간의 생

명  건강과 직결되며, 이러한 에서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산업은 

연구개발, 허가, 생산, 유통, 매에 이르기까지 다른 산업에 비해 정부

(공공 역)로부터 엄격한 통제와 리, 규제를 받아 효능(efficacy), 안

성(safety), 안정성(stability)을 입증해야 하는 산업이다(이의경 외, 

1994; 공정거래 원회, 2009; 문혜선, 2011). 한 제약산업은 의학, 화

학, 생리학, 미생물학, 약리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가 학제 으로 연계된 

표 인 과학기반산업(science-based industry)이면서 기술집약 ‧연구

집약  산업이며(김석 , 2004), 첨단기술산업의 한 분야로서 향후 고령

화  수명 연장에 따른 시장 확 , 신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 부여되는 

특허권에 따른 로벌 단 에서의 독 권 인정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미래성장산업으로 분류된다(양 민, 2004; 문혜선, 2011). 다만 신약 

개발 등이 성공할 경우 기 할 수 있는 천문학 인 부가가치의 반  

부로서 막 한 비용과 시간투자, 튼튼한 기 과학 분야의 연구성과 축  

등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매우 낮다는 은 고 험 

산업으로서 제약산업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김석 , 2004; 

임달오 외, 2011). 물론 험 부담을 극복하고 일단 새로운 약을 개발하

여 효능과 안 성을 보장받는다면 소  블록버스터(blockbuster)4)로서 

큰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일반 인 특성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격도 있다. 먼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에 련하여 선진국에 비해 

상 으로 강력한 사회  규제가 작동하고, 제약산업을 공공재로 인식

하는 경향이 강하다. 산업 반에 하여 약사법을 비롯한 각종 보건의

4) 일반 으로 연 매출이 10억달러를 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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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련 법률과 하 법령, 고시가 용되며, 특히 의약품 가격을 건강보

험 상에 등재하여 통제하는 가격규제는 매우 요한 규제수단으로 작용

한다. 약가를 이용한 가격규제는 사회  비용과 건강보험 재정 감이라

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지만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윤 축소  신제품 

개발 등의 기업활동을 축(Vernon, 2003; Kyle, 2007)시키는 한편, 

의약품의 사용량 증가와 고가약 처방비 을 증가시키는 처방행태(허순임 

외, 2006; 신주  외, 2008)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국내 제약기업의 경우 신약개발을 한 R&D  투자규모가 증가

하면서 성과도 나타나고 있으나, 여 히 다국  제약기업에 비하여 성공

사례가 미미하여 부분의 기업들이 내수완제품 심의 생산행태를 가지

고 있으며, 내수 시장 유율을 높이기 한 기업간 과당경쟁이 발생하여 

매 리비의 비 이 높은 반면 상‧하  기업간 양극화 문제가 지속 으

로 제기되고 있다(공정거래 원회, 2009; 임달오 외, 2011). 

제약산업의 문제 으로 지 받고 있는 이와 같은 기업 행태는 의약품 

선택권이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있기 보다는 정보비 칭성으로 인해 

의사, 약사 등 리인(agent)에게 주어지는 특수성과 련되어 있다. 즉, 

보험약가가 정해진 가운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윤을 극 화하기 해 

제품 매를 진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선택권을 가진 

의사 는 의료기 을 심으로 마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음성 인 

리베이트 구조화라는 부작용을 일으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다(허재

헌, 2011; 임달오 외, 2011). 한 이 게 과다 지출된 비용은 높은 약

가와 낭비  사용, 과당경쟁이라는 악순환으로 되풀이되면서 국내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킨다(보건복지부 2011a).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특성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한가지 특징이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심의 생산구조와 높은 약가이다. 제네릭 의약

품이란 일반 으로 이미 허가된 품목과 유효성분의 종류, 함량, 제형,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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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동일한 의약품을 가리키는데5), 오리지  의약품

의 특허기간이 종료된 이후 시장에 출시되어 가격경쟁이 가능하다. 제네

릭 의약품은 오리지  의약품에 비하여 상 으로 렴한 가격으로 소

비자의 약제비 부담 감소와 보험재정 지출 합리화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각 국가별로 그 사용이 장려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

네릭 의약품의 생산 비 은 높으나, 동일 성분의 고가 제네릭 처방 비

이 높아 체 인 가격이 세계 으로 가장 높은 수 으로 평가되고 

있다(권순만 외, 2010). 이는 국민의료비  높은 약품비 비 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가격 가품을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표 2-1〉국내 제네릭 가격 대비 외국가격(가중평균가)

국가 일반환율(USD) 기준 구매력지수(USD-PPP) 기준

네덜란드 1.326 0.721
노르웨이 0.856 0.369

대만 0.955 0.955
독일 1.004 0.562
미국 1.327 0.937

벨기에 1.129 0.594
스웨덴 0.795 0.395
스위스 1.670 0.775
스페인 0.870 0.550
영국 1.120 0.644

오스트리아 1.337 0.718
이탈리아 1.126 0.643

일본 1.254 0.784
프랑스 1.333 0.696
호주 1.203 0.672
한국 1 1

자료: 권순만 외(2010), 국내외 제네릭 약가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5) 제네릭 의약품의 정의는 식품의약품안 청 홈페이지의 ‘제네릭 의약품 정보방’ 참고

   (http://opendrug.kfda.go.kr/generic/genericInfo/summary/generic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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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 제약산업 일반 현황

가. 생산 및 시장 현황

제약산업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

구조 변동, 건강과 삶의질에 한 심 증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의 

정부  민간 분야의 극 인 육성과 투자 의지 등으로 지속 인 성장

이 상되는 산업이다.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모두 

포함한 우리나라의 의약품 시장 규모(총생산액)는 2010년 재 16조 

7,254억원으로서 체 GDP의 1.43%를 차지한다. 이는 2010년 제조업 

GDP의 5.18%에 해당하는 규모이기도 하다. 1993년 의약품 시장 규모

가 4조 9천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약 20여년 만에 약 3.4배 증가

한 것으로서, 2003년 이후로도 지속 으로 총생산액이 확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2〉의약품 생산액 및 국내산업에서의 제약산업 비중

(단위: 억원, %)

연도
 의약품 등1)

총생산액
제조업 GDP GDP

제조업GDP

대비

총GDP 

대비

2003  95,324 1,759,235  7,671,137 5.42 1.24
2004 104,526 2,058,259  8,268,927 5.08 1.26
2005 114,216 2,136,462  8,652,409 5.35 1.32
2006 122,645 2,209,401  9,087,438 5.55 1.35
2007 134,332 2,386,109  9,750,130 5.63 1.38
2008 147,504 2,562,094 10,246,518 5.76 1.44
2009 158,196 2,665,782 10,650,368 5.93 1.49
2010 167,254 3,230,499 11,728,034 5.18 1.43

  주: 1) 완제/원료의약품, 의약외품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한국제약협회(2011), 제약산업 통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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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생산은 로벌 경제 기로 인한 경기 침체로 반 인 성장이 

둔화되었던 시기 던 2008～2009년에도 년 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2010년의 경우에는 신종 인 루엔자 유행에 따른 백신 생산량 

증가라는 요인이 일부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6), 반 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경기 변동에 비탄력 인 소비 경향을 가진다는 (공정거래

원회, 2009; 임달오 외, 2011)을 보여주고 있다. 

의약품 등 생산실 에서 인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완제의약품

의 경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큰 변화없이 그 비 을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2001년 체의 84.4%→2010년 체의 85.1%), 원료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생산실   비 이 역 된 것이 에 띄는 변화이다. 2001

년 55백억원으로 체 생산실 의 6.5% 던 원료의약품은 2010년 134

백억원의 생산실 에 8.0%의 비 으로 증가하 다. 반면 의약외품이 차

지하고 있던 비 은 같은 기간 9.2%에서 6.9%로 감소하 다. 세계 

원료의약품 시장은 2010년 이후 연평균 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상되

고 있는데, 특히 특허 만료 이후 제네릭과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오리

지 의 경우 기존 자체 생산 는 자회사를 통해 생산하던 원료의약품

의 외주가 증가하는 등 시장이 확 될 것으로 망되고 있어7) 선진국 

수 의 원료의약품 생산 시설과 기술을 보유한 국내 원료의약품 문제

약사들에게는 원료의약품신고제도(DMF: Drug Master File)8) 강화 등

의 진입장벽을 극복할 경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최종경, 2010).

6) 식품의약품안 청에 따르면 2011년 의약품 생산실 은 년 비 -0.72%로서 2000년 이

후 최 로 마이 스 성장률을 기록하 음. 그 이유로는 의약외품 환  인 루엔자 백신 

생산량 감소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음(식품의약품안 청, 2012).
7)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07050
8) DMF는 원료 제조 공장의 시설내역, 불순물, 잔류유기용매, 공정 리, 포장재질, 안정성시

험자료 등 원료의약품 제조와 품질 리 반에 한 자료의 정성을 평가하며, 우리나라

는 지난 2002년 7월 도입 이후 업계의 비 기간을 고려해 해마다 국민 다소비 성분을 

우선 선정해 단계 으로 신고 상 성분을 확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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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연도별 의약품 등 생산실적(2001～2010)

(단위: 십억원, %)

연도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합계 증감률
2001  7,143 547 778  8,468 7.3
2002  7,825 602 769  9,196 8.6
2003  8,127 615 791  9,532 3.7
2004  8,886 751 815 10,453 9.7
2005  9,798 801 823 11,422 9.3
2006 10,573 899 792 12,265 7.4
2007 11,566 1,033 835 13,433 9.5
2008 12,675 1,218 857 14,750 9.8
2009 13,367 1,422 1,031 15,820 7.3
2010 14,235 1,335 1,156 16,725 5.7

자료: 한국제약협회(2011), 제약산업 통계집

2011년에 년도에 비해 정체된 양상이긴 하나, 완제의약품 에서 

문의약품이 차지하는 비  역시 체의 82.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문의약품의 비 은 

60.3%, 일반의약품이 39.7%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후 국내 의

약품 시장에서 문의약품의 유율이 꾸 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식품의약품안 청, 2012).

〔그림 3〕연도별 일반/전문의약품 생산실적 및 전문의약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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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2012), 2011년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분석 결과(201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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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발 을 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것이 세 인 시장구조와 과당경쟁으로 인한 가격경쟁 구도, 업  

마 에서의 후진성에서 기인하는 매 리비의 과다한 지출  불법

인 리베이트 등이었다(이의경 외, 1994; 공정거래 원회, 2009; 보건복

지부, 2011a; 신 석 2011). 그동안의 지속 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

히 이러한 문제 들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011년 재 우리나라의 체 의약품시장 규모(생산＋수입－수출)는 

19조 1,646억원으로 추정되는데(식품의약품안 청, 2012), 의약품을 생

산하는 업체 에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생산 액을 기록한 회사는 

38개 업체에 불과한 반면,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 유율은 69.8%에 

이른다(2009년 유율: 67.4%). 

〈표 2-4〉의약품 생산규모별 업체 현황(2009～2010)

(단위: 십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업체수 생산금액 점유율 업체수 생산금액 점유율

5천억 이상 3 1,983 14.8 5 3,088 21.7
5천억 미만～3천억 이상 8 3,164 23.7 6 2,374 16.7
3천억 미만～1천억 이상 24 3,864 28.9 27 4,468 31.4
1천억 미만～5백억 이상 34 2,450 18.3 29 2,140 15.0
5백억 미만～3백억 이상 16 628 4.7 26 1,038 7.3
3백억 미만～1백억 이상 49 935 7.0 43 773 5.4
1백억 미만～5십억 이상 26 188 1.4 28 210 1.5
5십억 미만～3십억 이상 20 77 0.6 14 54 0.4
3십억 미만～1십억 이상 34 60 0.5 35 69 0.5

10억 미만 51 19 0.1 57 21 0.2
계 265 13,367 270 14,235

자료: 한국제약협회(2011), 제약산업 통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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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쏠림 상은 매출액을 기 으로 한 국내 제약시장의 유율 

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부 업체 수에 국한된 자료이긴 하나,

<표 2-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10년 재 체 매출 액 약 11

조 가운데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16개 기업이 

6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 이와 같은 유율은 소폭이지만, 

년도에 비해 보다 확 된 결과이기도 하다(2009년 68.6%). 

〈표 2-5〉매출액별 국내 제약기업 점유율

(단위: 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업체수 매출금액 점유율 업체수 매출금액 점유율

20억원 미만 3 37 0.0 2 21 0.0
   20～   30억원 미만 2 49 0.0 3 73 0.1
   30～   50억원 미만 1 33 0.0 1 43 0.0
   50～  100억원 미만 3 260 0.3 2 167 0.2
  100～  200억원 미만 9 1,423 1.4 4 581 0.5
  200～  300억원 미만 4 1,070 1.0 4 963 0.9
  300～  400억원 미만 8 2,785 2.7 6 1,971 1.8
  400～  500억원 미만 4 1,725 1.7 8 3,458 3.1
  500～  800억원 미만 8 5,454 5.3 8 5,261 4.8
  800～1,000억원 미만 4 3,608 3.5 3 2,724 2.5
1,000～1,300억원 미만 11 12,637 12.3 8 9,275 8.4
1,300～1,500억원 미만 1 1,327 1.3 4 5,605 5.1
1,500～2,000억원 미만 1 1,771 1.7 2 3,440 3.1

2,000억원 이상 16 70,290 68.6 16 76,389 69.5
계 75 102,469 100.0 71 109,972 100.0

자료: 의약품성실신고회원조합(2011)

결국 그리 크다고 하기 어려운 국내 제약시장은 표면 으로는 경쟁  

시장구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업간 ‘양극화’가 존재

하는 과  경쟁시장에 보다 가까운 성격을 가진 것으로 악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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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규모 이하 업체들간의 치열한 경쟁구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

업의 생존과 취약한 수익구조 타개를 해 과당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기업활동과 행태가 품질 경쟁보다는 가격 경쟁에 주력

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경 신이나 신약개발 심의 행태보다는 단

기간의 이윤창출을 기 할 수 있는 복제의약품 주의 활동에 치

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윤희숙, 2008; 공정거래 원회, 2009). 2011년 

국내 허가된 의약품의 수는  44,895품목이었으나, 생산  수입 실 이 

있는 품목은 39.7%인 17,838품목에 불과하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b) 역시 시장 규모에 비해 복제의약품 심으로 허가된 품목 수가 

많아 과당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공시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석한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010년 재 약 592십억원으로서 체 매출 규모의 6.0%에 머물고 있

는 실정이다. 상장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비 은 약 6.4% 으며, 코스닥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비 은 3.4% 수 이었다. 

〈표 2-6〉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십억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상장

제약기업

매출액 6,077 6,863 7,754 8,494 8,623
연구개발비 331 423 482 549 551

연구개발비중 5.4 6.2 6.2 6.5 6.4

코스닥

제약기업

매출액 787 903 1,010 1,240 1,205
연구개발비 31 44 44 51 41

연구개발비중 4.0 4.9 4.4 4.1 3.4

전체

매출액 6,864 7,766 8,764 9,734 9,828
연구개발비 362 468 526 600 592

연구개발비중 5.3 6.0 6.0 6.2 6.0
자료: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한국제약협회(20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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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이 체 제조업의 평균에 비하여 매출원가율이 낮고, 매

비  리비의 비율은 높다는 은 지 까지 많은 연구들에서 실증

으로 밝 진 내용이다(공정거래 원회, 2009; 한국은행, 2011). <표 

2-7>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내 제약회사의 평균 매비  리

비 비율은 35.6% 수 으로 일반 제조업의 평균 인 매비  리비 

비율 11.2%에 비해 높은 수 이다. 일반 으로 매 리비의 비율이 높

다는 것은 의약품의 유통망 구축  유지를 한 지 않은 비용이 발

생한다는 사실을 시사하며, 다양한 경 략  상품생산 략을 구사하

기 보다는 동종 업체간 유사한 업형태에 의존하는 경향을 강하게 하

는 원인이 된다.

 

〈표 2-7〉국내 제약기업의 판매비 및 관리비 비율

(단위: 십억원, %)

구분
제약산업 제조업 전체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매출액 14,354 100.0 1,512,284 100.0
매출원가  7,769  54.1 1,239,297  82.9

매출총이익  6,585  45.9 272,987  18.0
판매비 및 관리비  5,112  35.6 168,768  11.2

영업이익  1,473  10.3 104,219   6.9
자료: 한국은행(2011), 2010년 기업경영분석 

물론 국내 상하  20개 제약기업의 매출원가율, 매출총이익률, 매

리비 비율, 업이익률을 비교하면, 매 리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다. 

특히 매 리 비율은 외국계 로벌 제약기업과도 유사한 수 으로 나

타나 의료기 과 약국에 상품을 공 하는 제약산업의 특성상 매 리비

의 높은 비 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반면, 

외국 제약기업에 비해 매출원가율은 상당히 높고, 업이익률 등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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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특징이다. 수익창출을 한 비용지

출 비율을 의미하는 매출원가율이 높다는 것은 과당경쟁과 시장 자체의 

세성 등으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가 실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약개발을 비롯한 연구개발에 투자할 동력이 감소된다는 을 의미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한 이는 간 으로 우리나라 제약기업이 가지고 있

는 높은 제네릭 의존도와 음성  리베이트를 비롯한 비합법 인 업행

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2-8〉국내 상하위 제약기업 및 외국계 제약기업의 경영분석

(단위: %)

구분
국내

상위사1)
국내

하위사1) 국내 평균 외자 본사2)

매출원가율 52.6 59.5 54.1 28.7
매출총이익률 47.4 40.5 45.9 71.3
관매관리비율 36.6 37.2 35.6  32.73)

영업이익률 10.8  3.3 10.3 21.8
  주: 1) 2010년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20개사의 하위 20개사의 평균치

2) GSK, 노바티스, 화이자, 사노피 아벤티스, 머크

3) 연구개발비 제외

자료: 한국은행(2011), 2010년 기업경영분석 및 한국제약협회(2011), 일괄 약가인하 대응 정책자료집

제약산업의 체 인력은 2004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유지하 으

나, 2010년에는 77,314명으로 오히려 년도에 비해 감소하 다. 제약

기업의 종업원 직종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직종은 업직으

로 2010년 재 체 직종 가운데 3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제약기업 경 에 있어서 업의 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는 결과

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연구직 직원은 상 으로 낮은 비 이었다. 

2010년 체 제약산업 종사자  연구직 직원 비 은 11.2%로 나타났

는데, 향후 연구개발의 비 을 높이기 해서는 이들 인력의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망된다. 다만, 완만하지만 연구직의 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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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으로 증가하고, 업직의 비 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정 인 

상으로 여겨진다.

〈표 2-9〉국내제약산업 종업원수 변화 추이

(단위: 명)

연도 사무직 영업직 연구직 생산직 기타 총계
2004 11,325 21,090 5,230 19,620 2,537 59,802 
2005 12,183 22,915 5,555 20,728 3,622 65,003 
2006 12,833 24,490 6,372 21,633 5,353 70,681 
2007 13,119 25,252 6,845 22,123 4,840 72,179 
2008 14,009 26,721 7,801 23,212 3,663 75,406 
2009 15,924 27,520 8,640 24,354 4,766 81,204 
2010 14,792 26,626 8,699 24,050 3,147 77,314 

자료: 한국제약협회(2011)

〔그림 4〕국내제약산업 종업원 구성 비율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제약협회(2011)

의약품 수출‧입 황을 살펴보면 2010년 수출은 17.1억 달러로 년 

비 14.0% 증가했으며, 수입은 47.2억달러로 년도에 비해 14.3%가 

증가하 다.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등 의약품 종류별로 모

두 수출이 증가했다는 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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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좋은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다. 다만 2009년 자폭이 감소하

다가 2010년에 다시 증가하면서 의약품 분야의 무역수지 자는 지속

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수출국가는 일본, 베트남, 인도, 국 등 

2005년 이후 지속 인 강한 상승세를 보인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며, 주

요 수입국가는 일본, 스 스, 독일, 미국 등으로서 상  20개국이 차지

하는 체 수입비 이 약 95%에 이르는 수 이다.

〈표 2-10〉의약품 등 수출현황(2001～2010)

(단위: 백만달러, %)

연도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합계 전년대비
2001 179 442  55 676  3.6
2002 221 458  44 723  6.9
2003 250 442  47 739  2.2
2004 292 417  64 773  4.7
2005 346 448  63 858 10.9
2006 409 494  82 985 14.8
2007 490 529  91 1,110 12.7
2008 587 552  99 1,238 11.5
2009 774 614 108 1,496 21.2
2010 791 740 175 1,706 13.8

자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2011)

〈표 2-11〉의약품 등 수입현황(2001～2010)

(단위: 백만달러, %)

연도
완제

의약품

원료

의약품
의약외품

진단용

의약품

방사선

의약품
합계 전년대비

2001 489 808  61  71  9 1,439 6.0
2002 587 1,454  52  78 10 2,181 51.6
2003 688 1,325  68  86 11 2,177 -0.2
2004 934 1,205  80  96 11 2,327 6.9
2005 1,215 1,369  93 119 12 2,808 20.7
2006 1,740 1,685 125 124 12 3,687 31.3
2007 1,979 1,691 133 134 13 3,951 7.2
2008 2,014 1,904 117 139 13 4,186 6.0
2009 2,127 1,754  99 137 12 4,129 -1.4
2010 2,520 1,898 116 175 11 4,720 14.3

자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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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전년 대비 의약품 분야 무역수지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제약협회(2011)

2000년  들어와서 과거의 산업환경에 비교해 볼 때 국내 제약산업에

서 두드러진 특징들  하나는 인수‧합병의 증가와 신약 개발 등 투자 

확 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제약기업은 로벌 제약기업 간 합병추세에 

편승하여 2000년  이후 극 으로 합병을 시도하고 있다. 2000년 이

후 공식 으로 제약산업에서의 합병은 28건이 보고되고 있는데, 주로 모

기업이 동일한 기업 간 흡수합병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소기업이 

기업에 합병되는 사례 역시 빈번하게 나타났다.

다만 국내 제약기업간 인수‧합병은 원래 목 으로 하는 시 지 효과

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의 포트폴리오는 부분 제네릭의약품 생산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유사한 상품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이 경우 인수‧합병이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라는 효과를 발생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출에서 매 리비의 비율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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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제약기업들의 매 리 상이 첩된다는 을 감안한다면 국내 

제약기업의 인수‧합병은 단순한 ‘몸집 불리기’에서 그칠 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는 것이다.

〈표 2-12〉2000년 이후 국내제약산업 내 주요 합병 내역 

합병연도 합병진행기업 피합병기업
2000 (주)한국위더스제약 (주)반도파마

2001

(주)대유신약 (주)대유약품

바이엘코리아㈜ 사이브론케미칼스코리아㈜

(주)이코바이오 (주)딤섬

알리코제약㈜ 홍익제약㈜

(주)중앙백신연구소 (주)파천연구소

2002
바이엘코리아㈜ 바이엘코리아진단사업(주)
(주)그린바이오텍 원영환경보전㈜

2003

(주)오리엔트바이오 (주)바이오제노믹스

(주)녹십자 (주)녹십자라이프사이언스

(주)셀론텍 (주)셀론텍엠에스

(주)녹십자 (주)녹십자바이오텍

2004
(주)드림파마 (주)에이치팜

(주)녹십자 (주)녹십자피비엠

(주)녹십자 (주)녹십자벤처투자

2005 (주)중외신약 (주)대유신약

2006

우리들제약㈜ (주)닥터즈메디코아

(주)엠젠 (주)상생원

(주)에이치투홀딩스 (주)헤파호프코리아

청계제약㈜ 청계제약㈜

대화제약㈜ 디에스앤지(주)
한국코아제약㈜ (주)다산메디칼약품

2007 (주)엠지 (주)엠지팜

2010

(주)제네웰 (주)동성바이오폴

(주)오리엔트씨알오 (주)오리엔트엔에이치피

솔젠트㈜ (주)미르젠

(주)유케이케미팜 (주)카셀

2011 한국엠에스디(유) 쉐링푸라우코리아㈜
  주: 합병이 완료되지 않은 합병은 제외함.
자료: 나이스신용평가(주)

1980년  후반 구축된 국내 물질특허에 한 련법의 제정은 신약개

발 진행의 토 가 되었다. 이에 1989년 8건의 신약허가 이후, 2011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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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667건의 신약허가가 있었다. 신약허가 건수에는 몇 가지 특성이 나

타나는데, 우선 1990년  반 이후 수입신약에 한 허가가 비약 으

로 증가했다는 을 들 수 있다. 1989년부터 1992년에 이르기까지 수

입신약에 한 허가는 무하 지만 1993년 제일기린약품(주)의 ‘그라신

주사액75’를 시작으로 각 년도의 체 신약허가 , 수입신약허가의 비

이 증가하 다. 한 2000년 처음 당해 연도 체신약허가 가운데 수

입시약의 비 이 과반수가 넘은 이후 매년 수입신약허가 수는 제조신약

허가 수보다 많은 상황으로서 최근의 제조신약허가는 1990년  후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 이다.

〈표 2-13〉국내 제약기업의 신약 지정허가 개수 현황

                                                                   (단위: 개)

지정연도 신약허가 개수
구 분

제조 수입
1993  20  19   1
1994  18  15   3
1995  22  17   5
1996  28  17  11
1997  20  14   6
1998  35  22  13
1999  36  19  17
2000  46  16  30
2001  61  19  42
2002  32  10  22
2003  17   5  12
2004  26   5  21
2005  32  12  20
2006  45   4  41
2007  55  11  44
2008  33   9  24
2009  21   5  16
2010  39   3  36
2011  28   8  20
총계 667 283 384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약지정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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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요현황

의약품 수요 측면에서 체 약제비 지출규모는 2011년 재 약 13조 4

천억원으로서 총 요양 여비용 46조 1천억원의 29.2%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약제비 증가율은 연평균 9.9%

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9년 이후에는 체 요양 여비용  약품비가 차

지하는 비 과 년 비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2010년 국민의료비  의약품  기타소모품 지출 비율이 21.6%

에 이르고 있어(OECD 평균 16.6%)9) 보건의료서비스  의약품에 의존

하는 정도가 높으며, 환자당 약품비 청구 액이 원내 107천원, 원외 213

천원에 이르러 계속 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여 히 높은 수 의 의

약품 수요 행태를 보이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a). 

〈표 2-14〉약품비 및 원내/외별 환자당 약품비 청구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요양급여비용 322,590 350,366 394,296 436,570 460,760
약품비  95,126 103,853 116,546 127,694 134,290

전년대비 증가율 13.2  9.2 12.2  9.6  5.2
약품비 비중 29.5 29.6 29.6 29.3 29.2

환자당 청구금액 원내: 106,816원 원외: 213,373원

자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2011)

약품비 증가율  비 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 인 면

으로 볼 수 있다. 한 약가인하 등의 정책을 통한 합리 인 가격결정구

조의 마련과 다양한 재정 감 방안 추진을 통해 이와 같은 안정세가 계

속하여 유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1990년부터 2011년까지 65세 이상 

9)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약제비 증가율은 9.7%로 OECD 평균 4.2%
보다 높은 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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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비율은 4.9%에서 10.5%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노인진료

비는 2,403억원에서 15.4조원으로 증하여 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노인진료비의 비율이 8.2%에서 33.3%로 크게 증가하 고, 이러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10),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 , 고가의 오리지  

의약품 처방 경향 등 내외 인 환경을 고려할 때 향후 약제비 증가의 

가능성 역시 언제든지 상존해 있다고 할 것이다.

  3. 국내 신약개발 투자 동향

가. 바이오제약시장 규모와 국내 산업 성장

2009년 체 바이오제약11) 시장의 규모(약 7,500억 달러)  아‧태 

지역의 바이오제약 시장은 1,800억 달러( 체 시장 24%) 규모로 추정

되며, 그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는 122.8억 달러 ( 체시장의 1% 비

)로 추정된다.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바이오제약 시장 규모는 연평균 

11.7% 성장하여, 171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이를 것으로 망된다. 

한편 체 바이오제약 시장의 2009~2012년 연평균성장률은 6.6%인

데 비해 아‧태 지역 시장의 성장률은 12.9%에 이르고 있다. 이 지역은 

사회경제  수 이 높아지면서 고 화된 삶의 질을 추구하는 라이 스타

일의 정착  고 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한 바이오제약 시

장의 수요가 속히 성장하고 있어서 소  ‘ 머징 마켓(pharmerging 

matket)’으로 구분된다.

 10) 고 압, 악성신생물, 당뇨 등 11개 주요 만성질환의 진료비가 2002년 4조 8,036억원에

서 2011년 16조 3,846억원으로 3.4배로 증가

11) 산업 인 측면에서 본다면 제약산업과 바이오의약품산업은 차이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신약개발’에 을 맞추어 R&D 등 투자 황을 기술하 으므로 편의상 두 산업을 통

합하여 다루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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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우리나라 바이오제약 시장규모 및 비중(2012)

(단위: 십억 달러, %)

* 2012년 상 시장규모 기

자료: Frost&Sullivan(2010. 6), Asian Pacific Healthcare Outlook Focus: South Korea

우리나라 바이오제약 산업의 변천사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

 수 있다. 먼  산업확립기인 1960~1970년 에 우리나라는 완제의약

품을 수입하기 시작하 으며 부분 수입제 는 해외 기술에 의존 이

었다. 화학기업의 제약업 진출 등 국내 산업이 확립된 시기이기도 하다.

1980~1990년 는 연구집약  산업화시기로 국내 제약기업들간 해외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마 (In-License 계약 등) 경쟁을 통한 매출액 

달성 방식이 심이었으나, 이때부터 완제의약품을 국산화하기 한 노

력을 시작하 고, 선 라주(SK 미칼) 등의 국내 신약이 탄생되기 시작

했다. 한 규모 제약회사가 등장하 으며, 기업 내 R&D 조직이 

성장하기 시작하여 범정부차원의 G7(선도기술개발사업) 추진 등 정부의 

신약개발 집  지원이 형성되기 시작하 다.

2000년  부터 생명공학과 융합하여 바이오벤처 붐이 일어나 우리

나라도 기 연구 결과가 산업  성과와 긴 한 연계를 맺기 시작하 으

며, 기존에는 의약품 수입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국내의 축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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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역량을 통하여 고부가가치성 바이오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7〕우리나라 바이오제약 산업 변천

자료: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11), 국내외 주요 바이오제약 기업 R&D 현황 분석

나. 바이오제약 분야 R&D 투자

그동안 우리나라 주요 바이오제약 기업의 R&D 구조  투자를 살

펴보면 분업구조의 고착화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즉, 

체 신약개발 단계  학‧출연 연구소  벤처기업은 탐색(Discovery) 

단계를, 그리고 국내 제약기업은 임상/임상2상까지 단계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 이었으며, 산업화에 가장 결정 인 단계로 평가되는 임상3

상 는 FDA 승인 단계는 해외 규모 제약회사가 하는 것이 부분

이었다. 

물론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바이오제약산업은 그동안 축 한 

R&D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련 산업에 한 정부의 육성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정 인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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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2010년도 바이오제약회사 매출액 대비 R&D 투자 현황

                                                                 (단위: 억원)

순위 제약사
2010년 비중

(R&D투자/매출액)연구개발비 매출액

1 한미약품 967 5,946 16.3%
2 셀트리온 870 1,809 48.1%
3 LG생명과학 657 3,410 19.3%
4 동아제약 654 8,468 7.7%
5 녹십자 568 7,910 7.2%
6 유한양행 412 6,493 6.4%
7 종근당 396 4,196 9.4%
8 대웅제약 360 6,722 5.4%
9 중외제약 242 4,433 5.5%
10 한국유나이티드제약 166 1,349 12.3%

주: 헬스코리아(2011. 4. 6) 자료를 재가공한 것이며, 순위에 모든 기업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우리나라 주요 바이오제약 기업의 R&D 투자 황을 살펴보면 ’10년

도 매출액 기 으로 주요 바이오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 황을 조

사한 결과, 연구개발비(R&D) 투자액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한미약품 

(967억원)이었다. 바이오의약품을 주력으로 하는 셀트리온은 매출액 

비 연구개발 투자 비 (48%, 870억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아제약, 녹십자, 유한양행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다. 신약개발 관련 정부 R&D 투자 현황과 특징

우리나라 정부 역시 최근 바이오제약 산업에 한 극 인 지원 의

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 련 기업들의 산업진출에 정 인 

향을 주고 있다. 정부의 바이오제약 산업 지원 책은 다음과 같이 ①임

상  생산 인 라 확충 ② 문인력 양성 ③ 로벌 수출 역량 강화 ④ 

R&D 지원 략 마련 ⑤ 법‧제도 지원기반 강화 등 5개 부문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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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최장 2019년까지 계획되어 있다.

〈표 2-16〉우리나라의 바이오제약 산업 지원 대책

주요 지원 대책 세부실천 계획 일정

임상, 생산 

인프라 확충

대형실험동물 인프라 구축 ~2014

국내 CRO(임상대행업체) 활용 바이오시밀러 임상시범 사업 ~2014

첨단의료복합단지 공공 CRO 인프라 고도화 ~2014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전문인력양성 사업확대 개편 ~2015

대학교육 프로그램 개편 유도 ~2015

글로벌 수출 

역량 강화

해외 특허규제, 개발 정보에 대한 정보사업 추진 ~2013

무역보험 무역금융지원 확대 ~2011

바이오메디컬펀드, 산은펀드 활용 해외 우수업체 인수 ~2015

R&D 
지원 전략

원료, 장비 국산화 ~2015

공통기반 기술개발 및 시스템구축 ~2015

바이오베터(Biobetter), 신약개발 ~2019

법제도 

지원기반 강화

인허가 제도 개선을 통한 신속한 제품화 지원 ~2012

각국 허가기간과 상호인증 제도 마련 ~2015
자료: 홍준표(2011), 대기업계열의 제약업 진출이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신정평가

2010년 재 정부의 신약개발 련 투자는 총 4,329억원으로 교육과

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3개 

부처가 신약 련 R&D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 은 97%에 이른다.  신

약 연구개발 과제의 정부연구비 비 은 교육과학기술부가 44%(1,941억

원)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부 32%(1,408억원), 지식경제부 19%(858억

원), 농림수산식품부 1%(5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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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신약 관련 부처별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자료: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11)

정부의 신약 련 R&D 투자를 신약개발 단계별로 살펴보면 기   

타겟 연구 19.6%, 연구 리  기타 18.8%, 분석기술 등 기반기술 

16.5%, 후보물질 도출 15.8%, 비임상시험 15.5%, 임상시험 9.2%, 정

책개발  제도지원 4.6% 등의 순으로 투자 비 이 높다. 특징 인 것

은 기   타겟연구, 후보물질 도출 등의 기(up stream) 단계 연구가 

50%로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는 인데, 이는 신약으로의 개발 가

능성이 있는 기 물질 발굴에 유리하다는 장 과 아울러 임상에서의 

활용성이 높은 물질이 고려되지 못함에 따라 실제 임상실험이나 시 허

가 등에서 병목 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 문제 으로 지 된다. 따

라서 R&D의 성과와 효율성을 극 화한다는 차원에서 최근에 의료기

과의 력(연구 심병원) 등을 고려하여 의약품의 실용화‧상업화 단계까

지 염두에 둔 ‘ 개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c; 

박소라, 2012)



제2장 국내외 제약산업 환경 변화 ∙55

〔그림 9〕신약 개발 단계별 투자 현황(2010)

(단위 : 억원)

자료: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11)

2010년 정부의 신약 연구개발은 총 2,070개 연구과제에 4,329억원이 

투자되었다. 목 별 투자 황은 임상  개발연구 사업이 325과제 

1,4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응용  개연구 1,299억원, 기

  원천연구 855억원, 연구 리  기타 513억원, 연구시설 등의 기

반기술 136억원, 인력양성 86억원 등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표 2-17〉신약 관련 연구개발 목적별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개발 목적 구분 2010년 과제수 2010년 투자비

인력양성 17 8,566 
연구시설, 장비 등의 기반기술 36 13,614 

기초 및 원천연구 962 85,527 
응용 및 중개연구 665 129,924 
임상 및 개발연구 325 140,648 
제도 및 정책개발 26 3,241 
연구관리 및 기타 39 51,319 

합계 2,070 432,864 

자료: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11)

신약 R&D의 분야별 투자 황은 통 으로 비임상 시험과 후보물질

도출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들어 연구 리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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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자가 증하고 있다. 이는 2010년 신종인 루엔자 범부처사업단

(115억원), 면역질환융합연구사업단(45억원) 등 형신규과제가 증가함

으로써 연구 리 비율이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기  

 타겟 연구와 후보물질 도출 분야, 비임상시험에 해서는 시간이 흐

름에 따라 투자비 이 차 어드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신약개발 단

계별로 연구비가 비교  균등하게 분배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다.  

〔그림 10〕신약 연구개발 분야별/연도별 투자 현황

자료: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11)

부처별 특성에 따라 신약개발 분야별로  투자비율에도 다소 차이

가 나타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 ‧원천연구에 해당되는 후보물질 도

출분야와 기   타겟연구에 한 투자가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최근 들어 분석기술 등 기반기술에 한 투자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임상‧비임상연구를 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 2010년에는 연구 리  기타에 해당되는 투자가 상 으

로 많이 증가하 다. 지식경제부는 비임상연구에 한 투자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임상시험에 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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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부처별 신약개발 목적별 투자 현황(연구비 기준)

자료: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11)

연구주체별 R&D 투자 황을 살펴보면 국내 신약 련 연구개발 사

업에서 학이 차지하는 비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은 체 

바이오산업 분야의 42%, 신약 련 연구사업의 58%를 담당하고 있었

다. 이 외에 출연연구소  기업도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국

공립연구소  출연연구소는 바이오분야 투자보다 신약 련 투자 비

이 낮았고, 기업은 신약 분야의 투자가 체 바이오분야보다 상 으

로 높은 비 을 가지고 있었다.

〈표 2-18〉신약 관련 연구수행 주체별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연구수행주체
BT 분야 신약 관련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국공립연구소 4,311  19% 43   1%
출연연구소 4,558  20% 558  13%

대학 9,685  42% 2519  58%
대기업 548   2% 337   8%

중소기업 2,434  10% 507  12%
정부부처 700   3% -  -

기타 1,047   4% 362   8%
소계 23,286 100% 4,328 100%

자료: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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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학계(academia)와 산업계(industry)는 신약개발 R&D의 양  축

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학계와 산업계를 유기 으로 연 시키고 격차를 

감소시키기 한 구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생명공학정

책연구센터, 2012). 우선 임상  임상시험 단계에서의 성공  실패 

사례의 공유를 비롯하여 신약개발 정보의 공유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

며, 학계 연구자들의 경우 부분 신약 연구  개발에 문  경험이 

부족하다는 을 고려하여 기 유효물질(lead)에서 개발후보 발굴

(development candidate)까지의 개발과정에 기능  문집단의 결합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하다. 학의 신약개발연구과제가 

실 으로 약물기 에 한 기 연구가 부분이라는 을 감안한다면 

임상과 산업 장에서의 구체 인 활용방안 모색과 결합된 연구를 지향함

이 바람직하다.

일부 개선 이 여 히 존재하고 있으나, 신약개발을 비롯한 제약산업

에 한 정부  민간의 꾸 한 투자는 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1년 국내 개발 신약의 생산실 은 총 12개 품목, 824.4억

원으로서 2010년(9개 품목, 654.2억원)에 비해 26.0% 증가하 으며, 안

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에 있어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비해 개량되었다고 인정되는 ‘개량신약’ 역시 2011년 12품목이 생산되

어 1,011억원의 생산 액을 기록하 다(2010년 8품목, 656억원). 

  4. 제약산업 관련 정책 환경

제약산업과 련한 외부 정책환경 요인으로 약가 인하와 한미 FTA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제약산업에 있어서 약가는 산업정책과 보건

의료(건강보험)정책이 상충하는 분야이며, FTA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이 불가피한 제약기업의 특성상 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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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정책환경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약가제도와 시장개방 문제는 제약산업의 발 방향을 모

색하는 본 연구의 범 와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고, 별도의 심도있는 논

의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일  약가인하와 한미 FTA는 최근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최근의 일  약가인하와 한미 

FTA의 개 인 추진배경과 함께 국내 제약산업의 재와 미래에 미칠 

것으로 상되는 향요인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 일괄 약가 인하

  

제약산업을 비롯한 보건의료산업은 산업  가치가 매우 높은 분야로

서 큰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이다. 그 지만, 국민 건강보험제

도를 운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의약품 사용량의 증가는 약제비 

증가량과 비례할 수밖에 없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직결되는 문제

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정수 의 국민의료비 유

지라는 목표에서 약가에 한 정책  개입이 이루어지는데, 제약산업의 

향후 발 과정에서 약가 제도의 변화는 간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12).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용 의약품에 해 가격을 건강보험 상에 등재

하여 통제하는 가격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약가제도는 1977년 의료

보험 시행과 함께 실시된 ‘고시가 제도’가 의약분업 실시 직 에 폐지된 

후 실거래가 상환제도(1999년)로 개편되었으며,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음

성  리베이트에 따른 폐해를 개선하기 하여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12) 이하 약가제도의 변화  약가인하 련 정책들의 개요는 김 진(2011), 조경진(2012) 
등의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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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011년)로 개편되면서 행 약가제도의 골격을 이루게 되었다(김

진, 2011).

〈표 2-19〉주요 약가인하 정책 개요

약가제도 시기 제도 주요 내용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2006. 12

-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약가인하 정책

- 경제성 평가, 약가협상제도 등 선별등재방식 시행

- 주기적으로 약가를 재조정하는 재평가시스템 도입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2009. 8

- 리베이트 근절 및 약가의 거품제거로 유통투명성 확보 목적

-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 최대 20% 인하

- 1년 이내 동일한 행위로 적발시 최대 30%까지 인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2010. 2

-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혜택을 

의료기관, 약국, 환자가 공유하려는 취지

- 병원, 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건강보험

에서 정한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제공

리베이트 

쌍벌제
2010. 11

- 병원, 약국과 제약회사간 리베이트 적발시 동시 처벌

- 1년 이내 자격정지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등재목록 정비 2011. 1
- 2006년 12월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경제성 평가

를 통해 효과가 낮은 제품은 약가인하 및 보험대상 제외

- 동일성분 의약품의 최고가 80% 이상이면 보험대상에서 제외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2011. 8

- 약가산정방식에서 동일성분에는 동일보험상한가를 적용

- 기존제도보다 특허만료 후 오리지널의약품과 복제약의 약가를 

큰 폭으로 인하

자료: 조경진(2012), 약가인하정책이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산업은행경제연구소

이와 같은 보험약가제도 변화와 병행하여 사회  비용과 건강보험 재

정 감 차원에서 약가 인하 제도가 꾸 히 시행되어 왔는데, 본격 인 

출발은 2006년 추진되었던 ‘건강보험 약제비 정화 방안’이라고 할 것

이다. 이 방안은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도입하되, 신약은 

경제성 평가와 약가 상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은 등재순서에 따라 계

단식으로 약가가 결정되는 방식을 취하 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음성 인 리베이트가 성행하여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떨어

뜨리고 보험재정에 부담을 가 시킨다는 문제의식 속에 불법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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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약품의 경우 처방총액 비율에 따라 최  20%까지 약가를 인하하

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도’가 도입되었다. 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로의 환 이후에는 종 의 계단식 약가제도를 폐지하여(2011. 

8)  동일한 효능의 의약품에 일 으로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

으며, 『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2012년부

터 큰 폭의 약가 인하를 도입하여 특허 만료 후 1년까지 오리지  제품

의 약가를 기존 80%에서 70%로, 첫 번째 복제약도 68%에서 59.5%로 

인하하 고, 1년 후에는 오리지  가격의 53.55%로 일  인하하는 방안

을 발표하 다(보건복지부, 2011a).

  규모 약가인하정책의 효과로 정부측이 기 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더불어 세한 산업구조  매‧ 업에 집 하는 제약산업의 

경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

는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R&D와 기술개발에 집 할 수 있는 규모의 경

제를 구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보건복지부, 2011a). 그러나 정부의 

정 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약가 일  인하에 한 정부와 제약업계의 

입장 차이는 상당하 다. 를 들어 2010년 재무구조를 유지할 경우 약

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경상 자폭은 정부가 1조 7천억원을 상한

데 비해 제약업계는 2조 2천억원으로 추정하 다.

이와 같은 추정 액의 차이는 <표 2-20>에서 볼 수 있듯이 매 리

비에 한 입장에서 발생하 는데, 정부는 기존 제약업계의 매‧ 업행

태를 개선할 경우 제조업 평균인 11.2%보다 많은 매 리비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제약업계는 유통부분의 비 이 높은 

산업 특성상 매 리비의 감소 여지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며, 다국

 로벌 제약업체 역시 유사한 매 리비 비 을 가지고 있다고 주

장하 다(조경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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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제약업계 경영상태 변화 추정

(단위: %, 억원)

구분
매출액대비

비율

2010년

청구액

제도 시행후 경영상태

정부 추정 제약업계 추정

매출액① 100.0 128,000 128,000 128,000
예상감소액② 28,500 33,541
①－② 99,500 94,459

매출원가 54.12 69,274 69,274 69,274
매출총이익 45.88 58,726 30,226 25,185
판매관리비 35.62 45,594 45,594 45,594
영업이익 10.25 13,120 △15,368 △20,409

영업외수익 3.80 4,864 4,864 4,864
영업외비용 5.72 7,322 7,322 7,322
경상이익 8.34 10,675 △17,826 △22,867
법인세 2.73 3,494 0 0

당기순이익 5.61 7,181 △17,826 △22,867

자료: 조경진(2012)

일  약가인하 조치가 본격 으로 시행(2012. 4. 기등재의약품 약가 

인하)된지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기

에는 이른 면이 없지 않으나, 지 까지 제약업계의 실   건강보험 측

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향  향후 제약업계의 응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4월 진료분 원외처방 약품비를 

모니터링한 결과 우려했던 오리지 로의 처방 이동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총약품비의 국내사 청구 액 비 도 년 비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발

표하 다. 한 5월의 원외처방 청구 액이 년 동기 비 16.4%가 감

소하여(2011년 5월: 7,902억원 2012년 5월: 6,601억원), 약제비 자연증

가율(4.7%)을 포함할 경우 청구 액 감소율이 20.2%에 이르러, 일  

약가인하가 건강보험 재정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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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3).

반면 시장의 평가는 최소한 단기 으로는 약가 인하로 인한 제약업계

의 실  악화가 뚜렷하다는 입장이다. 2010년 약가 일 인하안이 발표

된 이후와 2012년 4월 본격 으로 용된 이후 코스피 의약품 지수는 

유의하게 하락하 으며(그림 12), 국내외 10개 제약사의 3/4분기 매출액

과 년 동기 비 성장률 역시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부분 마이

스(-)를 기록하여 국내 의약품 시장이 축되었다는 것이다(표 2-21)14).

〔그림 12〕코스피 의약품 지수 추이

자료: 신영증권(2012), 2012년 하반기 제약‧바이오 전망

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약가인하 이후 오리지  처방행태 변화 없어(2012. 7. 30)’
14) 그러나 2012년 하반기의 코스피 제약업종 지수는 27.20%의 상승세로 환하 음. 물론 

실 이 획기 으로 개선된 것이라기 보다는 약가 인하 정책의 리스크 감소  불황에 따

른 내수 심 산업의 장 , 기 효과 등이 반 된 결과라는 분석임((http://www.segyef 
n.com/articles/article.asp?aid=20121116022696&cid=0503010000000&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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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국내외 주요 제약사 3/4분기 매출 추이

(단위: 억원, %)

제약사 2011년 3/4분기 2012년 3/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한국화이자 1,480 1,320 -11.0
한국노바티스 1,290 1,240 -3.3

한국MSD 1,160 1,190 2.8
동아제약 1,470 1,190 -19.1
대웅제약 1,290 1,110 -13.1
한미약품 980 990 1.1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1,050 970 -7.7
CJ제일제당 1,010 930 -7.4

종근당 870 840 -4.1
사노피 아벤티스 1,040 830 -20.2

자료: IMS(2012) 및 파이낸셜뉴스(2012. 11. 15)

 

일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산업의 행태변화는 다음과 같이 상된다. 

우선 단기 으로는 약가인하가 매출감소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를 만회하기 해 원가, 인건비, 고비, 매비의 감이 불가피할 망

이다. 특히, 고정비용 부담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감이 

건인데, 제약기업들이 그동안 지 되어 왔던 업‧ 매 비용 감소와 

업조직에 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인지, 만약 이루어진다면 그 감

분이 R&D 투자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것인지가 향후 평가 지 이 될 것이다.

약가인하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해 업체들은 필사 으로 원가

감에 매달릴 것으로 망된다. 따라서 외부에서 원료를 조달하는 업체

들은 값싼 원재료 사용을 늘릴 것으로 망되는데, 이런 에서 외부원

료조달 업체보다 자체원료 조달업체가 더 유리할 것으로 망된다. 한 

매출구성상 재의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에서 업시 지를 극 화 할 

수 있도록 매출규모가 큰 핵심 형품목 주로 품목 구조조정이 가속

화 될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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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상이 특허만료 된 오리지  제품과 그와 련된 제네릭에 

집 되어 있는 만큼 업체별 매출구조상 특허만료 오리지   제네릭 제

품 비 이 높은 업체, 약가인하율이 높은 고가의 품목을 많이 보유한 업

체가 상 으로 불리한 반면, 반 로 오리지  신약 보유 업체, 약가인하

에서 제외된 특수사업부를 보유한 업체, 내수를 보완하는 해외사업을 보유

한 업체는 약가인하에서 제외되어 유리한 고지를 할 것으로 단된다.

한편, 연구개발 투자 상 기업의 경우는 신기업 선정에 따른 세  

혜택  약가인하 우 용 등 각종 수혜가 기 되어 유리한 입장이 

상되는 반면, 격한 약가인하 충격에 따른 R&D투자 규모가 감소할 가

능성도 존재한다. 한 특허만료 오리지 의 약가인하 폭이 26.5%, 제

네릭의 경우 14.5%임을 감안시 오리지 의 약가인하 폭이 더 크므로 

다국 제약사의 경우 신  신약의 국내시장 매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최악의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들의 간 인 피해도 우려된다.

〈표 2-22〉일괄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 파급효과 및 행태변화

파급 효과 행태 변화

매출 감소

 ∙원가, 인건비, 광고비, 판매비 절감 불가피
 ∙고정비용의 대부분인 인건비 절감을 위해 조직 개편 고려
 ∙인건비의 대부분인 판매‧영업에 대한 개편 압박
 ∙원가 절감이 최대 이슈로 부각되어 자체원료 조달업체 유리

포트폴리오 
구성

 ∙전문의약품(ETC) 비중이 높을수록 불리
 ∙특허만료 오리지널 및 제네릭 제품 비중이 높거나, 약가인하율이 

높은 고가 품목을 많이 보유한 업체 불리
 ∙오리지널 신약 보유 업체 유리
 ∙연구개발 투자 상위기업에 대한 우대
 ∙다품종소량생산에서 매출규모가 큰 핵심대형품목 위주로 품목 

구조조정 움직임

기타

 ∙다국적제약사의 혁신적 신약 국내시장 판매 회피 우려
 ∙건강보험 약품비 및 오리지널 의약품 위주로 처방행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판촉활동이 중심이 되는 산업 특성상(매출액대비 비율 유지), 반

대로 R&D 투자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추후 평가되어야 함.

자료: 하나대투증권(2012),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12)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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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황과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한 앞으로의 환경변화 등

으로 볼 때, 향후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은 지속 으로 추진될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약가인하 조치들은 단기 으로는 제약업계의 매출규모 

하락을 가져올 것이지만 장기 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개선에 

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한 해결책으로 

신약 개발을 비롯하여 여타 업체와는 차별되는 독자 인 경쟁력과 문

성을 확보하기 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한 제약업계 내

에서는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를 해 업체간 합종연횡이 가속화될 것으

로 망되는데, 이미 리베이트 규제로 업 장에서 제품력이 요한 수

단으로 변화된 2010년부터 기업간 제휴가 크게 증하기 시작했다. 특

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상 기업끼리 서로 부족한 사업부분에 

해 손을 잡는 략  제휴와 업부문에서 공동 업을 통해 시 지를 

극 화 하는 코마 (co-marketing)  코 로모션(co-promotion) 계

약이 주류를 이루는 상황이다.

상 업체는 기존에 연구개발력을 가지고 있지만 합성신약분야 는 

바이오분야 등에 특화되어있어 스스로 부족한 연구분야에 한 수요가 

존재하고, 업부문에서도 종합병원, 일반의원, 약국 등 경로별로 서로 

강 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강 을 갖은 업체끼리 공동 업을 통해 매

출극 화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제약업계는 정부정책에 

의한 험부담이 강력해지는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돌 구로서 외부 업

체와의 제휴  극 인 인수 등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망되어  

제약업계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단된다. 반면 유사한 

내수 심 업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약가인하 정책 자체가 기업간 인수합병(M&A)을 진시켜 정

인 효과를 발생할 지에 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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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미 FTA

2007년 체결하여 2011년 국회를 통과한 한미 FTA 정문에서 보건

의료에 련된 부분은 제5장 의약품  의료기기, 제11장 투자, 제12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제18장 지 재산권  련 부속서, 부록  서한

이다. 제5장은 우리나라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보험등재 차와 약가산정 

 리, 의약품‧의료기기에 한 근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들

이며, 제18장의 의약품 련 지 재산권에는 의약품 시 허가 목 의 특

허실시, 특허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이 포함된다(박실비아, 

2011; 김  외, 2012). 특히 제약산업 련 내용  허가특허 연계제

도, 세철폐,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품질 리기 (GMP)과 비임상시

험기 (GLP)의 상호인정 추진 등 3가지 항목은 국내 제약업계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먼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국내 제약사가 오리지  의약품 특허만료 

에 허가를 신청할 때 식약청은 특허권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특허권자

가 이의를 제기하면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  시 을 유보하는 제도이

다. 동 조항은 특허만료  출시로 오리지  제품의 매출을 잠식했던 개

량신약의 경우에 해당하며 기존에 특허만료 후에 출시했던 단순 복제약

의 경우는 재와 동일하다15). 따라서 개량신약의 경우 FTA 환경하에

서는 허가신청시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허가  시 이 단되며 소송

이 끝나야 허가가 진행된다. 소송기간은 최장 30개월로 규정했으며, 만

일 소송에서 한국업체가 이길 경우는 소송기간 동안 매지연에 한 

보상개념으로 특허만료 시 부터 일정기간동안 독 매권을 부여해 

다. 재 미국은 이 경우에 해치-왁스만(Hatch-Waxman)법16)을 용하

15) 단순 복제약의 경우 특허권자에게 통보 차는 추가되었음.
16) 해치-왁스만(Hatch-Waxman)법의 정식 명칭은 Drug Competition and Patent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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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80일간의 독 매권을 부여하고 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사항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3년간의 유 기간이 

지정되어 2015년부터 실시될 정이다. 동 조항은 개량신약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단순 복제약은 오리지 사에 통보만 하면 되는데, 국내 제네릭

시장내 개량신약 비 이 10~20% 수 이란 에서 체 산업에 미치는 

향은 비교  제한 이다. 한 지 재산권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국시장은 모든 특허권이 인정되는 완 개방 시장으로 경쟁하고 

있으며 이번 한미 FTA체결로 개량신약의 경우만 더 강화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겠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해 개량신약 발매 지연의 타격

도 우려되나 독 매권의 부여라는 기회요인도 존재한다. 즉, 개량신약 

발매 이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독 매권을 부여 받으므로 매

시  지연에 따른 손실규모가 상쇄되거나 승소후 특허만료일이 많이 남

았을 경우에는 독 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클 수도 있다.

세철폐 부분에서는 수출업체들의 미국시장 진입장벽이 낮춰질 것이

란 에서 정 이다. 한미 FTA 비 안에 따르면 제약산업 내에서 한

국측은 최  10년 안에, 미국측은 최  5년 안에 모든 세를 철폐하기

로 정하 다. 한국의 경우 총 상의약품  76.8%에 해당하는 463

개 품목 세가 즉시 철폐, 20.2%에 해당하는 122개 품목은 3년내 철

폐, 미국은 78.5% 즉시 철폐, 23.6%는 3년내 철폐로 되어 있다. 

한국시장에서 백신제품에 한 세철폐로 미국 백신제품의 가격인하

가 상되나 국내 백신생산 업체들의 경우 수입제품과의 가격차이가 크

고 국내의 확고한 업망을 확보하고 있어서 충분히 경쟁 가능한 상황

으로 단된다. 반 로, 국내 업체들은 미국시장내 세철폐로 해외 수

Restoration Act(약가경쟁  특허기간의 회복법)으로서 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신

약개발을 진하는 한편,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어 경쟁을 진하고자 

하는 목 으로 가지고 제정되었음(박실비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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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련업체에 유리할 망인데, 특히 기존에 수출비 이 높은 국내 

형 제약업체들이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한미 FTA가 

발표되기 이  우리나라의 의약품 주요 수출시장은 일본, 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에 집 되어 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 은 상 으로 

었고, 미 의약품 수출입 과정의 무역수지 자폭 역시 매년 확 되

는 추세 다는 에서 한미 FTA는 시장 다변화와 무역수지 개선에 

정 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2-23〉대미 의약품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대세계 비중))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32,870

(9.4)
  40,853

(9.7)
  80,512

(13.3)
 104,077

(13.4)
 104,834

(11.4)
  22,439

(2.5)
  29,928

(3.0)

수입
 257,347

(15.6)
 351,588

(15.8)
 487,242

(17.7)
 527,046

(17.6)
 586,190

(19.3)
 592,622

(17.0)
 652,445

(16.8)

무역수지 -224,477 -310,735 -406,730 -422,969 -481,356 -570,183 -622,517

자료: World Trade Atals(2012), 김대중 외(2012)에서 재인용

다만, 미국의 의약품 세율은 FTA 이 에 이미 부분 무 세 기 

때문에 세철폐에 따른 국내의약품의 수출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

이며, 수출부터 지 매에 이르기까지 매허가  보험약 등재, 약가

산정, 약품도매/유통업자 등 유통과정 개척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

이 요하다는 지 도 있다(김  외, 2012). 

세철폐와 더불어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품질 리기 (GMP)과 

비임상시험기 (GLP)의 상호인정 추진은 국내 업체들의 미국시장시 진

출장벽을 낮춰주는 정  효과가 클 것으로 상된다. 재는 국내 업

체가 미국시장 진출시 제품별‧원료별로 GMP인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 

규정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미국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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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GMP 상호인정이 될 경우 원료수출 업체들의 미국시장 수출이 

크게 증가할 망이며, GLP의 상호인정 조항으로 한국에서 실시된 비

임상시험 결과가 미국내에서도 그 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미국내에서 신약개발을 진행 인 국내 업체들의 신약개발 기간이 2년 

이상 단축되는 정  효과가 상된다(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2).

 하나의 한미 FTA 정조항은 보험의약품 등재과정에서 업계의 이

의를 독립된 기 이 검토하도록 하는 차 마련이다. 제5.3조 투명성 조

항에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신성과 투명성을 실천하기 한 정상 의

무로서 독립  검토기구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김  외, 2012), 이

에 따라 제약사 등은 치료재료 문평가 원회, 약제 여평가 원회, 약제

여조정 원회 평가(조정) 결과에 해 재평가나 '독립  검토 차'  

하나를 선택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을 망이다. 

복지부장 은 '독립  검토'의 정한 수행을 해 차를 총 하는 

책임자 1인과 30명 내외의 검토자군을 선정해야 한다. 제약사 등으로부

터 '독립  검토 차' 신청이 수되면 책임자가 다수의 검토자군  한 

명을 선정해 검토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책임자나 검토자군은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의 련 원회에 속해있지 않는 제3자여야 한다. 

동조항은 외부 문가에 의한 검토 차를 마련해 의약품 등의 보험 여, 

비 여 결정, 상한 액 결정 과정에 한 투명성과 객 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며, 여평가 원회와 여조정 원회는 '독립  검토' 결과가 통

보되면 재심의에 들어가지만 이 결과는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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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한미 FTA에 따른 독립적 검토기구 도입 및 운영(안)

자료: 보건복지부(2011), 보건산업 분야 FTA 협상 결과 및 경쟁력 강화방안(2011. 3.)

제2절 해외 제약산업 환경변화와 정책 동향

  1.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 분석

세계 인 경기 침체와 융 기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를 비롯한 남미 

지역의 시장 확 로 의약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한 세계 인 인구고

령화 추세에 따라 치매, 풍, 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에 한 치료 수요

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증   생활패턴의 변화로 삶의 질 향

상으로 인한 건강증진  유지를 한 의료분야의 지출이 크게 확 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8,746억 달러로 

2006~2010년 동안 연평균 6.2% 성장하 고 2003년 9%에 이르던 성장

률은 2010년에는 4%로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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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 추이(불변가격 기준)

자료: IMS Health, 2010 Topline Market Data (2011)
IMS Health, IMS Health Market Prognosis (20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 (2011.12)

지역별 시장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시장 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북미지역(3,351억 달러, 38.3%)이었으며, 유럽(2,532억 달러, 29.0%), 

아시아/아 리카/호주(1,297억 달러, 14.8%) 순으로 비 이 높았다. 향

후 5년간 의약품 신흥국 시장의 성장률은 11～14%가 될 것으로 상되

며, 이들 시장은 의약품산업 성장에 1,200～1,400억 달러를 기여할 것

으로 망된다. 

남미와 아시아/아 리카/호주 지역의 의약품 시장이 성장이 상

되는 반면 북미와 일본시장은 낮은 성장이 상되고 있어 향후 지역별 

시장 유율이 도 변화가 상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은 블

록버스터 신약의 특허만료, 신약승인 건수 감소, 제네릭 심의 의료 정

책 등의 향을 받아 성장이 상되나, 아시아/아 리카 지역은 인구 

증가, 속한 경제 성장, 만성 질환 증, 기존 시장에서 한계에 착한 

형 제약기업들의 진출 확  등이 고성장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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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지역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2010 2009 성장률

시장규모
전년대비

성장률

전년대비

성장률

CARG

('06～'10)

CARG`

('11～'15)
북미 335.1  1.9  5.4  4.6 0～3
유럽 253.2  2.4  4.9  5.6 2～5

아시아/아프리카/호주 129.7 14.0 15.5 14.5 11～14
일본 102.3  0.1  7.6  2.6 2～5

중남미  54.3 14.2 10.3 12.1 11～14
세계 874.6  4.1  7.1  6.2 3～6

  주: 1) 예상치, 2010년 4분기 평균 환율 기준

자료: IMS Health, 2010 Topline Market Data (2011)
IMS Health, IMS Health Market Prognosis (20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 (2011.12)

〔그림 15〕세계 의약품 시장 순위 변동

자료: IMS Health, IMS Health Market Prognosis (200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 (2011.12)

기업별 동향을 살펴보면 Pfizer의 2010년 매출은 556억 달러로  

세계 의약품기업 가운데 1 를 차지했다. Novartis와 Merck&Co.가 각

각 468억 달러, 38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여 2, 3 를 기록하 는데, 

상  20 권 내의 기업은 미국이 7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럽국가 

8개, 일본 4개, 이스라엘 1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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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의약품에서는 Teva가 앞서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eva는 세

계 인 제네릭 주의 의약품기업으로 세계 11  제약기업이며, 매출은 

2010년 211억 달러로 년 비 32.1% 증가했고 연평균(2006～10년) 

증가율은 15.9%로 일본의 Otsuka 다음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Teva는 2010년 약 117억 달러의 제네릭 의약품 매출을 올리며 세계 1

의 제네릭 의약품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혔으며 2010년 독일의 

Ratiopharm을 인수하며 시장 규모를 확 하 고 EU에서 많은 수익을 

기록하 다17)(Datamonitor, 2010).

〈표 2-25〉세계 상위 10대 제약기업 및 제네릭 기업(2010 매출액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상위 10대 제약기업 상위 10대 제네릭 기업

기업 2010 CARG
('06～'10) 기업 2010 CARG

('06～'10)

Pfizer 55,602 -1.6 Teva 11,703 5.1
Novatis 46,806 10.3 Sandoz 7,827 3.5
Merck&Co. 38,468 1.7 Mylan 4,632 11.2
Sanofil-Avemtis 35,875 3.0 Hospira 2,910 10.9
Astrazeneca 35,535 6.8 Apotex 2,505 0.4
GlaxoSmithKline 33,664 -1.8 Ranbaxy 2,183 8.2
Roche 32,693 9.0 Watson 1,735 3.9
Johnson&Johnson 26,773 -0.8 Actavis 922 2.9
Abbott 23,833 10.5 Par 916 -2.0
Lilly 22,113 9.9 Dr.Reddy's 797 1.9

자료: IMS Health, 2010 Topline Market Data (2011)
Datamonitor, Pharmaceutical Key Trends 2011 - Generics Market Overview (20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 (2011.12)

치료분야별 세계 시장 황을 살펴보면 상  20개 약효군별 세계시장 

규모는 7,914억 달러로 체 의약품 시장의 9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암제(oncologics)가 560억 달러로 2009년과 마찬가지로 가

장 많이 매되었고 콜 스테롤 조 제(lipid regulators), 호흡기질환 치

료제(respiratory agents)가 364억 달러, 359억 달러 순으로 뒤를 이었

17) Teva의 성장사례는 제3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기술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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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군 2009 YoY1) 2010 YoY1)

Oncologics(항암제) 52,372 5.9 55,972 6.7
Lipid Regulators(콜레스테롤 조절제) 35,281 2.4 36,400 2.0
Respiratory Agents(호흡기질환 치료제) 33,596 7.7 35,926 7.0
Antidiabetics(당뇨병치료제) 30,406 10.4 34,429 12.2
Anti-ulcerants(궤양치료제) 29,610 -1.4 27,972 -6.5
Angiotensin II Antagonists(고혈압 치료제) 25,209 9.6 26,630 4.5
Antipsychotics(항정신박약) 23,248 2.2 25,412 9.0
Autoimmune agents(자가면역질환 치료제) 17,961 15.0 20,710 14.7
Antipsychotics(항우울제) 19,416 -3.9 20,216 3.4
HIV Antivirals(HIV 항바이러스제) 13,58 12.0 15,432 13.2
Platelet Agregation Inhibitors(혈소판응집억제제) 14,604 7.0 15,244 1.8
Vitamins&minerals(무기질제) 11,951 5.1 12,971 6.1
Anti-epileptics(간질치료제) 12,995 -22.6 12,553 -3.3
Narcotic analgesics(마약성진통제) 11,235 6.7 12,011 6.4
Cephalosporin&combs(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10,586 3.9 11,466 6.1
Non-narcotic analgesics(비마약성 진통제) 10,917 0.2 10,986 0.0
Vaccines(백신) 10,690 -4.3 10,972 2.8
Erythropoietins(적혈구생성촉진인자) 10,829 -5.7 10,596 -2.3
Anti-Rheumatics(항류마티스제) 9,668 -2.3 10,152 3.6
Multiple Sclerosis(다발성경화증 치료제) 8,712 12.9 9,844 13.8
상위 20개 약효군 합계 752,022 3.4 791,449 5.2

다. 2006년 유율이 가장 높았던 콜 스테롤 조 제인 lipid regulators

는 Simvastatin의 특허 만료로 제네릭의 침투율이 증가하면서 시장 규모

가 축소되었고 20개 약효군 가운데 당뇨병 치료제(antidiabetics), 자가면

역질환 치료제(autoimmune agents), HIV 항바이러스제(HIV antivirals) 

등은 2009년 비 10% 이상 매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궤양치

료제(anti-ulcerants), 구생성 진인자(erythropoietins), 간질 치료제

(anti-epileptics) 약효군은 2009년 보다 매액이 감소하 다.

〈표 2-26〉약효군별(Therapeutic Classed) 세계 시장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주: 1) YoY는 전년대비 성장률을 의미하며 환율 변동치를 정규화한 불변가격 성장률임(LC달러).
자료: IMS Health, Topline Market Data (20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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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약산업 관련 동향 분석

가. 기술 및 산업동향

거 제약기업(Big Pharma), 견 제약기업(Mid Pharma)  바이오

제약기업(Biotech)의 시장규모(Datamonitor, 2010)를 살펴보면, 거 제

약기업(Big-Pharma)18)의 경우 2003~2009년 체 매출규모는 2,840억 

달러에서 3,890억 달러로 연평균 5.4% 성장했으며, 향후 2015년까지 

연평균 0.4%씩 성장하여 시장규모는 약 4,0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망된다.

견제약기업(Mid-Pharma)19)은 2003~2009년 사이 연평균 성장률

(CAGR)이 15.1%로, 향후 2009~2015년 사이에는 CAGR이 4.5% 성

장하여 2015년 시장규모는 617억 달러가 될 것으로 망된다.

바이오제약기업(Biotech)20)의 경우 2003~2009년 사이 연평균 성장률

(CAGR)이 12.1% 성장하여 향후 2009~2015년 사이에는 CAGR 5% 

정도씩 성장하여 2015년 시장규모는 648억 달러가 될 것으로 망된다.

참고로 2009년 바이오제약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비용은 653억 달러

로 년 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바이오제약 분야의 기

업들은 내부 R&D 규모를 확 하기보다 기술력 있는 외부 기업과의 

M&A  라이센스 계약에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Pfizer, Novartis, GlaxoSmithKline, Roche, Merck&Co., Sanofi-Aventis, Johnson&Johnson, 
Abbott, Eil Lilly, Bayer, Bristol-Myers Squibb, Boehringer Ingelheim 등

19) Gilead, Celgene, Servier, UCB, Allergan, Shire, Menarini, Lundbeck, Nycomed, 
Actelion, Alcon, Warner Chilcott, Cephalon, Forest, King 등

20) Amgen, Novo Nordisk, Merck KGaA, Genzyme, Baxter, Biogen Idec, CS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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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7〉 바이오제약 분야 R&D 비용 현황

(단위: 십억 달러) 

 연도 PhRMA members 바이오제약 분야

2005 39.9 51.8
2006 43.4 56.1
2007 47.9 63.2
2008 47.4 63.7
2009 45.8 65.3

자료: PhRMA, PHARMACEUTICAL INDUSTRY profile 2010ʼ(2010. 3).

랜드 의약품 련 기업은 2003∼2009년 사이 연평균성장률 7.1% 

성장하여 2009년에 3,890억 달러의 매출규모를 달성하 으나, 향후 주

요 랜드 의약품의 특허만료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침투로 인해 

2009~2015년 사이 연평균성장률(CAGR)은 오히려 1.3% 감소할 것으

로 망되고 있다(Datamonitor, 2010).

질환별로는 심  질환, 추신경계 질환, 소화기질환 련 의약품은 

특허 만료  제네릭의약품의 출 으로 매출 규모면에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상되지만, 환자의 수요가 높은 분야인 종양, 내분비(특히 당뇨

질환), 그리고 면역  염증 련 의약품은 계속 성장 추세를 보일 것으

로 상된다.

2005∼2009년 동안 약 400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이루던 형 제약

사들의 16개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제네릭의약품의 

성장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단, 체 처방의약품 시장에서 제네릭

의약품이 차지하는 시장 유 비 은 약 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IMS Health, 2010), 이를 선 하기 한 경쟁은 매우 치열할 것

으로 망된다. 특허 만료 ‘황  시 ’가 지난 후, 제네릭 산업의 양상은 

변화할 것이며, 제약산업 체가 더욱 범용상품화(commoditization)될 

것이라는 상도 많다. 의약품의 범용상품화 추세에 따라, 형 제약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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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주요 선진국보다 신흥국가에서 성장하기 해 제네릭의약품 산업에 

투자를 강화할 것으로 상되고, 형 제약회사들은 보다 은 규모의 

랜드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으로 측된다(Datamonitor, 

2010).

〔그림 16〕제네릭 노출도/질환분야별 바이오제약기업의 움직임

  주: 단, *의 퍼센트는 ’07~’13년 동안 그 분야의 예상 연평균성장률(CAGR)임
자료: Datamonitor(2010)

[그림 16]은 질환별/분자타입별 의약품에 따른 제네릭에 노출도를 나

타내고 있는데, 왼쪽 하단의 호흡기 지/심 / 장 질환의 분자 

(small molecule) 의약품은 제네릭의약품에 노출도가 높은 시장이므로 

2007~2013년 동안 연평균성장률이 -6%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제약기업들은 신약 개발에 있어서 제네릭에 노출도가 낮고 

미충족 질환 분야인 종양, 감염  면역(I&I), 당뇨질환, 근골격계질환, 

액질환 치료제(치료용단백질  단일클론항체) 등에 보다 주목할 것으

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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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D 및 특허만료 동향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

비 수익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1년 하나의 의약품

이 시장에서 매되기까지 소요된 비용은 8억 달러 던 반면, 2008년에

는 13억 달러(62.5% 증가)의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련 제

약기업들은 라이센싱  M&A 등을 통해 신제품을 확보하여 R&D에 

투자되는 비용을 약하고, 한 내부 이 라인을 재구성하여 핵심 포

트폴리오를 재구조화하고 있다.

〔그림 17〕제약회사의 내부 R&D와 M&A, 라이센스, 공동개발(2003~2009) 

(단위: 십억달러)

자료: Datamonitor(2010), Pharmaceutical Company Outlook to 2015 

부분의 형 제약기업들(화이자, 릴리, 머크, 락소스미스, 존슨 앤 

존슨 등)은 치료 (therapeutic focus) 범 를 소화하고, 상업 으

로 유망하지 않은 질환에 한 연구개발은 멈추겠다는 략방향을 발표

하 다. 반 로 이들 형 제약기업들은 상업  매력도는 떨어지지만 상

으로 안정 이고 비용 감 인 후기 단계 제품이나 기 단계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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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센싱에 심을 보이고 있다. 기 단계에 있는 제품을 상으로 하는 

계약에 한 험회피(risk-adverse)  성향이 강하여짐에 따라, 보다 

은 규모의 선 을 지불할 수 있는 구조로 계약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반 으로 Big-Pharma 뿐 아니라 소 제약기업들도 기존에 비해 

유연하고 신 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형 인 라이센

싱 계약이 아닌, 계약에 옵션이 포함되거나 경상기술료를 지 하는 형태

의 거래를 하고 있다.

〔그림 18〕신약개발의 연구생산성 악화 - 제약 혁신 갭(Pharma Innovation Gap) 발생

자료: Burrill&Company(2011)

2010년 기 , 세계 의약품 시장의 성장률은 5% 후에 그치면서 성

장세가 둔화되었고,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제네릭의약

품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 규모의 성장이 더욱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형 로벌 제약 회사들은 신흥국의 제약 회사를 인수하고 신흥국 시

장에서의 매출 증가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장 발 에 큰 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수 이다. 한편, 제약업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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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출액
전년대비

증가율

순위 R&D

비용2009 2010

Pfizer 58,523 29.0  1  1  9,413
Novatis 41,994 9.0  4  2  8,262
Merck 39,811 58.0  7  3 10,991
Sanogi-Aventis 39,515 1.7  2  4  5,832
Roche촏  39,389 -9.5  3  5  8,673
Glaxo Smith Kline 36,167 -1.4  5  6  6,351
Astra Zeneca 32,515 1.9  6  7  5,318
Johnson&Johnson 22,396 -0.6  8  8  4,432
Eli Lilly 21,685 5.1  9  9  4,884
Abbott Laboratories 19,894 20.7 11 10  3,725
Bristol-Myers Squibb 19,484 3.6 10 11  3,566
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16,121 16.0 16 12    933
TAkeda Pharmaceutical Co. 15,541 -3.8 15 13  3,542
Amgen 15,053 2.8 14 14  2,894
Bayer Healthcare 14,455 4.2 13 15  2,717
Boehringer Ingelheim 13,703 -4.6 12 16  3,056
Astellas Phaema Inc. 11,697 -2.0 17 17  2,665
Daiichi Sankyo 11,313 2.1 19 18  2,383
Novo Nordisk Pharma 10,812 19.0 18 19  1,708
Eisai  9,101 -4.5 20 20  1,778

는 체 인 의약품 시장의 성장률 둔화와 신약 매매출의 약세를 이

유로 연구 개발비(R&D) 비용을 차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R&D 비용이 감소 추세에 있다. 2010년 R&D 비용으로 94억 달러를 

투자한 화이자는 2012년에는 R&D 투자 비용을 65~70억 달러 수 까

지 축소할 것이며, 미국, 유럽 지역의 R&D 연구 인력을 3,500명 이상 

일 정이라고 발표했다.

〈표 2-28〉주요 제약기업의 매출액 및 R&D 비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egedim Strategy Data, Yakuji Nippo



82∙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10개 바이오제약기업을 심으로 1991년부터 2011년 3월까지 미국

특허청(USPTO), 유럽특허청(EPO),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일본특허

청(JPO) 등에 출원  등록된 특허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분의 바

이오제약기업은 1990년 보다 2000년 에 훨씬 많은 특허를 출원  

등록한 추세 다. 바이오제약기업  가장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

업은 Merck & Co.이며, 총 8,43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Glaxo Smith 

Kline과 Sanofi-Aventis는 1990년 의 특허 건수는 각각 45건, 33건이

었으나, 2000년 에는 각각 932건, 1,405건으로 격히 증가하 다21). 

〈표 2-29〉해외 주요 바이오제약기업의 특허건수

                                     (단위: 억 달러, %, 건)

국외 주요 

바이오제약기업

2010년

매출

CAGR

('03~'10년)

1991.1.1~2011.3.1 특허건수

1990년대 2000년대

Amgen 140  9.3 261 703
Biogen Idec.  43 13.2 114 365
Cephalon 240 19.2 56 127
Eli Lilly & Co. 200  8.9 1,426 868
F. Hoffman-La Roche 359  8.7 1,775 3,735
GlaxoSmithKline 370  2.1 45 932
Merck & Co. 252 10.5 3,646 4,784
Novartis AG 385  5.8 1,348 1,576
Pfizer Inc. 455 12.5 1,287 2,308
Sanofi-Aventis 388 19.7 33 1405

  주: CAGR은 연평균성장률(Compound Average Grwoth Rate)를 의미함.
자료: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11)

21) 참고로 R&D 황을 분석한 국내 7개 바이오제약기업을 심으로 같은 기간 미국특허청

(USPTO), 유럽특허청(EPO),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일본특허청(JPO) 등에 출원  

등록된 특허를 분석한 결과 국내 특허의 경우 1990년 에는 특허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특허맵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1990∼2000년 를 합산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그 

결과 녹십자와 한미약품의 특허가 각 796건, 567건으로 연구개발이 가장 활발하며, 2002
년에 설립된 셀트리온의 경우, CMO를 통한 성장을 지향하여 특허의 수가 많지 않았다.



제2장 국내외 제약산업 환경 변화 ∙83

바이오제약분야의 주요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가 2015년을 후로 

한 기간에 만료됨에 따라 련 기업들에게 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여타의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상된다. IMS 

Health(2010) 보고서에 의하면, 리피토(Lipitor), 넥시움(Nexium), 라

빅스(Plavix) 등 2010년 매출규모가 60~70억 달러가 넘는 주요 의약품

들의 특허가 곧 만료될 정이어서 이들 제품의 제네릭의약품이　시장에 

침투하여, 련 바이오제약 회사들의 매출규모를 크게 잠식할 것으로 

망된다.

이에 따라 바이오제약분야의 기업들은 특허만료로 인한 타격을 상쇄

시키기 하여, 다양한 경로의 이 라인 구축 등을 통해 차세  의약

품을 비 이며, 보다 빠른 성장을 하여 기술력을 갖춘 소 바이오

텍  제약기업과 M&A  라이센싱 계약을 극 으로 추진하는 등 

역동 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2-30〉주요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2010년 매출 및 특허만료 연도

                        (단위: 십억 달러, 년)

제품명 2010 매출
Bio-pharmaceutical 

Company
특허만료 연도

Lipitor 7.2 Pfizer 2010
Nexium 6.3 AstraZeneca 2015
Plavix 6.1 Sanofi-Aventis 2013
Epogen 5.3 Amgen 2013
Enbrel 5.0 Amgen 2012
Crestor 3.8 AstraZeneca 2011
Remicade 3.3 Johnson&Johnson 2013
Neulasta 3.0 Amgen 2015
Humira 2.9 Abbott 2016
Rituxan 2.8 Genetech 2015

자료: IMS Health(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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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특허만료에 따른 제약업체  바이오제약 업체의 손실액은 체

으로 2008년 70억 달러, 2009년 50억 달러에서 2010년 이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특히 주요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에는 손실액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상되고 

있다.

〔그림 19〕특허만료에 따른 손실액 전망(2008～2012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Frost&Sullivan(2010), Dynamics in the Pharma and Biotech Industry

제약  바이오제약 분야의 기업을 바이오제약기업(Biotech), 견 제

약기업(Mid Pharma), 일본 제약기업(Japan Pharma), 거  제약기업(Big 

Pharma)으로 구분한다면, 향후 특허 만료로 인해 가장 많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상되는 기업은 거  제약기업(-26.6%)이며, 그 다음으로 일본 

제약기업(-23.4%)으로 상된다. 반면 바이오제약기업들은 제약기업들과

는 반 로 기존의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와 동시에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개발에 극 으로 뛰어들어 2009년 

의약품 시장에 10.7%의 매출규모 상승을 이룬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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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제약 및 바이오제약 분야 기업들의 특허로 인한 매출규모 변동

  주: core란 특허 만료 기일이 5년 이상 남은 특허

자료: Datamonitor(2010)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주요 거  제약기업들이 주력할 질환은 종

양 련 제품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할 것으로 상되며, 그 다음으

로는 감염질환, 심  질환 그리고 추신경계 질환에 한 의약품 순

으로 망된다. 한편 견 제약기업이 주력할 질환은 추신경계, 감염

질환, 심  질환 순이고, 주요 바이오제약기업들은 내분비질환  암‧

종양 련 의약품을 으로 생산할 것으로 망된다(그림 2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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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주요 Big-Pharma의 중점 질환 분야 전망(2015)

                               (단위: 백만 달러)

  주: 1) PFE: Pfizer, NVS: Novartis, GSK: GlaxoSmithKline, ROG: Roche, MRK: Merck & Co., SNY: 
Sanofi-Av1entis, AZN: AstraZeneca, JNJ: Johnson & Johnson, ABT: Abbott, LLY: Eli Lilly, 
BAY: Bayer, BMY: Bristol-Myers Squibb, BI: Boehringer Ingelheim

2) Onco: Oncology, ID: Infectious Disease, CV: Cardiovascular Disease, CNS: Central Nervous 
System, I&I: immunology & Inflammation, Resp: Respiratory Disease, Endo: Endocrine, Hema: 
Hematology, GE: Gastroenterology, Musco: Musculoskeletal Disease, Uro: Urology

자료: Datamonitor(2010)

〔그림 22〕주요 Mid-Pharma의 중점 질환 분야 전망(2015)

                               (단위: 백만 달러)

  주: GILD: Gilead, CELG: Celgene, SERV: Servier, UCB: UCB, AGN: Allergan, SHP: Shire, MNRI: 
Menarini, LUN: Lundbeck, NYCO: Nycomed, ATLN: Actelion, ACL: Alcon, WCRX: Warner 
Chilcott, CEPH: Cephalon, FRX: Forest, KG: King 

자료: Datamonitor(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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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주요 Biotech의 중점 질환 분야 전망(2015)

                               (단위: 백만 달러)

  주: AMGN: Amgen, NVO: Novo Nordisk, MRCG: Merck KGaA, GENZ: Genzyme, BAX: Baxter, 
BIIB: Biogen Idec, CSL: CSL 

자료: Datamonitor(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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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 으로 세계 제약시장의 규모는 약 960조원에 달하고 있

으며 2006년 이후 연평균 6.2%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주로 

머징 마켓(pharmerging market)의 고도 성장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특히 국과 라질의 연평균 각각 30%  20.6%에 달하는 고속 성장

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체시장의 75.8%를 차지하는 북미, 유

럽  일본 등 선진시장의 경우 연평균 4.7%의 성장으로 다소 정체된 

상황을 보 음에도 불구하고, 다국  제약기업이 지속 으로 성장을 견

인하고 있다. 

다국  제약기업은 신흥시장에서 발 빠르게 바이오시 러(biosimilar) 

등의 새로운 제품군과 다양한 략을 통해 미래 시장진입을 도모하고 

있다. 과거 수십년간의 R&D 생산성의 하  약가인하 압력 등 어려

움을 극복하면서 선진 제약사들의 지속  생존  성장에 공헌한 략

의 유형은 크게 ①기존사업의 합리화  ②신제품 개발 ③신규 시장 개척 

④사업 개발(business development)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은 다국  제약사 각 세부 략을 추구함에 있어서 공통 으로 

M&A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이다. 

최근 한국의 제약산업에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가장 요한 화두

는 로벌 성장동력의 확보이다. 그동안 한국 제약회사들은 높은 제네릭

의약품 의존도를 바탕으로 내수시장 심의 업행태를 보여 왔으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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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약기업과의 공동마  형태로 외형을 키우며 국내시장에서 성장

을 도모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의 한미 FTA  약가인하 압박, 음성  

리베이트에 한 규제 강화 등은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개선과 국제 인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제약회사가 해외시장에서 

제품 허가  시장개척을 서두르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로벌 시장 개

척에 을 맞춘 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 활동  

연구개발 투자의 확 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시장 개척에는 지에서의 허가, 임상시험  생산 등 제

반 과정에서 많은 진입장벽과 어려움이 존재한다. 설사 지에서 허가를 

획득하 다 하더라도 본원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역량을 확보하기 해서는 지

에서의 트 십을 확보하거나 M&A를 고려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선진 제약기업의 지속된 성장 략의 심축이 M&A라는 을 감안하

면,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 측면에서도 향후 화두는 M&A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한 폭 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M&A는 기업이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과 자산을 가장 빠르고 편리하

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개별 기업의 필요한 역량을 구축하는데 긴 

기간이 걸리고 모방이 어려울 경우 특히 M&A가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해당 산업에서 요하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도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 빠르고 유용한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 제약기업의 경우 

M&A를 략 으로 활용하는 비 이 다른 산업에 비해 히 낮으며, 

그 이유는 경험 부족으로 인한 성공의 불확실성, 재무  역량 부족, 합

병 시 지의 취약성 등을 들을 수 있다. 제네릭의약품 주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제약기업의 합병은 실질 인 시 지 발휘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 한 확산되어 있으나 국내 제약기업들이 내수 심의 

재 사업모델을 확장하여 해외에서 생존하고 성장해 나가기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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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에 한 략  이해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해외 제약기업의 성장사례를 통해 우리 제약산업에 시사

하는 을 도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먼  국내 산업 황을 정리함

으로써 향후 한국 제약산업이 미래에 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함

의를 얻고자 하 고, 이러한 사항을 해외 다국  제약사는 어떻게 략

으로 추진하여 왔는지 검토하 다. 특히 성장사례로는 우리에게 친숙

한 로벌 제약기업 보다는 상 으로 규모는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갖춘 ‘강소(强 )형’ 기업을 선정하 다. 아직까지 규모의 경제를 실 하

지 못하여 로벌 경쟁력이 부족한 우리 제약산업에 강소형 기업의 

략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 마지막에는 제약

기업 성장에 있어서 M&A와 련한 내용을 추가로 기술하 다. 이는 

앞서 언 한 것처럼 해외 제약기업의 성장 역사에서 M&A는 매우 요

한 략이었으며,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제약기업 입장에서도 

지에서의 발  마련을 해 충분히 고려해야 할 략이라고 단하기 

때문이다.

제1절 한국 제약산업 현황과 미래22)

  1. 한국 제약산업 현황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1960～70년  원료 국산화 시 에서 시작하여 

1990년 신약개발에 착수하 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은 2000년

에 들어와서인데, 1999년 선 라의 개발 성공 이후 이지에 , 팩티

22) 본 제1 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구성한 Pharma Korea 2020 비 기획단의 발표(2012. 
7. 26) 내용을 심으로 정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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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필두로 카나  등 총 19종의 신약을 출품하여 명실공히 신약개발 본

격화 시 에 진입하 으며, 매년 2~3개의 신약을 출품할 수 있는 역량

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물론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오리지  의약품이 

없고, 제네릭의약품  OTC 주의 비 으로 종합 인 신약개발 인

라 확충이 상 으로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나(이범진, 2011), 

우리나라의 신약 도출 능력은 세계 으로도 미국, 일본  유럽 소수 국

가를 제외하면 흔치 않은 경쟁력이라고 단한다.

〔그림 24〕한국 제약사업 단계별 발전 및 신약 출품 역사

자료: Pharma Korea 2020 비전기획단(2012) 

한국 제약산업의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2010년 재 체 제약산업 

시장규모는 생산 15조원, 수출 1.8조원, 수입 5.1조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직 6,000명(11%), 생산직 1.5만명, 업직 2만명 등 총 5

만 4천명 규모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 제약산업에 투입되는 

R&D 비용은 8,600억원으로 정부와 민간이 20  80을 부담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정부재원의 격한 증가는 한계가 있으므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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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과 민간 자본의 투입 확 를 통해 재원 총량을 확 할 필요가 

있다. 매출액 비 국내 상  10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는 매출의 

8.2% 수 이며, 업이익은 10.2%로 선진국에 비해 보았을 때 상당

히 낮은 수 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3-1〉한국 제약산업 주요 지표(2010): 시장규모, 연구개발비, 인력, 수익성

시장규모 연구개발비 인력 수익성1)

구분
금액

(십억원)
구분

금액 

(억원)
구분

인력 

(명)
구분

국내 

(%)

글로벌 

(%)

생산 15,569 자체부담 7,820 연구직  6,145 영업이익 10.2 23.0

수출 1,770 정부재원 1,770 생산직 15,262 연구개발비  8.2 15.6

수입 5,108 공공재원 8 영업직 21,279 매출원가 53.9 27.3

무역수지 -3,338 민간재원 1 관리/사무 10,984 판매관리비 35.8 30.3

시장규모 18,908 외국재원 3 합계 53,669 EBIT2) 10.9 22.6

  주: 1) 국내 및 글로벌 상위 10대 기업을 비교한 자료임.
2) EBIT(earning before interests and taxes): 이자 및 조세(법인세 등) 지출을 공제하기 전의 이익

자료: Pharma Korea 2020 비전 기획단(2012), 한국 제약산업의 2020 비전과 로드맵

우리나라는 2003년 팩티  허가를 통해 미국 FDA에서 세계 10번째

로 신약을 승인받은 국가가 되었으며, 국산 신약을 19개 보유함으로써 

신약 개발 역량 측면에서 세계 10 라고 자평할 수 있겠다. 임상시험

은 2011년 기 으로 세계 10 이나, 임상시험 활동이 가장 활발한 도시 

에서 서울이 1 에 선정되는 등(삼성경제연구소, 2010), 우리나라는 

신약 개발과 임상연구에서 요한 연구지 (site)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만 국제  경쟁력을 인정받는 것과는 별도로 내수시장 시장규모(13

조원, 세계 13  수 )에 비해 해외수출이 1.7조원으로 25 에 머물고 

있어서 내수에 집 된 산업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당연한 귀결로 세계 50

 제약사  한국기업은 무하다. 따라서 한국 제약산업의 고도성장을 

해서는 내수 심의 행을 지양하고 수출  해외 매를 장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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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재 매출 규모를 기 으로 하여 세계 40

권 제약사의 매출규모는 2~3조원 수 인 것으로 악되는데23), 만약 

우리나라가 40 권 제약사를 하나 보유할 경우 남아 리카공화국, 벨기

에, 이태리, 스페인  이스라엘과 같이 의약품 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세계 9 권에, 두 개의 40 권 제약사를 보유할 경우 덴마크, 아일랜드, 

국  랑스와 같이 5 권에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 으로 40

권 제약사의 창출은 제약산업 선진화와 로벌화의 일차 인 성과지표

라고 할 수 있다. 40 권 제약사의 경우 통상 약 0.3조~1조원 규모의 

‘지배  의약품(top-selling drug)’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1조원 규모

의 신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무난하게 연 매출 2조원 

이상의 50  제약기업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문가들은 망

하고 있다.

〔그림 25〕국가별 50위 이내 제약사 보유 현황

자료: Pharma Korea 2020 비전 기획단(2012)

23) 2011년 재 2조원 이상의 매출과 1조 수 의 블록버스터를 보유한 제약기업  49 에 

해당하는 기업은 스 스의 Galderma로서, 1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음(Pharma 
Korea 2020 비  기획단,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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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 제약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한국 제약산업의 미래를 주도할 신제품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Pharma Korea 2020 기획단 등 문가 그룹 의견을 바탕으로 제시하면, 

‘ 기세포, 로벌 개량신약, 암 세라노스틱스(theranostics)24), 신약재창

출  맞춤형 항암치료제’가 시장성 측면에서 우선순 가 높고, 기술  

근이 유망한 분야라고 단하고 있다. 더불어 문가들은 이러한 

R&D 분야의 기술 실 시 을 5~7년 이내로 보고 있다. 즉, 2017년부

터 2019년 사이에 표 항암제, 기세포 치료제  로벌 개량신약과 

신약재창출 등의 미래기술이 실 된다고 상하고 있는 것이다(Pharma 

Korea 2020 비 기획단, 2012). 참고로 IMS 역시 ‘질환군별 R&D 미

래성’을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향후 성장성과 시장의 미충족수요

(unmet needs)를 감안하면 감염증 련 질환, 항암제, 호흡기계, 정신신

경계의 우선 순 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3-2〉미래주도형 혁신 제품 후보과제 및 기술 실현 시점

구분 후보과제명 3~5년 내 5~7년 내 8년 이후

합성

신약

표적 항암치료제 ♣ ♣♣♣ ♣♣

혈관 손상억제, 복원 심혈관 치료제 ♧ ♣♣♣ ♣♣

복약순응도, 치료효율개선 만성질환치료제 ♣♣ ♣♣♣ ♣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 ♣ ♣♣♣ ♣♣

바이오

신약

슈퍼독감백신 등 다제내성백신 ♣ ♣♣♣ ♣♣

희귀질환 항체치료제 ♣ ♣♣ ♣♣♣

줄기세포 치료제 ♧ ♣♣♣ ♣♣♣

암 세라노스틱스 ♣♣ ♣♣ ♣♣

개량신약 글로벌 개량신약 ♣♣♣ ♣♣♣ ♣

기타
노화 제어 약물치료제 ♧ ♣ ♣♣♣

신약재창출 ♣♣ ♣♣♣ ♣

자료: Pharma Korea 2020 비전 기획단(2012)

24) 치료(therapy)와 진단(diagnostics)의 합성어로서, 개인별 맞춤의약품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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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우리가 집  투자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분야를 

유망 질환(합성신약, 바이오신약)  미래 신치료개념으로 구분하여 총

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제약산업의 미래 집중 투자 분야 및 기회요인

구분 투자 분야 기회요인 Highlights 비고

유망

질환

(합성 

신약

바이오 

신약)

항암제 ∙고속성장기

∙표적치료제, 맞춤치료제

∙신규 target 확보를 위한 기초

/중개연구

경쟁이 가장 

치열

호흡기계 

질환

∙성장기

∙specialty 분야

∙새로운 needs 높음

∙국소치료제 개발 경향

항생제/백신
∙pharmerging 마켓

∙WHO tender
∙G(-) 또는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성인백신 needs 높음
항감염증 분야

정신신경계 

질환
∙성장잠재력 ∙unmet needs가 매우 높음

효력입증 애로 

risk

희귀 질환

∙고령화

∙높은 unmet needs
∙pharmerging 마켓

∙orphan 지정 후 적응증 확대

미래 

혁신

치료 

개념

줄기세포
∙난치성질환의 

유일한 대안
∙상품화 단계 선두 경쟁

지적재산권 

이슈

Companion 
Diagnostics

∙맞춤치료에 대한 

  need 높음

∙신약개발시 biomaker 동시 

개발

biomaker 개발 

인프라 지원 필요

분자영상진단
∙임상의 및 payer의 

need 높음

∙MNC와 medical device 업체 

제휴

imaging device 
기반 강화 필요

Drug 
Repositioning

∙병리에 대한 이해

∙적은 개발비용

∙freedom to operate 이슈

∙조직적 접근을 위한 투자 필요

genomic와 

연계

Improved 
Modified 

Drug

∙저약가 회피

∙빠른 시장접근성

∙혁신형 제약기업 대부분의 주요

무기

∙MNC의 신약 life cycle과 연

계시 유효

기반기술 확보 

필요

자료: Pharma Korea 2020 비전 기획단(2012)

201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신형 제약기업 43개사에 해 R&D 

이 라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형 제약기업의 이 라인 황

과 향후 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제품유형별로 보면 합성신약이 30% 수 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비

슷한 규모로 개량신약과 바이오 제품이 체 이 라인의 50% 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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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 장기 인 시장변화의 에서 매우 고무 이라고 할 수 

있다. 질환분야별로 분석하면 재 직면한 매출 유지라는 에서 순환

기계, 사/내분비계, 소화기계가 이 라인의 약 30%를 차지하여 

재 직면한 단기  매출 유지라는 은 다소 아쉬운 이지만 신형 제

약기업의 미래성장 동력 이 라인이 항암제, 추신경계, 감염계  

호흡기계 순으로 포진하고 있어 문가 집단의 측이나, IMS의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6〕제품유형별 또는 질환분야별 파이프라인 현황

신약 이 라인은 재 비임상 170건, 1상 36건, 2상 36건, 3상 14

건, 3상 이상 3건의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여기에 Nature Review에 

보고된 개발단계 신약의 성공확률 개념을 용하면,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으로 31개의 신약이 개발될 것으로 상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항은 로벌 블록버스터를 탄생시키기 

해 31개 신약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그 이상의 신약 후보물질을 가시

화하여야 한다는 이다. 국내의 제한된 R&D 자원을 감안하면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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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수한 신약후보물질 20~30종을 극 으로 아웃소싱하여 추진할 필

요가 있다고 단한다. 

결국 요한 것은 국내의 R&D 역량 강화와 아울러 국내 제약기업들

이 가지고 있지 못한 해외의 자원, 즉, 신약 개발을 한 원천기술과 기

술 개발 역량을 어떻게 포착하여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가이다. 이 

에서 국내 제약기업의 문화‧다각화된 역량 강화와 아울러 해외 제약

회사에 한 M&A는 유용성이 높은 략이다.

  3. 한국 제약산업의 미래 예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제품에 

한정하여 제품화 실 시  에서 분석하여 보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총 162개의 로젝트가 완료될 것으로 상되는데, 특히 조기 

매가 가능한 개량신약  바이오 분야에서 3년간 총 76개의 품목이 

집 으로 실 될 것으로 상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즉, 조기개발이 가능한 개량제품을 간단계에서 거 성공시켜 규모

의 부가가치를 확보하여 블록버스터 탄생에 재투자가 가능한 구조를 가

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실화시키기 해서는 개량신약과 바이오시

러  베터가 목표 로 실 되도록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고무 인 사실은 신형 제약기업의 R&D 투자 계획이 매우 진취

이어서 연평균 13.2%의 증가추세와 아울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으로 총 21.5조원의 투자가 상된다는 이다. 2020년에는 3.9조

원의 R&D 투자가 상되는데,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10% 정도를 차

지하게 된다는 추정(Pharma Korea 2020 비 기획단, 2012)을 고려하

면 약 39조원의 매출액을 가늠하여 볼 수 있다. 여기에 기업 자본의 

투하 는 해외 M&A 등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부가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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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수 의 추가  매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7〕혁신형 제약기업의 R&D 투자 예상

(단위: 억원)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2)

제품 유형에 따라 진출 목표로 삼고 있는 국가를 설정하여 우선순

를 정하는 것도 요한 략으로 Pharma Korea 2020 기획단 등 문

가 그룹은 단하고 있다. 먼  신형 신약의 경우 체 시장의 75%

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유럽을 겨냥함으로써 향후 있을 라이센싱의 실수

요자인 다국  제약사의 요구에 미리 비할 수 있다. 반 로 제네릭의

약품이나 개량신약은 신흥시장에 속한 국가에 우선 진출한 후, 유럽  

미국 순서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허가와 시

장개척 에서 보다 용이한 국가에 진출하여 자 력을 확보한 후 난

이도가 높고 많은 투자가 필요한 선진국에 진출하는 략이다. 

원료의약품의 경우에는 일본의 우선순 가 가장 높을 것으로 상되

는데, 이미 일본 기업과 상당 수 의 비즈니스가 재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차 역량을 확 한 후, GMP 규제가 까다로운 선진국에 

진출하겠는 략을 가진 제약기업이 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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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혁신형 기업의 제품 유형별 해외진출 방향

자료: Pharma Korea 2020 비전 기획단(2012)

제2절 벤치마킹 및 성장모델 대상 기업

선진 제약기업의 사례를 통해 국내 제약사에게 성장 략을 제시한다

는 에서, 신형 제약기업들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해외 제약기업

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상 기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Pharma 

Korea 2020 비 기획단이 신형 제약기업들을 상으로 한 조사를 통

하여 선정하 다. 이 조사를 통해 제시된 22개 기업과 이들의 주요 성

장 략을 <표 3-4>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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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모델기업의 선정 사유 및 성장 전략

기업 성장 전략

Teva 1) 글로벌 제네릭 의약품 세계 1위 업체

2) 개량신약 및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확보 및 효율적 지원 강화

Gilead
1) 글로벌 제약사 매출 22위

2) 글로벌 HIV 치료제 1위 기업. 
3) HIV 포함 감염증 치료제 위주의 특화전략 포트폴리오 구성

Pfizer 세계 제약 업계를 선도하며 방대한 자본과 연구개발 조직을 갖춘 세계 최대

의 연구개발 중심 제약회사

MSD 지속적 연구개발 투자와 First in Class 신약개발이 목표. 
심혈관계, 바이러스, 암 등 13개 주요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집중  

Roche 제약부문(단일클론항체 중심)과 진단 솔루션(맞춤헬스케어 : 진단키트 및 테

스트기, 기기개발) 분야 등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및 맞춤의료 시장선도

AstraZeneca 항궤양제 신약 Losec 개발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 
내수중심에서 기술수출, 해외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등의 본격적 추진

Genzyme 희귀의약품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전세계 독점적 지위 구축(틈새시장 독점) 
후, 글로벌 제약회사로 도약

Hismituzs
일본내 최고의 경피흡수제 전문제약기업. 
미국 Noven Pharmaceticals을 흡수합병하여 미국시장 진출함으로써 경피

흡수제 전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Novartis 처방의약품(전문의약품), 백신, 제네릭, 헬스케어 등 넓은 범위에 걸쳐 비즈니스

를 운영. 파머징국가 R&D센터 건립과 희귀병 연구개발에 주력

Amgen 바이오 연구중심 생명공학 기업.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특화전략으로 실적 

및 전문기업 이미지 구축

Actelion Niche 신약개발을 통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

Takeda 프레바시드(위궤양), 액토스(당뇨병) 등 Best in Class 신약 개발. 현재 일

본제약회사 1위로 매출액 대비 R&D 투자 29.5%

Lundbeck 중추신경계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제품 및 파이프라인 구축 

Alkermes 특화된 DDS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개발 및 라이센싱 아웃(다국적제약사)

Exelixis 항암치료제 개발에 집중. 개발된 혁신물질을 라이센싱 아웃

Hospira 세계에서 가장 큰 제네릭 주사제(급성질환치료제 및 항암제) 제조회사

Eli Lilly 차별화된 신약개발 전략추구 및 맞춤치료 추구

Genentech 허셉틴․아바스틴 출시로 글로벌 제약기업 도약. 2009년 로슈에 인수됨

Tekmira 감염성 바이러스 질병 대상 siRNA 치료제 개발 회사

NextPharma Specialty formulation 설비 보유를 통한 CMO 서비스

Celgene 유전자 및 단백질 조절을 통해 종양 및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 혁신적 치료

약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바이오제약기업

Farmigea 특정분야(안과, 산부인과 등)에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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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제약기업들은 매우 다양한 특성의 기업을 벤치마킹 상으로 

제시하기는 하 으나, 가장 선호하는 벤치마킹 상 기업은 제네릭업체

로서 Teva, 신신약 기업으로 Gilead와 Lundbeck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제약기업의 제품 구조 특성이 제네릭의약품 심이면서 로벌 시

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에서 Teva를 벤치마킹 상으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실  선택이라고 단한다. 더욱이 Teva는 제네릭의약품을 

주력으로 삼아 매출을 성장시키면서도 신약(Copaxone) 개발에도 성공하

여 로벌 기업으로 도약하 다는 측면은 국내 제약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구하는 비 과 매우 잘 일치하기에 Teva의 성장 략에 해 

세부  분석은 많은 시사 을 도출해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상당수의 신형 제약기업이 R&D 심 기업이라는 을 감안

하면 특정 분야에 집 으로 신약을 개발하여 성장한 Gilead  

Lundebck의 성장 사례 역시 많은 시사 을 제공할 것이다. 한 마지

막으로 최근 주목되고 있는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Amgen을 비롯한 주요 

기업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바이오제약의 경우 통 인 제약업의 

가치사슬과는 다소 다른 측면에서 성장의 동력을 찾았는데, 최근 부각되

는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시 러 분야 국내 제약기업들의 성장에 필요

한 사례를 제시해  것으로 기 된다.

  1. 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이하 Teva)25)

Teva는 1901년 설립되었다. 매출액은 111억불(2008년)이며, 세계 

65개국에 매망  72개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의약품 매 비

은 신약  제네릭이 각각 22%  73%이며, 지역별로는 미국 58%, 

유럽 27%, 이스라엘 4%로 구성되어 있다. 

25) Teva의 사례에 해서는 오승규(2009)를 주로 발췌‧인용하여 정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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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제약시장의 상  랭커가 모두 신신약 생산을 심으로 하는 

제약사라는 을 감안한다면 제네릭의약품 심 회사로서 특이하게 세계 

12 에 치해 있으며, 2011년도에 약 18조의 매출을 기록한 Teva의 

사례는 매우 흥미롭다. Teva사 역시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로컬 제네릭 

회사 으나, 미국에 퍼스트 제네릭 출품  신약 Copoxane의 성공으로 

성장 동력(jump-up momentum)을 확보한 후, 지속 으로 포트폴리오를 

보강하기 한 M&A로 외형을 성장시켜 왔다. 신형 제약기업들의 선

호도가 가장 높은 Teva사의 성장 략에 해서는 제네릭 심의 제품

구조를 보유한 한국 제약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으므로 세 하게 검

토하고자 한다. 

가. M&A를 통한 성장과 매출 증대

제네릭의약품 분야에서 세계 1  업체인 Teva는 1901년 재 이스

라엘 지역에서 ‘Salomon, Leven&Elstein’이라는 사명으로 설립되었다. 

창기 던 1930년  생산공장을 짓고 의약품 생산을 본격화하 고, 이

를 기반으로 2차 세계  당시 의약품 공 을 독 으로 수행하면서 

고속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 다. 1964년에 Assia와 Zori의 합병회사가 

Teva사의 지분 참여를 통해 경  안정화  효율성을 증 시켰고, 1976

년에 세 개 업체가 합병을 통해 공식 으로 재의 TEVA 

Pharmaceuticals로 환되었다. 1980년에는 이스라엘 2  제약사인 

Ikapharm과 원료 의약품 문업체인 Plantex의 인수를 통해 사업을 확

장함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로벌 제약사로의 성장 기반을 확

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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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Teva history

자료: 오승규(2009)

Teva의 기 성장은 다방면에 걸친 M&A의 극 인 추진으로 요약

할 수 있다. 1982년 Teva사는 Kfar Sava 생산공장을 미국 FDA로부터 

허가받음으로써 제네릭 의약품의 자체 생산을 통한 미국시장 공략을 

비함과 더불어 운용 자 의 확보를 해 미국 NASDAQ에 상장을 하

다. 이후, 의료기기사업으로 역 다변화를 모색하고자 1984년에 의료기

기 문업체 Migada를 인수하 고, 1985년에는 미국 W. R. Grace와

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 으로 진출하 다. 1988년

에는 이스라엘 2  제약사 Abic을 인수함으로써 제네릭의약품 경쟁력을 

강화시켰고, 1990년에는 바이오 의약품의 향후 성장성을 고려한 R&D 

역량 강화를 해 Biocraft사를 인수하 으며, W. R. Grace사가 보유한 

합작회사 지분 체를 인수함으로써 미국 시장에서의 독  지배력을 

강화하 다. 한, 유럽 로컬 제약사 GRY-Pharm, APS/Berk, Biogal의 

인수를 통해 시장 지배력 강화에 기여하는 등 1980년  이후 공격  

M&A로 규모  역 범 를 확 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랜드, 

업력, 제품 개발력이 우수한 제약사들의 인수는 Teva의 이윤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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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을 큰 폭으로 증 시켰고, 이를 통한 여유 자 의 확보는 신약 개

발에 한 R&D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되어 1990년  반

과 2000년  반에 신 인 신약인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Copaxone

과 킨슨병 치료제 Azilect를 개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2000년 이후에도 막강한 자  동원력을 기반으로 M&A는 지속되었

는데, 2000년 캐나다 로컬 제약사 Novopharm을 필두로 2002년 랑

스 Bayer, 이탈리아 Honeywell Fine Pharmaceutical Chemical, 2004

년 Sicor(미국), 2006년 IVAX Corporation(미국)을 인수하 으며, 

2008년에는 M&A의 성공 인 이스로 여겨지는 세계  제네릭 의약

품 경쟁업체인 Barr(미국)를 75억불에 인수함으로써 로벌 시장에서의 

향력을 한층 강화시키는 기회로 삼았다.

이와 같은 M&A는 우선 이스라엘 국내에 국한되었던 사업 략을 변

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Teva의 성장성을 큰 폭으로 확 시키는 방향

으로 작용하 다. 그동안의 Teva의 행보로 볼 때 향후에도 역량이 있는 

제약사 등에 한 M&A  MOU 체결 등을 지속 으로 추진함으로써 

성장성을 확보할 것으로 상된다26). 이와 같은 역동 이며 과감한 사업 

략으로 이스라엘의 국내 매출액 비 은 1998년 22%에서 2008년 4%

로 어든 반면, 시장성이 있는 북미, 유럽  기타 권역 등은 상 으

로 높은 매출액 비 을 기록하고 있다.

26) Teva는 로벌 경제 기 시기이던 2008년에도 8조원에 달하는 인수자 으로 Barr를 인

수하기도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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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Teva사의 M&A를 통한 성장과 매출 증대 

나. 제네릭의약품으로의 영역 집중화

　

Teva는 세계 시장의 50%에 달하는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2008년 한 해 동안 28개의 제네릭 의약품을 성공 으로 런칭하는 등 

제네릭 의약품 매에 강 을 지니고 있다. 특히 미국 제네릭 의약품 시

장에서 2008년 시장 유율(M/S)은 23.8%에 달하고 있어 2 를 차지하

고 있는 Mylan과 무려 10% 이상의 유율 차이가 나는 등 독보 인 

치에 있다. 반면, Teva와 Mylan을 제외한 기타 제네릭 의약품 문 

업체들의 시장 유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Teva의 제네릭의약품 세계 시장 유율도 다국  제약사들에 비해 상

으로 압도 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Teva의 2008년 시장 유율은 

년 비 0.7%p 상승한 16.4%를 기록하며 유율을 확 시키고 있는 

반면, 신약 개발에 집 하는 다국  제약사를 포함한 다수의 로벌 

제약사들은 정체 내지 감소, 는 소폭 상승에 머무르고 있어 미국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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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찬가지로 세계 시장에서도 제네릭의약품 제품 경쟁력에 있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미국 및 세계 시장의 제네릭의약품 시장 점유율

자료: 오승규(2009)

Teva의 제네릭의약품 략은 세계 으로 각 국 정부들의 보건 정책

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재 세계 각 국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 추구를 해 제네릭의약품 사용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Teva가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Teva의 독주가 가능한 것은 독보 인 제

품 포트폴리오(약 400여개 이상)와 FDA승인을 해 등재를 기다리는 

200여개 이상의 제네릭의약품 품목 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쟁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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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가 넘는 이와 같은 막강한 제품라인은 고객의 요구에 하여 상

으로 높은 수용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높은 시장 유율을 유지할 수 있

는 기반이 되고 있다.

다. M&A를 통한 기술력 확보로 혁신 신약 개발 

Teva는 설립된 이후 97년 만에 11억불의 매출액을 달성한 반면, 이

후 20억불을 기록하는 데에는 4년밖에 소요되지 않았고, 고속 성장을 

통해 2008년에는 111억불에 달하는 매출액을 기록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로벌 제약사가 되었다. 여기에는 축 된 재원을 기반으로 역량있는 제

약사  바이오사를 계속하여 인수함으로써 R&D 기술력 확보, 권역 

권 획득,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 등을 이룬 이 큰 역할을 수행한 것으

로 단된다. 

보다 주목할 은 축 된 R&D 기술력과 풍부한 성 자산을 통해 

1990년  반  2000년  에 시  승인 받은 자가 개발 신약 

Copaxone(다발성경화증치료제)와 Azilect( 킨슨병치료제)를 개발하여 

성공 으로 매하고 있다는 이다. 특히, Copaxone은 로벌 다국  

제약사인 Sanofi-Aventis와의 공동마 을 통해 시장 유율을 속도로 

확 시켰으며 총매출액 비 에서도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Teva는 

로벌제네릭 기업으로서 제네릭의약품에 국한하지 않고 신약의 개발과 출

품에도 성공 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Teva 제품의 세계 권역별 매출액 비 은 북미와 유럽이 여 히 높은 

비 이나, 기타 권역의 비 도 꾸 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규모는 

상 으로 작으나 향후 성장성이 증가할 것으로 망되고 있는 시장에 

조기 진출함으로써 선  효과를 극 화하고자 하는 략에서 비롯된 것

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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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향후 성장 동력인 바이오 시 러의 경쟁에서 우 를 선 하

기 해 2009년 1월 세계 인 바이오 의약품 업체인 Lonza와 바이오시

러 제품의 개발, 생산  매를 한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하고자 MOU를 체결하는 등 공격 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라. R&D 비용 대비 효과 극대화 전략

Teva의 이 라인에 한 R&D 투자는 2006년 약 5억불, 2007년 

약 6억불, 2008년 약 8억불로 증가하 으며, 2012년까지 R&D 생산성

을 두 배 이상 늘리기 해 더욱 많은 액을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서 

주목할 은 Teva의 체 매출에서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 은 

2006년 5.9%, 2007년 6.2%, 2008년 7.1%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신약 

개발을 문으로 하고 있는 다국  제약사에 비해서는 상 으로 낮은 

수 이라는 이다. 이는 단순히 R&D에 투자하는 비용의 증가가 요

한 것이 아니라 비용 비 효율성을 증 시키는 략을 구사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즉, 임상 단계 진행이 제한되는 제네릭의약품의 특성상 

R&D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신약 개발은 기술 이 과 공동 연구를 

통해 기 비용을 감하고 있으며, 우수한 이 라인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 M&A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 등이 상 으로 낮은 

R&D 투자 비 에도 불구하고 Teva가 세계 최정상 의 제약회사로서 

지 를 유지하고 있는 원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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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Teva의 M&A 및 공동연구에 의한 파이프라인 확보

Project Indication
Development 

Stage 
Originator

Laquinmod 다발성경화증 Phase III Active Biotech
TV-1102 다발성경화증 Phase IIa Antisense  Therapeutics

Talampanel 근위축성경화증 Phase II 　

Pagoclone 지속발달성말더듬증 Phase Iib Endo Pharmaceuticals
Adenovirus Vaccines 호흡기질환 Phase III 　

StemEx 혈액암 Phase III Gamida Cell
CT-011 고형암및혈액암 Phase II Curetech
Debrase 가피제거 Phase III MediWound

Diapep-277 1형당뇨 Phase III Andromeda Biotech
자료: 오승규(2009)

　

Teva는 이스라엘의 지역 기업에서 시작하여 세계 12 의 제약기업으

로 성장하 으며, 제네릭의약품에서 출발하여 재는 자체 개발 신약으

로도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Teva의 사례가 국내 제약산

업에 주는 시사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내수시장에서의 견고한 입지 확보를 통해 로벌 진출을 한 기

반을 마련

② 자신의 강 인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을 다변화시킴과 더불어 시장 

선 을 한 특허회피에 지 한 노력을 기울여 경쟁제약사를 압도

하는 사업 략을 개

③ 국내시장의 한계를 거  시장인 해외에서 돌 구를 찾기 해 세

계 굴지의 제네릭 의약품 업체들을 인수하여 해당 권역에 한 

랜드 강화

④ 신약개발에 한 기술력의 차이를 R&D 경쟁력을 가진 제약사의 

인수를 통해 극복하 음. 특히, R&D 측면에서 다국 제약사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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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격히 낮은 투자비 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개

발 신약 Copaxone의 경우 세계 시장 유율 1 를 나타내고 있다

는 것은 비용 비 효율성을 극 화시킨 략의 결과로서 국내 제

약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지 않음.

  2. Gilead

미국의 Gilead는 Teva와 달리 창립 기부터 신약 개발에 집 하면

서 지속 으로 항바이러스제 신약을 출품하고, 특히 Hepsera  신종인

루엔자 치료제로 잘 알려진 Tamiflu의 출품으로 도약의 기를 마련

하 다. 이후 Gilead는 꾸 히 항바이러스제 신약 분야의 문화에 집

하기 해 노력하 는데, 련 후보물질 이 라인 확보  지속 으로 

M&A를 도모하면서 외연을 확 하고 있다. 

가. 개요 및 성장 요인

Gilead는 ‘미충족수요가 높은 의약품을 탐색/개발  상업화하는 연구

심의 바이오기업(biopharmaceutical company)’이란 취지로 1987년 

Oligogen이란 사명으로 설립하 다. 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에는 올리

고핵산염(oligonucleotide)을 이용한 역성( 性)기술(anti-sense technology)

을 기반으로 신약탐색에 집 하 다. 10년 후 1998년에 사명을 Gilead

로 바꾸고, 연구 상 물질도 oligonucleotide 탐색에서 분자약물 탐색

으로 환하 다. 이후 1992년 NASDAQ에 상장하여 8,600만불의 투

자를 유치하 고, 20년간 경이롭게도 총 15개의 제품을 출품하 으며 

재 HIV/AIDS와 간질환 심으로 75개 이상의 임상2/3상 시험이 진

행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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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간염 등 바이러스 질환 련 세분시장을 집  공략하여 재 

감염증 치료제 주의 제품 포트폴리오만으로 Abbott, GSK, Johnson 

&Johnson, MSD 등 형 다국  제약회사를 제치고 2010년 HIV 치

료제 시장 유율 39.0%를 달성하 다. Gilead의 성장을 주도한 주요품

목은 2001년 발매한 Viread, 2002년 발매한 Emtriva  간염치료제 

Hepsera, 2004년 발매한 Truvada  2006년 발매한 Atripla와 2011년 

Complera 등으로 구성된다. 

1996년 에이즈 련 안질환인 CMV 망막염에 한 치료제로서 

Vistide의 개발은 이 시기 Gilead에 있어서 가장 요한 성과로 평가되

며, 1996년 6월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한 Vistide와 더불어 진균 

주사제인 Ambisome, 인 루엔자 치료제인 Tamiflu 등의 개발과 시장출

시에 따라 시장 유율과 매출이 증하 다. 감염질환에만 특화된 기업

으로서 로벌 제약사 매출 22 (매출 $83B, 업이익 $38B), 로벌 

HIV치료제 1  기업이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34.6% 성장, 

2010년 매출액 80억달러(처방약 매출 74억 달러), 업이익 40억 달러

( 업이익률 49.8%)를 달성하 다. 

로벌 시장성을 격하게 확 한 Gilead는 24개국에서 4,6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에는 홍콩, 상하이, 베이징  서울에 사

무실을 운 하고 있다. 재 시장가치는 약 500억불 규모로서, 1992년 

NASDAQ 상장 이후 약 20년간 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Gilead도 다

른 주요 제약기업과 마찬가지로 10개의 성공  M&A가 성장의 근간이 

되었다 

나. 제품 구성 및 개발초기 파이프라인

Gilead사의 제품 구성 포트폴리오는 HIV제품이 총 6제품으로 주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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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군을 구성하고 있으며, 항바이러스치료제 신약 문 회사라는 통상  이

미지와 달리 순환계 제품을 총 3개(Letairis, Ranexa, Lexiscan) 보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 인 간질환, 호흡기계 질환 등에 용되는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항진균제로 Ambisome을 보유하고 있다. 재 개발 

인 제품은 HIV 치료제 4제품, 간염치료제 9제품, 순환계 치료제 3제

품, 항암제 6제품 등 총 24개 제품이 임상시험 단계에 있으며, 부분 

임상2~3상시험 단계로 조만간 시장 출품을 앞에 두고 있는 제품이 다

수 있다.

재 개발 기단계에 있는 제품은 과거의 항바이러스제 심에서 다

소 벗어나, 차 호흡기계 분야  항암제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확 하

고자 하는 략이 감지된다. 한 일단 확보한 시장에서 우 를 지키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약물의 prodrug27)을 구성하는 개량신약 수

의 개발연구에서, PI3K Delta을 상으로 여러 후보물질을 동시에 개

발하는 모습에서 험부담과 성공을 제고하려는 략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재의 Gilead의 이 라인 구성은 혼란스럽게 분산되어 있는 것

처럼 비춰질 수 있으나, 오히려 우  부문에 한 집 인 지원과 

M&A를 통한 새로운 역으로의 진출이라는 재 Gilead의 발 략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ilead사는 지속 으로 HIV  HBV 분야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면서, 

Yale 학과 공동연구를 통해 신 인 항암제 개발로 역을 다변화고 

있다. 시장 측면에서 성장 속도가 빠른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의 확장

을 지속 으로 시도할 것이며, 연구개발 측면에서 과학  탁월성을 추구

하면서 여 히 미축종 의료욕구(unmet-medical need)가 높은 분야에서 

신약개발에 집 할 것으로 보인다.  

27) prodrug은 약물 자체로는 효력이 없으나, 체내 흡수시 사작용에 의해 약효를 가지는 

화합물로 환되는 물질을 의미함.



116∙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다. Gilead의 M&A

Gilead 성장에 크게 공헌한 것은 앞서 언 한 신약의 끊임없는 개발

과 아울러 M&A 략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 1999년 Nexstar 인수 

이후 Gilead는 지 까지 11차례의 M&A를 성사시켰는데, 이를 통해 다

국  제약회사로의 성장 발 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

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b). 특히 요한 M&A는 1999년 이루어졌

던 Nexstar 인수 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형 제약

기업과의 트 십 없이 유럽 업기반 확보를 통해 다국  제약사로 

발 할 계기를 마련하 으며, 둘째, Nexstar가 생산하고 있던 항진균제

인 Ambisome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향후 Gilead의 주력제품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을 들 수 있다. 한 Nexstar의 캘리포니아 생산공

장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신약 개발을 한 인 라와 노하우를 동시에 

획득하는 성과도 거둔 M&A 다.

2003년의 Triangle 인수 역시 재 Gilead가 세계 시장에서 리더십

을 가지고 있는 AIDS/HIV 치료제 개발에 요한 역할을 하 다. 

Triangle이 보유한 물질  기술력과 더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에

이즈 치료제인 Truvada를 새로운 치료제인 Atripla로 개량하여 출시할 

수 있었는데, 이 신약은 3개월만에 FDA 승인을 받을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011년에는 Pharmasset을 인수하여 C형 간염 치료제 시장

에 진입하 는데, 과거 항진균제  AIDS/HIV 치료제 시장에서 보여주

었던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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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Gilead의 M&A 역사 및 성과

연도 대상 기업 M&A 가격 특징 및 성과

1999 Nexstar 
Pharmaceuticals $550 million

1) Nexstar는 당시 Ambisome과 Daunoxome 두 

약물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후  Ambisome
은 Gilead사의 중요한 주력 제품으로 성장

2) DaunoXome는 2006년  Diatos에 이전됨 

3) 두 개의 주력 제품을 공급한 것 이외에 Nexstar
사 Gilead에게 유럽, 호주에서 강력한 마케팅

을 확보하는 기회를 제공 

4) 더불어 미국 캘리포니아의 생산공장을 보유하

는 계기가 됨

2003 Triangle 
Pharmaceuticals $464 million

1) Triangle사는 당시 단독제품인 emtricitabine 
   (Emtriva)의 개발권을 보유

2) Emtriva는 Atripla 및 Truvada와 매우 좋은 

조합으로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함

2006 Corus Pharma, 
Inc. $365 million

1) Corus사의 합병은 Gilead사로 하여금 호흡기

계 영역에 진입하는 계기를 제공.
2) Corus사는 당시 Pseudomonas aeruginosa에 

감염된 cystic fibrosis 환자 치료제로서 aztreonam 
lysine을 보유

2006 Myogen, Inc. $2.5 billion

1) Myogen사는 Flolan을 판매 및 ambrisentan과 

darusentan을 개발중 이었음

2) Myogen사 합병을 통해 호흡기계 파이프라인

을 강화

2006 Raylo Chemicals, 
Inc. $148 million 점차 증가하는 개발제품의 임상시험약 제조 수요를 충

족 및 완제품 제조 설비 확대를 목적

2007 Nycomed fr. 
Altana - Cork $47 million 완제품 제조 설비 확대를 위해 합병

2009 CV Therapeutics, 
Inc. $1.4 billion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두 개 제품, Ranexa 
및 Lexiscan의 확보. Ranexa는 심순환께 약물로서 

흉부통증 치료제이다

2010 CGI 
Pharmaceuticals $120 million

1) Gilead사의 R&D역량 확대 목적  

2) 특히 키나제(kinase) 저해제 개발에 필요한 화

학적‧생물학적 R&D 역량 확보 목적  

2010 Arresto 
Biosciences, Inc. $225 million 섬유증치료제 및 항암제 파이프라인 확보 목적

2011 Calistoga 
Pharmaceuticals

$375 million 
($225 million 
additional w/ 
milestones)

항암제와 소염진통제 영역 파이프라인 확보 목적

2011 Pharmasset, Inc $10.4 billion C형 간염 치료제 신약 확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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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Gilead의 성공요인 5가지

20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성공요인과 제품 

해 Gilead는 내부 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을 지 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b).

 

① 주력제품 특성화: 항바이러스제

1990년 반 Tenofovir가 상당히 강력한 항바이러스제라는 증거가 

도출되었고, 이를 제품화한 TDF(Tenofovir Disoproxil Fumarate)를 선

(先)처리한 환자에게서 부가(add-on) 약물로서 1일 1회 투약  지속성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출품 이후 TDF는 Gilead의 HIV 문기업으로서의 시 석이 

되었고, 2002년부터 흑자 환의 효자 역할을 하 다. 뿐만 아니라 TDF

는 2008년 만성B형간염 치료제로서도 허가를 획득한 후, 5년 처치시 

간경화 개선 효과를 보 다. 재 차세  약물인 Tenfovir rpdodrug 

(GS-7340)이 임상2상 단계에 있으며, Viread의 1/10 용량에서 보다 우

수한 항바이러스효과를 보이고 있다. 

2001년 11월 Gilead는 Viread라는 HIV 치료신약에 한 FDA 승인

을 받음과 동시에 항암제 사업부문을 매각하고 바이러스 질환 치료제에 

주력하 고, 바로 다음 해인 2002년 12월에는 Gilead는 Triangle을 인

수하 다. 이 인수를 통해 Triangle의 말기 HIV치료제인 코비라실과 기

타 HIV  B형 만성간염치료제를 확보하여 항바이러스제의 포트폴리오

를 한층 강화하 을 뿐만 아니라 항바이러스 시장에서의 입지를 크게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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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Nexstar 합병(1990)

Nexstar 인수는 Gilead의 첫 번째 합병으로 거  다국 제약사에 의

존하지 않고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한 목 을 가진 합병이었다. 

Nexstar 합병으로 항진균제 Ambisome이 이 라인에 보강되는 행운

을 통해 항감염제 시장에서 기반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기  

에서 볼 때 새로운 지역, 즉, 유럽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합병이라고 할 수 있다. 

경  측면에서도 로벌 경 의 리더십을 갖추었다는 에서 매우 

요한 M&A로 평가된다. 특히 Ambisome은 WHO에 의해 내장 슈

마니아증(visceral leishmaniasis) 치료제로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평가를 얻었는데, 이것은 기업윤리  가치 측면에서 Gilead에 매우 

정  역할을 하 다. 이를 계기로 2011년 Gilead는 WHO에 45만 vial

의 Ambisome을 기부하 다. 

③ Truvada(2004)

Gilead는 Triangle을 합병하 고, 그 결과 1일 1회 용법의 Emtriva

가 확보되었다. Gilead사는 이를 이용하여 Viread를 조합한 Truvada를 

개발, 2004년 출품함으로써 HIV치료제 에서 가장 처방빈도가 높은 

약물이 되었다. 이후 Truvada는 Atripla, Complera  Stribild와 함께 

Gilead의 골격 제품을 구성하게 되었다. Truvada는 지속 으로 매출 성

장세를 유지하면서 2012년 2분기에만 7.9억불을 매하 고, Gilead 

체 매출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Truvada는 비감염자의 HIV

감염 험을 44~75%를 감소시키는 약물로서 허가를 획득하여 항바이러

스제로서  다른 기를 마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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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tripla(2006) 

Atripla는 HIV치료법으로서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폭 개선하 다. 

Atripla가 출시됨으로써 1996년도에 십여개의 정제/캡슐을 복용하는 

신 하루 한 알의 정제로 AIDS 치료제가 체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FDA는 이를 HIV치료의 성배라고 극찬하 다. Atripla를 통해 Gilead

사는 HIV 치료법에 있어서 선구  리더십을 확보하는 한편 다국 제약

사 BMS  MSD와 트 십을 확보함으로써 R&D 등을 한 자원을 

확보하는 수확을 거두었다. Atripla는 Gilead사의 캐쉬 카우(cash-cow)

로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치료제 신약으로 역을 확

하는 계기를 제공하 다. 

⑤ Pharmasset사 합병 

약 110억불을 투자하여 Gilead는 Pharmasset사를 2011년 합병하

다. 이 합병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C형 간염(HCV) 시장에서 미충족 

의료수요(unmet medical need)에 응하기 한 목 이었다.

재 C형 간염의 표 요법으로는 인터페론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심각한 부작용과 상용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24~48주의 투약이 필요

하다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C형 간염은 선진국에서만도 약 1,200만

명이 감염되고, 약 36%에 해당하는 452만명이 진단되고 있으나 이  

오직 20만명 정도만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될 정도로 수요에 

비해 충족율이 매우 낮은 질환이다. Gilead사의 Sofosbuvir는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련 항바이러스제  가장 강력하고 진보된 약물로 평가

되는데, 단지 12주의 경구투여 치료만 필요할 정도로 간평성과 환자의 

복약순응도 제고에 유리할 것으로 기 된다. Gilead사는 Sofosbuvir를 

2013년 반까지 허가 획득하는 목표로 개발을 진행 인데, 미래 효자

제품으로 매출과 수익을 증 시키는 것은 물론 제품 다변화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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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 되고 있다. 

  3. Lundbeck
  

가. 개요

Lundbeck은 1915년 주로 의약품을 취 하는 종합무역회사로 출범하

여, Escitalopram 출품 이후 추신경계 질환 치료제만을 연구개발하는 

추신경계(CNS: central nervous system) 의약품 문기업으로, 정신

의학과 신경학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Lundbeck의 

제품은 기분장애, 정신질환, 퇴행성 신경질환  다발성 경화증 등의 치

료에 을 두고 있는데, 우울증, 불안, 정신  이상, 간질  헌 톤병, 

알츠하이머병과 킨슨병과 같은 질환의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1년 재 Lundbeck은  세계에 57개 국가에서 6,000명의 직원

을 고용하고 있으며, 약 160억 덴마크 크로네의 매출을 올렸다. 

Lundbeck의 매출은 유럽 50%, 미국 26%, 그리고 기타 세계시장 22%

로 이루어져 있다. 추신경계 질환에 한 Lundbeck의 R&D는 매우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200명의 연구개발 

문가를 심으로 덴마크, 미국, 국에 설립된 연구센터에서 매년 매

출액의 20.7%를 새로운 추신경계 의약품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나. 미래 전략 제품

재 Lundbeck은 비정형성 항정신분열병치료제 써틴돌과 멜라토닌 

성분의 수면제를 출시하 고, 향후 2~3년 내에는 재 유럽에서 발매되

고 있는 킨슨병 치료제를 발매할 계획이다. 이  수면제는 55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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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노인을 상으로 한 특화되고 안정 인 제제로써, 노인의 수면 질

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추세를 반 한 치료제다. 

재 뇌졸  증상이 생기면 투여하는 용해제는 증상 발발 후 3시

간 이내 투여라는 시간  한계가 있었다. 이 기간을 신 으로 늘린 치

료제가 재 3상 임상시험 이다. 새로운 용해제는 3시간을 9시간

까지 늘려 획기 인 진 을 보인 제제다. 이를 통해 많은 환자들이 혜택

을 받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정 로 임상이 진행돼 효과가 확인될 

경우, 2012년 경 출시될 것으로 상하고 있다. 이 제제가 주목받는  

다른 이유는 박쥐가 짐승의 피를 빨아 먹을 때 분비되는 침에 액응고

를 하시키는 성분이 있는 것에 착안해 개발된 일종의 생물학  제제

를 활용한 신약이라는 이다.

 일종의 주치료제라고 볼 수 있는 알코올 흡수를 억제하는 약물

도 재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 치료제는 (자의이건 타의에 의해

서건) 술을 과하게 마실 때, 몸에 흡수되는 알코올을 억제해 주에 도

움을 다. 재 련 임상시험이 유럽에서 진행 이며, 아시아에서도 

곧 진행될 정이다. 이와 더불어 2011년 품목허가(NDA)를 제출한 

Aripiprazoel depot, Onfi, Selincro, Treanda  2012년 미국 FDA로 

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한 Azilect과 허가제출한 Lu AA21004 등도 

Lundbeck의 미래 략제품으로 꼽히고 있다.

다. 협력관계 

상 으로 Lundbeck의 M&A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2009년 상장 이 까지 주로 비공개기업(private company)으로서 존재

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 으로 M&A의 비 이 낮은 Lundbeck사

는 력 계를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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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에 있어서 일본 기업과 유  계가 높아 Takedat와 Lu 

AAZ1004  Lu AAZ4530을 공동개발하고 있으며, Otsuka와는 

Ludbekc사의 Ariprozole  OPC-34712를 교환개발하고 있다. Kyowa 

Hakko Kirin사의 KW-6356에 Lundbeck사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그 밖에 바이오  첨단 제품으로 Genmab사와 항체신약개발을, Palon

사와 Desmoplase를 개발하는 등 력 계를 유지하고 있다.

마  측면에서 이미 55개의 지사와 사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exapro 심으로 력 매망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Forest사

가, 일본은 Mochida와 Mitsubishi-Tanbe사가 국은 Xian_janssen이 

Lexpro 매 트 로 활약하고 있다. 그 밖에 Cipralex는 스페인은 

Almirall사가, 그리스는 Elpen이, 이탈리아는 Recordati사가 매망을 

당당하고 있다. 한국은 Lundbeck Korea가 국내 매를 담당한다.

라. Lundbeck사의 장점

① 일  체제(FIPCO)를 보유한 기업

Lundbeck은 완 한 일  체제를 갖춘 FIPCO28) 회사로서, 핵심 능

력을 보유한 6,000명 이상의 직원이 연구, 임상 개발, 생산, 마   

업에 종사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최근 들어 단계별 외부 아웃소싱 모

형인 VIPCO가 각 받고 있으나, Lundbeck은 추신경계  정신질환

에 특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외부 기업과의 ‘제휴’에 집 하는 형태를 취

하고 있다는 이다.

28) FIPCO(Fully Integrated Pharmaceutical Company)란 R&D와 임상, 제조, 매 등을 

하나의 기업이 독자 으로 수행하는 모델임. 이는 통 인 제약기업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응하는 개념으로 최근에 각 받는 것은 VIPCO(Virtually Integrated 
Pharmaceutical Company)로서 R&D와 임상, 제조, 매의 각 부분을 외부에서 조달하

는 체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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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R&D 역량 

Lundbeck이 매하고 있는 주요 제품들은 내부의 신 인, 그리고 

외부의 개발 기회로 성공을 거두어 온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Lundbeck은 수년 내 출시가 상되는 5개의 최종 단계 제품을 

가지고 있다. Lundbeck 제품 개발 성공은, 숙련된 개발 지식을 갖춘 

1,200명의 문 연구개발 인력이 개발 로젝트에 념하는 데 기인하

는데,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2011년 Lundbeck은 체 매출액의 

20.7%를 연구 개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③ 사업 인 라

Lundbeck이 자체 으로 보유한 매망과 극  력 계, 한 100

여개 국가에 산재한 매망은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항우

울제인 Cipralex/Lexapro는 43개 국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Lundbeck은 알츠하이머병, 간질, 헌 톤병, 불면증, 킨슨병 

 정신분열증/양극성장애 치료를 한 의약품을 매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 인 사업의 는, 3,000명 이상의 직원에 의해, 범

한 범세계  매  홍보 기반구조에 강력한 지 사업 능력으로 이루

어져 왔다. 자사의 헌신 인 사업 조직은 환자들에게 환자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치료법을 제공하는 데 념하고 있다.

④ 뇌 질환 분야 문 

독자 인 신과 외부와의 라이센싱 체결로, Lundbeck은 뇌 질환 분

야에 50년 이상의 경험을 축 하여 왔는데, 별도의 연구개발  매 

부서들이 뇌 질환 분야에 념하고 있으며, 추 신경계 분야의 임상의 

뿐만 아니라 주요 리더  문가들 사이에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보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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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dbeck의 략은 뇌질환 분야에서 선도 인 기업의 치를 강화하

는 데 있다. 뇌질환들은  세계 으로 가장 요한 질병 분야로서, 환

자의 분포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상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충족되

지 못한 수요는 상당한 크기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⑤ 유연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

Lundbeck의 최고 경 진은 력사업에 큰 기 를 걸고 있으며, 신규 

력사업 기회를 평가하는 데 있어, 조직 이고 신속한 의사 결정 과정

을 개발하 다. 재정구조는, 외부의 사업 기회에 한 지속 인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충실한 차 조표   유동성으로 안정 인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4. Specialty Pharma

마지막으로 바이오의약품을 심으로 하는 제약기업의 사례를 몇 가

지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유 자기술의 속한 발달에 따라 

세계 으로 유 자재조합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질환을 표 치료

하거나 환자 개인에게 용되는 맞춤형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증가

하고 있다. 이들 바이오제약기업은 성장에 따라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역으로 진출하기도 하고(Amgen, Celgene), 특화된 기술력을 인정받

아 종  로벌 제약기업에 합병되어 새로운 이 라인으로서 기능하는 

등(Genetech), 재 세계 바이오  제약시장에서 가장 역동 인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단백질  유 자기술을 응용한 신

 신약 개발 움직임이 ‘바이오벤처 기업’을 심으로 활발하게 시도되

고 있는데, 이미 해당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해외 제

약기업의 사례는 시사 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26∙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가. Amgen

1980년 바이오텍 연구자끼리 구체  제품 개발계획 없이 설립하 으

나, 1983년 유 자재조합 기술이 획기 으로 개선되면서 Epogen의 사

업화에 크게 진 을 이루었고, 1984년에 일본의 기린맥주와 ‘기린암젠’

이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 다. 이를 통해 Amgen은 연구비 조달과 홍

보효과를 얻었고 기린은 BT분야로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 다. 1990

년 Epogen을 일본에 허가  출품하 고, 1989년 미국 FDA로부터 

Epogen 제조 매 승인은 받아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후 항암보조

제인 뉴포젠 개발을 성공하여 1996년 매출액 2조원, 2005년에 매출액 

16조원을 달성하 다. 

Amgen의 성과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제약산업 가치사슬단계에 있

어서 가장 바닥에 있는 바이오벤처에 의해서 시장 비즈니스가 열렸다

는 것으로 제약시장의 괴  신(disruptive innovation)의 서막을 알

리는 큰 의미가 있다. Amgen은 Epogen을 필두로 매체제를 확충하고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개하기 해 1989년에 유럽에 지역본부를 설립

하 고 1991년에는 호주, 캐나다에서 업무를 시작하 고, 기린과의 합작

을 통해 진출한 일본시장에서는 1993년에 100% 자회사인 Amgen일본 

법인을 설립하 다. 

1989년~1992년 Amgen사는 목할 만한 수익을 올리면, 이후 거  

제약회사와 비슷한 사업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극 인 M&A를 통해 

기업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 다. 1994년 12월에 Amgen사는 Synergen

사를 2억 6,200만 달러에 매수하 고, Enbrel을 확보하기 해 2002년 

Immunex Corp을 인수하 다. 2004년 Tularik을 130억 달러에 인수하

고 임상개발 단계에 있는 5개의 이 라인을 자사 포트폴리오에 추가

하 으며, 2005년 12월에는 항체의약의 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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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genix를 220억 달러에 인수하 다. 

〔그림 32〕Amgen의 자사 개발제품 및 외부 도입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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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개발제품

외부기업으로부터의도입

나. Genentech

1976년 UCSF(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내에 인간 

유 자 정보를 이용하여 미충족 의료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학내

벤처로 설립되었다. 1982년 인체 인슐린 클론의 FDA 승인을 취득한 

후, 1987년 당시 합성 인슐린 시장의 75%를 유하고 있던 Lilly에 라

이센싱하여 500만 달러 기술료를 확보하 다. 

1980년  후반 Genentech은 본격 으로 마  분야에 진출하여, 

1986년 독자 으로 시 한 최 의 제품인 인간 성장 호르몬(HGH)은 

4,36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 다. 뒤이어 1998년 허셉틴을, 2004년 

아바스틴을 출시하 는데, 2010년 기 으로 허셉틴은 6조원, 아바스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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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1990년 스 스의 로슈 홀딩에 지분을 매각한 뒤 Roche의 자회사가 

되었으나 독자  운 을 지속하다가, Genentech 지분은 66%까지 증가

하 고, 최근 2009년에 468억불에 격 으로 합병되었다. 

다. Celgene

미국 New Jersey에 본사가 있는 Celgene Corporation은 유 자  

단백질 조 을 통해 종양  염증성질환을 치료하는 신  치료약을 

발명, 개발, 상용화하는 로벌 FIPCO29) 바이오업체이다. 2010년 기  

약 36억불의 매출을 보이는 세계 매출 36 의 회사로서 연구개발비로는 

매출액 비 약 30%를 지출하고 있다.

제품 포트폴리오로 Revlimid, Thalomid, Vidaza 등 다양한 액종양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다. 주력제품인 Revlimid는 다발성 골수종을 목표

로 하는 표  치료제이며, 신생 을 차단하는 기 을 갖고 있는 탈리

도마이드 유도체로 작년 17억 달러의 매출 기록하 다. 

Celgene이 이러한 성장을 이루게 된 가장 요한 원인은 미충족 수

요가 매우 높은 틈새(niche) 시장, 즉, 종양성 질환(oncology disease)인 

다발성 골수종, 골수 이형성 증후군 등을 응증으로 하는 품목군

(Revlimid, Thalomid, Alkeran)에 집 하 기 때문이다. 이것은 체 

Celgene 수익의 99.2%가 종양성 질환 치료제 역에서 발생하 음을 

통해 알 수 있다.

29) FIPCO(Fully Integrated Pharmaceutical Company)란 R&D와 임상, 제조, 매 등을 

하나의 기업이 독자 으로 수행하는 모델임. 이는 통 인 제약기업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응하는 개념으로 최근에 각 받는 것은 VIPCO(Virtually Integrated 
Pharmaceutical Company)로서 R&D와 임상, 제조, 매의 각 부분을 외부에서 조달하

는 체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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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gene은 1980년 Celanese의 산하기 으로 출발하여 1986년 

Celgene으로 분리되었고 1998년 나병성결 홍반을 응증으로 한 신약

인 Thalomid를 발매하 으며 이후 다발성 골수종으로 허가를 받아 

2010년 기  Global market (US, EU, Japan)에서 약 387백만 달러의 

매출을 보 다. Celgene Corporation은 이 라인 확보를 하여 지속

으로 M&A를 시도하고 있는데, 2003년 태반 기세포 기업인 

Anthogenesis 인수로 기세포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 다. 

〔그림 33〕Celgene 성장 주도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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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gene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GSK로부터 Alkeran(다발성 골

수종, 난소선암)의 미국 시장 매권을 얻어 매출신장을 이루었고, 2005

년 신약인 Revlimid(다발성 골수종, 골수이형성 증후군)를 발매하 다. 

Revlimid는 2010년 기  약 2,466백만 달러의 매출을 보이며 Celgene

의 체 처방약 매출의 약 63.3%를 차지하는 주력 제품으로 성장하

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Celgene의 연평균성장률은 약 48.2%를 기

록하 는데, 의 세 가지 주요 품목들, 특히 Revlimid의 매출에 힘입어 

격한 성장을 하 다고 볼 수 있다. 

이후 2008년에는 Pharmion을 인수하여 골수이형성 증후군 치료제인 

Vidaza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 으며, 2010년에는 Abraxis를 인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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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치료제인 Abraxane를 매하기 시작하 다. 이외에도 Revlimid

에 해 다양한 암종(비호지킨 림 종, 립선암, 만성 림 성 백 병)에 

한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세포 폐암(amrubicin)과 피부 T세포 

림 종(istodax)에 한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어 틈새시장인 종양질환 

역에서 그 범 를 더욱 넓 나가고 있다. 

Celgene사는 틈새시장인 종양성 질환에 집 으로 신약을 개발함으

로써 성장하 고, 항암제 분야의 이 라인을 보유한 회사는 M&A를 

통해 흡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핵심역량을 강화한 형  바이오 제약기

업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5. 해외 제약기업 성장사례의 시사점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에 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한 

Teva, Gilead 등은 다국  제약기업에 비해 오히려 재 우리나라의 제

약기업이 벤치마킹해야 할 을 많이 가지고 있다. Pharma Korea 2020 

비 기획단 등 련 문가 그룹이 제시하고 있는 해외 제약기업 성장

사례의 시사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eva는 상  랭커가 모두 신신약 제약사라는 을 감안하면 제네릭

의약품 심 회사로서 특이하게 세계 12 의 기업이며, 2011년도에도 

약 18조원의 매출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신약(Copoxane)의 성공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한 후, 지속 으로 제품을 보강하기 한 M&A로 외형

을 성장시켜 왔다. 

Gilead는 이와 달리 창립 기부터 바이러스 질환 치료제 신약 개발

에 집 하면서 지속 으로 항바이러스제 신약을 출품하고, 특히 Hepsera 

 신종인 루엔자 치료제인 Tamiflu의 출품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이후 FIPCO로의 환을 서두르고 있다. Lundbecck도 추신경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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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발에 집 하여, 당  의약품 무역회사에서 신신약 문기업으로 

발 한 이스이다.

Amgen, Genetech, Gelgene 등 바이오제약기업의 성장사례도 여겨 볼 

필요가 있다. 막 한 자본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신약 개발  이

미 거  제약기업의 시장 선 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제네릭의약품 시장

에 비해, ‘바이오벤처’라 할 수 있는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틈새(nitch)를 

고들어 문 분야를 개척,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들의 성장모델을 단계화하여 정리하면 먼  제1단계에서 

Local 기업 는 R&D 벤처로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특정 분야에 

집 하여 로벌 마켓에 진출할 수 있는 결정  제품을 확보한 후, 제2

단계에서는 이러한 제품을 가지고 미국  유럽 시장 등 로벌 마켓에 

진출하여 성장동력 확보하 고, 마지막 제3단계에서 고도성장을 해 지

속 으로 M&A를 통해 품목 확보, 제조  마  역량 확 하는 형

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3-7〉벤치마킹 대상 기업들의 단계별 성장모형

제약기업 초기 성장 동력 중장기 전략

Teva 이스라엘 local 제네릭 

회사

미국 first generic 출시 

및 신약 Copaxone
M&A를 통해 지속적으로 

specialty 제품 보강

Takeda C&D 전략
Luprollde
Lansoprazole

미국 마케팅 위해 TAP 
설립

Gilead 항바이러스 신약 집중 

R&D 벤처

항바이러스 신약 지속 

출시(Hepsera 및 Tamiflu)
R&D 강화, 직접 마케팅 

확대 및 특화 FIPCO 전환

Celgene niche oncology(골수이형 

증후군)에 집중
Thalldomide 출시

niche oncology 품목 

지속 도입 및 확대

Lundbeck
의약품 판매회사에서 

합성신약 R&D 
벤처회사로 전환

항우울제 
CNS 집중 및 혁신신약 

탐색

자료: Pharma Korea 2020 비전기획단(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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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제약산업 구조분석

제약산업의 구조분석을 하여 본 연구에 활용한 방법에 내재되어 있

는 은 산업조직론(industrial organization)  이라 할 수 있다. 

편의상 국민경제 체에 한 을 거시 인 것으로 하고, 개별기업을 

상으로 하는 을 미시 인 것이라고 한다면 ‘산업’은 그 간단

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은 국민경제 체를 특정 기 에 따라 

몇 개의 부문으로 분할한 것으로 악할 수도 있으며, 반 로 개별기업

을 일정한 기 에 따라 묶은 집단단 를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다(추재

호, 1997). 그러므로 산업구조를 분석한다는 것은 첫째, 개별기업의 내

부구조를 분석하는 경우, 둘째, 특정 기 에 따라 분류된 부문의 구조를 

분석하는 경우, 셋째, 한 국가의 체 인 산업체계에 한 구조와 변화

를 분석하는 경우 등으로 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에서 두 번째 부분, 즉 특정 부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구조에 한 이슈를 다루는 것이 산업조직론의 역이다. 산업조직론의 

에서 통 인 분석방법은 산업 부문의 특성을 구조(S: structure), 

행태(C: conduct), 성과(P: performance)의 계, 즉, S→C→P의 선형

 계로 악하는 것이다(정갑 , 2009). 

특정산업의 구조는 산업 내의 기업의 수, 진입장벽, 매출액을 비롯한 

각종 지표에 따른 기업규모 등을 기 으로 경쟁  는 독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  성격은 개별기업들의 행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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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 특히 불완 한 경쟁시장이 구성되어 있거나, 표면 으로는 

경쟁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수의 기업에 집 되어진 특성을 

가진 시장의 경우에는 가격경쟁이라는 정상 인 행태와 다른 기업행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를 들어 본 연구의 상이 되는 제약산업은 다

른 산업부문에 비교해 보았을 때 매 리 활동  연구개발(R&D)에 

투입되는 비 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한 국내 제약산업의 행

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요성을 가지는 외부의 변수가 약가정책을 비롯

한 공공정책(public policy)으로 변되는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  

지원‧육성정책이다. 기업이 속한 산업부문의 구조와 그에 응한 기업의 

행태는 궁극 으로는 이윤, 자원 배분의 효율성, 기술진보 등의 성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달성하 는지를 악하

는 것도 요한 연구주제가 된다.

제1절 기업경영 자료를 통한 제약기업 행태 및 성과

여기서는 국내 제약산업의  경 성과  황에 한 시계열  추

이를 분석하여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의 4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분석의 상은 매출액이 신고된 체 제약기업 , 나

이스신용평가(주)에 자료가 등록된 모든 기업을 상으로 하 으며 기업

의 당해 매출액을 기 으로 기업, 소기업으로 그룹화하여 분석하

다. 한 국내 체 제조업에 한 분석결과도 함께 제시하여 제약시장

의 재무제표에 한 특성이 비교되도록 하 다. 

제약산업의 분류기 은 다음 <표 4-1>과 같다. 기업과 소기업의 

분류 기  매출액은 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300억원

으로 정하 다. 기업의 수를 고정하지 않고 매출액을 기 으로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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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상이 되는 기업의 수도 연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2007년의 

경우 상기업이 183개에서 2011년에는 208개로 증가하 다. 일정 

액 이상의 매출액 기 을 충족시키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역시 최근 제약산업의 시장 확 를 간 으로 보여주는 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1〉제약산업 재무제표 분석을 위한 분석대상 구분

구분 분류명 분류기준
대상기업 수

2007 2008 2009 2010 2011

제약산업

대기업 매출액 300억원 이상  84  97 107 117 123
중소기업 매출액 80～300억원 미만  99  98  93  92  85

계 183 195 200 209 208
전체 

제조업
- 국내 전체 제조업 중

매출액 25억원 이상 기업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경우, 2010년 자료까지 매출액 25억 이상의 기업이 대상이며, 2011자료는 전수조사임.

각 지표의 특성에 따라 차 조표와 손익계산서 상의 항목으로 나

어 지표를 선정하 다. 한 이러한 지표들의 체 인 흐름에 한 분

석을 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개년을 그 분석기간으로 선

정하 다. 

먼  성장성은 기업들의 활동, 성과  규모가 년도에 비하여 얼마

만큼 증가하 는지 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성장성 지표는 해당 기업

과 산업의 규모를 측정하는 지표로,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등이 있다. 수익성 지표는 손익계산서 상의 항

목과 매출액의 비율로서, 수익성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경   리 상

태에 하여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한 수익성의 정도에 따라 향후 

산업 체의 방향성을 단할 수도 있다. 안정성 지표는 기업의 재무유동

성과 지 능력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표로서, 기업의 경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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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필수 인 지표이다. 더 나아가 본 보고서에는 생산성에 한 추

이분석을 추가하 는데 이는 생산성을 통하여 제약산업에 속하는 기업들

이 생산요소를 얼마나 효율 으로 사용하는지에 한 정보를 얻기 함

이다. 분석을 해 선정한 지표의 종류와 산출방식은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제약기업의 경영성과 및 현황분석을 위한 지표

구분 지표 지표산출방식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100
순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100-100
총자산증가율 (당기자산총계/전기자산총계)*100-100

유형자산증가율 (당기유형자산/전기유형자산)*100-100

수익성

매출액순이익률 (당기순이익/당기매출액)*100
매출액총이익률 (당기매출총이익/당기매출액)*100

매출액영업이익률 (당기영업이익/당기매출액)*100

안정성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총자본)*100

생산성
매출액(종업원1인당)  (매출액/종업원수)

자본집약도(종업원1인당)   ((당기총자본+전기총자본)/2)/종업원수

  1. 성장성 지표

제약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성장성 분석을 한 지표로 매출액증가

율, 순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을 선택하 다. 먼  매

출액 증가율은 기업의 업규모의 증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인 성

장성 지표  하나이다. 한 순이익증가율은 기업의 체 활동에 한 

이익규모의 증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며, 총자산증가율은 기업자산

규모의 증감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이다. 유형자산증가율은 기업의 자산 

가운데 생산활동과 련된 자산(유형자산)의 증감을 악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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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이기 때문에 분석 상지표로 선정하 다.

가. 매출액증가율

연간 매출액 80억원 이상을 기록한 국내 제약기업들의 2007년 이후 

매출액증가율의 연평균증가율(CAGR)은 5.9%인 것으로 나타나서 매년 

성장을 지속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같은 기간의 제조업 

체의 매출액증가보다는 낮은 수 이었다.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형 제약기업의 5년간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이 2.2%로 80억원~300억원 미

만의 소 제약기업의 1.0%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5년 동안의 매출액 증가율 폭이 2008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상 으로 거  제약기업보다 소 제약기업에서 5년 사이의 감

소폭이 두드러졌다(5년 변동추이: 기업 -9.5%, 소기업 -18.9%). 

매출액증가폭이 최근들어 둔화되고 있는 상은 신약개발과 R&D 등 

투자 보다 내수  업 심으로 지 받고 있는 재 국내 제약기업의 

경 행태가 한계를 보이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압력으

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일  약가인하정책과 리베이트에 

한 규제, 한미 FTA 등의 요인들이 본격 으로 향을 미칠 경우 매출

액 증가에 부정 인 결과가 나타나리라는 망이 우세하다. 물론 고령화 

 만성질환으로의 질병 구조 변동과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의지, 산업 

발달에 따른 체 시장규모의 확  등과 같이 장기 으로는 제약산업

의 매출 구조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요인들도 있다. 그러나 지

속 인 성장을 한 새로운 략 마련에 제약기업과 정부가 극 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상 으로 작아서 외부

효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소 제약기업의 경우에는 향후 매출구조 

변화에 지 않은 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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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거  제약기업의 매출액증가율 추이는 세계의약품 산업의 매출

액증가율 추이와 일맥상통하는 이 있다. 주요 로벌 제약기업(매출액 

비 상  20개 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의 평균은 2007년 7.3% 으며 

2009년도에는 4.8%까지 감소하 다. 물론 2010년에는 7.7%로 반등하

으나 국내제약산업의 매출액증가율 감소 상과 비슷한 추세를 보인 것

으로 나타났다.30) 

〈표 4-3〉제약기업의 최근 5개년 규모별 평균 매출액증가율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CAGR
5년 

변동추이

대기업 20.6 22.4 21.4 14.4 11.1  2.2  -9.5  

중소기업 19.9 39.5 20.0 23.6 16.3  1.0 -18.9

제약산업 20.2 30.8 20.8 18.5 13.3  5.9 -14.3

제조업 전체  9.3 20.4  2.2 17.5 13.6 12.6   3.3
자료: 나이스신용평가(주) 및 한국은행, 기업성과분석

나. 순이익증가율

국내 제약기업의 순이익증가율 역시 매출액증가와 연동하여 일단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매출 80억원 이상 제약기업의 

연평균 순이익증가율은 39.5% 으며, 특히 소 제약기업의 순이익증가

율이 거  제약기업보다 상 으로 높았다. 

다만 순이익증가율의 폭은 2011년에 들어와서 년보다 크게 감소하

고, 2007년 수 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2012년 이후에는 일  약가인하를 비롯하여 제약산업이 

해 왔던 이익창출 구조에 향을 미칠 요인들이 지 않은 상황으

3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년 의약품산업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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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국내 제약기업의 행태 변화와 응이 주목된다.

〈표 4-4〉제약기업의 최근 5개년 규모별 평균 순이익증가율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가율

5년 

변동추이

대기업 23.1 25.0 44.4 52.8 10.6 31.2 8.1

중소기업 48.8 44.3 96.6 48.6 16.6 51.0 -2.2

제약산업 35.4 33.5 64.7 51.1 12.9 39.5 4.1
자료: 나이스신용평가(주)

다. 총자산증가율

총자산증가율은 기업에 투하된 총자산이 얼마나 증가하 는가를 나타

내는 비율로서 체 인 성장성과 투자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러

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제약기업들의 총자산증가율은 최근 5년 동안 지

속 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최근 경기침체라는 부정 인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비교  안정 인 성장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

된다. 국내 제약기업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총자산증가율은 4.8%로서, 

제조업 체의 12.8%보다는 다소 낮은 수 이었다.

2011년의 제약기업 총자산증가율은 2010년에 비해 거   소 규

모 모두 증가하 다. 체 제조업의 총자산증가율이 같은 기간에 오히려 

감소했다는 을 감안해 보면 제약산업의 경우 상 으로 안정 인 경

상태를 보이면서 투자 역시 조 씩 제고하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이는 

최근 국내 제약기업들이 과거와 같은 매  업을 통한 성장 신 

연구개발을 통한 성장에 심을 두기 시작하는 경향이 반 된 것으로 

보인다.



142∙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표 4-5〉제약기업의 최근 5개년 규모별 평균 총자산증가율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CAGR
5년 

변동추이

대기업 17.1 19.3 17.1 12.7 14.0  4.8 -3.1
중소기업 21.4 21.3 24.0 13.8 15.6  3.2 -5.8
제약산업 19.4 20.3 20.3 13.2 14.7  7.7 -4.7

제조업 전체 13.6 19.1  8.8 11.7 10.7 12.8 -0.8
자료: 나이스신용평가(주) 및 한국은행, 기업성과분석

라. 유형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은 기업이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에 해 

어느 정도 투자하 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이 지표 역시 앞

서 살펴본 총자산증가율과 아울러 해당 기업의 투자 동향과 성장잠재력

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국내 제약기업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유형자산증가율은 9.9%로서, 

체 제조업을 상회하는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제조업 

체 연평균 유형자산증가율: 9.6%). 한 앞에서 보았던 다른 지표들과 

달리 5년 동안의 변동 추이 역시 상 으로 크지 않다는 도 정

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2011년의 년 비 증가율 상승이 거  

제약기업을 심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상 으로 자 력과 기술

력을 갖춘 규모 기업 부문부터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정책과 업계 자

체의 연구개발 투자 움직임이 반 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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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제약기업의 최근 5개년 규모별 평균유형자산증가율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CAGR
5년 

변동추이

대기업 21.0 29.1 17.0 16.0 21.7 7.9 0.7

중소기업 19.6 35.6 43.9 18.2 19.9 4.3 0.3

제약산업 20.2 32.3 29.1 17.0 20.9 9.9 0.7

제조업 전체  4.9 15.5  8.0  9.7  9.8 9.6 4.9
자료: 나이스신용평가(주) 및 한국은행, 기업성과분석

  2. 수익성 지표

수익성은 기업의 지속성을 하여 가장 필수 인 요소이다. 성장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는 산업이라면 기업들은 사업을 지속할 

유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익성을 단하기 한 

지표로 매출액순이익률, 매출액총이익률, 매출액 업이익률을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먼  매출액순이익률은 기업의 모든 활동에 한 수익성을 

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 사  차원의 수익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라는 이유로 표 인 수익성 지표로 활용된다. , 매출액총이익률

과 매출액 업이익률은 제약산업의 특징을 반 하기 해서 분석지표로 

선정하 다. 매출액총이익률은 매출액 비 매출총이익의 비율로서, 기업

의 생산활동에 한 수익성을 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매출액 업이익

률은 매출액 비 업이익의 비율로서, 기업의 생산  매를 망라한 

업활동에 한 수익성을 악하는 목 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활동의 비 이 지 않은 제약산업의 특성을 반 할 수 있을 것으

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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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출액순이익률

국내 제약산업의 체 인 매출액순이익률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약업의 수익성이 비교  양호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제약기업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 다. 

규모 제약기업의 경우 증가율의 폭이 2008년 이후  하락하여 

2011년 5.6%를 기록한 반면, 소 규모 제약기업의 경우에는 2007년에

는 -4.8%에서 2008년 1.8%로 회복한 이후 최근까지 년 비 매출액

순이익률을 비슷한 수 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표 4-7〉제약기업의 최근 5개년 규모별 평균 매출액순이익률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가율

5년 

변동추이

대기업  7.4 7.9 6.9 5.7 5.6 6.7 -1.8 

중소기업 -4.8  1.8 0.9 1.2 0.7 0.0 5.5 

제약산업  0.8  4.9 4.1 3.7 3.6 3.4 2.8 
자료: 나이스신용평가(주)

나. 매출액총이익률

기업의 생산활동에 한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총이익률로 연매출 

80억원 이상 제약기업들의 수익성을 평가한 결과 5년간(2007~2011년) 

연평균 42.1% 증가하여 상당히 양호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5개년간 년 비 매출액총이익률은 제약기업의 매출액 규모에 계

없이 안정 인 양상을 보 다. 즉, 규모 제약기업의 경우에는 년 

비한 매출액총이익률이 2007년 49.0%에서 2011년 43.3%로 완만한 감

소추세를 보 으며, 소 제약기업의 경우에는 2011년과 2007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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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에 불과할 정도로 변화의 폭이 었다.

〈표 4-8〉제약기업의 최근 5개년 규모별 평균 매출액총이익률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가율

5년 

변동추이

대기업 49.0 48.0  45.0 45.4 43.3 46.1 -5.7 

중소기업 38.3  38.7 38.2 36.5 37.3 37.8 -1.0

제약산업 43.2 43.3 41.8 41.4 40.8 42.1 -2.4 
자료: 나이스신용평가(주)

다. 매출액영업이익률

제약산업의 주요한 특성  한 가지로 지 되는 것이 높은 업  

매 리비의 비 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c). 매출액 업이익률

은 기업의 생산  매를 망라한 업활동에 한 수익성을 악하는 

지표로서 업활동의 비 이 지 않은 제약산업의 특성을 반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2007년 이후 제약산업의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업이익률 증가율은 

8.3%로서 체 제조업 분야(6.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업활동

을 통한 수익창출 비 이 높은 산업 분야임을 보여주었다. 다만 정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2008년 이후 연평균 매출액 업이익률 증

가폭이 조 씩 감소하고 있다는 이다. 거  제약기업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 업이익률 증가폭이 2007년 11.7%에서 2011년 8.9%로, 소 

제약기업의 경우 한 2007년 5.5%에서 2011년 3.8%로 하락하 다. 

이와 같은 이익창출 구조의 변화는 향후 음성 인 리베이트 규제와 

매 리 심의 경  개선에 따라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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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제약기업의 최근 5개년 규모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가율

5년 

변동추이

대기업 11.7 12.4  10.8 10.0 8.9 10.8 -2.8

중소기업  5.5   6.2  7.2  5.3 3.8  5.6 -1.7

제약산업  8.3  9.3  9.1  8.0 6.8  8.3 -1.5

제조업 전체  5.9  5.9  6.2  6.9 5.6  6.1 -0.3
자료: 나이스신용평가(주) 및 한국은행, 기업성과분석

  3. 안정성 지표 변화추이

안정성 지표는 일반 으로 알려진 기업의 재무구조에 한 정보를 제

공하는 지표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역의 계를 가진 두 가지 지표, 즉,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을 토 로 제약산업의 안정성을 분석하고자 한

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 비 부채(타인자본) 비율로 해당 비율이 높을

수록 기업의 재무구조는 부정 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 로 자기자본비

율은 총자본 비 자기자본 비율을 의미한다. 자기자본은 융비용을 부

담하지 않고 기업이 운용할 수 있는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

업의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가. 부채비율

연간 매출액 80억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제약기업의 2011년 부채비

율은 108.7%로서 체 제조업의 평균 부채비율 109.2%와 유사한 수

이었다. 상 으로 형 제약기업의 부채비율에 비해 소 규모 제약기

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재무구조가 건 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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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약기업의 2007~2011년 5년간 연평균 부채비율 증가율은 

119.5%로 나타났는데, 형 제약기업은 부채비율 증가폭이 계속하여 감

소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체 제약산업의 5년간 부채비율 증

가율의 변동 추이 역시 1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형 제약기업을 

심으로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 다. 다만 상 으

로 세성을 가지고 있는 소 규모 제약기업의 부채비율이 여 히 높

은 수 이라는 은 향후 체 제약산업 구조에서 개선이 필요한 이

라고 할 수 있다.

〈표 4-10〉제약기업의 최근 5개년 규모별 평균 부채비율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가율

5년 

변동추이

대기업 101.2 104.0   99.6  96.1  92.0  98.6  -9.2 

중소기업 140.6  143.5 142.3 161.3 133.7 144.3  -6.9 

제약산업 122.0 123.6 118.9 124.2 108.7 119.5 -13.3 

제조업 전체 107.1 123.2 109.6 101.5 109.2 110.1   2.1 

자료: 나이스신용평가(주) 및 한국은행, 기업성과분석

나. 자기자본비율

2011년 재 제약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55.3%로 체 제조업에 비

해 47.6% 자기자본비율로 평가한 기업안정성 측면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 다. 규모가 클수록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높았으며, 최근 5개년간 연

평균 자기자본 비율의 변동 역시 안정 인 것으로 나타나, 제약기업의 

재무구조는 비교  건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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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제약기업의 최근 5개년 규모별 평균 자기자본비율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가율

5년 

변동추이

대기업 59.9 58.2  58.2 59.3 59.5 59.0 -0.4 

중소기업 51.7  52.4 49.3 49.6 52.5 51.1 0.8 

제약산업 55.5 55.3 54.1 55.1 56.7 55.3 1.2 

제조업 전체 48.3 44.8 47.7 49.6 47.8 47.6 -0.5 
자료: 나이스신용평가(주) 및 한국은행, 기업성과분석

  4. 생산성 지표 변화추이

가.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연간 매출 80억원 이상인 제약기업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2011년 

재 346,113천원으로서 5년 에 비해 약 109,740천원 증가하 다. 

제약기업의 규모별로는 형 제약기업에서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소 규모 제약기업보다 커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지난 5년간 종업원 1인당 매출액 변동 추이는 소규모 제약기업

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본구조와 수익창출 구

조에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소기업의 특성상 상 으로 빈번한 인력

조정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12〉제약기업의 최근 5개년 규모별 평균 종업원 1인당 매출액

(단위: 천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5년 

변동추이

대기업 271,643 313,797 337,236 371,204 365,382  93,738 

중소기업 205,276  287,297 349,202 320,361 316,488 111,213 

제약산업 236,374  300,547 342,721 349,414 346,113 109,740 
자료: 나이스신용평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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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업원 1인당 자본집약도

제약기업의 종업원 1인당 자본집약도 역시 에서 살펴보았던 종업원 

1인당 매출액과 유사한 양상을 보 다. 즉, 종업원 1인당 자본집약도 역

시 지난 5년간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으로서 제약산업 종사인

력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지표에서도 형 제

약기업은 소 규모 제약기업에 비해 종업원 1인당 자본집약도의 총량 

 지난 5년간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제약기업의 최근 5개년 규모별 평균 종업원 1인당 자본집약도

(단위: 천원)

2007 2008 2009 2010 2011
5년 

변동추이

대기업 310,206 339,838  364,583  422,523  448,918  138,712 

중소기업 275,263  388,128 381,882 333,067 399,295 124,032 

제약산업 291,636  363,983 372,512 384,185 429,362 137,726 

자료: 나이스신용평가(주)

  5. 국내제약산업 집중정도 및 적정 제약기업 수

산업조직 에서 시장구조는 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 산업의 시장

구조에 한 정보가 악되어야 그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행동을 분석

할 수 있으며, 기업행동에 한 분석에 따라 그 기업들의 성과에 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시장구조에 따라서 기업들의 시장행동 

 성과에서도 지 않은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에서는 국내 제약산업

의 시장구조에 한 분석을 통하여 독   경쟁의 정도를 악하고, 이

를 토 로 국내 제약시장에서의 정한 제약기업의 수에 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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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구조를 나타내는 가장 표 인 두 지수는 상 기업집 률()

과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I)이다. 

과 HHI 모두 시장집 률을 나타낸다는 공통 이 있지만, 의 경우

는 특정개수의 시장 유율 상 기업을 상으로 하는 반면 HHI는 산업 

체 기업을 상으로 한다는 차이 이 있다.

가. 상위기업집중률()

시장구조분석에서 요한 문제  하나는 시장이 얼마나 지배 인 성

격을 가지고 있는가이며, 이 경우 시장구조에 한 평가는 경쟁의 정도

에 한 측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이를 해서는 경쟁의 정도

를 측정하기 한 기 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와 련된 지표로서 많

이 활용되는 것이 상 기업집 률이다.

상 기업집 률은 N개의 기업  상  n번째 기업까지의 시장 유도

를 합계한 것으로 일종의 집 지수이므로 n의 크기에 따라 다양하

게 결정된다. 를 들어 상  n번째까지의 유율의 합계는 상  n기업 

집 률(CRn)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정갑 , 2009).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 일반 으로 통용하는 시장 유율 상  3개 

기업을 상으로 하는 를 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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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제약산업의 시장점유율 상위 3개 기업의 상위기업집중률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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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나이스신용평가(주)

는 1980년 35.3%로 상당히 높은 수 이었으나, 1990년  후반

부터 2000년  반까지 격한 하락추이를 보 다. 이후 2000년 에 

들어서는 완만히 하락한 후, 13% 수 에서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 기업집 률 완화 상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들이 작용

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1980년 이후 제약기업 수가 증가한 것과 한 련성을 가진

다. 해당 산업에서 기업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일반 으로 한정된 시

장을 유할 경쟁자가 등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CRn 값이 감소하는 

원인이 된다. 한, 약품의 성격  성분에 따라 특성화된 기업분류가 

가능한 제약산업의 특성이 반 된 것으로 보인다. 제약기업들은 일반

으로 주력 상품군을 가진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의약외품,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등의 구분 가운데, 각 기업의 주력상품군을 정하고, 그 구분 

내에서도 약품의 종류  성분에 하여 특화되어 있는 성향이 있다. 따

라서 체 매출액에 한 유율에 한 분석을 실행했을 시, 더욱 경쟁

인 시장으로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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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약산업 분

야의 상  3개 기업의 상 기업집 률을 구한다면 시장의 세성과 양

극화 상을 살펴볼 수 있다. 2011년 재 나이스신용평가(주)에 자료가 

등록된 모든 제약산업 에 연간 매출액이 있는 제약기업의 수는 301개

에 불과한데, 이들 301개 제약기업의 매출액 합계 가운데 상  3개 기

업31)이 차지하는 비 은 약 13.02%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하 에 속

한 기업들의 매출액 비 을 합하여 시장 유율이 1%를 상회하기 해

서는 하  86개 제약기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즉, 상  1%의 기업이 산

업 체 매출의 약 13%를 올리고 있는 반면, 하  28.5%의 기업들을 

모두 합해야 체 매출액의 1%를 올리는 셈이다.

따라서 상 기업집 률을 통해 악한 재 우리나라 국내 제약시장

의 특징은 1980년  이후 차 경쟁 인 시장양상으로 바 어 오고 있

으나, 여 히 부분 으로는 과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악할 

수 있다. 한 이러한 특징에 따라 상하  기업간 시장 유율 차이가 상

으로 크고, 세성을 가진 기업들이 생존을 하여 과당경쟁  

매와 업에의 집 , 불법 인 리베이트 등 음성 인 행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는 산업 내의 모든 기업의 유율을 제곱한 

값의 총합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31) 동아제약(주), (주) 웅제약, (주)녹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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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I는 에 비해 산업 내의 모든 기업의 시장 유율이 반 되기 

때문에 더 실질 인 기업분포와 시장집 률 분석이 가능한 장 이 있으

나, 반 로 모든 기업의 시장 유율을 알아야 계측할 수 있다는 측정상

의 한계도 존재한다. 한편, 공정거래 원회의 정의(기업결합 심사기  

문)에 따르면, HHI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수평 , 수직

 결합을 제한하지 않기로 하여, HHI가 1,200 미만인 산업을 실질

으로 경쟁  시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림 35〕제약기업의 HHI 변동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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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나이스신용평가(주)

HHI의 변화 추이 역시 의 변화 추이와 흡사하다. 1980년 HHI

는 794.9 으나 1985년부터 반 수 으로 격히 하락하 고, 2000년 

이후로는 변동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은 양상이다(2000년  평균 

HHI=159.1). 한 분석 기간 가운데 가장 높은 HHI지수를 기록했던 

1980년 역시 1,2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제약산업

의 HHI는 경쟁  시장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HHI가 가지는 시장구조에서의 함의  요한 한 가지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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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기업들이 균등한 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HHI를 

이용하여 해당 산업의 정기업의 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이다. 이는 

를 각 기업의 유율과 산업 내 평균 유율의 차이이고 이 가 균등

하고, HHI지수를 소수형식으로 산출한다면 다음의 추정식을 통하여 

HHI가 제시하는 산업의 균등규모의 기업 수를 추정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는 HHI의 정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식에 가 균등하다는 가정을 용하면 
 




는 0이 되기 때문에 

HHI는 체 기업의 역수가 된다. 2011년 제약산업의 소수  기 의 

HHI는 0.015971이다. 따라서 2011년을 기 으로 하 을 경우 체 제

약시장에서 정한 수 의 국내 제약기업의 수는 0.015971의 역수인 

62.61, 즉 약 63개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 수 의 국내 제약기업의 수를 그 로 수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 과 가정이 존재하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우선 2010년

을 기 으로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 청에 공식 으로 등록된 국내 제약

제조업체 수는 593개에 달하는데32), 이번 분석에서는 2011년 재 매

32) 식품의약품안 청(2011), 식품의약품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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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액이 보고된 301개 제약업체가 HHI지수 계산에 포함되었다. 즉, 실제 

매출액 여부와는 별도로 제약시장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업체의 

수는 반 되지 못한다.

한 상 기업집 률  HHI지수를 보았을 때 제약산업 체 으로

는 경쟁시장에 가깝지만, 의약품의 특성상 효능군  이에 따른 생산량

에 따라 시장경쟁수 이 달라진다는 (허재헌, 2011)에서 ‘균등한 유

율’이라는 가정 자체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

은 자료의 특성상 기업경 정보가 분석된 국내 제약기업만을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장 등의 이유로 경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국내 

제약기업이나 다국  제약기업은 분석 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들을 감안하 을 때 실제 국내 시장에서의 정한 제약기업의 

수는 63개보다 많아질 것으로 상된다.

‘ 로벌’한 성격이 강해지고, 일개 국가의 기업이라는 국경의 의미가 

어들고 있는 제약산업의 상황에서 사실 한 국가 내의 정한 제약기

업의 숫자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 제약기업의 수와 

구조조정 필요성  방식에 한 논란33)은 이미 시작되었고, 사회  자

원의 효율 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의미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 제약기업의 수는 향후 

련 논의를 진 시키기 한 기 인 문제제기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그 지만 HHI지수는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 인 문제에 해서 시사

하는 바가 지 않다. HHI지수 추정을 해 분석한 301개 제약기업의 

매출액 기  시장 유율은 1 부터 63 까지의 기업이 74.0%를 차지하

고 있었다. 즉, 매출액 기  상  20%의 기업이 체 제약산업 매출의 

3/4을 유하고 있고, 제약산업 반에 세한 규모의 기업이 상당수 존

33)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MainKind=C&NewsKind=5&NewsNum= 
83155&vCount=12&v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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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는 이다. 앞서 상 기업집 률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

이 하  28.5%의 기업(86개 기업)들의 매출액을 모두 합해야 제약시장 

체 매출액의 1%를 차지하는 수 이다. 국내 제약시장에서 정한 제

약기업의 수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본질 으로 자유시장경제에서 

제약사의 설립 자체를 규제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할 것이나, 일부 

기  미달의 세한 제약사 난립과 이들의 제네릭의약품 업에 몰두한 

기업행태가 결국 R&D 투자 등을 가로막고 비정상 인 리베이트 등을 

유인한다는 지 은 향후 제약산업의 발 을 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2절 국내 제약시장 구조분석: 고혈압 치료제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1. 국내 고혈압 시장 현황 

본 장에서는 국내 제약시장  단일 치료제시장으로 가장 큰 규모인 

고 압 시장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제약기업과 외자계 기업의 시장 유율 

비교, 유통채 별 매비  비교, 오리지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매출 비교, 시장집 도 분석을 통한 국내 의약품시장의 경쟁구도 등을 

살펴보고, 이후 고 압 시장에서의 시장 유율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약시장은 수요측면의 ‘ 체성’에 의해 효능군별로 시장을 구분

하는 것이 필요하다(양 민, 2004). 체 제약시장에 해 연구하는 것

도 의미가 있겠으나 개별 약효군 시장이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한다면 

고 압 시장 분석을 통한 제약시장 구조분석이라는 본 연구의 근 방

식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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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시장 분석을 한 데이터 근이 매우 제한 이란 이 제

약시장 구조분석 연구의 어려움 의 하나이다. 본 연구의 기본 데이터

는 IMS health의 매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IMS health는 140

여개 도매업체, 540개 약국, 160개 병원, 500개 의원을 상으로 한 표

본조사를 통해 매 분기별로 시장조사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품별, 

제조회사별, Molecule별, 매채 (약국, 병원, 도매)별 매출(Sales), 가

격(Price), 출시연도(Launch date)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고 압은 우리나라 체 인구의 약 15%가 유병율을 가지고 있을 정

도로 일반화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표 4-14>를 보면, 국내 고 압 

시장의 시장규모는 매출액 기 으로 1조 3841억원 정도로, 체의약품 

시장의 약 10%를 유하고 있다34). 2011년 매출액 기 으로는 국내기

업의 시장 유율은 53.4%(7,394억원)이고, 외자계 기업은 46.6%(6,447

억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유율은 2007년 

48.6%, 2008년 49.7%, 2009년 53.5%, 2010년 54%, 2011년 53.4%

으로 2009년 이후 주춤하 지만, 2007년, 2008년 비 국내기업의 시

장 유율이 약 4~5% 가량 상승하 다. 

2011년 기 으로 고 압 시장에서 제품을 매하는 국내 기업수는 

118개, 외자계 기업수는 18개이며, 기업당 매출액은 국내기업의 경우 

62.6억원, 외자계 기업의 경우 358.2억원으로 외자계기업의 기업당 매출

액이 약 6배가량 높았다.

2011년 기 으로 고 압 체 품목수는 780개 품목이 존재하며, 이

 국내기업 품목수는 728개, 외자계 기업 품목수는 52개이다. 품목당 

매출액은 국내기업이 평균 약 10.1억원인데 반하여, 외자계 기업은 

34) IMS에 의하면 2011년 국내의약품 시장규모(매출액 기 )는 13조 8210으로 추정,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20417065634284l5
&linkid=43&newssetid=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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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4-14〉국내제약기업과 외자계기업의 고혈압 치료제 매출액 비교

(단위 : 개, 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내

기업

기업수 118 119 115 117 118
품목수 504 566 627 627 728
매출액 5,053  5,658  6,941  7,384  7,394  

점유율(%) 48.6 49.7 53.5 54 53.4

외자계

기업

기업수 18 17 18 18 18
품목수 55 51 54 55 52
매출액 5,335  5,737  6,028  6,281  6,447  

점유율(%) 51.4 50.3 46.5 46 46.6

고혈압

전체

기업수 136 136 133 135 136
품목수 559 617 681 682 780
매출액 10,388 11,395 12,969 13,665 13,841

점유율(%) 100.0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제약업계는 하나의 제품을 공동으로 하

는 코 로모션(co-promotion), 하나의 제품을 두개의 다른 제품명으로 

각자 매하는 코마 (co-marketing) 등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이같

은 공동마 은 부분 다국 제약사와 국내제약사간에 이루어지고 있

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시장 유율이 과추정(overestimation)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다. 한 License-in을 통해서 제품을 매하는 국

내제약사의 제품의 경우에도, 국내기업 매출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IMS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시장 유율을 경쟁력의 지표로 추측하는 것

에는 한계가 따른다. 다음은 공정거래 원회에서 소개한 Co-Marketing

과 Co-Promotion의 비교이다.   



제4장 국내 제약산업 구조분석 ∙159

〈표 4-15〉Co-Marketing과 Co-Promotion 비교

구분 Co-Marketing Co-Promotion

개념
∙하나의 제품을 두 개의 다른 제품

명으로 각자 판매, 유통, 마케팅

∙하나의 제품을 공동으로 판촉하

고 그 대가로서 수수료를 취득

장점 ∙영업활동에 대한 실적평가 용이
∙Brand를 하나로 통일해서 판촉

하므로 Brand인지도 극대화

단점 ∙Brand가 나뉘어 인지도 분산
∙Sales ticketing 논란

∙영업사원 평가 및 동기부여 곤란

사례

∙GSK와 B.Ingelheim의 고혈압치

료제를 브랜드명을 달리하여 판매

∙프리토

∙한국화이자와 제일약품은 동일브

랜드로 고지혈증치료제인 리피토 

판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09

 

고 압 시장은 외래처방약 비 이 높은 약이다. 2011년 병원 매출액

은 670억원( 체의 4.8%), 클리닉(의원) 매출액은 71억원(0.5%), 약국 

매출액은 1조 3천억원(94.7%)으로 약국의 비 이 거의 부분을 차지하

다. 

〈표 4-16〉유통채널별 고혈압 치료제 판매 비중

(단위 : 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병원
판매액 557 612 652 662 670  

점유율(%) 5.4 5.4 5 4.8 4.8

클리닉
판매액 61  66  78 81 71

점유율(%) 0.6 0.6 0.6 0.6 0.5

약국
판매액 9,770  10,717 12,239  12,922  13,100  

점유율(%) 94 94 94.4 94.6 94.7

계
판매액 10,388 11,395 12,969 13,665 13,841

점유율(%) 100

고 압 시장을 ATC 기  약효군으로 분류하면 C03(이뇨제), C07(베

타차단제), C08(칼슘이온차단제), C09( 닌-안지오텐신계)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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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  매출액으로 보았을 때, C09( 닌-안지오텐신계)가 8,565억

원( 체 매출의 61.8%)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C08(칼슘이온차단제) 

3,604억원, C07(베타차단제) 1,454억원, C03(이뇨제) 218억원 순이었

다. 기업수로도 C09 118개 업체, C08 101개 업체, C07 88개 업체, 

C03 29개 업체가 제품을 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평균 

매출액을 기업수와 매출액을 이용하여 계산해보면 C09 72.5억원, C08 

35.6억원, C07 16.5억원, C03 7.5억원이며, 복을 감안한 체 기업

비 매출액을 계산하면, 고 압치료제 시장에서는 업체당 평균 101.7억원

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약효군별 기업수, 성분수, 제품수, 매출액분석

(단위: 억원)

　 약효군 C03 C07 C08 C09 계

2007년

기업수 31 97 103 99 136
성분수 12 19 19 38 88
품목수 34 164 200 161 559
매출액 210 1,181 3,895 5,103 10,389

2008년

기업수 31 97 105 105 136
성분수 12 19 19 37 87
품목수 34 166 215 202 617
매출액 213 1,311 3,855 6,017 11,396

2009년

기업수 31 95 101 109 133
성분수 13 20 19 38 90
품목수 35 165 207 274 681
매출액 221 1,422 3,979 7,347 12,969

2010년

기업수 30 90 104 111 135
성분수 13 20 18 40 91
품목수 34 152 206 290 682
매출액 222 1,516 3,798 8,129 13,665

2011년

기업수 29 88 101 118 136
성분수 13 20 19 39 91
품목수 33 147 189 411 780
매출액 218 1,454 3,604 8,565 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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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압 시장에서 오리지  의약품 매출은 8,510억원( 체의 61.4%)에 

달하며 제네릭 매출은 5,331억원( 체의 38.6%)으로 오리지  비 이 

높았다35). 그러나 오리지  의약품 시장 유율은 2007년 68.2%, 2008년 

66.4%, 2009년 62.4%, 2010년 62.4%, 2011년 61.4%로 지속 으로  감소

하 다. 이는 특허만료의약품 즉 제네릭 제품의 수가 상 으로 증가

하 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오리지  의약품의 품목수는 2007년 88개, 

2008년 86개, 2009년 88개, 2010년 89개 2011년 86개로 큰 변동이 없었

던 반면, 제네릭 의약품의 수는 2007년 471개, 2008년 531개, 2009년 

593개, 2010년 593개 2011년 694개로 크게 증가하 다. 

〈표 4-18〉국내 고혈압 치료제 시장의 오리지널‧제네릭 시장 점유 비중

(단위: 개, 억원)

약효군 C03 C07 C08 C09 계

2007년

오리지널　
품목수 12 19 19 38 88
매출액 134 833 1,899 4,221 7,087

제네릭　
품목수 22 145 181 123 471
매출액 75 348 1,996 882 3,301

2008년

오리지널　
품목수 11 19 19 37 86
매출액 128 919 1,719 4,801 7,567

제네릭
품목수 23 147 196 165 531
매출액 85 392 2,136 1,216 3,829

2009년

오리지널
품목수 12 20 18 38 88
매출액 125 1,005 1,719 5,253 8,102

제네릭　
품목수 23 145 189 236 593
매출액 95 418 2,260 2,094 4,867

2010년

오리지널　
품목수 12 20 17 40 89
매출액 122 1,074 1,604 5,739 8,539

제네릭　
품목수 22 132 189 250 593
매출액 100 442 2,195 2,390 5,127

2011년

오리지널　
품목수 12 19 18 37 86
매출액 122 1,042 1,501 5,845 8,510

제네릭　
품목수 21 128 171 374 694
매출액 96 412 2,103 2,720 5,331

35) IMS 자료에서 오리지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구분은 출시년도를 비교하여 가장 먼

 출시된 제품을 오리지  제품으로 인정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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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약효군별/molecule별 제네릭수를 계산한 표로서, 2011년 

4/4분기 기 으로 고 압 제품  제네릭제품 수가 0개인 molecule은 

33개로, 나타났고, 제네릭 제품수가 1개인 molecule의 수는 12개 등으

로 조사되었다, 제네릭 수가 무려 87개인 제품도 하나 발견되었다. 

〈표 4-19〉 약효군별/molecule별 제네릭 수(2011년 4/4분기 기준)

제네릭 수

code 0 1 2 3 4 5 6 7 11 12 13 16 18 21 25 34 39 44 49 64 69 74 76 87 total

C03 4 2 2 0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

C07 8 3 1 1 1 0 0 2 0 0 0 0 0 1 0 0 0 1 0 0 1 0 0 0 19

C08 5 1 1 0 1 3 1 0 1 1 0 0 0 0 0 0 1 0 1 0 0 1 0 0 17

C09 16 6 0 2 0 1 2 0 0 0 2 1 2 0 1 1 0 0 0 1 0 0 1 1 37

총계 33 12 4 3 3 5 4 2 1 1 2 1 2 1 1 1 1 1 1 1 1 1 1 1 84

국내 고 압 시장에서의 단일제와 복합제의 비 을 보면 2011년 기

으로 단일제 시장규모가 8,959억원, 복합제 시장규모가 4,882억원으로 

두배가량 되지만, 복합재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국의 국립임상

평가연구소(NICE)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일제 사용에서 압조 이 부

족한 환자의 1차 복합제는 ARB(안지오텐신수용제차단제)+CCB를 권장

하고 있다고 한다36).

36) 국민일보(2012.4.13일자), 약이야기-엑스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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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국내 고혈압 치료제 시장에서의 단일제‧복합제 비중

(단위: 개, 억원)

　　 약효군 C03 C07 C08 C09 계

2007년

단일제
품목수 30 137 199 133 499
매출액 205 1,116 3,892 3,020 8,233

복합제
품목수 4 27 1 28 60
매출액 4 64 3 2,083 2,154

2008년

단일제　
품목수 31 139 214 172 556
매출액 209 1,242 3,852 3,329 8,632

복합제　
품목수 3 27 1 30 61
매출액 5 68 3 2,688 2,764

2009년

단일제　
품목수 33 138 206 175 552
매출액 215 1,355 3,976 3,841 9,387

복합제　
품목수 2 27 1 99 129
매출액 5 67 3 3,506 3,581

2010년

단일제　
품목수 32 128 205 173 538
매출액 218 1,455 3,796 3,810 9,279

복합제　
품목수 2 24 1 117 144
매출액 4 61 2 4,319 4,386

2011년

단일제　
품목수 31 124 188 228 571
매출액 215 1,395 3,602 3,747 8,959

복합제　
품목수 2 23 1 183 209
매출액 3 59 2 4,818 4,882

고 압 시장의 집 도와 경쟁도를 측정하기 해 상  4개 품목의 시

장 유율과 허핀달지수(HHI; Herfindahl Hirschman index)를 계산하

다. 산업조직론에서는(Tirole, 1989)에서는 집 도를 계산하기 해 여

러 지수를 개발하여 왔는데, 집 지수(Concentration ratio), 허핀달지수, 

엔트로피 인덱스 등 3가지 지표가 가장 자주 사용된다. 집 지수는 상  

몇 개 기업만의 시장 유율을 고려하나 HHI지수는 시장에 참여하는 모

든 기업의 시장 유율을 고려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구도를 

더 정확히 반 한다는 장 이 있다. HHI지수는 모든 제품의 시장 유을 

제곱하여 합한 값으로, 통상 으로 HHI 1,000 이하는 집 도가 낮은 

경쟁 시장, HHI 1,000~1,800은 집 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경쟁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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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4,000은 과  시장, 4,000 이상은 독  시장으로 본다.

우리나라 고 압시장에서 상  4개 품목의 시장 유율은 2011년 기

으로 16.7%로 나타났다. 한 체 품목 780개  26개가 1% 이상

의 시장 유율을 가지는 제품으로 이들 26개 품목이 체 시장에서 차

지하는 비 은 57.6% 다. 고 압 시장 체의 허핀달 지수는 2011년 

기  169로 나타나 매우 경쟁 인 시장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 이후 

지속 으로 지수가 하락하여 왔다. 이는 제품특허 만료 등으로 후발제품

의 시장진입이 활발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ATC 3자리수 약효군  경

쟁지수가 가장 높은 제품군은 C07(베타차단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제품 시장은 집 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경쟁  시장으로 해석할 수 있고, 

C03(이뇨제), C08(칼슘이온채  차단제), C09( 닌안지오텐신약)은 집

도가 낮은 경쟁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4-21〉고혈압 시장 집중지수 및 HHI지수

(단위: %, HHI지수) 

　 C03 C07 C08 C09 전체

생산 품목수 31 142 168 398 780

상위 4개 

품목 

시장점유율

2007 56.5 60 45.9 30.6 20.2
2008 52.7 60.3 43.3 27 17.5
2009 49.7 61.4 41.8 23.5 16.5
2010 49.8 61.2 41.1 22.9 17.1
2011 49.9 61.1 40.3 22.6 16.7

품목 HHI

2007 1,039.2 1,575.7 767.2 482.5 238.7
2008 955.6 1,624.9 646.8 425.4 204.0
2009 920.2 1,707.2 611.8 337.5 182.9
2010 941.3 1,782.6 595.4 316.5 179.6
2011 954.2 1,641.1 589.9 292.4 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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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경쟁도가 높은 시장에서는 시장 유율 확보를 한 경쟁이 매

우 치열할 것으로 상된다. 특히 보험약가에 의해 가격을 자유롭게 변

동할 수 없고, 최종소비자가 아닌 의사의 처방에 의해 제품이 구매되는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가격민감도가 낮아서 가격경쟁보다는 활동 등

을 통해서 시장을 확보하기 해서 노력할 확률이 높다. 다음 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장 유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모델을 이

용해서 추정해 보고자 한다. 

  2. 고혈압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결정요인

가. 서론

의약품 수요는 일반재와는 달리 최종소비자가 제품을 직  구매하지 

않고, 최종소비자의 선택을 신해서 의사가 소비자에게 합한 약을 처

방함으로써 제품 구매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약품에 한 수요를 분석

하기 해서는 의사의 처방 의사결정이 어떤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사결정요인은 첫째, 의사의 처방은 의사에 

한 지불구조－ 를 들면, 행 별수가제, 포 수과제 등－와 같은 제도

인 요인에 의해 처방이 결정될 수 있다. 

둘째, 의사의 나이, 경험, 교육 등과 같은 의사의 개인 인 배경요인

에 의해 결정이 될 수 있다. 학교 재학 당시에 받았던 은사에게서 받은 

교육이나, 처방경험으로 습득된 약의 효과성에 한 지식 등이 처방에 

향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의사가 새로운 의약품이나 기존 의약품에 한 새로운 사실 발

견과 련한 정보를 습득하는 출처－ 를 들면, 의료학술지나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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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과의 의견교환 등－에 의해 향을 받을 수도 있다. 

넷째, 제약회사의 의약품 고나 홍보활동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

다. 홍보활동에는 제약회사 업직원의 방문이나 무료 샘 제공 등과 같

은 것이 해당될 것이다. 

다섯 번째 요인으로는 환자의 성이나 소득수 과 같은 환자 고유의 

특성이 향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의 가격, 약의 신성, 제품출시년도, 경쟁제품의 수 

등과 같은 제품요인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처방을 하되, 의사에

게 가장 높은 효용가치를 제공하는 의약품을 처방한다고 가정하고자 한다. 

나. 선행연구 검토

제네릭 시장 유율과 련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개되어 

왔다. 첫째 시장진입의 경쟁효과와 련한 연구이다. 를 들면 Caves 

et al(1991)에서는 오리지  개발사가 어떻게 제네릭 진입자와 경쟁하는

지 연구하 다. Caves et al(1991)의 연구 결과 미국시장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 이후 오리지  의약품사의 가격이 하락하지만, 가격

하락율 측면에서 기존 제네릭 의약품의 하락률이 더 낮은 것으로 주장

하 다. 이는 오리지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탄력성 차이 등에 

의한 상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시장진입 결정요인과 련한 요인이

다. 이 분야의 연구는 Grabowski and Vernon(1992)이 선구 인 논문

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네릭의 진입은 기 이익(expected 

profits)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주장은 Frank and 

Salkever(1997)에 의해서 재확인 되었다. Frank and Salkever(1997)의 연

구는 제네릭 진입자수는 시장규모에 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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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 Morton(1999, 2000)은 미국에서의 제네릭 진입결정 요인을 연구하

면서 기진출한 약효군과 유사한 분야에 진출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밝

냈다. 한 제네릭 진입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오리지  개발사

의 매출액, 만성질환 시장, 병원 매출이 높은 분야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 다. 

국내 연구로는 오근엽 등(2007)은 특허만료 이후 molecule 수 에서

의 오리지  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의 시장 유율 변화를 찰하 다. 

측 결과 장기 으로 복제약들은 평균 으로 53%정도의 시장 유율에 

수렴하게 됨을 발견하 다. 그러나 시장 유율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 

특허만료 이후의 기간에 집 하 으나, 가격 등 기타 변수들에 해서는 

고려는 하지 않았다. 신주 ‧최상은(2008)은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시장

유율에 미치는 향분석을 해 청구실 이 높은 상  10  성분의약

품을 추출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종속 변수로 성분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유율을 사용하 으며, 설명 변수로서 제네릭 의약품 가

격, 오리지  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차이, 진입순서 등을 고려하

다. 분석결과 제네릭의약품 가격은 제네릭 의약품 시장 유율에 직

으로 향을 미치지 않으나, 오리지  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의 가격

의 차이는 시장 유율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 다(가격차이 1% 

증가시, 제네릭 유율 0.9% 감소). 그러나 모형에서 오근엽 등(2007)

에서 고려한 특허만료 이후 경과 시간 등의 주요변수가 생략이 되었다. 

사공진 등(2007)은 한국제약 회의 생산실  패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

장 유율 결정요인을 추정하 다. 그러나 종속변수인 약품의 시장 유율

을 계산하기 해 사용한 시장의 개념이 동일성분‧동일제품‧동일함량을 

하나의 약품군으로 하고, 하나의 약품군에 해당하는 오리지 과 제네릭

약의 시장 유율을 log-odds 형태로 변화하여 산출함으로써 성분내의 

시장 유율 변화를 설명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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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타 선행연구와 차별화하여, 종속변수인 의약품 

시장 유율을 수요측면에서 서로 체가능한 효능군내에서의 유율로 

정의하고 분석하 다, 이러한 정의가 성분간 의약품의 체 가능성, 세

부 약효군 간 체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한 시장 유율을 분석하기 해 먼  의약품의 수요에 한 분

석 즉, 의약품 처방과 소비의 행태를 추론하고, 그 추론에 근거하여 

합한 모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다. 분석 모델: 이산선택 모형

본 연구의 모델로 사용하는 이산선택모형은 소비자의 선택 상이 되

는 각각의 제품들이 차별화된 특성을 보유한 서로 다른 제품이며, 소비

자는 이러한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매 구입시 에 가장 효용이 높은 제

품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모델의 가정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

약품 시장에서 차별화된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에 해 처방권자

인 의사가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처방한다고 가정한다37). 이산선

택모형의 표 인 형태가 로짓모형이라 할 수 있다. Berry(1994)는 

Nested logit model을 제안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두단계의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서 제품을 선택한다고 가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2단계 이산선택모형에서 더 나아가 3단계 이산선택 모

형을 선택하 다. 즉 의사는 환자를 처방할 때 먼  세부 약효군을 선택

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세부 약효군은  ATC의 C03(이뇨제), C07(베

타차단제), C08(칼슘이온차단제), C09( 닌-안지오텐신계)가 해당된다. 

37) 본 연구에서는 의사와 환자의 이해 계의 립이 없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Iizuka(2001)
는 의사와 환자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주인- 리인문제(Expert's agency problem)에 집

하여 일본 제약시장의 분석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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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단계의 약효군에 해당하는 molecule단 의 성분

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의 제품 차별화는 환자의 타입

에 따라 는 발 되는 증상에 따라 처방되는 약이 달라질 수 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마지막 단계의 선택은 동일 molecule내에서 제네릭/오

리지  의약품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의사의 효용함수은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1)

그리고 의사는 여러 안  의사에게 가장 높은 효용을 주는 제품을 

처방한다.

Pr ′ ∀≠′                  

여기에서 는 제품의 찰 가능한 특성으로 경쟁의약품 출시년도, 

특허만료 여부 등이 해당한다. 

는 제품의 가격을 가리킨다.  

는 제품의 품질처럼 계량분석 연구자에게 찰 불가능한 제품 j의 

특성을 나타낸다. , , 는 각각 의사가 세부 약효군에 해, 

molecule에 해, 그리고 제품 j에 해 가지고 있는 선호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의사의 경험과 교육 등의 요소가 이러한 선호도에 향을  

것으로 상되나, 계량분석 연구자에게는 역시 찰 불가능한 변수이다.  

는 서로 독립 이고 동일한 분포(iid)이며 극단값분포((Extreme value 

distribution)를 가지고 있다. Cardell(1997)에 의하면  이 극단값분포

를 가질 때,    역시 극단값

분포를 가지는 확률변수임을 증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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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는 0에서 1사이에 놓여 있는 값으로 ()이 1에 

가까워지면 molecule내(세부 약효군내)에서의 제품간 상 계가 1이 

되고, 0에 가까워지면 상 계가 0에 가까움을 의미한다. 이 변수들의 

값은 모형 추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극단값 분포를 가지는 

확률변수일 때, 제품 j의 molecule내에서의 시장 유율은 

  


  

----------(2)

로 나타난다. 여기서 
∈

  은 molecule  m의 

inclusive value이다.  Molecule 수 에서는, 세부 약효군내에서 세부 

약효군에 molecule m을 선택할 확률은  

 


 

-------------(3)

이다. 여기서  
∈

  은 세부 약효군 g의 inclusive value 이

다. 마지막으로 체 고 압 시장내에서 세부약효군 g의 시장 유율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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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를 이용하여 제품 j의 시장 유율을 계산하면

    

×

×



 


  

---(5)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고 압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방문하지 않

는 유병환자의 효용 을 0과 같다고 가정하고, 식(5)에 로그를 취한 뒤 

inclusive value의 표 을 체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다. 

ln   ln         ln  ln  -(6)

식(6)의 추정은 Berry, Levinsohn and Pakes(1995)와 Nevo(2000)

에서 지 하 듯이 일반 으로 가격변수와 측 불가능한 제품특성간의 

상 계 문제가 있다(  ≠ ). 이러할 경우 모델에서의 추정

치인 와 는 불편추정량이 아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패

데이터의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패 데이

터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기 해서는 가 시간에 불변하는 제품특성

을 가져야 하며, 간에 다 공선성문제가 없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    ≠을 만족하는 도구변수

()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도구변수로 Stern(1996)은 경쟁수 을, 

Berry(1995)는 경쟁제품의 특성을, Azoulay(2002)는 공 에 향을 주

는 변수( 를 들면 생산비용 등)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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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장매출/가격/출시년도 데이터는 IMS health를 

통해 데이터를 입수하 다. 시장매출 데이터는 2007~2011년 분기별 매

출데이터로 제품명과 함께, 제조사 등이 표시되었다. 제품의 가격은 성

인 하루 권장량(DDD, daily dose defined) 기  가격으로 작성되었다.

총제품수는 2007년 559개, 2008년 617개, 2009년 681개, 2010년 

682개, 2011년 780개가 존재하 다. 

〈표 4-22〉고혈압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결정요인 파악을 위한 변수와 기초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제품 시장점유율(), % 0.16  .5502144

Molecule 내에서의 점유율( ), % 14.42  30.69304

약효군 내에서의 molecule 점유율(), % 0.65  2.360825 

가격( ) 936.6  8676.937

오리지널 의약품 최초 시장 출시 후 월수(pioneer) 207  96.91885 

퍼스트 제네릭 최초 시장 출시 후 월수(firstgene) 149  114.3431

더미변수(오리지널=1, 제네릭=0) .140436 .3474531

제네릭 수 39.9137  28.74081

마. 추정결과

시장 유율 추정결과는 서로 다른 추정방법을 통한 결과를 비교하기 

해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 다. 먼  OLS모형은 Pooled regression 모델

로 패  데이터 모형에서 제품의 개별효과(individual effect), 즉 여기서는 

가 제품에 따라 변하지 않는 상수라고 가정하고 추정한 값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패 데이터 고정모형(fixed effect) 모델은 시장 유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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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지만 찰불가능한 변수가 있다고 가정하여 추정하나, 가격 등 

독립변수와 이 찰 불가능한 변수 간에 상 계가 없어야 한다. 마지막

으로 도구변수를 이용한 추정치를 제시하 다. 

〈표 4-23〉시장점유율 결정요인 모형추정 결과

변수 OLS fixed effect model
instrumental 

variable model

더미변수

(오리지널=1, 제네릭=0)
-0.0502793
(0.0383895) - 0.0022555

(0.0018088)

더미변수*가격
1.61E-06

(0.00000214)
0.0000182

(0.0000254)
1.010975

(1.467209)

가격( )
-0.0000157***
(0.00000169)

-0.0000492**
(0.000022)

-0.0022659
(0.0018031)

제네릭 수
0.011901***
(0.0006015)

0.0041155***
(0.0006603) -2)

오리지널 의약품 최초 시장

출시 후 월수(pioneer)
0.0149571***
(0.0005566)

-0.0110818***
(0.000464)

-0.0125896
(0.0100826)

오리지널 의약품 최초 시장 

출시 후 월수(pioneer)의 제곱

-0.0000311***
(0.00000128) - -1.83E-06

(7.68E-06)

퍼스트 제네릭 최초 시장 

출시 후 월수(firstgene)
-0.0179421***

(0.0003849) -1) 0.0048565
(0.0095522)

퍼스트 제네릭 최초 시장 

출시 후 월수(firstgene)의 제곱

0.0000359***
(0.0000012)

-6.87E-06***
(0.000000875)

3.89E-07
(5.60E-06)

Molecule 내에서의 점유율( ), 
로그치환

0.937747***
(0.0039449)

1.004097***
(0.0027365)

0.9906773***
(0.0119822)

약효군 내에서의 molecule 
점유율(), 로그치환

0.5198232***
(0.0165972)

0.2680805***
(0.0153034)

0.7267073***
(0.173867)

상수
-0.1605669**
(0.0742536)

2.358321***
(0.0538655)

1.560426***
(0.4261918)

***: p<0.01, **: p<0.05  *:p<0.1
주: 1) 고정효과모형에서 퍼스트 제네릭의 시장출시후 월수 변수는 오리지널 의약품 출시후 월수 변수와 다중 공선성 

문제가 있어 삭제 추정하였음.
2) 도구변수를 이용한 2SLS모형에서는 경쟁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는 제네릭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하였음. 

시장 유율 OLS 모형을 이용하여 해석하여 보면, 고 압 치료제시장

의 시장 유율의 가격에 한 반응은 가격을 1원 상승시켰을 때 시장



174∙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유율 0.0015% 감소한다. 그리고 제네릭 수가 1개 늘어날 때마다 시장

유율은 1.4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지  의약품의 시장출

시 이후 시장 유율은 출시 연수와 함께 시장 유율이 증가하지만, 오목

함수 형태를 띄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네릭의약품의 시장 

출시 연수 이후 시장 유율은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출시 이후 시장

유율은 감소하나 감소폭은 시간과 함께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Molecule내에서의 시장 유율이 1% 증가하면, 체시장에서의 

시장 유율은 0.93% 증가하며, 약효군 내에서의 시장 유율이 1% 증가

하면 체 시장에서의 시장 유율은 0.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결론 및 시사점

국내 제약시장  단일 치료제시장으로 가장 큰 규모인 고 압 시장

에서 국내기업의 시장 유율은 지속 으로 상승하여 왔으나, 기업당 매

출액을 비교하 을 때 국내 업체간 경쟁이 상 으로 치열하게 진행되

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고 압 시장에서 오리지  의약품의 품목수는 일정한데 반하여, 

제네릭 제품수가 증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고 압 시장에

서 오리지  제품이 차지하는 비 은 약 61%로 5년 에 비해 약 

4~5% 가량 고 제네릭 제품 비 이 증가하 다. 그러나 일부 

molecule에서는 제네릭 제품수가 수십개인 품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

으며, 동일약효, 동일제형인 품목에서 이 게 많은 품목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사회 으로 바람직한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고 압 시장의 경쟁강도를 정확히 악하기 해 허핀달지수(HHI지

수)를 산출한 결과 169로 나타나 매우 경쟁 인 시장으로 나타났다. 우

리나라의 경우 보험약가에 의해 가격을 자유롭게 변동할 수 없고,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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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아닌 의사의 처방에 의해 제품이 구매되는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가격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 인 시장에서는 가격경쟁보

다는 활동 등을 통해서 시장을 확보하기 해서 노력할 확률이 높

을 것으로 상된다. 

시장 유율 추정 결과, 가격, 제네릭수, 오리지  의약품의 시장출시 

월수, 퍼스트제네릭 최  시장출시 월수, 제품의 효능군 등이 의약품 수

요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시

도한 시장 유율 추정결과는 처방권자들의 선호가 동일하다는 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자료  한계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처

방권자에 한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할 경우 더 명확한 의약품 

수요함수를 밝 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Berry, Levinsohn 

and Pakes(1995)가 시도한 random coefficient 모델을 사용하여 추정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후속 연구에 맡긴다. 

제3절 제약산업 산업연관분석

  1. 제약산업 산업연관분석 개요

가. 필요성 및 배경

제약산업은 신약개발을 한 연구가 필수 이고, 원료의약품  완제

의약품의 생산과정이 첨단 부가가치산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으로 높은 기

술집약도가 요구되는 산업이다. 이에 따라 OECD는 제약산업을 고 기

술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OECD, 1999). 그리고 신제품 개발의 성공여

부에 따라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 분야이다. 특히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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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부문은 2009년 정부에 의해 선정된 17개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분

류된 표 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한 제약산업의 경우 특허권과 같

은 지 재산권의 보호 상이 되는 첨단 기술  지식산업의 특성을 갖

추고 있어 정부는 신형 제약기업 심의 특성화 지원을 통해 연구개

발 심으로 제약산업 선진화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 한국의 제약산업은 국내 생산에 기반을 둔 내수 완제품 심에

서 격하게 수출과 수입 등을 통한 국제교역량이 증가하는 개방형 산

업으로 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앞에서 거론한 제약산업의 특성과 한국

경제의 성장과 국제경제의 격한 변화에 따른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

해 한국의 제약산업은 구조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

한 바와 같이 신제품의 개발이 수익창출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간 투자의 필요성과 높은 실패의 험이 수반되는 형 인 고 험-고수

익의 구조를 가진 산업의 특성도 아울러 가진다.

따라서 제약산업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요성에 한 정

량  분석을 통해 제약산업의 지원  구조개  정책의 기 자료를 제

공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해 제약산업이 가진 산업구조  특성과 타

산업과의 계, 국민경제  효과 등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해 

산업연 표를 이용한 연 분석을 통해 제약산업과 여타산업과의 직·간

 연 계를 수량 으로 악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산업 반과 함께 제약산업(의약품산업)을 상으로 산업연 분석

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의약품산업은 생산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취

업유발계수가 체산업 평균보다 낮아서 생산, 고용  취업 측면에서 

투자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역시 각각 0.9605, 0.7528로 체산업에 비해 ‧후방연쇄효과가 작았

다(서정교, 2009). 한국과 일본의 의약품산업을 산업연 분석을 통해 비

교한 연구에서도 향력계수와 감은도계수가 제조업종에 비해 낮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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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간투입비율이 낮고 최종수요형의 산업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정 호 외, 2001). 그 지만 한 사회가 축 한 종합 인 

과학지식의 의존도가 높고 표 인 고부가가치 창출 기술집약형 지식산

업인 제약산업을 특화하여 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  

다른 산업부분과의 련성과 효과에 한 연구는 의외로 그 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산업구조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된다. 따라서 시계열 인 자료 구축을 통

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특성과 성장‧변화요인을 규명하고, 정책  시사

을 도출하는 작업은 지속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나. 산업연관분석의 목적

제약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인 비 은 낮아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주요 산업의 하나임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약산업의 역할이나 다른 산업과의 연 계, 다른 산업으로의 효

과 등에 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제약산업에의 투자

가 가져다  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제약산업과 타산업과의 연

계의 정도와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제약산업의 재의 황을 악하

고 미래의 발 방향을 상함으로서 문제 의 악과 함께 향후 정책방

향의 수립을 해 요하다고 단된다.

본 연구는 2010년의 산업연 표를 이용하여 제약산업의 황을 악

하는 것에 주안 을 둔다. 그리고 제약산업의 미래를 측하기 해 

1995년, 2000년, 2005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로부터의 추세를 악

하여 그 단의 근거로 제시하고자한다. 이 분석으로부터 앞에서 제기한 

물음에 한 답변을 구하기 해 정량 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제약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의 특성을 간투입구조의 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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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산업과의 연 계를 분석하고 각종 유발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

른 정책  시사 을 찾고자 한다.   

다. 산업연관분석의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먼  2010년의 산업연 표를 이용하여 제약산업의 산업구

조  특성을 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1995년, 2000년 그리고 2005년

의 산업연 표를 이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제약산업의 산업구조  

특성의 변천을 악하고자 한다. 이를 해 국산거래표와 수입거래표를 

이용하여 국산  수입 간재의 투입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개방경제 하에

서의 국민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고용표를 이용하여 고용에 미치

는 효과를 아울러 살펴본다. 

이를 해 산업연 표상의 28개 분류 기 에서 화학제품군을 제약

산업(통합소분류상의 ‘의약품’항목만 포함)과 화학제품산업(통합소분류상

의 ‘의약품’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화학제품을 모두 포함)으로 세분하여 

총 29개 산업의 련성을 산업별로 분석하고, 제약산업과 기타 28개 산

업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의약품’항목에 해당

하는 산업을 ‘제약산업’으로 명칭을 부여하 다. 

연구내용으로는 먼  각종 산업연 표 상의 자료를 분석하는데, 본 연

구에서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 다. 특히 시기별 분류기 의 차이가 발

생하는 경우에는 2005년의 산업연 표 통합소분류의 분류기 을 기본으

로 하여 통합 재분류 하 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은행의 산업연 표 통합소분류 2010년 연장표의 생산자가격

평가표, 국산거래표, 수입거래표

 ② 한국은행의 2010년 산업연 표 통합소분류에 따른 고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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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한국은행의 1995-2000-2005년 통합소분류 속산업연 표의 생

산자가격평가표, 국산거래표, 수입거래표

 ④ 한국은행의 2005년 산업연 표 통합소분류에 따른 고용표38)

제약산업의 산업구조  특성을 밝히기 해 제약산업의 황을 악

하고, 과거 15년간의 시계열  특성을 다른 주요 산업과 비교하여 분석

하 다. 분석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 다.

 ① 제약산업의 공 과 수요구조의 변화

 ② 제약산업의 총산출, 부가가치, 수출, 수입, 고용 비   변화

 ③ 제약산업의 간투입  부가가치 구성  변화

 ④ 제약산업의 간수요, 최종수요  최종수요의 항목별 구성

 ⑤ 제약산업의 간재, 투자재, 소비재용도별 수입구조

 ⑥ 제약산업 간재의 수입의존도, 간재의 국산화율, 수입계수 등

산업연 표를 이용하여 제약산업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기 해 

각종 유발효과를 분석하 다.

 ① 제약산업의 생산유발효과

 ② 제약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

 ③ 제약산업의 수입유발효과

 ④ 제약산업의 노동유발효과

 ⑤ 제약산업의 후방연쇄효과

체 경제에 한 유발효과뿐 아니라 제약산업과 타산업 간의 연 구

38) 1995년과 2000년은 고용 련 분석의 상에서 제외하 다. 그 이유는 1995년과 2000년
에 해당하는 고용표를 2005년 분류기 으로 재분류하는 데 필요한 기 자료인 ‘기본부

문’의 분류기 이 일치하지 않아 분류기 의 일 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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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세 하게 분석하여 국민경제에서 제약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 과 

역할의 악을 해 아래의 분석을 추가하 다.    

 ① 제약산업의 업종별 간투입 연 구조

 ② 제약산업의 생산유발 연 구조

 ③ 제약산업의 부가가치유발 연 구조

 ④ 제약산업의 수입유발 연 구조

 ⑤ 제약산업의 노동유발 연 구조

  2. 제약산업의 정의 및 분류

가. 산업연관표 상 제약산업의 정의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4항에 따라 사람 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처치 는 방의 목 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구, 기계가 아닌 

것, 는 사람 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약리학  향을 주기 한 목

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계, 기구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국

표 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제약산업은 사람 는 동물의 질병을 

방, 진단, 치료하는데 투입 는 부착 사용되는 의약품, 의료용 기 화학

물  생약제제와 의료용품을 제조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 

의 정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산업연 표 상에서 통합

분류 분류기 의 “화학제품” 항목에 속하는 “의약품  화장품” 분

류 항목의 일부인 통합소분류 분류기 의 “의약품”항목에 해당하는 산업

을 ‘제약산업’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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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에 이용된 자료 및 산업분류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먼 , 2010년도의 해당 자료는 한국

은행의 2010년 연장표의 생산자가격평가표, 국산거래표 그리고 수입거

래표로서 모두 경상가격으로 표시된 자료이다. 고용과 련된 자료는 

2010년의 한국은행 산업연 표 통합소분류 고용표를 참고하 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1995-2000-2005년 통합소분류 속산업연 표(경

상가격)에 포함된 생산자가격평가표, 국산거래표 그리고 수입거래표를 

이용하 다. 고용과 련된 자료는 2005년의 한국은행 산업연 표 통합

소분류 고용표를 참고하 다. 

한국은행의 산업연 표가 시기에 따라 그 분류기 이 바  경우가 있

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 성있는 비교분석을 해 통일된 분류기 에 

의해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2005년의 산업연 표 분류 기 을 기

본으로 자료를 통합 재분류 하 다. 

분석을 한 산업분류는 통합소분류(168부문)를 기 로 하여 체산

업을 제약부문을 포함한 29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이를 하

여 통합 분류(28부문) 상의 화학제품업을 제약부문과 이를 제외한 나머

지 화학제품으로 분류하여 통합 분류에 추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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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제약산업의 산업연관분석을 위한 부문분류표

부문

번호

본연구의 부문분류 한국은행 분류

부문명
1995-00-05년 

산업연관표(168부문)

2010년 산업연관표  

(168부문)

1 농림수산품  1~11  1~11
2 광산품 12~17 12~18
3 음식료품 18~33 19~34
4 섬유 및 가죽제품 34~45 35~45
5 목재 및 종이제품 46~50 46~50
6 인쇄 및 복제 51 51
7 석유 및 석탄제품 52~55 52~55
8 화학제품 56~64, 66~71 56~62, 64~69
9 의약품 65 63
10 비금속광물제품 72~77 70~75
11 제1차 금속제품 78~85 76~83
12 금속제품 86~89 84~87
13 일반기계 90~97 88~95
14 전기 및 전자기기  98~107  96~105
15 정밀기기 108~110 106~108
16 수송장비 111~117 109~115
17 기타제조업제품 118~120 116~118
18 전력,가스및수도 121~124 119~122
19 건설 125~130 123~128
20 도소매 131 129
21 음식점 및 숙박 132~133 130~131
22 운수 134~141 132~140
23 통신 및 방송 142~143 141~143
24 금융 및 보험 144~146 144~146
2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47~154 147~154
26 공공행정 및 국방 155 155
27 교육 및 보건 156~159 156~159
28 사회 및 기타서비스 160~165 160~165
29 기타 166~168 166~168
　 1차산업  1~17  1~18
　 제조업  19~120  19~118
　 SOC 119~130 119~128
　 서비스업 130~165 129~165
　 기타 166~168 16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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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약산업의 산업구조적 특징 분석

가.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한 산업에서의 투입재는 부분 다른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인 간재

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산업 사이에는 이러한 간재를 매개로 

한 연 구조를 갖고 있다. 산업연 분석 혹은 투입-산출분석으로 불리는 

분석방법은 산업과 산업 사이의 연 계를 간재의 투입구조를 활용하

여 수량 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나. 제약산업의 공급 및 수요구조

제약산업(혹은 의약품산업)의 경우 2010년 재 제약산업의 총공  

혹은 총수요는 22조 3,914억원(경상가격)으로 1995년도의 6조 7,035억

원에 비해 3.3배 증가하 음을 <표 4-25>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총공  

 국내산출액은 17조 1,532억원으로 체의 76.6%, 수입은 5조 2,382

억원으로 23.4%로 1995년도의 10.4%에 비해 13.0% 포인트 증가하여 

제약산업의 총규모가 양 으로 증가하 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에서 국

내산출액에 비해 수입이 차지하는 비 이 크게 증가하여 서론에서 언

하 듯이 최근 제약산업은 국제교역이 증가하는 개방형 산업으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음을 보여 다. 

수요측면에서 총수요  국내수요는 21조 473억원(94.0%), 수출은 1

조 3,441억원(6.0%)으로 수출비 은 1995년 3.1%에 비해 2.9% 포인

트 상승하 고,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간수요의 비 은 2000년의 

92.4%에 비해 2010년 80.1%로 하락하고, 최종수요의 비 은 2.4%에

서 13.9%로 상승하 다. 공 측면에서 수입이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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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측면에서도 해외수요인 수출이 증가하여 제약산업의 국제 인 교역

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보여 다.

〈표 4-25〉 제약산업의 공급 및 수요구조

(단위: 십억원, %)

국내산출액

(A)

수입

(B)

 총공급

=총수요

국내수요(C) 수출

(D)중간수요 최종수요 계

1995  6,007.7  695.9  6,703.5  3,312.4  3,186.0  6,498.4 205.2 
(89.6) (10.4) (100.0) (49.4) (47.5) (96.9) (3.1) 

2000  7,594.3 1,255.2  8,849.5  8,179.9   209.4  8,389.3 460.2 
(85.8) (14.2) (100.0) (92.4) ( 2.4) (94.8) (5.2) 

2005 11,747.4 2,372.0 14,119.4 11,913.4 1,584.8 13,498.2 621.2 
(83.2) (16.8) (100.0) (84.4) (11.2) (95.6) (4.4) 

2010 17,153.2 5,238.2 22,391.4 17,940.7 3,106.6 21,047.3 1,344.1 
(76.6) (23.4) (100.0) (80.1) (13.9) (94.0) (6.0) 

주: 총공급(A+B) = 총수요(C+D)

앞의 총산출 비 비  이외에 내수 비 비 을 이용한 개방도의 측

정은 다음과 같다. <표 4-26>은 제약산업의 개방도에 한 정보를 알려

주는데, 표에서 나타나듯이 제약산업의 내수 비 수출비 은 1995년 

3.4%에서 2010년 7.8%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제약산업의 내수

비 수입비 은 1995년 11.6%에서 2010년의 30.5%로 증가하여 국내시

장에서 수입의 비 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

내산업의 해외수출을 압도하는 규모로 2010년 기 으로 수입과 수출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4-26〉 제약산업의 내수대비 수출입 비중

(단위: %)

　 수입 수출
1995 11.6 3.4 
2000 16.5 6.1 
2005 20.2 5.3 
2010 30.5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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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약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그림 36]에서 제약산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 은, 총산출액이 

차지하는 비 은 2010년 재 0.55%로 2000년 0.55%와 차이를 보이

지 않고 있어 변화가 없지만,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 은 2000년 

0.47%에서 2010년 0.52%로 소폭 상승하 다.39)

수출 비 은 2000년 0.19%에서 2010년 0.22%로 소폭 상승한 것에 

반해 수입의 비 은 2000년 0.52%에서 0.86%로 상승하여 수출비 의 

증가 폭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상 으로 수입

의 증가폭이 빠르게 증가하 음을 보여 다.

〔그림 36〕 제약산업의 경제적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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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본 연구에서 2010년도의 황을 악함에 있어 1995년도부터의 추세를 알려주는 시계열

정보를 악하는 것이 요하다고 단되어 주로 1995년과의 비교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그러나 1997년 외환 기로 인한 구조변동이 추세선에 뚜렷한 변동을 래한 것으로 보여

지는 일부의 결과에 해서는 2010년 이후의 추세를 추측하는데 2000년 이후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으로 단되어 비교의 시 을 1995년이 아닌 

2000년을 선정하여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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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제약산업 취업자 수는 2010년 3만 2,355명으로 체산업 

취업자 수의 0.16%를 차지하며,  2000년의 4만 46명( 산업 비 비  

0.24%)에 비해 소폭 감소하여 고용의 비 은 오히려 감소하 다. 이는 

제약산업이 기술집약  산업으로 재편되면서 노동을 덜 사용하는 방향으

로 바 고 있는 추세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단된다.

취업자를 피용자와 자 업자  무 가족종사자로 구분하는데 취업자

수는 피용자수와 자 업주  무 가족종사자수의 합계이다. <표 4-27>에

서 제약산업의 피용자수는 2000년 3만 9,600명( 산업 비 비  0.37%)

에서 2010년 3만 2,018명( 산업 비 비  0.16%)으로 감소하 다. 특히 

[그림 37]에서 보듯이 취업자수의 비 과 피용자수의 비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그리고 [그림 38]을 통해 제약산

업은 취업자  피용자의 비율은 99% 이상을 유지하는 산업구조로 자

업자  무 가족종사자의 비 이 극히 미미한 산업임을 보여 다.

〈표 4-27〉 제약산업의 취업자수 및 비중 추이

(단위: 명)

　 1995 2000 2005 2010

취업자 66,676 40,046 38,141 32,355
(비중, %) (0.39) (0.24) (0.22) (0.16) 

피용자 66,174 39,600 37,876 32,018
(비중, %) (0.58) (0.37) (0.31) (0.22) 
자영 무급1) 502 446 265 337
(비중, %) (0.009) (0.007) (0.005) (0.006)

주: 1)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의미. 취업자수 = 피용자수 +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수. 비중은 

전산업 대비 비중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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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제약산업의 고용비중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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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제약산업의 취업자 구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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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약산업의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

<표 4-28>에서 제약산업의 간투입액은 2010년 재 11조 1,232억

원으로 2000년 4조 7,810억원에 비해 2.3배 증가하 으며 간투입률

은 1995년 57.1% 수 에서 증가한 뒤 2000년의 63%에서 큰 변동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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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 이 안정 으로 유지되고 있다. 

간투입을 세분화하여 국산과 수입으로 나 면, 국산 간재 투입률은 

43.5%로 2000년의 45.8%에 비해 2.3% 포인트 낮아진 반면, 수입 간

재 투입률은 21.4%로 2000년의 17.1%에 비해 4.3% 포인트 증가하여 

수입의 비 이 증가하 다. 수입의 비 이 증가로 인해 간투입액 비 

국산 간재의 비율로 정의되는 간재의 국산화율은 2000년의 72.8%에

서 2010년 67.1%로 하락하 다.

〈표 4-28〉 제약산업의 중간투입액 및 중간투입 구성 변화

(단위: 십억원, %)

　 　 1995 2000 2005 2010

중간투입액
3,430.2 4,781.0 7,326.8 11,124.2 

(57.1) (63.0) (62.4) (64.9)

국산　
2,455.9 3,480.1 5,350.6 7,461.5 

(40.9) (45.8) (45.5) (43.5)

수입　
974.3 1,300.9 1,976.2 3,662.7 
(16.2) (17.1) (16.8) (21.4)

　 국산화율 (71.6) (72.8) (73.0) (67.1)
부가가치액 2,577.5  2,813.3 4,420.6 6,028.9 

총투입액
6,007.7 7,594.3 11,747.4 17,153.2 
(100.0) (100.0) (100.0) (100.0)

주: 중간투입률 = (중간투입액/총투입액)*100, 국산화율 = (국산중간재/중간투입액)*100

간투입률의 추이를 다른 산업과 비교한 <표 4-29>에 따르면 2010

년 기 으로 제약산업의 간투입률(64.9%)은 제조업의 77.5%보다 낮

고 산업의 63.1% 보다 약간 높은 수 으로 밝 졌다.

1995년의 57.1%에서 2010년의 64.9%로 증가한 것과 비슷하게 제조

업 반에 걸쳐 간투입률이 상승하 다. 산업의 간투입률이 1995

년 비 2010년에 54.8%에서 63.1%로 증가한 것에 비하면 제약산업의 

증가율은 약간 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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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제약산업 및 산업별 중간투입률 추이

(단위: %)

　 1995 2000 2005 2010

제약산업 57.1 63.0 62.4 64.9 
1차산업 33.3 37.0 42.0 46.8 
제조업 69.0 72.6 74.6 77.5 
SOC 55.8 53.9 55.8 62.9 

서비스업 36.1 37.8 40.1 43.0 
전산업 54.8 56.7 58.8 63.1 

앞서 <표 4-28>에서 제약산업의 부가가치 총액은 2010년 6조 289억

원으로 2000년의 2조 8,133억원에 비해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

만, 오히려 부가가치율은 2010년 35.1%로 1995년의 42.9%에서 지속

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표 4-30>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제약산업의 2010년도 기 으로 부가가

치율 35.1%로 나타나 제조업의 평균 인 수  22.5%에 비해 높은 수

이지만 서비스업의 57.0%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에 따른 추이는 산업에서 부가가치율이 1995년 비 2010년에 

45.2%에서 36.9%로 감소하여 제약산업에서 감소율이 상 으로 완만

하게 나타난다.

〈표 4-30〉 제약산업 및 산업별 부가가치율 추이

(단위: %)

　 1995 2000 2005 2010

제약산업 42.9 37.0 37.6 35.1 
1차산업 66.7 63.0 58.0 53.2 
제조업 31.0 27.4 25.4 22.5 
SOC 44.2 46.1 44.2 37.1 

서비스업 63.9 62.2 59.9 57.0 
전산업 45.2 43.3 41.2 36.9 

주: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액/총산출액)*100 = 100-중간투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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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에서 제약산업의 부가가치 항목별 구성비를 보면 2010년 

재 업잉여가 38.4%로 가장 높고 피용자보수의 비 이 33%, 순생산세 

22.3%, 고정자본소모 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산업의 경우 

피용자보수 비 이 45.7%로 가장 높고 업잉여는 31.6%로 상 으

로 낮은 비 이 것과는 달리 제약산업에서는 업잉여의 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체와의 비교에서 피용자보수와 고정자본소모

는 제조업의 평균수 보다 낮은 비율을, 업이익은 여 히 상 으로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부가가치율 항목별 구성비(2010)

마. 제약산업의 중간수요 및 최종수요

<표 4-31>에서 간수요율의 추이를 보면 제약산업의 경우 1995년 

49.4%에서 증가한 뒤 2000년 이후 간수요율이 92.4%에서 지속으로 

하락추세를 보여 제약산업 체 으로 간재의 생산비 이 하락하고 있

음을 보여 다. 이는 한국 내에서의 제약산업의 원료가 되는 제품의 생

산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악된다. 이는 타 산업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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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한데, 1차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은 2000

년 이후 계속 간수요율이 상승 내지는 유지하는 추세인 것과는 조

인 것으로 단된다. 

앞의 <표 4-28>에서 2010년도 제약산업의 간수요액 17조 9,407억

원은 총수요액 22조 3,914억원의 80.1%( 간수요율)로 이는 <표 4-31>

에서 보듯이 2000년 간수요율 92.4%에 비해 12.3% 포인트 하락한 

수 이다. 산업의 간수요율 52.8%에 비하면 제약산업의 간수요율 

80.1%는 제약산업의 산출물은 최종재로서의 수요보다는 생산과정에서의 

간재로 투자되는 비 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 다.

〈표 4-31〉 제약산업 및 산업별 중간수요율 추이

(단위: %)

　 1995 2000 2005 2010

제약산업 49.4 92.4 84.4 80.1 
1차산업 73.7 84.3 87.4 90.0 
제조업 54.6 54.5 58.5 58.5 
SOC 18.9 23.1 22.3 26.3 

서비스업 38.2 37.6 39.4 41.6 
전산업 47.6 48.3 50.7 52.8 

주: 중간수요율 = (중간수요액/총수요액)*100

<표 4-32>에서 제약산업의 최종수요 항목별 구성비를 보면 2010년 

재 소비의 비 은 65.8%이고 수출은 30.2%이지만 투자는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최종수요에서 수출항목이 차지하

는 비 은 2000년 68.7%에서 2010년 30.2%으로 하락하 다. 제약산

업의 최종수요 항목별 구성에서 민간소비지출 항목의 비 은 65.8%로 

매우 높은 반면 나머지 정부소비지출이나 투자의 비 은 매우 낮게 나

타난다.



192∙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시간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에 비해 수출의 비 이 6%에서 

2010년 30.2%로 증가하면서 민간소비의 지출의 비 이 93.8%에서 

65.8%로 하락하 다. 제약산업의 특성상 정부소비지출이나 투자 등 나

머지 부문의 비 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의 증감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산업 구조임을 뚜렷하게 보여 다.   

〈표 4-32〉 제약산업의 최종수요 항목별 구성비 변화

(단위: %)

　 1995 2000 2005 2010

 소    비 93.8 29.6 72.4 65.8 
민간소비지출 93.8 29.6 72.4 65.8 
정부소비지출  0.0 0.0 0.0 0.0 

 투    자  0.2 1.7 -0.6 4.0 
민간고정자본형성  0.0 0.0 0.0 0.0 
정부고정자본형성  0.0 0.0 0.0 0.0 

재고증가  0.2 1.7 -0.6 4.0 
수  출   6.0 68.7 28.2 30.2 

최종수요계 100.0 100.0 100.0 100.0 

 

<표 4-33>에서 국내산출액 비 수출액의 비 을 나타내는 수출률을 

부문별로살펴보면 제조업의 수출률 33.7%, 산업의 19.8%임에 비해서 

제약부문의 수출률 7.8%는 그 인 수 은 아직 낮은 수 으로 평

가된다.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의 개선이 시 한 과제로 악된다. 

그러나 시간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의 3.4%에서 2010년의 

7.8%로 2.3배 상승하 다. 이는 제조업의 1995년 비 2010년 1.4배 

증가나 산업의 1.5배 증가에 비해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제약부

문의 국제 개방화와 함께 국제 인 경쟁력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

음을 간 으로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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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제약산업 및 산업별 수출률 추이

(단위: %)

　 1995 2000 2005 2010

제약산업  3.4  6.1  5.3  7.8 
1차산업  1.7  1.8  1.3  1.5 
제조업 23.3 29.9 30.2 33.7 
SOC  0.1  0.2  0.1  0.2 

서비스업  6.7  7.6  6.2  7.5 
전산업 13.3 17.0 16.6 19.8 

주: 수출률 = (수출액/국내산출액)*100

바. 제약산업의 수입구조

<표 4-34>에서 제약산업 수입의 용도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2010년 

재 간재의 비 이 85.9%로 거의 부분을 차지하고 소비재는 11.8, 

투자재는 2.3%로 각각 나타난다. 

2000년 이후 간재의 비 이 91.6%에서 81.8%로 낮아지고 소비재

의 비 은 6.3%에서 11.8%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체산업과 비교하면 

산업의 간재와 소비재의 비 이 81.8%와 9.6%에 약간 높은 신 

투자재의 비 은 8.6%의 1/3 이하의 크기로 투자재의 비 이 낮음을 보

여 다.

이는 간재로 소요되는 제약산업의 산출물에 한 수입 체가 진행

되고 있음을 반증하며, 이와 아울러 외국에서 생산된 완제의약품에 한 

수요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악된다. 따라서 국내의 간의약

품시장에서의 제약산업의 경쟁력보다 국내 완제의약품시장에서의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 한 과제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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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4〉 제약산업 수입의 용도별 구성비

(단위: %)

　 1995 2000 2005 2010 2010 전산업

중간재 75.6 91.6 91.6 85.9 81.8 
소비재 25.4 6.3 8.4 11.8 9.6 
투자재 -1.0 2.1 0.0 2.3 8.6 
수입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다음에서 간재의 수입의존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  간재의 수

입의존도를 다음의 두 가지 기 에 의해 정의한다. 첫 번째는 총산출액 

비이고 두 번째 기 은 간투입액 비 기 으로 정의된다.

  ∙ 간재 수입의존도(I) = 100*수입 간재투입액/총산출액

  ∙ 간재 수입의존도(II) = 100*수입 간재투입액/ 간재투입액

<표 4-35>는 총투입액 혹은 총산출액에서의 간재 수입의존도(I)를 

계산하 는데 2005년 16.8%에 비해 2010년 21.4%로 상승하 다. 이는 

2010년도 재 산업의 간재 수입의존도(I)이 15.9%인 것에 비하면 

제약부문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수 이지만, 제조업만 따로 평가한 경우

의 수치인 24.2%와 약간 낮지만 거의 비슷한 수 인 것으로 단된다.

〈표 4-35〉 제약산업 및 산업별 중간재 수입의존도(I) 추이

(단위: %)

　 1995 2000 2005 2010

제약산업 16.2 17.1 16.8 21.4 
1차산업  2.4  2.4  2.3  3.1 
제조업 18.6 22.0 21.5 24.2 
SOC  4.9  7.8  9.7 15.3 

서비스업  4.1  4.7  4.4  5.9 
전산업 11.0 13.1 12.8 15.9 

주: 중간재 수입의존도(I) = 100*수입중간재투입액/총투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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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6>에서는 간투입액  간재 수입의존도(II)를 제시하고 

있는데 간재 수입의존도(I)에 비해 높은 수 인 32.9%(2010년)로 나

타났다. 이 두 번째 기 에 의한 수입의존도에서는 제약산업의 수입의존

도가 제조업의 수입의존도보다 약간 높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약업의 간투입률이 제조업 평균보다 약

간 낮은 수 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표 4-36〉 제약산업 및 산업별 중간재 수입의존도(II) 추이

(단위: %)

　 1995 2000 2005 2010

제약산업 28.4 27.2 27.0 32.9 
1차산업  7.1  6.5  5.5  6.6 
제조업 27.0 30.3 28.7 31.3 
SOC  8.9 14.5 17.5 24.3 

서비스업 11.4 12.5 10.9 13.8 
전산업 20.0 23.2 21.8 25.3 

주: 중간재 수입의존도(II) = 100*수입중간재투입액/중간재투입액

<표 4-37>에서 부문별로  간투입재 국산화율을 비교하면 2010년 

재 제약산업의 67.1%임에 비해 제조업은 93.4%로 제약업의 국산화

율이 낮게 나타나고, 산업의 평균 인 국산화율인 74.7%보다 낮은 수

치로 나타난다. 

체 간투입에서 국산품이 차지하는 비율, 즉 간투입재의 국산화

율은 1995년의 71.6%에서 2010년의 67.1%로 낮아졌다. 이는 제조업

이나 산업의 경우에 비해 국산화율이 낮아지는 추세와 비교했을 때 

보다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제약산업의 간의약품시장에

서의 국제경쟁력은 상 으로 나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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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7〉 제약산업 및 산업별 중간투입재 국산화율 추이

(단위: %)

　 1995 2000 2005 2010

제약산업 71.6 72.8 73.0 67.1 
1차산업 92.9 93.5 94.5 93.4 
제조업 73.0 69.7 71.3 68.7 
SOC 91.1 85.5 82.5 75.7 

서비스업 88.6 87.5 89.1 86.2 
전산업 80.0 76.8 78.2 74.7 

주: 중간재 국산화율 = 100*국산중간재투입액/중간재투입액 

= 100 - 중간재 수입의존도(II)

<표 4-38>에서 제시되는 수입계수는 총공  비 총수입액을 나타내

며, 이는 간재 뿐만 아니라 최종재까지 고려한 수입의존도를 의미한다. 

앞에서 <표 4-35>와 <표 4-36>에서 제시된 간재의 수입의존도는 생

산의 측면에서 평가한 것이라면, <표 4-38>의 수입계수는 수요의 측면

에서 평가된 수입의존도이다.

〈표 4-38〉 제약산업 및 산업별 수입계수의 추이

　 1995 2000 2005 2010

제약산업 10.4 14.2 16.8 23.4 
1차산업 33.5 52.2 61.0 72.1 
제조업 19.5 20.0 18.1 19.4 
SOC  0.0  0.1  0.1  0.1 

서비스업  4.9  5.5  5.4  6.6 
전산업 13.3 14.7 13.9 16.3 

주: 수입계수 = (중간재수입+최종재수입)/총공급액*100

제약산업의 수입계수는 2010년 재 23.4%로, 제조업의 2010년도 수

입계수 19.4%, 산업의 수입계수 16.3%에 비해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여

다. 그리고 제약산업의 수입계수는 1995년의 10.4%에 비해 2010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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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3배 증가하 다. 이는 제조업이나 산업의 경우 1995년에 비해 수입

계수의 변화가 미미한 것에 반해 제약산업의 경우 수입계수가 상 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 음을 의미하여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국내수요측

면에서 국내제약산업의 경쟁력의 변화에 한 신호를 보여 다.

  4. 제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본 모형의 설명

① 생산유발효과

산업연 표를 이용하여 계산한 투입계수는 재화나 서비스에 한 최

종수요가 발생했을 때 각 산업부문으로 되는 생산유발효과의 크기를 

계측하는데 이용되는 매개변수이다.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한 단  

증가하 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하여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 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 을 나타낸다. 생산유발계수의 도출과정은 역행렬이

라는 수학  방법을 이용하므로 역행렬계수라고도 불린다.

② 부가가치유발효과

산업연 표에서 공 능력이나 노동력 등은 충분하다는 암묵 인 가정 

하에서 최종수요의 변동이 국내생산의 변동을 유발하고, 생산활동에 의

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결과 으로 최종수요의 변동이 부가가치의 

원천이다. 산업연 표를 이용하여 최종수요와 생산수 간의 연 계 뿐

만 아니라 부가가치와의 기능 인 계도 악이 가능하다. 

③ 수입유발효과

각 산업의 생산활동을 하여 필요로 하는 간재는 국산품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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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수입품에 의해서도 충당되므로 최종수요 발생에 따라 생산유발은 

국산품생산유발과 수입품유발로 나 어진다. 최종수요와 생산이나 부가

가치를 연결시켜 그 기능  계를 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입유발

효과는 최종수요와 수입을 련시켜 최종수요발생에 따른 수입유발효과

를 계측하는 것이다.

④ 노동유발효과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은 간재에 노동력이나 자본 등 본원  생산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생산활동에 따른 산업별 취업구조의 변

동이나 노동의 산업간 유발효과를 정확하게 악하는 것은 본원  생산

요소인 노동에 한 장래수요를 측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요하다.   

노동의 산업부문간 구조를 악하기 해 산업간 상호의존 계를 

집약 으로 나타내는 산업연 표를 이용한다. 최종수요의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이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하는  메카니즘에 기 하여 

노동유발효과를 분석한다. 먼  산업별 노동계를 작성하고, 이 노동계수

와 산업연 표의 생산유발계수를 기 로 산출한 노동유발계수를 이용하

여 노동유발효과를 분석한다.

노동계수란 일정기간동안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산출액으로 나  

계수로서 한 단 (산출액 10억원)의 생산에 직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

하므로 노동생산성과 역수의 계이다. 노동유발계수는 노동계수가 취업

계수인지 고용계수인지에 따라 취업자수를 기 으로 한 취업유발계수와 

피용자수를 기 으로 한 고용유발계수로 구분된다.

⑤ 후방연쇄효과

생산유발 계수표를 이용하여 각 산업간의 상호의존 계의 정도를 

산업의 평균치를 기 으로 한 상  크기로 표시한 것이 향력계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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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응도계수이다.    

향력계수란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한 최종수요 한 단 가 증

가하 을 때 산업 부문에 미치는 향, 즉 후방연쇄효과의 정도를 

산업 평균에 한 상  크기로 나타낸 계수로 해당 산업의 생산유발

계수의 열합계를 산업의 평균으로 나 어 구한다.

감응도계수는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

씩 증가하 을 때 어떤 산업이 받는 향, 즉 방연쇄효과가 어느 정

도인가를 산업의 평균에 한 상  크기로 나타내는 계수이다. 해당

산업 생산유발계수의 행합계를 산업의 평균으로 나 어 구한다.

나. 생산유발계수

<표 4-39>에서 제약산업의 국내생산물에 한 최종수요 1단  발생

이 산업에 미치는 향을 나타내는 생산유발계수는 2010년 재 

2.731로 나타났다. 를 들어 제약산업에 한 소비투자 는 수출에 의

한 최종수요의 증가가 1원 발생하면 경제 체 으로 2.731원의 생산이 

유발됨을 의미한다. 2010년도 산업별 생산유발계수와 비교하면, 제조업

의 생산유발계수 3.413보다 낮은 반면 서비스업의 2.147보다 높은 수

으로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인 2.710과 거의 비슷한 수 이다.

〈표 4-39〉 제약산업 및 산업별 생산유발계수의 추이

　 1995 2000 2005 2010

제약산업 2.283 2.439 2.547 2.731 
1차산업 1.791 1.944 2.153 2.426 
제조업 2.691 2.915 3.111 3.413 
SOC 2.351 2.371 2.521 2.865 

서비스업 1.818 1.874 1.980 2.147 
전산업 2.215 2.308 2.428 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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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추이를 보면 1995년의 2.283에서 2010년

의 2.731로 지속 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표 4-29>에서 제약

산업의 간투입률이 1995년의 57.1%에서 2010년 64.9%로 상승한 데

서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한편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도 같은 기간 

생산유발계수가 상승하여 비슷한 경향을 보 다.

다. 부가가치 및 수입유발계수

<표 4-40>에서 최종수요 한 단  증가에 따라 산업에 직  혹은 

간 으로 유발된 부가가치의 크기를 나타내는 부가가치유발계수를 살

펴보면 제약산업의 경우 2010년 재 0.670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부

가가치유발계수인 0.556보다는 높지만 서비스업의 0.846보다는 낮은 수

이다. 이는 <표 4-30>에서 나타나듯이 제약산업의 부가가치율이 제조

업 보다 높지만 서비스업보다 낮은 수 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표 4-40〉 제약산업 및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의 추이

　 1995 2000 2005 2010

제약산업 0.764 0.744 0.731 0.670 
1차산업 0.906 0.880 0.863 0.815 
제조업 0.691 0.628 0.619 0.556 
SOC 0.828 0.789 0.763 0.675 

서비스업 0.900 0.883 0.881 0.846 
전산업 0.804 0.768 0.763 0.698 

시간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유발계수가 1995년 0.764에서 

2010년 0.670으로 하락하 는데, 특히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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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유발계수의 격한 하락폭이 나타난다. 이는 <표 4-29>에서 제약산

업의 간투입률이 1995년의 57.1%에서 2010년 64.9%로 상승한 것에 

반해 제약산업의 부가가치율은 <표 4-30>에서 보듯이 1995년의 42.9%

에서 2010년의 35.1%로 하락하 기 때문이다. 

<표 4-41>의 수입유발계수는 그 정의상 '수입유발계수 = 1－부가가

치유발계수'로 최종수요 1단  증가로 인해 산업에서 직  혹은 간

으로 유발되는 수입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제약산업의 수입유발계수는 

2010년 재 0.330으로 제조업의 0.444보다 낮고 서비스업의 0.154보

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제약산업에 한 100만원의 최종수요는 경제

반에 해 약 33만원의 수입을 유발시킴을 의미한다. 

수입유발계수는 부가가치유발계수와는 달리 2010년까지 지속 으로 

상승하 다. 이는 수입유발계수는 그 정의상 '수입유발계수 = 1－부가가

치유발계수'로 정의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유발계수의 추이와 반 되는 경

향을 보인다.

〈표 4-41〉 제약산업 및 산업별 수입유발계수의 추이

　 1995 2000 2005 2010

제약산업 0.236 0.256 0.269 0.330 
1차산업 0.094 0.120 0.137 0.185 
제조업 0.309 0.372 0.381 0.444 
SOC 0.172 0.211 0.237 0.325 

서비스업 0.100 0.117 0.119 0.154 
전산업 0.196 0.232 0.237 0.302 

라. 노동유발계수

제약산업 부문에서 1단 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취업자수를 나타내

는 취업계수는 1.89, 피용자수를 나타내는 고용계수는 1.87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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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에 제시하 다. 취업계수와 고용계수 모두 제조업(2.27, 2.06), 서

비스업(11.48, 8.30) 보다 많이 낮은 수 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의 

평균 인 수치인 취업계수 6.52와 고용계수 4.75보다도 하게 낮은 

수 이다.

제약산업의 취업계수와 고용계수의 변화 방향을 보면 2005년의 3.25, 

3.22에 비해 거의 반 수 으로 하락하여 다른 산업에서의 변화 정도

를 휠씬 능가하여 한국경제 반에서 발생하는 고용방식의 구조변동보다 

격한 변화를 보여 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약산업의 산출량은 

증가하 으나 고용량은 으로 감소하여 기술집약 인 산업구조로 

재편되면서 노동투입 약  생산으로 변화했음을 보여 다. 

〈표 4-42〉 제약산업 및 산업별 노동계수의 추이

　 　 2005 2010

취업계수

제약산업  3.25  1.89 
1차산업 40.01 28.30 
제조업  3.38  2.27 
SOC  8.35  6.30 

서비스업 13.15 11.48 
전산업  8.51  6.52 

고용계수

제약산업  3.22  1.87 
1차산업  4.12  3.61 
제조업  3.05  2.06 
SOC  8.29  6.13 

서비스업  9.24  8.30 
전산업  5.98  4.75 

생산의 과정에서 직·간 으로 유발되는 노동량을 계량 으로 표

시한 노동계수는 제약산업 부문의 생산물 한 단 (산출액 10억원) 생산

에 필요한 노동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취업자수(피용자와 자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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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가족종사자 포함)를 기 으로 한 취업유발계수는 7.58, 피용자수를 

기 으로 한 고용유발계수는 5.55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약산업의 생산물에 한 소비, 투자 혹은 수출 등 최종수요가 

1단 (10억원) 발생할 때 산업부문에서 직·간 으로 유발되는 총 취

업자수와 피용자수가 각각 7.8명과 5.55명 증가함을 의미한다.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 모두 제조업(7.86과 5.86)보다 낮은 수

일 뿐 아니라 서비스업(11.29, 11.98), 혹은 산업의 평균 인 수

(12.33, 8.98) 보다 휠씬 낮은 수 으로 이는 제약산업이 상 으로 노

동을 유발하는 효과가 낮은 산업임을 의미한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모

두 취업  고용유발계수가 2005년에 비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

과 마찬가지로 제약업 부문 역시 30%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경

제 반 인 노동유발효과의 하락 추세를 반 하고 있다.

〈표 4-43〉 제약산업 및 산업별 노동유발계수의 추이

　 　 2005 2010

취업유발계수

제약산업 10.46  7.58 
1차산업 47.11 33.93 
제조업 11.11  7.86 
SOC 14.67 11.29 

서비스업 19.15 16.62 
전산업 15.76 12.33 

고용유발계수

제약산업  7.64  5.55 
1차산업  7.78  6.81 
제조업  7.90  5.86 
SOC 12.70  9.80 

서비스업 13.38 11.98 
전산업 11.08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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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향력계수란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한 최종수요가 한 단  증

가하 을 때 산업부문에 미치는 향, 즉 후방연쇄효과정도를 산업 

평균에 한 상  크기로 나타낸 계수로 해당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열합계를 산업의 평균으로 나 어 구한다. 이 수치가 1보다 크면 산

업의 평균보다 생산유발효과가 크고, 1보다 작으면 산업의 평균보다 

생산유발효과가 작다고 평가된다.

제약산업의 향력계수는 2501년 재 0.962로 산업의 평균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의 향력계수 1.194보다 낮지만, 서

비스업의 0.751보다는 높은 수 이다.     

제약산업의 향력계수는 1995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앞에서 보았던 제약산업의 생산유발계수가 보인 지속 인 상승 추세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의 상승세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상 인 수

이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표 4-44〉 제약산업 및 산업별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의 추이

　 　 1995 2000 2005 2010

영향력

계수

제약산업 0.984 0.986 0.972 0.962 
1차산업 0.761 0.794 0.824 0.849 
제조업 1.144 1.191 1.190 1.194 
SOC 0.999 0.968 0.964 1.002 

서비스업 0.773 0.765 0.757 0.751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감응도

계수

제약산업 0.541 0.517 0.491 0.455 
1차산업 0.671 0.680 0.653 0.650 
제조업 1.993 1.968 2.073 2.156 
SOC 0.514 0.500 0.473 0.448 

서비스업 1.300 1.357 1.334 1.321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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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응도계수는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

씩 증가하 을 때 어떤 산업이 받는 향, 즉 방연쇄효과가 어느 정

도인지를 산업 평균에 한 상  크기로 나타내는 계수로서 그 산

업의 생산유발계수의 행합계를 산업의 평균으로 나 어 구한다. 따라

서 해당산업의 제품이 각 산업의 간재로 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계수가 커진다.

제약산업의 감응도계수는 2010년도 재 0.455로 산업의 평균보다 

하게 낮다. 다른 산업의 감응도계수, 즉 제조업의 2.156, 서비스업

의 1.321보다 크게 낮은 수 이다. 2010년도 제약부문 생산물  다른 

산업에 간재로 투입된 체 규모의 80% 정도는 의료  보건 분야의 

간재로 투입된 것 이어서 이 분야를 제외한 되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한 감응도계수는 휠씬 낮은 수치이다. 

제약부문의 감응도의 수치는 1995년의 0.541에서 2010년의 0.455로 

지속 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이는 제약산업 분야에서 국내산출 

비 수출의 비 이 2배 이상 증가하 기 때문이다. 참고로 동기간 제조업

과 산업은 약 50% 증가에 머뭄. 이는 1995년에는 타산업에 간재로 

매된 제약산업의 생산물  60%가 의료  보건분야에 투입된 것에 

반해 2010년도에는 80%에 이르는 변화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바.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 추가적인 분석 방향

제약부분의 산출물이 가장 큰 비 으로 투입되는 의료  보건 분야

를 추가로 분류함으로써, 제약부분의 효과 경로를 분석하는데 더 정

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감응도계수나 향력계수의 추정 시 자신에 한 간재재투입을 배

제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다시 고안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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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규모에 비해 간재의 자기투입 비 이 높은 산업의 경우 그 차이를 

분석하여 타 부문으로의 향을 측정하는데 보조 인 정보를 제공할 것

으로 기 된다. 

국산유발계수를 이용한 향력  감응도계수의 분석을 통해 제약업

과 같이 최종재소비에서 국내의 비 이 높은 부문에서의 국내 효과

를 좀 더 정 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5. 제약산업의 연관구조 분석

이 장에서는 산업연 표를 이용하여 제약산업의 생산활동이 국민경제 

내에서 여타 산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를 분석한다. 즉, 일정액

의 생산활동이 국내 각 산업부문의 산출, 부가가치, 수입  고용 등에 

미치는 직·간  효과를 분석을 목표로 한다. 

가. 생산기술 구조

먼 , 제약산업의 생산기술 구조를 보기 해 <표 4-45>에서 업종별 

간재 투입계수를 보면, 2010년 재 제약산업의 생산 한 단 를 해 

투입된 간재는 총 0.6485단 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간재의 투입이 0.3196단 로 총 간재 투

입의 49.28%, 서비스 간재의 투입이 0.2707단 로 41.74%를 차지하

여 간재 투입의 90% 정도가 이들 부문의 간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더 세분화된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  사업서비스의 간투입계

수가 0.1712로 총 간재투입의 26.4%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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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5〉 제약산업에 대한 업종별 중간재 투입계수 추이

　
2000 2010

투입계수 구성비(%) 투입계수 구성비(%)

 1. 농림수산품 0.0240 3.81 0.0217 3.35 
 2. 광산품 0.0001 0.02 0.0001 0.01 
 3. 음식료품 0.0159 2.52 0.0117 1.81 
 4. 섬유및가죽제품 0.0018 0.29 0.0024 0.37 
 5. 목재및종이제품 0.0258 4.10 0.0246 3.80 
 6. 인쇄및복제 0.0097 1.54 0.0079 1.22 
 7. 석유및석탄제품 0.0092 1.45 0.0081 1.25 
 8. 화학제품 0.0940 14.92 0.1091 16.82 
 9. 의약품 0.0883 14.03 0.1134 17.49 
10. 비금속광물제품 0.0192 3.05 0.0183 2.82 
11. 제1차금속제품 0.0060 0.96 0.0065 1.00 
12. 금속제품 0.0070 1.11 0.0114 1.75 
13. 일반기계 0.0025 0.39 0.0019 0.30 
14. 전기전자기기 0.0014 0.23 0.0014 0.22 
15. 정밀기기 0.0013 0.21 0.0011 0.17 
16. 수송장비 0.0015 0.23 0.0017 0.27 
17. 기타제조업 0.0000 0.00 0.0000 0.00 
18. 전력가스및수도 0.0108 1.71 0.0084 1.30 
19. 건설 0.0005 0.08 0.0004 0.06 
20. 도소매 0.0301 4.79 0.0366 5.64 
21. 음식점및숙박 0.0000 0.00 0.0000 0.00 
22. 운수 0.0308 4.89 0.0324 5.00 
23. 통신및방송 0.0084 1.33 0.0060 0.92 
24. 금융및보험 0.0318 5.05 0.0150 2.31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1654 26.28 0.1712 26.40 
26. 공공행정및국방 0.0000 0.00 0.0000 0.00 
27. 교육및보건 0.0050 0.79 0.0057 0.88 
28. 사회및기타서비스 0.0076 1.21 0.0038 0.59 
29. 기타 0.0313 4.98 0.0277 4.26 

1차산업 0.0241 3.83 0.0218 3.36 
제조업 0.2837 45.06 0.3196 49.28 
SOC 0.0113 1.80 0.0088 1.36 

서비스업 0.2791 44.33 0.2707 41.74 
기타 0.0313 4.98 0.0277 4.26 

전산업 0.6295 100.00 0.648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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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과 비교해 보면, 제약산업의 간재 투입계수는 2000년의 

0.6295단 에 비해 소폭 상승하 다. 제조업의 간재 투입비 은 

45.06%에서 4.2%포인트 상승한 것에 비해, 서비스업은 44.33%에서 

2.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부분 자체로부터의 간투입비 이 14.03%에서 17.49%로 증가

하 는데 이는 제약산업의 성장에 따라 내부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반 하고 있다. 

나. 생산유발의 연관구조

제약산업에 한 최종수요 한 단  발생에 따라 경제 반에서 유발

되는 생산을 나타내는 제약산업의 생산유발계수를 살펴보면 2010년 

재 2.7312로 2000년의 2.4392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 한 생산유발효과는 1.8726으로 

총생산 유발의 68.56%를 차지하고 서비스업에 한 생산유발효과는 

0.6027 단 로 22.07%를 차지한다. 

더 세분화된 업종별로 보면, 제약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화학제품에 

한 유발효과가 0.2919로 10.69%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부동산  사업서비스에 한 유발효과로 0.2716단 로 

9.94%를 차지하 다.

2000년과 비교하여 제약산업의 산업별 유발효과는 거의 차이가 없지

만, 부동산  사업서비스에 한 유발효과는 0.2469에서 0.2716으로 

소폭 상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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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6〉 제약산업에 대한 업종별 생산유발구조

　
2000 2010

유발계수 구성비(%) 유발계수 구성비(%)

 1. 농림수산품 0.0546 2.24 0.0508 1.86 
 2. 광산품 0.0540 2.21 0.0934 3.42 
 3. 음식료품 0.0440 1.80 0.0451 1.65 
 4. 섬유및가죽제품 0.0110 0.45 0.0123 0.45 
 5. 목재및종이제품 0.0681 2.79 0.0647 2.37 
 6. 인쇄및복제 0.0157 0.64 0.0144 0.53 
 7. 석유및석탄제품 0.0679 2.78 0.1063 3.89 
 8. 화학제품 0.2305 9.45 0.2919 10.69 
 9. 의약품 1.0989 45.05 1.1301 41.38 
10. 비금속광물제품 0.0315 1.29 0.0312 1.14 
11. 제1차금속제품 0.0430 1.76 0.0697 2.55 
12. 금속제품 0.0165 0.68 0.0293 1.07 
13. 일반기계 0.0152 0.62 0.0189 0.69 
14. 전기전자기기 0.0184 0.76 0.0308 1.13 
15. 정밀기기 0.0039 0.16 0.0046 0.17 
16. 수송장비 0.0101 0.41 0.0200 0.73 
17. 기타제조업 0.0027 0.11 0.0034 0.13 
18. 전력가스및수도 0.0389 1.60 0.0430 1.58 
19. 건설 0.0142 0.58 0.0081 0.30 
20. 도소매 0.0584 2.40 0.0810 2.97 
21. 음식점및숙박 0.0352 1.45 0.0345 1.26 
22. 운수 0.0575 2.36 0.0906 3.32 
23. 통신및방송 0.0302 1.24 0.0286 1.05 
24. 금융및보험 0.0826 3.39 0.0641 2.35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2469 10.12 0.2716 9.94 
26. 공공행정및국방 0.0000 0.00 0.0014 0.05 
27. 교육및보건 0.0089 0.37 0.0124 0.45 
28. 사회및기타서비스 0.0199 0.82 0.0186 0.68 
29. 기타 0.0605 2.48 0.0605 2.22 

1차산업 0.1086 4.45 0.1442 5.28 
제조업 1.6774 68.77 1.8726 68.56 
SOC 0.0531 2.18 0.0512 1.87 

서비스업 0.5398 22.13 0.6027 22.07 
기타 0.0605 2.48 0.0605 2.22 

전산업 2.4392 100.00 2.7312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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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가가치 유발의 연관구조

제약산업에 한 최종수요가 한 단  증가에 따라 각 산업부문에 유

발되는 부가가치액을 나타내는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10년 0.6701로 

2000년의 0.7439에 비해 감소하 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 한 부가가치유발이 0.4244로 총 부가

가치유발의 63.34%를 차지하고 서비스업은 0.22로 32.83%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  사업서비스에 한 유발효과가 0.1176으로 

체의 17.56%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고, 도소매가 0.0316으로 

4.71%, 융  보험이 0.0236으로 3.53%를 각각 차지하 다.

2000년과 비교하여 보면, 제약산업에 한 부가가치유발효과의 비

은 50.58%에서 53.29%로 상승하 으나, 부동산  사업서비스에 한 

유발효과의 비 은 18.94%에서 17.56%로 하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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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7〉 제약산업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 유발구조

　
2000 2010

유발계수 구성비(%) 유발계수 구성비(%)

 1. 농림수산품 0.0183  2.45 0.0150 2.24 
 2. 광산품 0.0019 0.25 0.0010 0.15 
 3. 음식료품 0.0058 0.78 0.0051 0.76 
 4. 섬유및가죽제품 0.0014 0.19 0.0015 0.23 
 5. 목재및종이제품 0.0118 1.58 0.0104 1.55 
 6. 인쇄및복제 0.0049 0.66 0.0043 0.64 
 7. 석유및석탄제품 0.0090 1.21 0.0064 0.96 
 8. 화학제품 0.0166 2.24 0.0178 2.65 
 9. 의약품 0.3763 50.58 0.3571 53.29 
10. 비금속광물제품 0.0088 1.18 0.0063 0.94 
11. 제1차금속제품 0.0034 0.46 0.0039 0.58 
12. 금속제품 0.0039 0.52 0.0052 0.78 
13. 일반기계 0.0019 0.25 0.0015 0.22 
14. 전기전자기기 0.0019 0.26 0.0021 0.32 
15. 정밀기기 0.0005 0.06 0.0004 0.06 
16. 수송장비 0.0013 0.18 0.0019 0.28 
17. 기타제조업 0.0005 0.07 0.0005 0.07 
18. 전력가스및수도 0.0114 1.53 0.0076 1.14 
19. 건설 0.0050 0.67 0.0021 0.31 
20. 도소매 0.0279 3.76 0.0316 4.71 
21. 음식점및숙박 0.0075 1.01 0.0084 1.25 
22. 운수 0.0166 2.23 0.0179 2.67 
23. 통신및방송 0.0132 1.78 0.0083 1.24 
24. 금융및보험 0.0415 5.59 0.0236 3.53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1409 18.94 0.1176 17.56 
26. 공공행정및국방 0.0000 0.00 0.0004 0.07 
27. 교육및보건 0.0048 0.64 0.0059 0.88 
28. 사회및기타서비스 0.0070 0.94 0.0063 0.93 
29. 기타 0.0000 0.00 0.0000 0.00 

1차산업 0.0201 2.70 0.0160 2.38 
제조업 0.4479 60.22 0.4244 63.34 
SOC 0.0164 2.20 0.0097 1.45 

서비스업 0.2594 34.88 0.2200 32.83 
기타 0.0000 0.00 0.0000 0.00 

전산업 0.7439 100.00 0.6701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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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입유발의 연관구조

제약산업의 최종수요와 수입을 련시켜 제약산업의 생산물에 한 

최종수요 한 단  증가에 따른 산업의 수입유발효과를 살펴보면 

2010년도 재 0.3299로 1995년도의 0.2364에 비해 40% 가까이 증

가하 다. 

산업군별로 보면 제조업의 수입유발효과는 0.23339로 체의 

70.89%, 서비스업은 0.0554로 16.79%를 차지하 다. 산업별로 살펴보

면, 의약품을 제외한 화학제품산업의 수입유발효과가 0.0768로 체 수

입유발효과의 23.28%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부동산  

사업서비스분야로 유발계수는 0.0415로 체의 12.57%를 차지하 다.  

1995년과 비교하면, 제조업종에 한 수입유발효과는 0.1791에서 

0.2339로 상승하 음에도 불구하고 비 은 75.79%에서 70.89로 었

고, 서비스의 유발효과는 0.0203에서 0.554로 2배 이상 증가하여 비

이 8.59%에서 16.79%로 증가하 다. 특히 부동산  사업서비스분야의 

수입유발계수는 0.01에서 0.0415로 4배 이상 증가하여 총 수입유발효과

에서 차지하는 비 이 4.24%에서 12.57%로 큰 폭의 증가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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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8〉 제약산업에 대한 업종별 수입유발구조

　
1995 2010

유발계수 구성비(%) 유발계수 구성비(%)

 1. 농림수산품 0.0111  4.71 0.0066 2.00 
 2. 광산품 0.0114 4.83 0.0320 9.71 
 3. 음식료품 0.0087 3.69 0.0097 2.93 
 4. 섬유및가죽제품 0.0018 0.75 0.0018 0.55 
 5. 목재및종이제품 0.0109 4.60 0.0075 2.28 
 6. 인쇄및복제 0.0002 0.09 0.0004 0.12 
 7. 석유및석탄제품 0.0061 2.57 0.0151 4.58 
 8. 화학제품 0.0699 29.56 0.0768 23.28 
 9. 의약품 0.0678 28.68 0.1005 30.46 
10. 비금속광물제품 0.0022 0.93 0.0038 1.16 
11. 제1차금속제품 0.0056 2.37 0.0072 2.18 
12. 금속제품 0.0005 0.22 0.0011 0.35 
13. 일반기계 0.0023 0.99 0.0023 0.71 
14. 전기전자기기 0.0016 0.69 0.0047 1.44 
15. 정밀기기 0.0007 0.31 0.0011 0.34 
16. 수송장비 0.0006 0.25 0.0013 0.39 
17. 기타제조업 0.0002 0.09 0.0004 0.13 
18. 전력가스및수도 0.0000 0.00 0.0000 0.01 
19. 건설 0.0000 0.01 0.0000 0.00 
20. 도소매 0.0004 0.18 0.0007 0.23 
21. 음식점및숙박 0.0021 0.87 0.0021 0.63 
22. 운수 0.0053 2.25 0.0080 2.42 
23. 통신및방송 0.0005 0.21 0.0011 0.35 
24. 금융및보험 0.0014 0.57 0.0013 0.38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0100 4.24 0.0415 12.57 
26. 공공행정및국방 0.0000 0.00 0.0002 0.06 
27. 교육및보건 0.0000 0.00 0.0000 0.00 
28. 사회및기타서비스 0.0006 0.26 0.0005 0.16 
29. 기타 0.0144 6.08 0.0020 0.60 

1차산업 0.0225 9.54 0.0386 11.71 
제조업 0.1791 75.79 0.2339 70.89 
SOC 0.0000 0.01 0.0000 0.01 

서비스업 0.0203 8.59 0.0554 16.79 
기타 0.0144 6.08 0.0020 0.60 

전산업 0.2364 100.00 0.3299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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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노동유발의 연관구조

제약산업의 노동유발연 구조를 분석하기 해 제약산업의 업종별 취

업유발계수를 살펴보면, 제약산업에 한 최종수요 한 단 (10억원) 발

생하는 경우 산업에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2010년 재 7.577명으로 

2005년의 10.459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그룹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 한 취업유발계수는 2010년의 

2.675로 체의 35.30인 반면, 서비스업은 3.976으로 체의 52.47%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비 을 보면, 부동산  사업서

비스의 취업유발계수의 비 이 18.13%로 가장 높고, 다음은 도소매업이 

14.91%, 음식   숙박이 5.99%, 운수업이 5.72%를 각각 차지한다.

2005년과 비교한 취업유발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에 한 취

업유발계수는 2005년의 4.425에서 2010년 2.675로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에 한 유발계수는 4.646에서 3.976으로 약간의 감소에 

머물고 있다. 

업종별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에 비해 부분의 업종에서 취업유

발계수의 값이 하락하 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사업서비스의 취업

유발계수는 2005년의 1.255에서 2010년의 1.373으로 상승하여 이 부

문이 제약산업의 취업유발계수의 요한 비 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부

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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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9〉 제약산업에 대한 업종별 취업유발구조

　
2005 2010

유발계수 구성비(%) 유발계수 구성비(%)

 1. 농림수산품  1.268 12.13 0.853 11.26 
 2. 광산품  0.013 0.13 0.007 0.09 
 3. 음식료품  0.091 0.87 0.059 0.78 
 4. 섬유및가죽제품  0.047 0.45 0.033 0.43 
 5. 목재및종이제품  0.194 1.86 0.147 1.95 
 6. 인쇄및복제  0.138 1.32 0.094 1.25 
 7. 석유및석탄제품  0.006 0.06 0.004 0.06 
 8. 화학제품  0.246 2.35 0.167 2.21 
 9. 의약품  3.353 32.06 1.916 25.29 
10. 비금속광물제품  0.104 1.00 0.063 0.83 
11. 제1차금속제품  0.022 0.21 0.017 0.22 
12. 금속제품  0.113 1.08 0.098 1.29 
13. 일반기계  0.030 0.28 0.021 0.28 
14. 전기전자기기  0.027 0.26 0.019 0.25 
15. 정밀기기  0.013 0.13 0.008 0.11 
16. 수송장비  0.024 0.23 0.016 0.22 
17. 기타제조업  0.015 0.14 0.010 0.14 
18. 전력가스및수도  0.036 0.34 0.023 0.30 
19. 건설  0.071 0.68 0.044 0.59 
20. 도소매  1.436 13.73 1.130 14.91 
21. 음식점및숙박  0.540 5.16 0.454 5.99 
22. 운수  0.702 6.71 0.433 5.72 
23. 통신및방송  0.067 0.64 0.050 0.66 
24. 금융및보험  0.260 2.49 0.211 2.79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255 12.00 1.373 18.13 
26. 공공행정및국방  0.009 0.09 0.006 0.08 
27. 교육및보건  0.144 1.38 0.129 1.71 
28. 사회및기타서비스  0.232 2.21 0.189 2.49 
29. 기타  0.000 0.00 0.000 0.00 

1차산업  1.282 12.26 0.860 11.35 
제조업  4.425 42.31 2.675 35.30 
SOC  0.107 1.02 0.067 0.89 

서비스업  4.646 44.42 3.976 52.47 
기타  0.000 0.00 0.000 0.00 

전산업 10.459 100.00 7.577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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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산업별 제약산업의 유발계수

각 산업의 생산에서 제약부문의 생산물이 간투입으로 사용된 정도

를 악하여 제약부문 생산물의 배분구조를 분석한다.  

① 산업별 제약산업 간투입계수

먼  각 산업그룹 별로 한 단  생산을 해 제약산업의 생산물이 몇 

단 가 투입되는 지를 나타내는 산업그룹별 제약부문의 간투입계수를 

보면, <표 4-50>에서 2010년 재 0.1134로 2000년 0.0883에서 지속

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제조업이나 기타 산업부문에서 

간투입계수가 안정 으로 유지된 것과는 조 인 것으로, 제약부문의 

생산물이 타 부문에 간투입물로 상 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표 4-50〉 산업별 제약산업 중간투입계수의 추이

　 1995 2000 2005 2010

제약산업 0.1057 0.0883 0.1089 0.1134 
1차산업 0.0031 0.0041 0.0041 0.0025 
제조업 0.0023 0.0015 0.0017 0.0016 
SOC 0.0000 0.0000 0.0000 0.0000 

서비스업 0.0072 0.0127 0.0120 0.0129 
전산업 0.0039 0.0059 0.0058 0.0057 

② 산업별 제약산업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의 추이는 제약산업의 경우 2000년 일시 인 하락을 제

외하고 나머지 모든 기간 동안 1.12～1.13 사이의 안정 인 수치를 보

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제조업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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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산출액을 이용하여 가 평균한 수치임) 경우 1995년의 0.0129

에서 2010년의 0.0137로 꾸 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조

인 양상을 나타낸다. 제약산업의 최종수요 한단 의 증가로 유발되는 생

산 이 제약산업의 자체에 미치는 향은 큰 차이가 없지만, 타부문이 

제약산업에 미치는 향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다.

〈표 4-51〉 산업별 제약산업 생산유발계수의 추이

　 1995 2000 2005 2010

제약산업 1.1200 1.0989 1.1244 1.1301 
1차산업 0.0068 0.0077 0.0085 0.0071 
제조업 1.1488 1.1283 1.1552 1.1622 
SOC 0.0018 0.0021 0.0025 0.0027 

서비스업 0.0863 0.1355 0.1123 0.1139 
전산업 1.2560 1.2798 1.2862 1.2919 

주: 산업그룹별 수치는 그룹내 업종별 수치의 단순합계임.

③ 산업별 제약산업 수입유발계수

제약부문의 경우 1995년의 0.0678에서 2010년의 0.1005로 꾸 히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업종별 산출액을 이용하여 가  평균

한 수치인 제조업 부문 체의 산업별 제약산업 수입유발계수의 증가속

도나 산업에서의 증가 속도가 1995년에서 2000에 하락한 이후 상

으로 안정 으로 유지되는 것과 조 이다. 제약산업의 최종수요 한

단 의 증가로 유발되는 수입 은 타부문이 제약산업에 미치는 향보

다는 제약산업의 자체의 향의 증가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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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2〉 산업별 제약산업 수입유발계수의 추이

　 1995 2000 2005 2010

제약산업 0.0678 0.0753 0.0811 0.1005 
1차산업 0.0007 0.0008 0.0010 0.0013 
제조업 0.0706 0.0789 0.0851 0.1055 
SOC 0.0001 0.0002 0.0003 0.0004 

서비스업 0.0083 0.0176 0.0184 0.0251 
전산업 0.0809 0.0981 0.1055 0.1332 

주: 산업그룹별 수치는 그룹내 업종별 수치의 단순합계임.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0년의 산업연 표를 이용하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

는 제약산업의 역할이나 다른 산업과의 연 계, 다른 산업으로의 

효과 등에 한 분석을 시도하 다. 국산거래표와 수입거래표를 이용하

여 국산  수입 간재의 투입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개방경제 하에서의 

국민경제  효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산업연 표를 이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제약산업의 산업구조  특성의 변천을 악하기 해 1995

년, 2000년 그리고 2005년의 산업연 표를 이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

른 제약산업의 산업구조  특성의 변천을 악하 다.

가. 제약산업의 산업구조적 특징

제약산업에서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간수요의 비 은 2000년의 

92.4%에 비해 2010년 80.1%로 하락하고, 최종수요의 비 은 2.4%에

서 13.9%로 상승하 고, 제약산업의 2010년도 부가가치율 35.1%는 제

조업의 22.5%에 비해 높은 수 이지만 서비스업의 57.0%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율은 2010년 35.1%로 1995년의 42.9%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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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으로 하락하고 있다.

취업자  피용자의 비율은 99% 이상을 유지하는 산업구조로 자 업

자  무 가족종사자의 비 이 극히 미미한 산업임이 밝 졌고, 2010

년 국산 간재 투입률은 2000년에 비해 2.3% 포인트 낮아지고 수입

간재 투입률은 4.3% 포인트 증가하여 간재 국산화율은 2000년의 

72.8%에서 2010년 67.1%로 하락하 다. 산업의 간수요율 52.8%

에 비하면 제약산업의 간수요율 80.1%는 제약산업의 산출물은 최종재

로서의 수요보다는 생산과정에서의 간재로 투자되는 비 이 높다는 

을 보여 다.

제약산업의 최종수요 항목별 구성에서 민간소비지출 항목의 비 은 

65.8%로 매우 높은 반면 나머지 정부소비지출이나 투자의 비 은 매우 

낮고, 수입용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재 간재의 비 이 85.9%로 

거의 부분을 차지하고 소비재는 11.8, 투자재는 2.3%로 나타난다. 

2010년도 재 산업의 간재 수입의존도(I)이 15.9%인 것에 비하면 

제약부문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수 이다. 제조업이나 산업의 경우 

1995년에 비해 수입계수의 변화가 미미한 것에 반해 제약산업의 경우 

수입계수가 2.3배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 다.

나. 제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제약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10년 재 2.731로 제조업의 생산유발

계수 3.413보다 낮은 반면 서비스업의 2.147보다 높은 수 으로 산업

의 생산유발계수인 2.710과 거의 비슷한 수 이다. 제약산업의 생산유발

계수의 추이를 보면 1995년의 2.283에서 2010년의 2.731로 지속 인 

상승세를 보인다.

부가가치유발계수가 1995년 0.764에서 2010년 0.670으로 하락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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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특히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부가가치유발계수의 격한 하락폭

이 나타났고, 취업계수는 1.89, 고용계수는 1.87로 제조업(2.27, 2.06), 서

비스업(11.48, 8.30) 보다 낮은 수 이다. 취업계수와 고용계수의 변화 

방향을 보면 2005년의 3.25, 3.22에 비해 거의 반 수 으로 하락하여 

아주 빠른 속도로 노동투입 약  생산으로 변화하 다.

제약산업의 향력계수는 2010년 재 0.962로 산업 평균보다 낮

은 수치이고 1995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제약산업의 생산유발

계수가 보인 지속 인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의 상승세에 미치지 못하여 상 인 수 이 하락했다. 감응도계수는 

2010년도 재 0.455로 산업의 평균보다 하게 낮은데 이는 제약

산업이 다른 산업에의 간재보다는 최종재(민간소비  수출)로서의 성

격이 강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다. 제약산업의 연관구조 분석

제약산업의 간재 투입계수를 보면, 2010년 재 제약산업의 생산 

한 단 를 해 투입된 간재는 총 0.6485단 로, 업종별로 보면, 부동

산  사업서비스의 간투입계수가 0.1712로 총 간재투입의 26.4%

를 차지하고 2010년 재 제약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7312로 2000년

의 2.4392에 비해 약간 증가하 다. 더 세분화된 업종별로 보면, 제약산

업을 제외한 나머지 화학제품에 한 유발효과가 0.2919로 10.69%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 을 차지한다.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10년 0.6701로 2000년의 0.7439에 비해 감소

하 고,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  사업서비스에 한 유발효과가 0.1176

으로 체의 17.56%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고, 도소매가 0.0316으

로 4.71%, 융  보험이 0.0236으로 3.53%를 각각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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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의 수입유발효과를 살펴보면 2010년도 재 0.3299로 1995

년도의 0.2364에 비해 40% 가까이 증가하 다. 1995년과 비교하면, 제

조업종에 한 수입유발효과는 0.1791에서 0.2339로 상승하 음에도 불

구하고 비 은 75.79%에서 70.89로 었고, 서비스의 유발효과는 

0.0203에서 0.554로 2배 이상 증가하여 비 이 8.59%에서 16.79%로 

증가하 다. 특히 부동산  사업서비스분야의 수입유발계수는 0.01에서 

0.0415로 4배 이상 증가하여 총 수입유발효과에서 차지하는 비 이 

4.24%에서 12.57%로 큰 폭으로 증가하 다.

제약산업의 업종별 취업유발계수를 살펴보면, 제약산업에 한 최종수

요가 한 단 (10억원) 발생하는 경우 산업에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2010년 재 7,577명으로 2005년의 10,459명에 비해 감소하 다. 업종

별 비 을 보면, 부동산  사업서비스의 취업유발계수의 비 이 

18.13%로 가장 높고, 다음은 도소매업이 14.91%, 음식   숙박업이 

5.99%, 운수업이 5.72%를 각각 차지한다. 2005년과 비교한 취업유발계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에 한 취업유발계수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에 한 유발계수는 약간 감소하 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 비해 부분의 업종에서 취업유발계수

의 값이 하락하 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사업서비스의 취업유발계수

는 2005년의 1.255에서 2010년의 1.373으로 상승하여 이 부문이 제약

산업의 취업유발계수의 요한 비 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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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은 건강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높은 기술을 

바탕으로 막 한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진국형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각 받고 있다. 더욱이 고령화와 평균수명 연장, 소득증 , 삶

의질에 한 욕구 증가 등 내외  환경여건의 변화는 의약품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제약산업의 지속 인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측된다. 

성장하고 있는 제약시장을 선 하기 하여 세계 으로 신약개발 

 새로운 제약시장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우

리나라 역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한 정부  민간 차원의 투자가 지

속 으로 이루어질 망이다. 이미 정부는 차세  성장동력산업으로서 

바이오의약을 지정한 바 있으며,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신약개발과 산업구조 신을 한 인센티  강화 동기를 부여할 것임을 

밝혔다. 최근에는 <제약산업 육성  지원에 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신형 제약기업 43개를 인증하여 이들 기업에 해 국가 R&D사업 우

선 참여, 세제 지원, 연구시설에 한 부담  면제, 약가 결정에서의 우

, 공공투자펀드에서의 우  등의 인센티 를 제공할 정이다40).

여기에서는 먼  본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국내외 제약산업 동향  

구조분석 결과를 심으로 재 국내 제약산업의 황과 문제 을 간단

하게 정리한 후, 이를 근거로 향후 제약산업의 발 을 한 방안을 

4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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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확   실효성 제고 측면, 자 과 인력 등 인 라 확충 측면, 한

미 FTA 응 략 등 시장개방에 한 응 측면 등으로 크게 구분하

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국내 제약산업 현황 및 문제점 요약

정부의 육성 의지와 민간의 투자 확 에 따라 우리나라의 제약시장은 

꾸 히 확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시장 규모(총생산액)는 2010

년 재 16조 7,254억원으로서 체 GDP의 1.43%를 차지한다. 이는 

2010년 제조업 GDP의 5.18%에 해당하는 규모이기도 하다. 1993년 의

약품 시장 규모가 4조 9천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약 20여년 만에 

약 3.4배 증가한 것으로서, 2003년 이후로도 지속 으로 총생산액이 증

가하고 있다. 

외형 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몇 가지 구조

인 문제 이 여 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평가된다. 우선 시장에 

한 진입장벽이 낮아 시장규모 비 과다한 업체가 난립하여 체 으

로 과다경쟁에 따른 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양

극화 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산출한 상

기업집 률(CR3)과 허핀달-허쉬만지수(HHI)  기타 다른 연구결과들의 

부분은 우리나라 제약시장이 1980년  이후 경쟁 인 시장양상을 가

지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지만, 실제 국내 제약시장은 부분 으로 과

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악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실이라고 사료된

다. 를 들어 2011년 재 연간 매출액이 기록되어 있는 제약기업의 

수는 301개(나이스신용평가 등록업체 기 )인데, 이들 301개 제약기업

의 매출액 합계 가운데 상  3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 은 약 13.0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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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 반면 하 에 속하는 기업들의 매출액 비 을 합하여 시

장 유율 1%를 상회하기 해서는 하  86개 제약기업의 매출액을 총

합해야 하는 상황이다. 즉, 상 기업집 률 지표 자체는 비교  안정

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하  28.5%의 기업들을 모두 합해야 체 매출액

의 1%를 올리는 등 양극화된 시장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한 

이는 그나마 매출액이 기록되어 있는 업체를 상으로 한 결과이며, 매

출액이 기록되지 않은 세한 제약업체가 더욱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실을 고려할 때 재 국내 제약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 하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둘째, 이와 같은 제약시장의 세성과 과다 경쟁은 제네릭의약품 주

의 내수 심 경 , 비정상 인 리베이트, 높은 매 리비 비  등 후

진 인 유통구조 형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  경쟁시장에서 

소규모 이하 업체들은 치열한 경쟁구도에 직면하게 되며, 기업의 생존

과 수익구조 개선을 해서 장기  략과 막 한 자   시간이 소

요되는 신약개발이나 경 신 심의 기업행태를 선택하는 것이 실

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오히려 단기간의 이윤창출을 기 할 수 있는 제

네릭의약품 주의 활동에 치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비정상 인 

리베이트를 통해 사회  부담을 가 시키기도 한다. 

물론 제네릭의약품 사용 확 가 반드시 부정 인 것만은 아니다. 블록

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에 따른 새로운 시장 창출과 약품비 감 등

을 한 정책  필요성으로 선진국에서 제네릭의약품의 생산과 사용이 

장려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고 압치료제 시장에 한 과다

한 제네릭의약품의 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2011년 고 압치료제 

제네릭의약품 수 780개), 국내 제약시장의 제네릭의약품은 업체별 문

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비슷한 상품과 업망을 보유한 가운데 가격과 

품질이라는 경쟁력 강화 요인에는 취약 을 보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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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제네릭의약품 시장의 강자인 TEVA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EVA는 다른 업체의 2배가 넘는 포트폴리오

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질환별 ‘품목 문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와 생산 

효율을 높이고, 더 나은 제품 생산을 한 품질 개선에 많은 투자를 수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제약산업의 발 을 한 인 라 확충에서 여 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데, 특히 문인력의 양성과 자  조달 측면이 상 으로 취

약 을 보이고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국내 제약시장은 내수 주

의 과다한 의약품 매 경쟁이라는 후진 인 유통구조가 강하게 남아있

고, 이러한 상황은 제약산업이 보유한 인력 수 을 매우 소하게 만드

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즉, 재 국내 제약산업 인력 가운데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것은 업직으로서 2010년 재 체 제약산업 종사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 이 34.4%에 이르고 있는 반면 연구직 인력의 비

은 11.2%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연구개발(R&D)에 한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련 인

력 비 이 조 씩 늘어나고, 제약산업 특성화 학원(2012년) 운 을 통

해 인력 양성을 서두르고 있지만 여 히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 로

벌 제약기업’으로 성장하기 한 인력자원은 과부족 상태로 평가할 수 

있다. 한 기업공시자료를 이용한 최근 5년간의 매출액 업이익률 분석

에서도 제조업 체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여 히 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비 이 높은 산업 분야임을 보여 다. 향후 제약산업의 

성장을 해서는 R&D 기획, 신약 후보물질 발굴, 로벌 마 , 기술 

사업화, 시 허가(RA) 등에서 약 8천여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상되고 있는 상황에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국내 제약산업 가치

사슬별로 문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는 매우 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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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과 더불어 요한 인 라인 재정 지원‧자  조달 분야 역시 재 

시스템으로서는 제약산업 육성의 한계가 존재한다. 주지하다시피 의약품

은 개발하여 제품화하는 데에 막 한 비용이 소요되며, 장기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확률은 상 으로 매우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러한 요건을 단독으로 감당할 역량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에게는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내수

용 완제의약품 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실(2010년 

생산실 의 85.1%) 역시 기개발비를 투자하여 신약의 원료를 만들어

내기 보다 상 으로 비용이 게 소요되는 원료의 합성으로 최종완제

품을 만들어내는 기업행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물론 이 게 생산된 완

제의약품은 제품의 라이 사이클이 짧고,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의약품에 

비해 부가가치  업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결국 시장규모가 작고 자 동원력이 상 으로 열악한 국내 제약업

체들이 선발 로벌 제약기업과의 격차를 이기 해서는 투자 활성화

를 통한 안정 인 재원 확보와 조세 지원 등 투자 유도를 한 제도 정

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부록에서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

이 세계 각 국이 차세 산업의 R&D 활동을 심으로 다양한 조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에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R&D에 한 양  비  증가와 투자 증 는 제약산업 발

을 해 정 인 신호이지만, 효율 인 R&D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지에 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그동안의 증가에

도 불구하고 R&D 투자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은 여 히 지 되고 

있는 문제 이다. 이는 에서 간략히 살펴본 자  조달과도 연 된 문

제 인데, 천문학 인 연구개발비를 장시간에 단독으로 조달할 능력을 

갖춘 제약기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R&D자 을 어떻게 마련

할 것인가, 한 이를 보완하기 한 다양한 인수합병(M&A) 략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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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략에서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요한 주제이다. 특히 

세계 으로 신약개발을 한 투자에 비해 R&D 생산성은 계속하여 감

소하는 추세(홍성한, 2012)이고, 국내 개발 신약 가운데 실질 으로 상

업화에 성공(보험청구액 기  100억원 매출 달성)한 경우는 4종류 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0)이라는 사실은 R&D 투자의 양  확 와 

아울러 실효성 확보라는 질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

이라 하겠다.

제2절 제약산업 연구개발(R&D)의 실효성 제고

  1. 새로운 R&D 모형의 필요성

제약산업의 궁극 인 목 은 신 인 신약의 개발이며, 국가경제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향을 고려할 때 신약이 가지는 가치는 높게 평가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신약개발은 성공할 경우 얻게 되는 

편익은 매우 크지만, 막 한 투자비와 많은 시간 소요에도 불구하고 개

발성공율은 매우 낮은 고 험사업(high risk)이다. 미국 제약 회

(PhRMA)의 보고에 의하면 2006년 개당 신약개발 비용은 평균 13억 

달러로 1987년 3.1억 달러에 비해 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0)41).

41)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미국 제약 회의 입장에 치 되어 있고, 구체 인 데이터를 제시하

지 않는 등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실질 인 신약개발비는 략 3~4억 달러 수 일 것으

로 추정되고 있음(생명공학연구센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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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최근 신약당 연구개발 소요 비용 추정

(단위: 백만 달러)

　분석기관 분석연도 신약당 개발비

PhRMA 2006 1,318(chemical drug)
1,200(biologic drug)

Mckinsey 2005 1,626
Datamonitor 2008 1,300

주: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10)에서 재인용

한 신약 개발의 모든 과정을 걸쳐 신약이 출시되기까지에는 평균 

10~15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990년  들어와 

평균 신약개발 기간이 이 보다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은 Kefauver-Harris 법이 제정된 이후 임상시험을 통한 허가 요건

이 매우 엄격해진 것에 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실 으로 이와 같은 천문학 인 연구개발비를 장기간에 걸쳐 단독

으로 조달할 능력을 갖춘 제약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로벌 제약기업

들조차 신약개발을 해서 단독으로 모든 과정을 수행하기 보다 다양한 

형태의 인수‧합병  제휴 략을 통해 단계별 역할 분화와 다양한 이

라인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상 으로 작은 시장규모로 

인해 충분한 R&D 자 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정부 R&D 지원사

업도 인 지원액 부족과 소규모 과제 주의 지원에 따른 실효성 

미흡을 지 받고 있는(기획재정부, 2010) 국내 제약산업 실에서 신약

개발은 쉽지 않은 과제임에 분명하다.

한 최근 세계 제약산업에서는 신약개발을 한 투자에 비해 연구개

발의 생산성이 계속 으로 하되는 신 결핍증(innovation deficit)이 

나타나고 있다는 도 신약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즉, 신약개발에 

투자되는 R&D 비용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FDA 승인을 

받는 신약(NMEs: New Molecular Entities)의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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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추세이다. R&D 투자비용 10억 달러당 신약 출시 건수는 1996년 

3.13개에서 2000년 1.04개, 2003년 0.63개로 감소하 으며, 2006년에

는 0.38개 수 까지 어들었으며(Pammolli, 2011; Frost&Sullivan, 

2010), R&D 투자의 생산성은 2009년 17% 수 에 머물 다(홍성한, 

2012).

〔그림 40〕전세계 제약시장에서의 R&D 생산성 감소 추세

자료: Frost&Sullivan(2010), 홍성한(2012)에서 재인용

반 인 R&D 생산성 감소와 아울러 로벌 융 기 이후, 투자자

들이 안 성 주로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바이오제약 산업에 한 벤처 

투자액수가 세계 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역시 고려되어야 할 변화

양상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바이오제약의 벤처 투자 액은 2010년 재 

년 비 체 18.1%에서 12.2%로 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제약회사는 다가오는 블록버스터  신약들의 특허기간 만료와 R&D

로의 막 한 투자 비 조한 성과로 인한 새로운 이 라인의 부재

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한 해결책으로 형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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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들은 새로운 이 라인을 확보하기 한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으

며, 주력제품의 특허만료와 이에 따른 제네릭 약품의 약진으로 인한 수

익성의 감소를 메우기 하여 규모 인원 감축을 단행하는 등 구조조

정에도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단기 일 뿐 근본 인 해결

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림 41〕미국의 바이오제약 벤처 투자 추이(2005∼2010)

자료: Ernst&Young(2011), BIO-2011: Venture Source

국내 제약기업들은 제약산업의 경기비탄력성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환경과 제약산업 시장환경의 변화에 해 지 않은 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신약개발조합의 조사 결과 국내 제약기업들은 로벌 신경

쟁력의 제고라는 기 와 함께 변하는 정책환경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신경 에 한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는 상황(한국신약개발조합, 

2012)이며, 신약 개발이 증가하 다고는 하나, 그동안 개발된 신약  

보험청구액을 기 으로 100억원 매출을 달성한 의약품은 4종류42) 뿐으

42) 조인스정( 염, 263억원), 스티 정( 염치료제, 836억원), 자이데나(발기부 , 16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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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신  신약 개발과 같은 상업  성공을 한 새로운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지 이 나오고 있다(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0). 

  2. R&D 전략의 원칙: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앞서 선진 제약기업  최근 세계 제약시장에서 주목받는 강소형(强

形) 제약기업의 성장사례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신약 개발 원천물

질(seed)  이 라인 확보에서부터 임상시험, 허가요건 충족을 한 

법‧제도 사항, 상품 매  홍보 등 모든 경쟁 요소를 1개 제약기업이 

갖추는 것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특히 오래 부터 기 과학을 발 시

킨 기반 에서 제약산업을 육성해 온 선진국가들에 비해 기업 규모  

지원 인 라가 열악한 상황인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한 기업의 역량만으

로 R&D의 생산성 제고와 세계시장에서의 성장을 기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림 42〕오픈 이노베이션의 부상

자료: 디지털타임즈 (2009. 1. 6)

원), 보비르(B형간염, 1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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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신(open innovation)'이란 기존의 기업 내부 자원만을 활용

한 신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외부와의 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의 원

천 확보  로 개척 등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를 들어 제약업

체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경우 종래에는 후보물질의 탐색에서부터 임상시

험, 안 성 입증과 허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특정 기업

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후보물질의 개발, 임상, 

제조, 매  홍보 등 각 단계를 외부 문 기업과 분담하여 수행하는 

모형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제약산업의 경우 해외 기업을 상 로 한 

‘개방’이 요하다. 여기서 제약산업 련 문가들로부터 주목받는 것

이 앞서 Celgene의 사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VIPCO(Virtually 

Integrated Pharmaceutical Company) 모형이다. 통 인 제조업의 경

모형이 R&D와 임상, 제조, 매 등을 하나의 기업이 독자 으로 수

행하는 FIPCO(Fully Integrated Pharmaceutical Company) 모형이었

다면, VIPCO는 R&D와 임상, 제조, 매의 각 부분을 외부에서 조달하

는 체계를 의미한다(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2; Pharma Korea 2020 

기획단, 2012). 

특히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체 비용 가운데 25~30%가 개발단계

(drug discovery)를 비롯한 (前)임상 단계에 소요되고, 최종 개발을 

앞둔 임상3상 단계에 역시 30%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

고 있다. 따라서 이 두 단계에서의 비용 감은 체 인 연구개발비 

감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경제성 있는 물질 추출을 해서 매우 요한 

요인인데, 로벌 제약기업들은 개발단계의 비용 감을 해 극 인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다43)44). 결국 임상단계 이후에는 임상실험의 노

43) Sanofi-Aventis사의 경우 매출의 76% 이상이 외부에서 도입한 제품에서 발생하고 있음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0).
44) 임상단계의 비용 감을 해서 고려할 수 있는 략이 임상시험을 아웃소싱하는 것인데, 

비용 감과 아울러 개발 신약의 치료효과 입증 등을 해 주목받는 것이 ‘ 개‧임상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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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와 세계 매망을 통해 로벌 형제약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 이지만,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후보물질의 발굴과 seed 

확보, 임상 이  단계에서는 외 기업들을 극 으로 활용하는 ‘개방

형 신’이 더욱 필요한 셈이다.

〔그림 43〕신약개발 비용 증가 추세 및 단계별 소요 비용

자료: Datamonitor(2010),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재구성

Pharma Korea 2020 기획단을 비롯한 문가 그룹은 해외신약 Seed 

확보를 해 특정질환 집 형 VIPCO 형태의 후보물질 도입/육성 로

그램 운 이 필요하다고 지 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해외 우수 이

라인(New Accessible Substance) 확보를 해 지원이 이루어지면 개

발 비용  기간 측면에서의 험부담 최소화가 가능하고 높은 성공가

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망한다. 개방형 신을 통해 로벌 신

약개발 기 경험  노하우 이 이 가능하며 로벌 R&D 이 라인

을 도입하여 로벌 신약개발에 한 경험이 있는 국내외 최고수 의 

문가를 구성이 용이하다. 추가로, 해외 유망 이 라인의 평가  지

속  공 을 한 정부의 지속 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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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약기업의 후보물질 아웃소싱 연구를 유치하는 것도 개방형 

신에서 매우 요한 과정이다. 로벌 신약개발의 경우 기 경험  노

하우가 요한데 선진 제약사로부터 이 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으며 국내 연구소, 기업, 학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가상연구센

터(virtual research center)와 같은 연구소 운 도 가능할 수 있다. 

R&D 생산성 제고를 한 다국  회사 아웃소싱을 기회로 활용하는 방

안도 고려할 수 있다. 거의 모든 다국  바이오제약사들은 최근 학  

연구소와 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스트라제네카(AZN)의 력건수는 

2006년 271건에서 2010년 594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 다. 

다국  제약사들이 이처럼 연구소나 학에 러 콜을 하는 이유는 

학과 연구소에서 개발한 제품들이 잇따라 성공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다실(자궁경부암백신)은 호주 퀸스랜드 학에서 처음 

개발하 고, 로타테크(로타바이러스백신)는 펜실베니아 학과 필라델피아

의 스터연구소에서 개발하 다. 이와 반 로 과거에는 신약개발을 

해 추 인 역할을 수행해 왔던 다국  제약사의 자체연구소는 폐쇄하

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Pfizer는 최근 미국 그로톤 연구

소를 축소하 고, 비아그라를 만든 국 연구소는 면 폐쇄하 다.

  3. 중개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을 통한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45)

가. 연구중심병원의 필요성

세계 각국은 미래세 의 성장동력으로서 의료기술, 제약, 의료기기 등 

HT(Health Technology)산업 육성에 큰 심을 쏟고 있다. HT산업은 

단순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와 만성질

45) 개연구 강화와 연구 심병원에 해서는 인하 학교 박소라 교수가 주로 정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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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에 응함으로써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

보와도 한 연 성을 가진다.

최근 우리나라는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을 비롯하여 HT산업으로서 제

약산업을 육성하기 하여 정부  민간 차원의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약산업 발 은 물론 새롭게 개발된 의약품의 종류 수 등을 

척도로 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는 제약산업의 성과는 제품 개발 뿐

만 아니라 궁극 으로 의약품이 최종 으로 소비되는 임상단계에서 ‘효

능’과 ‘안 성’이라는 두 축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제약 련 R&D는 주로 

기 기술  신물질 등의 개발에 치우쳐 임상시험이나 시 허가 등 실

용화‧상업화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병목 상에 효과 으로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 않다. 이와 같은 병목 상은 결과 으로 

R&D의 생산성을 하시키며, 제약기업 입장에서도 실제 임상이 이루어

지는 의료기 과의 수요와 연계되지 않는 무리한 상업화 추진이 오히려 

정 인 상업화를 해하면서 연구개발성과의 상업화에 취약하다는 지

(보건의료미래 원회, 2011)을 받고 있다. 

재 제약산업 연구생태계의 세계  이슈 가운데 하나는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신약 R&D 생산성의 지속  감소이다. 즉,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약개발비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신약의 인허가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이 벌어지는 주요

한 원인으로는 임상  임상 단계와 사업화 단계에서의 높은 임상연

구 개발비, 동물실험과 인체에서의 효능 불일치46), 인허가 장벽, 시장 

46) 를 들어 동물실험에서 안정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의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
체에서의 안 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신약의 수(number)와 비율(proportion)은 감소하는 

추세임(Insight Pharma Reports’ Phase II Attrition Survey-January/Februar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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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후의 유효성과 안 성 이슈, 인체에서의 안 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biomarker의 부재 등이 꼽히고 있다.

〔그림 44〕 R&D 생산성의 하락 추세

자료 :FDA, CDER, PhRMA and Pricewaterhouse Coopers analysis(2008).

이에 따라 몇 년 부터 세계 제약산업계에는 개연구 심, 임상연

구 심으로의 R&D 패러다임 변화 측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지 까

지 R&D 수요는 생산자나 공 자 측면에서 경제성이 뛰어나고 치료효

과가 높다고 단되는 물질을 개발하는 것에 치우쳐 있었다. 그러나나 

앞으로는 그동안 상 으로 경시되어 왔던 최종 사용자(의료기  임상

의)와 수용자(환자)의 ‘미충족 의료수요(unmet medical needs)’의 수요

가 곧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의 출발 으로 환될 것이 측된다. 지 까

지의 신약개발을 한 연구개발 과정이 기 연구→후보물질도출→ 임상

시험→임상시험→인허가→허가 후 임상시험으로 명확한 단계별 구분이 

이루어졌던 왔다. 즉, 실제 임상단계에서의 효용성에 이 맞추어진 

연구개발이 아니라 우선 새로운 후보물질을 찾고, 그 효과성을 규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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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연구의 출발 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타겟 질환의 

이해, 치료 디자인 등에 한 개념을 연구 기부터 용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임상단계에서의 설계에 따라 임상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는 연

구개발의 우선순 와 진행방식에 발상의 환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개발 략의 패러다임 변화를 해서는 두 가지 조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우선 기 연구 단계에서부터 목표로 삼는 질환의 기  

이해가 필수 이라는 이다. 이를 해 로벌 제약기업들은 기 신약

개발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극 화하기 하여 임상단계를 강화하는 한편 

개연구 로그램을 극 으로 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

연구 로그램이란 의료기 의 임상의들이 후보물질의 치료효과를 기

개발 연구자들과 함께 측‧입증하는 연구로서 ‘기 연구’와 ‘개발’ 사

이의 격차(gap)를 메울 수 있는 연구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개연구의 

강화는 임상에서의 측 가능한 연구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장 는 

산업(시장) 맞춤형 개발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기 된다

(Critical Path Initiative, 2006, Road Map to 2010, Innovative 

Medicine Initiative, 2008). 둘째로 우수한 개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  역량확보의 필요성이다. 이 때 의료기 은 보유 인력자원과 진

료경험 축  등에서 경쟁력 있는 임상연구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높은 수 의 연구인 라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연구 심병원

이란 바로 이와 같이 기 - 개, 임상-실용화 연구를 체계 이고 종합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 을 의미한다.

개‧임상연구의 확 와 연구 심병원 조성은 국내 개발 인 신약 후

보물질 163개  75%가 탐색  임상 등 개발 기단계로 향후 

개ㆍ임상연구 단계로 본격 으로 환될 것이 측되고(한국신약개발연

구조합, 2007), 우리나라가 국제 으로 요한, 임상연구 사이트로 부상

되는47)(삼성경제연구소, 2010) 내외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도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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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해 매우 필요하다.

나. 보건의료산업 선진국의 중개연구 현황

최근 HT R&D 시스템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AHSCs 

(Academic Health Science System)는 ‘Bench(기 ) to Bedside(임

상)’로 연결되던 과거의 R&D를 ‘Bench to Bedside to Population(환

자)’로 확 하여 산업의 최종산물이 환자, 의료체계, 국민 체까지 연결, 

확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연구개발의 효율성 증

를 하여 새로운 물질의 발명(discovery)으로부터 진료(care)를 연결, 

통합하는 ‘통합 리자(integrator)’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역할을 바

로 의료기 이 수행하는 것이다. 국,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캐나다 

등은 병원 심의 AHSCs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표 인 국가이다.

〔그림 45〕연구개발의 Bench to Bedside to Population 모형

자료 : Lancet 2010; 375:945-53

47) 서울은 아시아에서 임상시험 1  도시로 부각(삼성경제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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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2009년 3월에 5개 병원48)에 AHSCs를 선정, 지원하므로 의

료서비스와 개연구 향상을 통해 HT 로벌 경쟁력 확보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이는 HT 산업화와 의료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

는 국 보건정책에 략  기반을 두고 있는데(Department of Health, 

2006), 기 연구성과를 임상에 신속하고 직 으로 용함으로써 치료

효과 제고를 통한 환자의 삶의질 제고와 더불어 임상유의성(proof of 

concept) 제고를 통한 제품화 진과 세계 인 보건의료 선도국가 부상, 

AHSCs를 지역  국가의 차세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

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개연구와 진료-의료서비스가 통합된 모델인 CTSA(Clinical 

and Translational Science Awards)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60

개소의 AHSCs 센터를 NIH가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컨소시엄으로 구

성된 이들 센터들은 제약기업과 학병원 지식을 융합시키는 신약재창출

(drug repositioning) 사업과 같은 ‘포털 로젝트(portal project)'를 수

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과거 60년 동안 임상 II상과 III상에 진입한 

신약 후보물질 14,000여개 가운데 2,400여개 만이 FDA 허가를 받는

데 그침으로써 이미 R&D 효율성에 한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다. 

CTSA는 새로운 물질에 한 개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개발 단 

후보물질, 는 매 단 신약들의 새로운 응증을 집 으로 개발

하므로 이미 투자된 R&D 효율성을 극 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된다.

48) Imperial College, King’s Health Partners, UCL Partners, Cambridge University 
Health Partners, Manch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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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CTSA(Clinical and Translational Science Awards) 모형

다.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중심병원 발전방향

다음 [그림 47]은 통 인 신약개발 과정과 연구 심병원이 극

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신약 개발과정(스마트 신약 개발과정)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통 인 신약개발 과정은 연구개발의 각 단계(탐색연구, 후보물질 발

굴연구, 임상시험, 임상시험)가 분리되어 있으며, 각 단계는 성공 후 

다음 단계로 순차 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순 과

정에서 문제 이 발생할 경우 앞 단계에서의 성과 역시 모두 불인정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막 한 기투자비용은 부분 매몰비용으로 

락할 험성이 높다. 한 새로운 의약품 개발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최종 수요를 잘못 측한 경우 역시 성과에 한 보상보다 오

히려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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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전통적인 신약개발 과정과 중개연구를 활용한 새로운 신약개발 과정

자료: 박소라(2012)

반면 새로운 신약 개발과정(스마트 신약 개발과정)은 탐색연구 후 후

보물질 발굴부터 최종산물의 조건을 설정하는 ‘TPP(Target Product 

Profile)49)’와 최종산물의 임상유용성(Clinical Utility)50)을 작성하고 이

49) TPP(Target Product Profile): 개발 상 기술/제품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1997년 

미국 FDA에서 “신약개발과정”에 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체택, 여기에는 응증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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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반으로 임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특징을 가진다.

결국 개연구란 임상  유용성을 도출하는 연구라 할 수 있는데, 새

로운 물질의 발굴연구에서 임상 1상까지 이루어지는 ‘ 기 개연구’는 

유효성평가와 동물실험 결과 조사, 분석들을 통해 임상결과를 측하고 

상업  성공가능성을 측하는 연구로서 임상  통찰력을 기반으로 수행

되며, 임상 2상에서 임상 3상까지 수행되는 후기 개연구는 도출되는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받아드릴 수 없는 부작용 발생 시 개발 단 결

정, 타 치료제와의 경쟁력 측, 새로운 응증 개발 결정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연구 심병원은 바로 새로운 신약개발 과정에서 요하게 요구되는 

개연구의 주체가 되어 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재 국내 신

약개발 상황은 연구의 수 , 방법, 가치사슬, 규모가 각각 ‘단 된’ 시스

템으로 연구개발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는데(SDS group, 2009), 

이를 개선하는 유력한 방법으로 개‧임상연구의 주체인 병원으로 하여

 신약 R&D의 Hub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해 재 진료 심

의 병원 시스템에서 R&D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환한 후(보건복

지부, 2010), 로벌 선도연구, 학문‧기술 분야간, 산학연 간의 연계된 

연구시스템 구축과 선진국 수 의 극 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법, 용량  투여법, 기사항, 부작용, 임상독성, 비임상독성, 임상연구 등의 항목들이 포

함됨.
50) 임상유용성(Clinical Utility): 개발 상 기술/제품으로 환자를 치료할 때 유발될 수 있는 

이익(benefit) 는 험(risk)에 해 임상의들로부터 사  조사하는 것으로서, 임상/임
상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능, 안 성모델과 임상의 상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

되는 임상유용성 지표(Clinical Utility Index)를 활용함. 이는 개발제품이 가지고 있는 

효과와 부작용에 해 의사들이 최종단계에서 선택하는 선호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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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국내 신약개발의 가치사슬 변화 방향

자료: 보건산업진흥원(2009), 선도형연구중심병원 사업 분석보고서, SDS group

연구 심병원은 재 진료 기능에 과도하게 집 되어 있는 우리나라

의 병원을 제약산업 등 HT산업의 육성을 하여 기 연구자와 산업계 

개발자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제약산업 육성과 발 을 한 ‘test bed'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 병원은 산학연 력연구

를 해 의사를 포함한 병원의 우수 의료인력들, 축 된 임상 경험, 우

수한 시설들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는 이러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극 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병원은 HT산업의 3

축인 서비스, 산업, 개‧임상연구를 연계하여 시 지를 창출하고, 성장

동력으로서 제약산업 발 을 한 Hub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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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중심병원 역할 모형

자료: 보건복지부(2011c), 연구중심병원 기획보고서

라. 보건복지부의 연구중심병원 지원 계획 및 선진화 전략

보건복지부는 2009년 12월 업무보고에서 병원의 연구역량강화 방안

을 보고한 후 연구 심병원 육성 TF를 구성, 운 하면서 연구 심병원

의 개념 정립과 실 을 한 련 법 제정  산 확보를 한 노력을 

수행하여왔다. 그 결과 2012년 2월 5일 연구 심병원 지정 등에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원’  하 법령이 시행되었고, 2012년 8월 1일 ‘연

구 심병원의 지정  평가에 한 규정’ 제정안을 고하 으며, 2012

년 내 연구 심병원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 심병원은 ‘연구 심병원 지정사업’

과 ‘연구 심병원 육성사업’으로 2 track으로 나 어 진행되고 있다. 법령에 

의하여 제도 인 지원을 하는 ‘연구 심병원 지정사업’은 진료 심 병원시

스템을 진료와 연구의 균형된 시스템으로 환한 병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병원의 개방형 연구 인 라와 연구‧산업화 역량, 연구조직의 역량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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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 항목이다 (연구 심병원의 지정  평가에 한 규정, 참조). 두 번

째 track 사업으로 ‘연구 심병원 육성사업‘은 연구 심병원 지정을 받은 

병원의 연구 우수성에 하여 별도 심사를 통해 최장 9년 간 HT R&D를 

지원하게 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이다. 2011년부터 복지부는 규모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비를 확보하기 해 비타당성 신청, 평가를 받고 있으

나 재까지 산 확보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50〕연구중심병원 2 track 전략

자료: 보건복지부(2011), 미래기획위원회 보고서 

한편, 연구 심병원의 장기 인 선진화 략은 개별 기  단 에서

의 역할이 아니라 클러스트 형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연구 심병원-제약

산업 련 국가 인 라, 인 라-산업체 간의 활발한 연계 통한 클러스트 

형성은 장기 으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되는 

바, 로벌 수 의 클러스트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미 투자된, 혹은 투자

정인 국가사업들(첨단의료복합단지, 권역별 바이오센터 등) 간의 연계 

 활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제약산업 육성과 발 을 한 국가인

라가 지 까지는 하드웨어 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인력 

등 소 트웨어 심의 선진화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인력  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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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원의 국제 개방형, 네트워크형 신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지속 인 투자와 신을 통해 R&D 신을 한 모델을 제시하므

로 장기 으로는 R&D 용역사업이 국가 산업으로 발 하는 것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4. R&D 우선순위 설정: R&D 특화분야 설정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완제의약품‧내수 심의 경 행태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로벌 제약기업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 을 보이는 것이 

매출액 비 R&D 투자가 미흡하다는 이다. 물론 최근 신약 개발과 

제품의 품질 강화를 해 국내 제약기업의 R&D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 역시 신형 제약기업을 심으로 R&D 투자비용의 지원 등을 계

획하고 있으므로 선발 제약기업과의 격차를 지 않게 단축할 것으로 

기 된다.

그러나 제약산업에 있어서 후발국가로서의 치에 있는 우리나라 상

황에서 신약개발을 비롯한 제약산업이 체 역, 체 과정에 R&D 투

자를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므로 일차 으로 국내 제약산업

이 성장할 수 있는 특화 분야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 ’의 원칙에 의거

하여 지원하는 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경우 어떤 분야에 

높은 우선순 를 부여하여 R&D 등을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

는데, 한국 제약산업의 미래를 주도할 신제품을 도출하기 한 과제를 

국내 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면 제시하면, ‘ 기세포, 로벌 개

량신약, 암 세라노스틱스(theranostics)51), 신약재창출  맞춤형 항암치

료제’가 시장성 측면에서 우선순 가 높고, 기술  근이 유망한 분야

라고 단하고 있다(Pharma Korea 2020 비 기획단, 2012). 

51) 치료(therapy)와 진단(diagnostics)의 합성어로서, 개인별 맞춤의약품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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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들 문가 그룹은 이러한 R&D 분야의 기술 실 시 을 

5~7년 이내로 보고 있다. 즉,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표 항암제, 

기세포 치료제  로벌 개량신약과 신약재창출 등의 미래기술이 실

된다고 상하고 있다(Pharma Korea 2020 비 기획단, 2012).  

〈표 5-2〉미래주도형 혁신 제품 후보과제(안)

구분 후보과제명 3~5년 내 5~7년 내 8년 이후

합성

신약

표적 항암치료제 ♣ ♣♣♣ ♣♣

혈관 손상억제, 복원 심혈관 치료제 ♧ ♣♣♣ ♣♣

복약순응도, 치료효율개선 만성질환치료제 ♣♣ ♣♣♣ ♣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 ♣ ♣♣♣ ♣♣

바이오

신약

슈퍼독감백신 등 다제내성백신 ♣ ♣♣♣ ♣♣

희귀질환 항체치료제 ♣ ♣♣ ♣♣♣

줄기세포 치료제 ♧ ♣♣♣ ♣♣♣

암 세라노스틱스 ♣♣ ♣♣ ♣♣

개량신약 글로벌 개량신약 ♣♣♣ ♣♣♣ ♣

기타
노화 제어 약물치료제 ♧ ♣ ♣♣♣

신약재창출 ♣♣ ♣♣♣ ♣

자료: Pharma Korea 2020 비전 기획단(2012)

향후 우리가 집  투자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분야를 

유망 질환(합성신약, 바이오신약)  미래 신치료개념으로 구분하여 총

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 5-3>과 같다. 참고로 IMS 역시 ‘질환군별 

R&D 미래성’을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향후 성장성과 시장의 미

충족수요(unmet needs)를 감안하면 감염증 련 질환, 항암제, 호흡기

계, 정신신경계의 우선 순 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IM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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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제약산업의 미래 집중 투자 분야(안)

구분 투자 분야 기회요인 Highlights 비고

유망

질환

(합성 

신약

바이오 

신약)

항암제 ∙고속성장기

∙표적치료제, 맞춤치료제

∙신규 target 확보를 위한 기초/ 
중개연구

경쟁이 가장 

치열

호흡기계 

질환

∙성장기

∙specialty 분야

∙새로운 needs 높음

∙국소치료제 개발 경향

항생제/백신
∙pharmerging 마켓

∙WHO tender
∙G(-) 또는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성인백신 needs 높음
항감염증 분야

정신신경계 

질환
∙성장잠재력 ∙unmet needs가 매우 높음

효력입증 애로 

risk

희귀 질환

∙고령화

∙높은 unmet needs
∙pharmerging 마켓

∙orphan 지정 후 적응증 확대

미래 

혁신

치료 

개념

줄기세포
∙난치성질환의 

유일한 대안
∙상품화 단계 선두 경쟁

지적재산권 

이슈

Companion 
Diagnostics

∙맞춤치료에 대한 

  need 높음
∙신약개발시 biomaker 동시 개발

biomaker 개발 

인프라 지원 필요

분자영상진단
∙임상의 및 payer의 

need 높음

∙MNC와 medical device 업체 
제휴

imaging device 
기반 강화 필요

Drug 
Repositioning

∙병리에 대한 이해

∙적은 개발비용

∙freedom to operate 이슈

∙조직적 접근을 위한 투자 필요

genomic와 

연계

Improved 
Modified 

Drug

∙저약가 회피

∙빠른 시장접근성

∙혁신형 제약기업 대부분의 

주요 무기

∙MNC의 신약 life cycle과 

연계시 유효

기반기술 확보 

필요

자료: Pharma Korea 2020 비전 기획단(2012)

제3절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강화

  1.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제약산업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이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미래성장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제약산업의 궁극 인 목

표라 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은 성공할 경우 특허권 보장에 따른 독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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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막 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성공의 반  부로

서 막 한 비용과 시간투자 등을 필요로 하면서도 성공률은 매우 낮다

는  역시 고 험산업으로서 제약산업의 특징이기도 하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세계 7  제약강국으로의 도약’을 해서는 선제

인 투자가 요구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고 험산업으로서 제약산업

의 특징은 과감한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막 한 부가가치를 

얻기 해 일정한 손실은 감수할 가치가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일차 으

로 제약업체의 투자도 요하다. 그러나 신약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신형 제약기업들이 이미 순이익의 70%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는 상

황(여재천, 2009)과 신약 개발 등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국가와 사회 

체의 몫이라는 에서 정부의 극 인 투자 역시 필수 이다. 제약산업

의 육성을 한 정부 차원의 투자 노력은 기  등을 통한 육성펀드 조성

과 세제상의 혜택 등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가. 기금 확대 및 운용 방안 수립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제약산업 육성  지원에 한 특별법’ 제4

조에는 정부에 제약산업 발 기반 조성  국제경쟁력 강화를 한 주

요 시책을 5년 단 의 종합계획으로 수립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종합계획에는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활용계

획’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 정부는 이미 2010년 발표된 바 

있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기획재정부, 2010)]  [제약산업 경

쟁력 제고방안(보건복지부, 2012)]을 통해서 제약산업 육성펀드를 조성

하고 해외 제약업체에 한 M&A  R&D 투자 등에 활용할 것임을 

발표하기도 하 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200억원을 출연하여 2013년부터 ‘ 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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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M&A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계기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 편드 재원을 1,000억원까지 확 하여 조성하기로 하 다. 이 

편드가 최종 으로 2013년 산에 반 된다는 것을 제로 할 경우52) 

우선 이를 효과 으로 운용하기 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무엇보다 재원의 명칭이 M&A 펀드로 제시된 만큼 이 펀드의 활

용 방안을 해외 제약업체에 한 M&A에 국한할 것인지, 는 한 

방법을 통해 R&D를 비롯한 다른 역에까지 지원할 것인지에 한 결

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M&A에 사용할 경우 정부가 출연하는 

200억원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상된다.

펀드를 통한 투자효과를 제고하기 해서는 우선 형식 으로 문성

을 갖춘 리기 을 지정하고 운용 문가들을 통해 투자 상 발굴  

회수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일차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내

용 인 측면에서 펀드의 투자효과 제고  제약산업 발 을 해서는 

용도를 M&A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산업 육성을 한 다양한 

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R&D 지원  기술 이 에 

투자의 일차 인 우선순  설정이 필요한데, 특히 기술이 을 통해 투자

된 기술을 해외 제약업체 등에 라이센싱 아웃할 경우 투자  회수에 보

다 용이할 것으로 망된다.

장기 으로는 펀드의 규모를 확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 경우 

첫째 민간의 출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기존 산업

육성  지원 련 펀드를 통한 투자와의 시 지 효과 창출 방안을 마

련해야 한다. 재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펀드’와 정책 융공사의 

‘신성장동력 육성펀드’, 신약, 바이오시 러, 바이오 의료기기에 집

으로 투자하는 ‘바이오메디컬 펀드’ 등이 조성되어 운용 에 있으므로 

52) 2013년 로벌 제약 M&A 펀드 200억원 조성은 국회 산심의 과정에서 1차 삭감되는 

등 진통을 겪다가 정부 원안 로 보건복지 원회 결소 를 통과하 음(2011.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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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부처와의 의를 통해 이들 편드의 제약산업 활용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들 기존 펀드의 운용실 이 상

으로 매우 부진하고, 그 원인으로 운용사의 문성 부족이 지 되고 있

는 53) 등은 향후 ‘ 로벌 제약 M&A 펀드’ 운용에 있어서 타산지석

으로 삼아야 할 이다.

나. R&D 비용 등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조세 지원이 기업의 R&D 활동 등을 진하는 효과가 있음은 제약산

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을 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김상헌‧손원익, 2006; 김학수, 2007). 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제약산

업에 용 가능한 조세특례조항은 10여개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R&D  M&A, 설비투자 등의 역에 집 되어 있다.

〈표 5-4〉조세특례제한법 상 특례조항

구분 특례조항

R&D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제9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제10조의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

M&A 및 

제휴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37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제38조)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의3)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2)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3)

설비투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5조)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제8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4)

53) http://news1.kr/articles/84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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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  등을 고려할 때 제약산업을 조세 지원 

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제기는 있어 왔으나, 바

이오제약 분야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되었고, 국가 으로 제약산업

에 한 투자를 증가시키려는 정책기조를 감안할 때 제약산업에 한 

세제상의 지원을 향 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세계 각 국은 로벌 시장에서의 우선권을 획득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54). 반

면 재 국내 제약업계를 포함한  산업분야에 공통 으로 용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의 R&D 련 세제지원 조항들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 이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 

폐지되는 일몰조항이 부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여재천, 2009).

따라서 먼  효과성이 큰 조항을 심으로 일몰폐지를 추진하여 구

조항으로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최소한 일몰조항을 연장할 필요

가 있으며,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항목에 신약 개발  신 인 

기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제품을 포함시키고 세액공제비율 역시 차 

확 하도록 한다. 특히 투자규모가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간이면서 실패

의 험성을 안고 있는 신약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좀 더 과감한 세제상의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

한 직 인 세제지원의 역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을 통해 보험약

가가 결정되는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약가정책 역시 제약산업 육성

을 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요성을 가진다. 2012년 4월부터 실시된 

정부의 일 인 약가인하 정책은 건강보험 약제비 증가율을 다소 둔화

시키고 제약산업계의 후진 인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단기 으로는 기업의 수익률 하락과 투자 축의 원인으로도 작용하

54) 주요 국가들의 R&D 세제 련 동향은 ‘부록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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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 으로 제약업계는 재 약가 제도의 문제 을 ① 복 으로 

용되면서 지속 인 인하조치로 산업 축 ②신약의 가치 반 에 불충분

한 약가 구조 ③등재  약가결정에 장시간 소요 등을 지 하고 있는데, 

최소한 신  제약기업  신약, 개량신약, 바이오시 러 등의 특정제

품에 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  해소를 정 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를 들어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가 지속 으로 제기

하고 있는 신약경제성 평가( 행 150일)  고시기간( 행 60일)의 단축

을 보다 극 으로 추진하고, 복 으로 용되고 있는 약가에 해서 

합리 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측에서는 

보험등재  약가 결정 리 운 을 효율화 방안을, 제약업계 측에서는 

경제성평가를 해 제출되는 자료의 질  수 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

을 마련하는 등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2. 인수합병(M&A) 전략

재 세계 제약시장의 강자인 다국  제약기업을 비롯하여 앞서 신

형 제약기업의 벤치마킹 상으로 살펴본 Teva 등 강소형(强 形) 제약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공통 으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 인수합병

(M&A)이었다. 물론 제약산업의 M&A에 하여 극 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과 아직 M&A 생태계가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상조

라는 입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나55), 이는 재 여건 성숙 여부에 

한 의 차이일 뿐 제약산업의 성장에서 M&A가 가지는 효과 자체

에 해서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에서는 먼  제

약산업에서 M&A가 제기되는 배경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의 

55) 재 M&A의 시기상조 의견에 해서는 http://www.ipharmnews.com/news/article 
View.html?idxno=443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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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환경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의 향후 과제에 해서 다루고자 한

다.

가. 제약산업 M&A의 동향

지속 인 투자 확 와 정부  련 업계의 육성 노력으로 많은 개선

이 있어오긴 하 으나, 국내 제약산업은 R&D에 한 미흡한 투자와 정

부의 제네릭의약품 가격 우 정책 등으로 인해 동일품목을 취 하는 

세한 소제약업체가 난립해 있다는 특징에서 완 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4월을 기해 시행된 일 약가인하 정책은 특허만료 

의약품에 해 가지고 있던 국내 제약산업의 제네릭의약품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수익구조를 단기 으로나마 악화시키는 향을 미쳤다. 게다

가 선행투자가 미흡한 상황에서 고비용‧장시간이 소요되는 신약 개발이

나 바이오의약품 생산 등과 같은 환은 일부 상  제약사를 제외하고

는 단기간에 제약기업의 역량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

다. R&D 투자활성화를 통한 신약개발 등으로의 체질개선 요구, 세한 

제네릭의약품 주의 산업구조로는 차세  성장동력인 제약산업을 육성

하기에 근본 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인식, 본격 으로 효력을 발생할 한

미 FTA 등 제약시장의 개방에 응하기 한 시 지 효과 창출, 세계 

제약시장으로의 선제  진출과 시장 유율 확  요구 등은 국내 제약산

업에 M&A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제약산업의 M&A가 어려운 도 있다. 무엇보다 선진 제약기업

의 경우 성장 략의 일환으로 인수기업  피인수기업이 모두 win-win

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제 기 등을 거치면서 경

에 실패한 부실한 제약사를 인수하는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래 

의도한 시 지 창출에 근본 인 한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경 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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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을 이유로 M&A를 기피하는 기업문화도 M&A 활성화의 장애요

인으로 작용하 다고 할 수 있다(엄기 , 2012).

세계 제약시장에서 M&A는 특수한 상이 아니다. 조  극단 으로 

말하자면 소  거  제약기업(Big Pharma)의 높은 성장은 ‘다수의 

M&A와 소수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에 의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

이다(박승 , 2012). 를 들어 과거 세계 14  규모 던 Pfizer는 2000

년 Warner-Lambert사56)와 2003년 Pharmacia사를 인수하여 세계 1

의 제약사로 성장하 다. 이는 비단 Pfizer만의 사례가 아니며 상  제

약사간, 는 상  제약사와 바이오벤처 회사간 M&A는 다국  제약사

의 일반 인 성장 략이었다.

〔그림 51〕글로벌 제약기업의 주요 M&A

자료: IMS Health(2012), 엄기현(2012)에서 재인용

56) 특히 Warner-Lambert사를 인수하면서 고지 증치료제 리피토(lipitor)를 확보했는데, 이
는 2010년까지 연 118억 달러 등 총 1,3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세계 매출 1 의 

블록버스터 음(엄기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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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제약시장에서 M&A는 여 히 매력 인 성장 략이다. 특히 

2015년을 후로 한 시기에 집 되어 있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만

료는 다국  제약사에 있어서 매출 감소와 새로운 신약 개발의 필요성

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더욱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진 신약개발 과정

과 경쟁 격화, 막 한 마  비용은 과거와 같은 블록버스터 모형이 과

연 유효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고(The Lancet, 2011), 이에 따

라 최근에는 다국  제약기업들도 자사가 보유하지 못한 질환치료제 

이 라인을 갖춘 바이오기업이나 소제약회사와의 M&A  략  제

휴를 확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제약업계에서 세계 으로 총 1,374건의 M&A 계약이 이

루어져 거래 액은 4,837억 달러에 이르 다(1건당 평균 3.5억불 규모). 

가장 M&A 활동이 활발했던 기업은 GSK로서 총 27건의 거래가 총 

841억 달러로, M&A 당 평균 3.1억불로 규모 진행되었다. 주목할 은 

2008년 Roche에 의한 Genentech사의 합병  2009년 Pfizer에 의한 

Wyeth 합병, Merck의 Schering-Plough 합병, 2010년 Sanofi의 

Genzyme 합병 등인데, 거의 매년 연속 으로 발표된 이들 M&A는 거

 제약기업의 바이오 진출이라는 구조 개편으로 해석되었다. 한 신약 

개발 분야에 있어서도 자사의 역량을 육성하기 보다는 조직의 유연성이 

높고 신 인 연구환경을 보유하고 있지만 재정상황은 상 으로 열악

한 소 제약기업  벤처기업에 라이센싱 아웃(licensing-out)하여 험

을 분산시키는 략을 활용하고 있으며(Festel, 2004), 높은 랜드가치

를 앞세워 제네릭의약품 부문에도 진출, 신흥시장을 심으로 유율을 

확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재 세계 제약시장의 R&D에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 제약사의 행보

이다. 로벌 경제 기와 유럽의 재정 기를 겪은 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R&D 주기가 긴 사업 신에 IT를 비롯한 자 회수가 빠른 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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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이동하면서 바이오  제약에 한 투자가 주춤한 상태인데, 일본 

제약사들은 M&A를 통한 해외 진출을 확 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상

을 높여가고 있다(엄기 , 2012)57).

나. M&A를 통한 성장 전략 유형

신약개발을 한 R&D 생산성의 하와 정부의 약가 인하 압력  

제네릭의약품 활용 장려 등 사회환경  경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약

산업의 성장 략 역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 으로 제약

산업의 생존과 성장 략으로 4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58). 첫번째로 기

존 사업 합리화인데, 이는 업 는 마  비용을 감하거나 생산

행기업(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을 이용한 생산활

동의 아웃소싱이다. 두 번째는 제품 확장으로서 자체 R&D, M&A, 제

휴, 공동마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시장 확장으로서 진출 상 국가의 제약사를 M&A하거나 업/마  

행기업(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을 활용하는 것이다. 마지

막 략은 사업 역 확장인데, 이는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가지

고 진출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역시 M&A나 제휴의 방식이 빈번하

게 활용된다(윤수 , 2009).

이 게 제약산업 성장 략을 유형화시켰을 때, 모든 략에서 가장 유

효한 방법  하나가 M&A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동안의 

M&A 사례를 심으로 이들 성장 략이 어떻게 제약시장에서 용되었

는지 살펴 으로써 M&A가 가지는 함의를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57) 표 인 사례가 Takeda가 스 스 제약사인 Nycomed를 140억 달러에 인수한 것(2011
년)인데, 이는 일본 기업이 추진한 M&A  가장 규모가 큰 것이었고, 이를 통해 

Takeda는 세계 12 의 제약기업으로 도약하 음(엄기 , 2012).
58) 이하 제약산업 성장 략 4가지는 윤수 (2009)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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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업 규모의 확대 

제약기업들의 M&A 유형으로는 먼  규모의 경제 확보를 한 규

모 M&A를 들 수 있다. 기업 별로 주요 제품의 특허 만료에도 불구하

고 R&D 생산성 하로 후속제품 출시가 어려워짐에 따라 각 기업들은 

매출은 늘리면서 비용을 감하기 해 M&A를 활용하 다.

〔그림 52〕일본제약사들의 M&A를 통한 성장 과정

자료: 윤수영(2009)

재의 로벌 제약사의 모습은 실제는 오랜 기간의 연속 인 M&A

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Pfizer는 2000

년에 Warner-Lambert를 인수함으로써 블록버스터인 고지 증 치료제 

lipitor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업조직과 제품 포트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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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에서 시 지 효과를 얻어 순환기질환과 정신질환 계통에서 강력한 경

쟁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 2003년의 Pharmacia사 인수

는 OTC 부문으로의 시장 확 59)와 R&D  업, 마  역량 강화의 

성과를 거두었다. Pfizer는 처방의약품 매출은 2002년 290억 달러에서 

Pharmacia 인수 후 420억 달러로 증하 고, 2009년에는 세계 9

(2007년 기 )의 제약회사인 Wyeth를 인수하여 2010년 580억 달러의 

매출규모를 달성하 다(박승 , 2012). 일본 역시 1990년  후반부터 

본격화된 규모 M&A를 통해 제약기업의 규모 확 가 이루어졌다.

  2)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및 신규 사업 진출

이 라인의 고갈을 염려하여 M&A를 추진함은 물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해 국경을 월하여 해외 제약사들을 M&A함으로써

(cross-boarder M&A)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것도 요한 성장

략이다. 특히 다국  제약기업들은 내부 R&D와 라이센싱인(아웃), 

M&A를 통해 신약 이 라인을 강화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Pavlou, 2005).

앞에서 살펴보았던 Pfizer의 사례 뿐만 아니라 Sanofi의 Genzyme 

인수(2011년), Takeda의 Millenium(2008년)  Nycomed(2011년) 인

수, Novatis의 Sandoz, Chiron, Alcon 인수 등은 모두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제품 다양화를 한 M&A 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Novartis는 Sandoz 합병을 통해 제네릭 분야를, Chiron 합병을 통해 

백신 분야에의 진출을, Alcon 합병을 통해 안과질환 분야 진출을 이루

어내었고, 2001년 세계 8  제약사에서 2011년에는 세계 2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네릭 백신  문질환 분야의 

59) Pfizer의 OTC부문은 2006년에 Johnson&Johnson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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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크게 성장한 것은 물론이다(박승 , 2012).

다만 M&A가 신약개발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정 인 평가와 

부정 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인수-피인수 기업이 상호보완  

기술을 보유한 경우와 지식기반에 차이가 있는 경우(Cloodt et al, 

2006), 연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연구자간 교류가 활발한 경우

(Criscuolo p, 2005) M&A를 통해 새로운 이 라인을 구축하거나 

R&D의 효과가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반 로 상이한 기업

문화의 충돌, M&A 추진에 따른 연구개발비 삭감, 지 자산을 보유한 

핵심 연구자의 이탈 등은 오히려 신약 개발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Nonaka, 1994; Nahavandi, 1988), 신약 개발

을 염두에 둔 M&A 추진시 고려할 이라 할 수 있다.

  3) 신규 지역 진출

새로운 지역으로의 진출에도 M&A는 유용한 수단  하나로 활용된

다. 기존 기업의 인수를 통해 인력, 유통망 등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

간을 단축하고 그 지역에서의 사업경험을 통해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

기 때문이다. Roche의 경우 일본 제약사인 Chugai를 2001년에 인수한 

후 차 지분율을 높여 갔는데, 그 결과 일본 시장에서 32 던 

Chugai는 Roche의 일본 지사로서 일본 내 5 의 제약회사가 된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윤수 , 2009).

반 로 최근 로벌 경제 기를 겪은 미국에서 R&D 주기가 긴 사업 

신에 IT를 비롯한 자 회수가 빠른 분야로 심이 이동하면서 바이오 

 제약에 한 투자가 주춤한 상태인데, Eisai, Takada 등은 미국의 

소 제약  바이오테크 회사를 인수함으로서 미국 시장에서의 유율 

확 와 제품군 다변화에 노력하고 있다. 반 로 미국과 유럽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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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들은 제네릭의약품 시장의 성장이 상되는 아시아  동유럽으

로의 진출을 해 해당 지역 업체를 인수하여 확장을 계속하는 경향도 

찰된다.

다. 한국 제약산업의 M&A 전망과 전략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2020년 ‘세계 7  제약강국’으로의 도약을 

비 으로 로벌 신약 개발수 10개, 세계수출시장 유율 5.4%, 로벌 

기업 12개를 창출 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으며, 이를 해 약가 우

, 세제 지원, 융 지원, R&D지원을 4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2012). 국내 제약기업이 단기간에 로벌 기업으로 성장하

기 해서는 다양한 정책  지원과 아울러 M&A라는 략  성장 투자

법을 정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M&A가 제약산업 발 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과연 재 국내 제약기업 수 에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에 

해서는 지 않은 의문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2007년 재 추정

된 국내 제약기업의 의약품 기술 수 은 최고 기술 보유국에 비교하여 

64.2% 수 으로 약 58개월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고(한국보건산업진흥

원, 2007), R&D에 투자하는 비율  인 액에서도 여 히 큰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M&A 요구와 실  제약조건을 극복하기 

해서는 기 단계에서의 융 지원을 통해 제약산업에 한 자본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상된다. 

이를 해서는 먼  정부 차원에서 seed money 조성과 민간차원의 

공동투자를 통해 해외 M&A를 한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 

펀드 운 에 있어서는 cross-border 투자가 가능하도록 유연성이 필요하

다. 이를 해서는 투자실 이 검증되고 투명성이 확보된 문자문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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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투자운용조직을 구축함은 물론 험 리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

다. 더불어, 재 운 되고 있는 국내정책펀드의 비활성화 용인을 철

하게 분석하여, 투자  자산운 의 문성을 제고하고, 담보성 투자 옵

션을 배제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펀드 

조성을 통해 규모의 경제 확보  문성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성공 인 M&A를 해서는 사 에 어떠한 성장 략을 가지고

(기업 규모 확 , 제품 포트폴리오 확   신규사업 진출, 신규지역 진

출 등), 어떤 부분을 M&A를 통해 보완‧강화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련 업계는 개별 제약업체가 이와 같은 타

깃  과정  타깃  이후의 최 의 M&A 상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

를 제공해 주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53〕일본에서의 제약기업간 M&A 이후 연구개발인력 이직률

자료: Shibayama et al(2008), 엄기현(20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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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M&A가 단순한 기업의 몸집 불리기에서 정체하는 것이 

아니라 R&D 향상 등 실제 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업내 리

와 문화 조정에도 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부 기업에서의 M&A 후 연

구개발 인력 이직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서로 다른 조직의 M&A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기업의 역량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최소한 화학  결합의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피인수 

기업의 연구흐름과 창의력을 유지시키기 한 자율권(autonomy)을 보장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   노동환경의 문화가 다른 동‧

서양 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 이 오히려 M&A의 성패를 결정짓

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인력 확보

제약산업의 성장과 R&D 인 라로서 문 인력의 육성은 매우 요

한 과제이다. 재 국내 제약산업 인  자원의 문제 은 다음과 같이 정

의할 수 있다60).

우선 문인력 양성을 한 교육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약

산업과 련한 업무에는 의약품 인허가 문가(RA: Regulatory Affairs), 

의약품 경제성평가 문가(PE: Pharmaco-Economics), 제약 기술경  

문가(MOPT: Management of Pharmaceutical Technique) 등이 기본

으로 필요하나, 기존의 학술 심 학교육  입문 수 의 단기 교육 과

정에서 이러한 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이의경, 

2012). 이와 련하여 정부는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면서 

약사 양성 주의 교육체계에서 R&D 등에 필요한 우수 문인력 양성

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 을 내놓기도 하 다(기획재정부 등, 2010). 

60) 이하 제약산업 인력 확보에 내용은 주로 이의경(2012)의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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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국내 제약산업의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는 매 심  경

형태는 제약기업 인력 구성에서 업직의 비 은 높게 유지하는 신, 

연구직의 비 을 낮추게 하 다. 그나마 재의 연구직에 해서도 다양

한 단계에 하게 응할 수 있는 문성을 갖춘 인력이라기보다 단순

한 연구개발 직무 종사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제약 회 통계에 

따르면 제약기업의 종업원 직종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직종은 

업직으로 2010년 재 체 직종 가운데 34.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구직 직원 비 은 11.2%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제약 회, 2011). 다만, 

완만하지만 연구직의 비 이 체 으로 증가하고, 업직의 비 이 감소

하는 추세인 것은 정 인 상으로 여겨진다(이의경, 2012).

세 번째로 제약산업 성장 망에 비한 인력수  략이 여 히 필

요하다는 이 지 될 수 있다. 제약산업의 고용 인력 총수는 지속 으

로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와 로벌 시장 진출

에 따른 마   인‧허가 련 인력 등 추가 수요와 고용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해서는 양성 략이 필요하다. 를 들어 제약업계에서는 

2015년까지 R&D 기획  후보물질 발굴, 로벌 마 과 기술 사업

화 등의 새로운 역에 약 8천여명의 인력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망하고 있다(표 5-5 참조).

〈표 5-5〉 향후 제약산업 주요 분야 중장기 인력 수요

분야 2012년 현황 중장기 추가 수요(~`15)

R&D 기획  1,088명 860명

후보물질 발굴  2,109명 3,387명

글로벌 마케팅  1,187명 1,941명

기술 사업화  1,516명 718명

시판허가(RA)  1,076명 307명

총계 10,034명 8,193명

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2), 이의경(20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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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발 을 한 인력확보 략은 산‧학 교육의 연계를 강화하

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해 재 2곳으로 운

인 제약산업특성화 학원을 활성화하고, 차 으로는 확 하는 방향

으로 운 할 것을 제안한다. 한 교육과정(커리큘럼)  교육목 을 학

술  실무 분야를 교육시키는 과정과 아울러 제약기업과의 ‘계약’을 통

한 기업맞춤형 인재양성을 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 할 필요가 있다. 

재 제약기업 근무자들의 경우 상 으로 빈번한 이직으로 인해 교육 

지원이 부족한 편인데, 제약회사와 제약산업 특성화 학원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운 하여 경력 인정  장학  지  등으로 개인의 능력 개

발을 지원하고, 정부는 참여 제약업체에 한 산 지원과 인센티  부

여 등으로 미래형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요자(제약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단기 비학  재교육 과정

을 개발하여 분야별 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를 들어 

향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상되는 의약품 인‧허가, 보험약가  

경제성평가, 로벌 마   기획 분야에 우선 비학  과정을 마련하

여 기존 인력에 한 재교육을 시행하고, 장기 으로 제약산업 특성화

학원 학 과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발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신속한 인력공 이 필요한 분야에는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미국의 약무 문가 회(RAPS: The 

Regulatory Affairs Professionals Society)가 최근 발표한 약무 문가 

인증(RAC: Regulatory Affairs Certification)인 RAC General 

Scope(GS)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지리  치에 계없이 

의료  약무제품 분야 문가들의 일반 인 업무 범 와 련된 지식

을 나타내는 자격증인데, RAC은 특히 약무 련 규제 문가를 한 

유일한 문인증서라 할 수 있다. RAC(GS) 지원자는 WHO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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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련 국제 가이드라인과 표 은 물론이고 의료기기, 체외진단약

(IVD), 제약  약용 물질의  제품 라이  사이클에 한 지식을 총

망라한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61).

마지막으로 선진 문가들의 노하우를 활용하기 하여 해외 문가 

유치를 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고용이 어려운 우수 제약 

문인력은 단기 컨설턴트의 형태로 유치하여 활용하고 신형 제약기업으

로 지정된 기업에 한 해외 문인력 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유치 

인력의 인건비, 체제비, 경비 등에 한 지원은 민간 매칭의 형태로 진

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한 국가/지역별 시장진출 략 

마련을 한 ‘지역별 문가’로 활용이 가능하다.

제4절 시장개방대응 등 국제화 전략

  1. 국제화 전략

지  재산권 강화에 소극 ‧방어  근 뿐만 아니라 극 으로 

응하여 국내시장 주의 략에서 탈피하여 해외 시장을 극 으로 공

략하고, 신약개발 탐색  임상시험, 생산체제, 마  등 다양한 분야에

서 로벌 의약품 산업의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

요가 있다. Bartlett & Ghosal(2000)62)은 제약산업의 후발주자가 국내

시장 주의 략을 구사하고 해외시장에서 부가가치 역에 주력하는 

경향은 고부가가치 역으로 상승하려는 략  지향성과 의지의 부족때

61) RAC GS에 해서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 
=104&oid=001&aid=0002596389의 기사 참조

62) C.A.Bartlett & S.Ghosal, Going Global(2000). Lessons from Later Movers, Harvard 
Business Review, 78(2), pp.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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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라고 지 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후발주자가 갖는 사

고의 틀을 깰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  외, 2012). 

해외시장 진출을 한 략으로 첫째, 니치마켓을 타켓으로 하는 진출

략이 필요하다. 이는 의약품 산업 본연의 모델인 연구개발 기반의 고

험/고수익 로젝트를 통한 성장 략이며, 의약품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시장으로 진입하는 발 모델이다. 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약개발을 

해서는 임계규모를 연매출 60~80억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규모

에 미달할 경우에는 특정질환이나 특정지역의 니치마켓을 타겟으로 하여 

신약개발이 합하다(Drews, 1999). 인도제약회사 등 국제화 략에 성

공한 제약사는 미국, 유럽 등 해외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 한 진출 이

후 선진 다국  제약기업과의 력 계 구축, 그리고 신약개발 기술의 

축  단계를 거치고 있다(김  외, 2012). 국제화 역량 축 을 해 

기에는 선진국의 제네릭 시장 진출 략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해외시장 근성 확 를 해서는 해외 지화가 요하다. 이

를 해 새로운 의약품 수출의 방식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지

까지의 통 인 방식은 해외에 의약품 수출은 기업스스로가 직 으

로 인허가와 지의 거래처를 활용하여 수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제네릭 의약품으로 단 한건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허가 등 여러 가지 장벽을 넘기 해서는 실패의 경험 등 혹독한 교

육비를 지불할 수 있다. 이를 해 해외 지법인을 통한 해외시장개척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법인 설립을 통한 지국 투자는 해외시

장 진출을 한 노하우 획득과 지 생산, 매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

면에서 의미가 크다. 재 국내 제약회사의 해외법인은 부분 개발도상

국을 심으로 지국 허가업무와 매망 확보  생산을 한 투자를 

심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의약품 시장의 80%를 차

지하는 유럽, 미국, 일본 시장에 한 진출이 불가피 하며 선진시장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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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한 노하우와 문성 확보가 시 하다. 

 다른 해외 지화 략으로 국제기구 조달시장을 근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UN과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이 참여하는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의 조달시장은 2010년 기 으로 400억

불 규모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조달시장인 만큼 시장규모에 비해 수익성

이 떨어질 수도 있으나 인류의 건강증진 등 공익 인 측면에 기여할 수 

있고, 국격을 높일 수 있다는 장 이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조달시장에 

참여한 경험은 수출 상국에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기업이

미지에서 우호 이고 정 인 장 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가/지역별 전략 수출지원

Pharma Korea 2020 기획단 등 국내 제약산업 문가 그룹은 우리

나라 제약 제품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각 지역별로 특화된 수출 지

원과 략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각 나라별로 지에 Incubation Center 개념의 

정부지원 지역사무소 운 을 확 하고 R&D 제휴  지 매망 확보

가 필요하다. 신약 R&D 제휴 네트워크  마  트 링을 추진하고 

임상시험과 허가  제조 련 네트워크 지원이 필요하다.

국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경우 지역사무소 운 을 통해 허

가  마  네트워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의 경우 문화

를 고려하여 동남권 Harmonization을 추진해야 한다. 동의 경우, 의

료 을 해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들을 상으로 하여 이들 해외환자 

유치를 한 병원진출 사업을 진행하고 이 사업과 연계한 제약산업의 

동반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아 리카의 경우 빈곤국 원조사업(OD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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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한 국내 의약품 공 , 국제기구 조달 로그램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략 외에, 수출 극 화를 해 cGMP, EU GMP 등 

Global 생산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원가경쟁력  생산 장벽이 있는 제

품에 한 우선 투자 지원, 개발 리스크가 은 특수 제형, 바이오시

러, 백신 등에 한 우선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

〈표 5-6〉 해외 지역/국가별 수출증대를 위한 세부 전략

지역 세부전략

미국/유럽

∙Incubation Center 개념의 정부지원 지역사무소 운영 확대

∙R&D 제휴 및 현지 판매망 확보

  - 신약 R&D제휴 네트워크 및 마케팅 파트너링 추진

  - 임상시험, 허가 및 제조 관련 네트워크 지원

중국/일본/
아시아

∙지역사무소 운영을 통해 허가 및 마케팅 네트워크 지원

∙동남권 harmonization 추진(특히 중국) 
중동 ∙해외환자 유치 병원진출사업과 연계한 제약산업 동반 진출

아프리카
∙빈곤국 원조사업(ODA)과 연계한 국내 의약품 공급, 국제기구 조달 

프로그램 활용

주: Pharma Korea 2020 비전기획단(2012)

  3. 한미 FTA 등 시장개방 대응

가. 대외 환경변화와 제약산업

2000년  반 이후 자유무역 정체결이 본격 으로 추진되면서 제약

산업도 격한 환경변화를 맞이하고 있다63). FTA체결은 세철폐에 따

른 향과 비 세 요인(지 재산권, 제품허가 차, 보험 여  가격산정 

차 등)에 따른 향으로 구별하여 볼 수 있는데, 의약품의 경우 가격변

63) 칠 (2004), 싱가포르(2006), EFTA(2006), ASEAN(2009), 인도 CEPA(2010), EU(2011), 
페루(2011), 미국(2012) 등과 FTA 체결을 완료하여 이미 발효되었고, 터키(2012), 콜롬

비아(2012)와는 상이 타결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
질랜드, 인도네시아 CPEA, 국, 베트남 등과는 상이 진행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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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비탄력 이어서 세철폐에 따른 향은 제한  일 수 있으나, 비

세 요인은 제약산업에 직 인 향을 다. 특히 2012년 3월 발효된 한

미 FTA 정은 지 재산권이 크게 강화되고, 의약품 여결정  가격산

정에도 향을 미쳐, 1977년 7월 의료보험의 실시, 1977년 3월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도입, 1987년 물질특허의 도입, 1988년 의

약품 수입시장의 면 개방, 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에 이어서, 이들과 

비슷한 수 으로 제약산업에 큰 향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외개방은 기이자 기회의 요소가 있다. 2010년 기 으로 우리나라

의 의약품 주요 수출 시장은 아세안 2.34억달러, 일본 1.96억달러, 남

미 1.34억달러, 국 1.03억달러 등의 순으로 주로 아시아 국가 는 개

발도상국가에 집 되어 있었다(표 5-7 참조). 이러한 상의 원인은 독

자 인 연구개발 능력에 의한 제품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진국 시장

에 진출을 못한 측면(product)과 함께, 유럽, 미국 등 선진국 시장 진출 

경험 미흡으로 지시장에 한 이해 부족, 인허가 장벽, 지 마  

역량 부족, 특허소송 경험 미흡 등이 주요 장애물(place)로 지 되고 있

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제품에 한 극 인 홍보부족(promotion)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2011년부터 북미시장 진출 특화 략으로 정부

가 추진 인「콜럼버스 로젝트」가 로벌 마  차원의 애로사항을 

일정부분 해소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나, 장기 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선진국 시장에서 략  포지셔닝(strategic 

positioning)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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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7〉 2010년도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불)

품목 구분 북미 아세안 중동 중남미 EU 미국 일본 중국

의약품

수출 25 234 78 134 89 25 196 103
수입 601 89 19 95 1,908 565 348 337

무역수지 △576 145 59 39 △1,819 △540 △152 △234
자료: 관계부처합동(2011). HT 산업 글로벌진출 전략

나. 지적재산권 강화 대응전략

2007년 체결하여 2012년 발효한 한미 FTA에서 가장 핵심 인 변화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통한 지 재산권 강화이다. 한‧미FTA의 의무

내용을 시행하기 해 개정된 약사법은 의약품 특허목록, 품목허가 신청

사실 통지에 한 의무사항은 신설조항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시

허가단계에서 특허쟁송이 제기되는 경우 후발의약품 허가 차를 지하

는 허가지연조항에 해서는 아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시 허가단계

에서의 특허쟁송의 제기에 따른 자동정지조항의 요건  자동정지기간의 

도입은 정 체결 후 추가 상과정에서 용 유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

어 유 기간 만료후 약사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시행하게 될 것이다. 

향후 허가지연 조항을 포함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업체의 수익성 뿐만 아니라 의약품 개발 방식 등 제야산업 

반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특허권 강화에 비한 기

존과는 차별화된 제품 개발 략이 필요할 것이다. 오리지 사의 특허망

분석을 통해 특허회피 등을 통한 개량신약을 출시할 것인지 아니면, 특

허무효화가능성을 타진하여 퍼스트제네릭으로 출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특허회피를 통해 제품화를 추진 한다면, 기술 으로 가

능한지를 사 에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극  권리범 확인심 을 

염두하고 제품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만약 특허무효화를 통해 제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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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진한다면 특허부서  변리사와 공동으로 철 한 비교  가능성

을 타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특허무효 는 특허권리범 확

인심 에 소요되는 기간, 생물학  동등성실험에 소요되는 기간, 회피설

계를 통한 기술개발기간,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약가등재에 소요되는 

기간등을 단계별, 부서별 역할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로벌 다국  제네릭사인 닥터 디(Dr Reddys), 람박시(Ranbaxy), 

테바(Teva)의 경우, 퍼스트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을 하기  평균 1

년 내지 2년 에 특허출원을 하고 있어 특허분석, 기술개발, 마 , 허

가 검토등은 이미 상당부분 사 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허가신청  최소 5～6년 에 개발을 착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차원의 제도  응방안으로는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해, 제도의 남용행 , 불공정 담합해 를 방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선험국인 미국의 법제를 면 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동 

제도를 도입한 캐나다 등 나른 나라의 제도  응과 법률의 개정방향

에 해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64).

  4. 틈새시장 투자: 퍼스트제네릭 및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에는 막 한 비용과 장

기간에 걸친 과정이 요구되며, 고 험산업인 제약산업의 특성상 신약 개

발이 성공한다는 보장 역시 매우 희박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약

64)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 후발주자인 제네릭의약품 개발 회사들이 오리지  의약품 개발 

회사의 특허 존속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을 ‘특허도

’이라 하는데,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시 방지조치 의무가 본격 으로 시행되는 2015년
부터는 국내 제약회사들도 ‘특허도 ’을 통해 제네릭의약품 시  허가를 획득하게 될 가

능성이 높아질 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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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신약 개발이 가져오는 편익은 매우 크지

만, 단시간에 신약 개발에 필요한 자 과 인 라를 어느 정도 확보하기

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실이다. 1999년 국산 신약 1호가 개발된 후 

짧은 시간 안에 14종의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은 정 이나, 매출은 

조하여 ‘상업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여 히 미흡한 이 상

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약품비 지출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 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신약 도입  그로 인한 처방행태의 변화가 약품비

에 미치는 향도 간과할 수 없다. 일반 으로 신의료기술은 기존 의료

기술보다 고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치료패턴을 변화시켜 의

료비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다(Newhouse, 1992). 간염, 당뇨, 과민성방

증상, 편두통 등 4개 약효군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신약 도입이 

약품비 증가에 큰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강혜 &양 민, 2011). 

신약 개발에 련된 실  어려움과 건강보험재정 등에 미치는 향

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제네릭의약품에 한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략이 될 수 있다는 단이다. 세계 각 국은 계속하여 증가

하고 있는 의료비를 건 하게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정책 으로 제네릭의약품의 활용을 장려하고 있기도 하다. 

한 앞서 살펴 본 Teva와 같은 기업은 극 인 M&A 략  의약품 

품질 향상을 통해 세계 제네릭의약품 시장에서 높은 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제네릭의약품 시장의 변화 역시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록버스터 랜드 의약품의 특허 만료에 따라 2007~2012년간 약 670

억 달러의 제네릭의약품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이며, 세계 제네릭의약

품 시장은 2004년 396억 달러에서 2011년 946억 달러로 연평균 

14.3% 성장할 것으로 망된다. 2011~2012년에 Lipido, Plavix, 

Abilify 등의 Blockbuster 신약의 특허 만료가 상되고 있으며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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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치료제, 동맥경화 치료제, 정신병 치료제 등에 한 제네릭 제품 개

발에 선택과 집 이 필요한 시기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질

병 치료제 개발에 많은 기업들이 심을 갖고 연구 이며 퍼스트 제네

릭  개량신약 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시장의 경우 

퍼스트 제네릭에 한해 6개월간 독 권이 부여되고 오리지  제품이 신

약승인을 받기 이 부터 제품에 한 략  연구 개발 수립을 해야 

한다. 한 2019년까지는 시장규모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 15품목이 특허만료될 정으로(생명공학정책연구원, 2010) 있어 

향후 퍼스트제네릭  개량신약 분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상된다.

물론 한미 FTA의 허가특허연계 등과 같은 지 재산권 보호와 제네릭

의약품에 한 허가조건 강화 움직임 등은 제네릭의약품에 한 투자와 

시장 확 에 다소 부정 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다국

 제약회사의 국내 제네릭의약품 시장에 한 공세65) 역시 국내 제약

회사 입장에서는 큰 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버스터 

랜드 의약품의 특허 만료와 의료비 감이라는 각 국의 정책  필요

성은 여 히 로벌 제네릭 시장으로의 진출이 유효한 발 략임을 말

해 주고 있다. 따라서 로벌 제약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다국  기업과

의 기술 제휴 추진을 통해 미국 등 선진국 제약 시장 진출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제네릭 의약품에 한 R&D 투자 활성화와 련하여 최근 주목받는 

‘틈새시장’이 바이오시 러(biosimilar) 분야이다. 바이오시 러는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으로서 오리지  바이오의약품과 동등한 품목·품질을 지

니며, 비임상·임상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이다. 다만 화학합성의

65) http://www.dailypharm.com/News/15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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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분야의 오리지 -제네릭 계와 달리 바이오시 러는 오리지  바

이오의약품과 동등한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네릭

의약품과 달리 바이오시 러는 비임상‧임상시험을 통과해야 한다66).

2014년까지 세계 의약품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는 비 은 

약 23%까지 상승할 것으로 측(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09)되지만, 

고가의 제품이란 에서 체제로서 바이오시 러 수요가 높고,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2019년까지는 시장규모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바

이오의약품 15품목이 특허만료될 정이어서 성장환경 역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한 바이오시 러는 제네릭의약품에 비하면 임상 단계가 

추가되기는 하지만, 오리지  바이오의약품에 비하면 개발 비용이 1/10, 

소요기간은 1/2인 반면, 개발 성공률은 10배 가량 높아 효율성의 측면에

서도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경제인연합회, 2009).

〈표 5-8〉 주요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의 특허만료 현황

(단위: 십억 달러)

제품명 개발사 적응증 세계시장규모 특허만료
엔브렐 암젠 류마티스관절염 등 5.0 2012년

에포젠 암젠 빈혈 5.3

2013년

레미케이드 존슨앤존슨 류마티스관절염 등 4.4
아보넥스 바이오젠아이덱 다발성경화증 1.8
레비프 세로노 다발성경화증 1.6

휴마로그 릴리 당뇨병 1.4
뉴포젠 암젠 호중구감소증 1.2

세레자임 젠자임 고셔병 1.1
리툭산 제넨텍 비호지킨림프종 등 4.5

2015년뉴라스타 암젠 백혈구 개선 촉진 3.0
란투스 사노피아벤티스 당뇨병 2.7
휴미라 애보트 류마티스관절염 등 3.0 2016년

허셉틴 제넨텍 유방암 4.0
2019년아바스틴 제넨텍 대장암 등 3.4

루센티스 노바티스 황반변성 1.2
주: Evaluate Pharma Company Report(2007),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10)에서 재인용

66)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346274&mobile&categoryId=200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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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 러 분야는 아직 도입기로서 선진국에서도 국가별 승인 차

가 완 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

가 의료비 감 차원에서 극 인 도입의사를 보이고 있어67) 성장잠재

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 청에서 2009년 ‘생물학 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동등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

써 바이오시 러 허가규정을 도입하 고, 삼성 자 등 기업을 비롯한 

생명공학 련 기업들이 시장을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바이오시

러 시장에 한 기존 형제약사의 선 68), DNA 조작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  경험의 축 , 제네릭의약품에 비해 3배 이상 소요되는 개발

과정에서의 투자자 , 상이한 세계 각 국의 허가규정 등이 만만치 않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국가 차원의 지원과 련 

업계의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어서 향후 제약산업의 발  측면에서 기

할 수 있는 분야이다.

67) 미국의 경우 2010년 3월 23일 통과된 의료보험개 안에 바이오시 러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법  근거인 ‘생물의약품의 가격경쟁  신법(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가 포함되었음. 이 법은 오리지  바이오의약품의 제네릭인 바이오시

러의 허가 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국시장에 바이오시 러가 진출할 수 있

는 법  근거를 마련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음(김종훈, 2011).
68) 로벌 제약회사의 경우 바이오신약 개발업체에 한 M&A를 통해 바이오의약품과 바이

오시 러에 한 시장 선 략을 활용하고 있음. 를 들어 Pfizer는 Wyeth사를 68억 

달러에, Roche는 Genetech을 47억 달러에, Merck는 Schering Plough를 41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제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국경제인연합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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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으로 제약산업은 산업정책과 보건의료(건강보험)정책이 상충하

는 역이며, 가치 단 기 에 따라 ‘규제’와 ‘육성‧지원’이 첩된 

역이다. 우리나라 역시 제약산업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신성장산업으로서 

육성 필요성이 실한 산업임과 동시에  국민건강증진과 국가보건의료체

계의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보험약가규제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불가피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2012년 국내 제약산업계 외부에서는 일  약가인하, 한미 FTA 정 

등 매우 요한 환경 변화가 연속 으로 일어났다. 한 내부 으로도 

개별 기업들은 로벌 시장으로의 진출과 성장‧생존을 한 각종 략을 

수립하는 등 역동 인 한 해 다. 정부 역시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제약산업 선진화와 세계 7  제약강국으로의 도약을 해 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하여 인센티 를 부여하고, ‘제약산업 육성  발 에 

한 특별법’을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69).

2010년 재 우리나라의 의약품 시장 규모는 총생산액 기  16조 8

천억원으로서 체 GDP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 규모

는 1993년 이후 20여년 만에 약 3.4배 확 된 것인데, 그동안 몇 차례

의 경기침체와 경제 기 상황에서도 꾸 히 성장하 다. 그러나 재 우

69) 아울러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  지원에 한 특별법 제4조에 근거한 제약산업 육성‧지

원 종합계획을 수립 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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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제약산업은 매출액을 기 으로 하여 보았을 때 상  3개 업체가 

체 매출액 총합의 13.0%를 차지하는 반면, 하  28.5%의 기업들의 

매출액을 모두 합해야 1%의 유율에 도달할 정도로 상하  기업간 격

차가 크고 세성이 심각하다. 한 다른 제조업종에 비해 의사와 약사 

등 리인(agency)의 역할이 시되는 제약산업으로서의 특수성을 감안

한다 하더라도 업  마  등 매 리비의 비 이 높고, R&D를 

비롯한 기술 투자 측면에서는 여 히 미흡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바이오제약‧바이오시

러 등 새로운 시장의 형성과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  국민

의료비 조정을 한 정책  필요성에 따른 제네릭의약품 시장의 확장, 

R&D 투자 비 의 진 인 증가 등은 향후 국내 제약산업의 발 을 

견인하는 성장 동력(jump up momentum)으로서 기 된다.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은 세계 제약시장의 동향과도 한 련성을 

가지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미국, 유럽 등 기존 시장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아시아/아 리카/호주 등 신흥 의약품 시장이 성장

하고 있다는 이다. 한 2015년을 후로 하여 형 제약회사들의 블

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각 국의 보건의료정책, 즉, 약

가 감이라는 정책  목표와 결합하여 제네릭의약품 시장이 성장할 것으

로 망되며, 효과 인 치료제 개발의 여지가 많은 미충족 분야인 종양

성 질환, 감염  면역 질환 등을 심으로 신약 개발  바이오의약품 

개발 역시 활발하게 시도될 것이다. 

세계 제약시장은 획일 인 ‘신약 개발’ 심의 발 략에서 탈피하

여 ‘다양화‧다각화‧ 문화’의 단계로 어들고 있다. 제약산업은 신약 

개발을 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최근의 신약 

개발 성공율과 R&D의 생산성(productivity)은 갈수록 감소하는 험부

담이 높은 산업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하여 로벌 제약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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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라이센싱 인/아웃  M&A 등을 통해 경 효율화와 비용 감을 

도모하는 한편, 내부 이 라인을 재구성하여 핵심 포트폴리오를 재구

조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를 분석하는 한편,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이 구성한 Pharma Korea 2020 기획단 등 문가 그룹과 한국생

명공학연구원 등 련 연구기 의 제안을 바탕으로 향후 발 을 한 

과제들을 제시하 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R&D 모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신 인 신약개발

이 유발하는 편익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동안의 국내외 제약산업 R&D

는 신약 개발 측면에 집 된 경향이 있으나, 세계 으로 신약 개발은 

막 한 투자비에도 불구하고 개발성공율은 매우 낮은 고 험성(high 

risk)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은 계속

하여 증가추세이며, 투자에 비해 연구개발의 생산성이 계속 으로 하

되는 신 결핍증(innovation deficit)이 큰 문제로 지 되고 있다. 신약 

개발이 막 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과가 크기는 하지만 그동안 국내 

제약산업에 의해 개발된 신약이 실제 상업화의 성공까지 달성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등을 고려하여 모든 제약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역량을 투입할 필요성은 낮다고 보여진다. 오히려 국내 제약기업들은 보

유하고 있는 역량을 고려하여 문화‧다각화된 R&D, 강 을 가진 분야

로의 선택과 집 하는 R&D 모형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재 

주목받는 세계  제약기업들이 신약 개발에만 매몰되지 않고 제네릭의약

품  바이오시 러 등 틈새(niche)와 기존의 의료서비스로 충족되고 있

지 못한 분야(unmet medical needs)를 공략하여 지 않은 성과를 거

두고 있는 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R&D를 신약 개발 단계를 ‘개방형 신(open innovation)’ 체

계로 환하기 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재 신약 개발 과정의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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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을 고려하 을 때, 신약개발의 기  물질  이 라인 확보, 자

 조달에서부터 임상시험, 허가요건 충족을 한 법‧제도 사항, 상품 

매  홍보 등 모든 경쟁 요소를 1개 제약기업이 갖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해 최근 R&D와 임상, 제조, 매

의 각 부분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체계를 의미하는 VIPCO(Virtually 

Integrated Pharmaceutical Company) 모형이 부각되고 있다. VIPCO

는 M&A, 략  제휴 등을 활용하여 후보물질의 발굴과 임상시험 등

을 단계별로 아웃소싱하는 략을 의미하는데, 국내 제약기업이 신약 개

발의 각 단계마다 어떤 강 과 약 을 가지고 있는지 악하여 강 에 

해서는 선택과 집 , 약 에 해서는 외부 보강하는 략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의료기 과의 력 강화를 통한 개연구 활성화와 연구 심병

원 육성이다. 제약산업의 성과는 궁극 으로 의약품이 최종 으로 소비

되는 임상단계에서 ‘효능’과 ‘안 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으

나, 우리나라의 R&D는 주로 기 기술  신물질 등의 개발에 치우쳐 

임상시험이나 시 허가 등 실용화‧상업화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병목

상에 효과 으로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세계 제약산업에서는 개연구와 임상연구 심으로의 R&D 패러

다임 변화가 활발한데, 이는 의료기 의 임상의들이 후보물질의 치료효

과를 기 개발 연구자들과 함께 측, 입증하는 연구로서 ‘기 연구’와 

‘개발’ 사이의 격차(gap)를 메울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개연구 모형인 AHSCs(Academic Health Science System)는 

‘Bench(기 ) to Bedside(임상)’로 연결되던 과거의 R&D를 ‘Bench to 

Bedside to Population(환자)’로 확 하여 산업의 최종산물이 환자, 의

료체계, 국민 체까지 연결‧확장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탐색연구 

후 후보물질 발굴부터 최종산물의 조건을 설정하는 TPP(Target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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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와 최종산물의 임상유용성(Clinical Utility)을 작성하고 이를 기

반으로 임상,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실용성과 활용성을 제고하는 효과

를 기 할 수 있다. 한 연구 심병원은 재 진료 기능에 과도하게 집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병원을 제약산업 등 Health Technology산업의 

육성을 하여 기 연구자와 산업계 개발자들에게 개방함으로써 ‘test 

bed’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넷째, 제약산업 발 을 한 인 라 강화 측면에서 재원 확보와 련 

문 인력의 확보 문제에 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신형 

제약기업의 지원을 하여 M&A  R&D에 활용할 200억원 규모의 

기 을 비 에 있으나, 이를 기반으로 민간의 투자를 매칭시키고 향후 

그 규모를 확 하기 한 략이 필요하다. 를 들어 외국의 경험을 참

고로 하여 기업의 R&D 투자에 해서는 세제 상의 혜택을 확 하는 

한편, 소기업 지원과 신  기술 지원을 해 이미 조성되어 있는 다

른 기 과의 활용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보험약가가 

운 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신약, 개량신약, 바이오시 러 등에 한 

약가 우  방안 역시 제약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될 것이다.

제약산업의 기업맞춤형 인재 확보를 해 학술  실무 분야를 인력 

양성 목 에 부합하도록 교육시키는 과정을 도입하고, 제약기업과의 ‘계

약’을 통한 기업맞춤형 인재양성을 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 하고, 

다양한 단기 비학  재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분야별 문가 양성에 주

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향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상되는 인허

가 문가(RA), 경제성평가 문가(PE) 기술경  문가(MOPT) 등을 

심으로 분야별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 이 많다.

다섯째, 제약산업에서 인수합병(M&A)은 기업의 규모 확 , 제품 포

트폴리오 다양화  사업 역 확장, 새로운 기술 도입과 새로운 시장으

로의 진출에 정 인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국내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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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여건에 부합하는 M&A 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사

한 제품군과 한정된 업망을 공유하는 국내 제약시장의 실을 감안할 

때, 국내 제약업체간 M&A만으로는 의미있는 시 지효과를 얻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상되므로, 해외 제약업체에 우선순 를 두고 

M&A가 추질될 필요가 있다. 다만 상 으로 취약한 국내 제약시장의 

R&D 투자  기술수 을 고려해 볼 때, 기 단계에서는 융 지원을 

통해 제약산업에 한 자본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

므로 먼  정부 차원에서 seed money 조성과 민간차원의 공동투자를 

통해 해외 M&A를 한 펀드 조성 략이 필요하다.

여섯째, 한미 FTA를 비롯한 의약품 분야 경쟁격화 움직임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한 국제  략이 필요하다. 제약산업 측면에서 후발국

가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제약기업 입장에서 기존의 로벌 제약기업

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서 언 한 바와 같

이 틈새 시장  미충족 의료 등 개발 제품의 차별화와 아울러 진출 

상 국가에 한 차별화된 략이 필요하다. 한 한미 FTA 정 가운

데 2015년부터 본격 으로 용될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비하여 지

재산권 응 략을 사 에 마련하고, 장기 으로는 제네릭의약품 주

의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다각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퍼스트제네릭  개량신약과 바이오시 러(biosimilar) 분

야의 투자에 집 할 필요가 있다. 신약 개발을 한 실  제약조건과 

건강보험재정 등에 미치는 향을 고려할 때, 제네릭의약품에 한 연구

개발 방향 설정 역시 의미있는 략이 될 수 있다고 단되며, 특히 블

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  의료비 감을 한 각 국 정부의 제

네릭의약품 활용 장려정책 역시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이 확 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망된다. 다만, 제네릭의약품 시장은 이미 로벌 제약

기업의 시장 선   신흥시장으로의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어서 만만치 



제6장 결론∙289

않은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주목받는 

‘틈새시장’으로서 바이오시 러 분야에 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향후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성장은 바이오의약품의 제네릭이라 할 수 있

는 바이오시 러의 성장에도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되며, 제

네릭의약품에 비해 상 으로 최근 부상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경쟁압박

과 진입장벽에 유리한 측면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언 한 Amgen, 

Genetech, Calgene 등이 바이오제약기업에서 출발하여 M&A를 통해 

사업 역을 확장하거나, 는 형 제약기업에 인수됨으로써 기업의 가

치를 극 화하는 략과 사례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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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외국의 R&D세제 혜택 및 약가제도 동향

  가. R&D 관련 세제 혜택 동향1)

① 오스트 일리아

2007년 7월 1일부터 < 리미엄 R&D 세  공제 로그램>의 용

에 있어서 논란이 되었던 ‘실질  소유권 조항’은 지  재산권 소유 여

부와 계없이 오스트 일리아에서 수행한 R&D 로젝트에 해 청구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국제 리미엄은 해외의 지  재산권을 소유

하고 오스트 일리아 R&D 세  양여에서 제외되었던 오스트 일리아 

소재 다국  기업 수가 증가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한 조치 으며, 오

스트 일리아 기술 신에 장기 투자를 확 하는 기업에게는 오스트 일

리아에서 수행한 추가 인 R&D 활동에 해 보조 을 지 하도록 하

다. 이를 통해 다국  기업은 로벌 공 망과의 강력한 통합을 유지

하면서 유사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규모의 회사가 R&D 

투자에 한 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로그램의 목 은 오

스트 일리아를 투자 확 에 더 매력 인 세계 인 신 지역으로 만들

고 오스트 일리아의 기능 인력 기반을 확장하여 오스트 일리아 국내에 

1) 여기서 제시하는 R&D에 한 세제 혜택은 제약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산업에 해

당한다는 에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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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인 다국  기업 지사의 정착을 돕기 한 것이다. 세액 공제  

175% 리미엄에 한 평가는 이 제도가 도입되기 3년 과 후를 비교

하여 2007년에 수행되었는데, 두 가지 혜택이 모두 기업들의 R&D 투

자를 자극했다는 결론이다.

② 벨기에

벨기에는 제약기업 연구기 에서 소요되는 인건비 비용을 여 주고 

기업의 연구비용을 직  감면해 주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하 다. 2005

년 10월 1일부터 유럽의 학교 는 벨기에 연구 기   하나와 공동 

작업하는 모든 회사는 연구원이 지불해야 하는 원천세의 50%를 유보할 

자격이 있다. (단, 여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있음. 1) 연구원은 

등학교보다 더 높은 수 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2) 세  우 는 

공동 작업 로젝트에 참여하고 해당 로젝트에 종사하는 연구원으로 

인해 부과되는 세 에만 용할 수 있음) 한 2006년 1월 1일부터 제

약기업은 연구에 참여하는 과학 는 의학 박사  토목 기사에 한 

원천세의 50%를 추가로 유보할 수 있는데, 이는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에게 원천세의 50% 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확 되었다. 주로 이

와 같은 혜택은 은 연구원  소규모 회사에 용되었다. 

③ 캐나다

2003년에 소규모 기업에 한 세율의 자격 한도가 증가하면서 과학연

구실험발 (SR&ED) 기 을 지  받을 자격이 있는 소규모 내국인 소

유 비상장기업(CCPC)에 용되는 과세 소득 한도가 증가되었다. 자격 

조건 변경내용은 소규모 CCPC에 한 보조  기 이 년도 과세 소

득 범 (일반 으로 2003년 이후 끝나는 과세년도 기 )를 20만～40만 

USD에서 30만～50만 USD로 증액하 다. 2006년도에는 다시 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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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C에 용되는 보조 이 단계 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년도 과

세 소득범 (일반 으로 2006년 이후 끝나는 과세년도 기 )를 30만～

50만USD에서 40만～60만USD로 증액하 다. 

한 지난 5년 동안 SR&ED 세법이 소폭 개정되어 2005년 산에

서 지출에 해 SR&ED 세  우  자격이 있는 지리  역이 캐나다 

국경(즉, 12해리 해 내의 지역)에서 캐나다의 배타  경제 수역(즉, 캐

나다 해안에서 200해리 이내의 지역)으로 확 되었다. 2006년도 산에

서는 비사용 SR&ED 세  우 에 한 이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

로 연장한 바 있다.

④ 랑스

랑스 정부는 2008년 부터 제약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R&D 활

동에 한 세  우  정책을 개 하 다. 다만, 이와 같은 세  우 는 

액 기 으로만 책정하되, 새 신 회사를 상으로 최  사용자에 해 

50%의 특혜와 함께 최  1억 유로(EUR)에 해 30%로 책정되었다.

⑤ 그리스

그리스의 법률 3296/2004는 제약 기업을 비롯한 기업체에 하여 과

학 기술 연구 지출을 과세 수익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

다. 한 이 혜택은 기업의 규모나 경제 활동 부문에 계없이 모든 기

업에 용된다.

⑥ 헝가리

헝가리는 2005년 1월 1일부터 종업원 250명 이하의 소기업  개

인 기업가는 소득액을 국내 특허권, 실용신안권, 산업 디자인, 식물 품종 

보호의 인수  유지비용만큼 차감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기업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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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세(VAT) 규정은 2006년 1월 1일 기 으로 정부지원 계획에 의한 

구매의 경우에만 VAT 환  자격을 갖도록 변경하 다. 다만 헝가리에 

등록된 규모 기업  기업에 한 연구 기술 신 기 에 부과되는 

의무 신 부과 (과세표 의 0.3%)에 한 규칙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이와 같은 부담은 소규모 기업에는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⑦ 아일랜드

2004년에 R&D 지출에 한 세  우 를 도입했으며, 그 기  연도

는 2003년으로 설정하 다. 법인세에 해 R&D 지출의 20% 상당의 

세  우 를 받을 수 있도록 하 으며, 2007년 융법의 개정을 통하여 

R&D 활동 력업체에 한 세제 혜택은 특정한 제한과 조건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 

⑧ 이탈리아

이탈리아 정부는 2007～2009년 R&D 투자하는 기업에 해 연구  

경쟁  개발 비용의 10%에 상당하는 세  우 를 제공하는 새 세제 

혜택을 승인하 다. 이와 같은 세  우  규모는 R&D 비용이 학교 

 공공 연구 기 과의 계약과 련된 경우 15%가 증액되도록 하 다. 

최고 한도는 회사당 연간 1500만 유로(EUR)로서, 2008년 개정한 융

법은 이 세  우 를 40%로 높이고 최고 한도를 5000만 유로(EUR)로 

증액하 다.

⑨ 일본

2003 회계연도에 정부는 제약기업을 비롯한 기업의 총 R&D 지출 

가운데 8～10%의 액에 하여 구 공제를 규정하도록 세제 혜택 체

계를 수정하는 동시에 경기 침체 상황에 비하는 추가 2% 임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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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신설하 다. 이와 같은 2%의 추가 공제제도는 2005년에 폐지하

기로 결정했지만, 기업의 R&D 장려 을 유지하기 해 R&D 지출에 

한 재 세  우 (총 R&D 지출을 용할지 는 지출 증가분에만 

용할지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짐)는 총 R&D 지출에 기 한 단일 

공제 제도로 통합되었다. 한 임시 조치로 향후 2년 동안 ‘비교 상 

R&D 지출’(과거 3년 간 R&D 지출의 평균)을 과하는 액의 5%까

지 추가 공제를 실행하 다.

⑩ 네덜란드

2007년에 무려 15,000건의 신청에 총 4억2500만 유로(EUR)의 산

과 함께 제정된 연구개발 진법(WBSO)은 국가 최 의 기술 장려 제도

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평가(2007년 4월)에서는 WBSO가 히 효

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특히 소기업에 높은 수 의 부가가치를 제공한

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 후 이 정책에 의한 구조 기 을 2011년까지 

최고 1억1500만 유로(EUR)까지 증액하기로 결정하 다. 한 처음으로 

R&D에 투자하는 기존 회사(비창업 회사)에 한 추가공제가 신설되었다.

⑪ 뉴질랜드

2008～2009 귀속년도부터 용되는 새로운 세제는 민간 부문 R&D 

지출에 해 15%의 세  우 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제 혜택에 따른 규모는 향후 4년 동안 6억 3000만 뉴질랜드 달러

(NZD)로 추정된다.

⑫ 노르웨이

노르웨이 정부는 기업에 한 R&D 세제 혜택을 2002년에 도입하

다. 이 제도는 처음에는 소기업에만 용되었으나 2003년에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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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 되었다. 스카테푼(Skattefunn)이란 명

칭으로 알려진 이와 같은 세  우  정책은 국세청  노르웨이 학술

원회(RCN)가 공동으로 운 하는데, 이 제도는 RCN이 승인한 R&D 

로젝트 비용에 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기업에 해 비용

의 20%, 기업에 해 18%를 환 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 당 

내부 R&D 로젝트에 해 400만 노르웨이 크로네(NOK), R&D 연구

소에서 수행한 로젝트에 해 800만 노르웨이 크로네(NOK)의 비용 

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계산한 환 이 기업의 산출 세액을 과할 경

우 세무 심사 과정에서 차액이 환 된다. 스카테푼 제도에 따른 총 세  

지출의 약 4분의 3이 이러한  환 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2007년의 총 R&D 세  환 은 R&D 활동과 인건비  간 비용 한

도에 따라 2006년 보다 감소한 약 10억 노르웨이 크로네(NOK)로 추정

된다. 노르웨이 통계청이 수행한 최근의 평가에서는 스카테푼을 통해 지

원을 받는 기업의 R&D 투자가 다른 기업보다 폭 증가했고, 이 에 

한도액(400만 NOK)보다 게 투자했던 기업이 R&D 투자를 한도액보

다 더 늘렸으며, 이 에 R&D에 투자하지 않았던 기업이 스카테푼이 도

입된 이래 투자를 시작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밝 지고 있다. 

⑬ 스페인

2006년 11월 승인된 세제 개 안에 따라 R&D 종사인력의 사회보장

비의 최고 40%까지 법인세를 감면하고 모든 회사의 법인세를 15%(

소기업의 경우 2007년까지 30%에서 25%로, 나머지 기업의 경우 2007

년까지 35%에서 32.5%  2008년까지 30%로) 감면하는 새로운 제도

가 도입되었다. 한 법인세의 일반 감소분을 보충하기 해 R&D  

신 법인세 공제를 감축(2007년까지 8%  2008년까지 15%)하고 

2011년까지 단계 으로 조정할 정이다. 스페인 정부는 이와 같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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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 이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요구에 맞게 개선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해 2011년 말 이 에 사회  부담 의 감소가 R&D 인력과 

R&D  신 법인세 혜택에 끼치는 상  효과를 평가할 정이다.

⑭ 국

2005년 말, 국 정부는 R&D 세  공제를 개선하기 한 일련의 제

안을 발표하 다. 이 가운데에는 1) 모든 소기업 세  공제 청구를 

문 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기 해 국 국세청 내에 이 제도를 리하

는 R&D 담 부서 신설, 2) 소기업이 자신의 청구 처리과정을 상

할 수 있도록 설명한 소기업 R&D 세  혜택 실행 명세서, 3) 비용 

계상 자격을 임상 시험 자원 사자에 한 지 을 포함하도록 확 하

는 것을 포함한 입법  경  간소화 패키지 등이 있다. 한 소기업 

제도를 규모 회사로 확 하고 강화된 공제를 2008년에 높이자는 제안

이 있었다.

⑮ 미국

1981년 경제회복 조세법에 의해 연방 연구 실험(R&E) 세  혜택이 

제정되었다. 임시 조치로 도입되었던 이 제도는 기간 연장이 용되어 

세 감면  의료보장법(공법109-432)에 의해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기간 연장과 아울러 세제 혜택의 

비율 역시 확 하 다. 최근 이 혜택을 구 으로 확 하려는 몇 가지 

법안이 의회에서 심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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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내용

미국

∙1981년 경제회복 조세법에 의해 연방 연구 실험(R&E) 세금 혜택이 제정

∙이 제도는 임시 조치로서 기간 연장이 적용되며 세금감면 및 의료보장법(공법

109-432)에 의해 2007년 12월 31일까지 최종 개정

∙2006년 법은 이 혜택을 2년 동안(2006년[소급] 및 2007년) 연장했을 뿐만 아니

라 2007년의 대체 혜택에 대해서는 비율을 높임. 또한 2007년부터 새롭게 단순화

된 대체 혜택을 신설

∙제도를 영구적으로 확대하려는 몇 가지 법안이 현재 의회에서 심사 중임

캐나다

∙소기업 세율의 자격 한도가 증가하면서 소규모 내국인 소유 비상장기업(CCPC)에 

대한 강화된 과학연구실험발전(SR&ED) 기금을 지급 받을 자격이 있는 CCPC에

게 적용되는 과세 소득 한도가 증가

프랑스

∙2008년 초부터 세금 우대 정책을 개혁함. 차후 세금 우대는 금액 기준으로만 책

정하며 새 혁신 회사를 대상으로 최초 사용자에 대해 50%의 특혜와 함께 최초 1
억 유로(EUR)에 대해 30%로 책정됨

영국

∙2005년 말, 정부는 R&D 세금 공제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제안을 발표

∙모든 중소기업 세금 공제 청구를 전문 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영국 국세

청 내에 이 제도를 관리하는 R&D 전담 부서 신설

∙중소기업이 자신의 청구를 처리해 줄 담당자를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설

명한 중소기업 R&D 세금 혜택 실행 명세서

∙비용 계상 자격을 임상 시험 자원 봉사자에 대한 지급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것

을 포함한 입법 및 경영 간소화 패키지

∙중소기업 제도를 중규모 회사로 확대하고 강화된 공제를 2008년에 175 및 130%
로 높이자는 제안이 있음

벨기에
∙연구원에 대한 급여비용을 줄여 주고 기업의 연구비용을 직접 감면해 주는 일련

의 조치를 발표

그리스

∙법률 3296/2004는 기업에 대해 과학 기술 연구 지출을 과세 수익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

∙이 혜택은 규모나 경제 활동 부문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

헝가리

∙2005년1월1일부터 종업원 250명 이하의 중소기업 및 개인 기업가는 소득액을 국

내 특허권, 실용신안권, 산업 디자인, 식물 품종 보호의 인수 및 유지비용만큼 차

감할 수 있음

∙기업 부가가치세(VAT) 규정은 2006년1월1일 부로 정부지원 계획에 의한 구매의 

경우에만 VAT 환급 자격을 갖도록 변경

아일랜드

∙2004년에 늘어나는 R&D 지출에 대한 세금 우대를 도입했으며 2003년을 최초 3
년에 대한 기본 연도로 설정

∙법인세에 대해 R&D 지출의 20% 상당의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음

이탈리아

∙정부는 2007-2009년 R&D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연구 및 경쟁 전 개발 비용의 

10%에 상당하는 세금 우대를 제공하는 새 세제 혜택을 승인

∙R&D 비용이 대학교 및 공공 연구 기관과의 계약과 관련된 경우 15%가 증액되

며 최고 한도는 회사당 연간 1500만 유로(EUR)
∙2008 금융법은 이 세금 우대를 40%로 높이고 최고 한도를 5000만 유로(EUR)로 

증액

폴란드
∙일종의 혁신 지원 조치는 2006년1월1일 부로 모든 기업이 신기술(특허 및 노하우 

포함) 구매 지출의 50%까지 과세 대상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변경

〈부표 1-1〉 주요 국가별 R&D 관련 세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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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내용

네덜란드
∙2007년에 무려 15,000건의 신청에 총 4억2500만 유로(EUR)의 예산과 함께 제정

된 연구개발촉진법(WBSO)은 국가 최대의 기술 장려 제도

스페인

∙2006년 11월 승인된 세제 개혁안에 따라 R&D에 종사하는 인력의 사회보장비의 

최고 40%까지 법인세를 감면하고 모든 회사의 법인세를 15%(중소기업의 경우 

2007년까지 30%에서 25%로, 나머지 기업의 경우 2007년까지 35%에서 32.5% 
및 2008년까지 30%로) 감면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

노르웨이

∙2002년에 R&D 세제 혜택을 도입하였으며 처음에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었으나 

2003년에 노르웨이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

∙RCN이 승인한 R&D 프로젝트 비용에 적용되며 중소기업에 대해 비용의 20%, 
대기업에 대해 18%를 환급

멕시코 ∙기업이 수행한 연간 R&D 지출에 대해 30%의 세금 우대를 허용

뉴질랜드
∙2008～2009 귀속년도부터 적용되는 새 세제는 민간 부문 R&D 지출에 대해 

15%의 세금 우대를 제공

호주

∙2007년 7월 1일부터 175% 프리미엄 R&D 세금 공제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조항은 지적 재산권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행한 

R&D 프로젝트에 대해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

칠레
∙보조금을 받는 연구 센터와 합작으로 수행되는 민간 부문의 R&D 지출을 촉진하

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정하는 법안 초안을 현재 논의 중

일본
∙2003회계연도에 정부는 총 R&D 지출의 8～10%의 영구 공제를 규정하도록 세제 

혜택 체계를 수정

  

  나. 약가제도 관련 동향

① 미국

미국의 의료보험은 민간 의료보험 주로 구성되어 있고, 정부가 운

하는 공공 의료보험으로 노인  장애인을 상으로 하는 medicare와 

소득층을 상으로 하는 medicaid로서 그 비 이 작아, 약가에 한 

정부의 규제나 통제가 약하거나 거의 없는 수 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 으로 의약품 가격은 자유가격제로 산정되지만, 제약회사와 다양

한 공공  민간 구매자들과의 합의(arrangement)에 따라 결정되므로 

동일한 의약품이라도 구매자들에 따라 다른 가격이 책정될 수 있다(한국

보건산업진흥원, 2011). 미국의 상당수 민간보험사  공공보험들은 제

약회사로부터 청구되는 약제비를 심사하고 정산해 주는 방식이 아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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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분만을 문으로 담당하는 약제 여 리기구(PBM: Pharmacy 

Benefit Managers)에게 역할을 임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이 약제

여를 직  담당하기에는 문성이 떨어지고 PBM 회사가 많은 여러 민

간 보험사들로부터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매력을 

이용하여 제약회사에게 더 유리한 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PBM은 

량 구매력을 바탕으로 제약회사와 상당 수 의 할인율로 의약품을 공

받는다. 공공보험 역에서의 약가 규제를 살펴보면 유럽과 비교했을 

때, 미국 정부의 약가규제는 미미한 수 으로, Medicare Part D의 실행

에 따른 미국 정부가 최  단일 구매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회

사와의 가격 상 지  외국으로부터의 의약품 수입 지 조항 때문에 

재까지 제약회사를 통제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미국 정부는 약가 

통제 정책은 크게 의료개 법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개별 법안으로 의회

에서 논의 에 있다.

한편 제네릭의약품 사용장려를 한 체조제에 한 규제는 각 주마

다 다양한데, 부분의 주에서 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PBM은 

제네릭의약품 사용을 강조하여 제네릭 체조제가 승인되지 않는 랜드 

의약품에 해서도 약사가 의사에게 직  체조제를 허용해  것을 요

구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메디 어와 메디 이드에서는 제네릭의약품

이 있는 동일치료 성분군에 하여 최 허용비용(maximum allowable 

charge) 한계를 두어 가장 가격이 낮은 의약품의 평균 매가격(ASP: 

average sales price)에 기반하여 상환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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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2〉미국 하원과 상원의 약제비 관련 법안 비교

약제비

관련내용

하원법안(Affordable Health Care 

for America Act)

상원법안(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Medicare 절감목표 10년간 4,750억 달러 10년간 3,900억 달러

약제비 

급여확대/약가협상

(Medicare Part D)

∙2010년에 Part D 비급여 구간을 

500달러로 줄이고 2019년까지 약

제비 비급여 구간을 완전히 없앰.
∙비급여 구간에 들어선 가입자들이 

일반의약품을 처방받을 경우 이 금

액의 50%를 할인해 주는 정책을 

통해 오리지널 약물의 사용을 감소

∙Medicaid와 Medicare Part D에 

이중으로 가입된 가입자는 현재 

Part D에서 약가협상없이 지불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Medicaid 
수준의 약가협상을 정부와 제약회

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

∙보건부장관이 제약회사와 약가협

상을 시행

∙2010년 Part D 비급여 구간을 

500달러로 줄이지만 완전히 없애

지는 않고, 비급여 구간에 들어선 

가입자들이 일반의약품을 처방받

을 경우 이 금액의 50%를 할인해 

주는 정책을 통해 오리지널 약물

의 사용 역시 줄임

∙약가협상과 관련한 규정은 없음.

약제비 급여확대/ 
약가협상(Medicaid)

Medicaid 약제비 관련해서는 양원 모두 이전보다 강화된 약제비할인을 

제약회사에 강제하고 있음.

자료: 충청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2010)

② 국

국의 약가제도 가운데 국의 의료보장은 조세에 의한 일반 재원을 

기 로 포 인 보건의료서비스로서  국민을 상으로 무상 제공되는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을 하고 있다.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은 국에서 

세  납부  국 과 계없이 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모든 거주

민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진료방식은 미리 등록한 일반의(GP: 

General Practitioner)에게 1차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GP의 의뢰에 

따라 병원 문의에게 진료 받는 방식이다.

약가규제 부분에 해서 최근 국은 제약회사의 신약에 한 투자에 

한 인센티 를 제공하여 투자 가치를 지킴과 동시에 미래를 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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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 하는 약가 규제 방안으로 PPRS 

(The Pharmaceutical Price Regulation Scheme)를 도입하 다. 이윤통

제는 NHS에 공 하는 랜드 약품으로부터 회사가 얻는 이윤의 상한선

을 정하고, 수 을 상회할 경우 과도한 이윤을 DH에 반납해야하며, 이

러한 이윤통제는 정수  이하로 이윤이 떨어질 때, 가격을 올릴 수 있

도록 허용했다. 가격통제는 새로운 신약의 기 가격 결정은 기업의 자

유이나 추후 가격 인상에 제한을 두고, 이때 가격 삭감제도도 도입하여 

시간변화에 따라 재 상을 통해 재조정한다. 2005년에 PPRS 제도에 따

라 상을 통해 7% 삭감을 결정한 바도 있으며, 회사는 가격삭감 목표

가격을 결정할 때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를 가격 조 하고 있다.

③ 랑스

랑스의 약가제도를 살펴보면 랑스의 의료보험제도는 자치원칙에 

의하여 필요한 재원은 노사 보험료에 의해 조달하고 국고에는 의존하지 

않는 통이 있으며, 정부의 일반재원에서의 보조는 매우 지만 통상의 

보험료에 일반사회기여 (Contribution Sociale Generalisee, CSG)과 

기타에도 여러 가지 사회보장 목 세가 존재하여 액 는 일정 비율

이 질병보험의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다.

약가규제 부분은 랑스에서는 무상원조 의약품에 한 비규제 가격

과 다른 의약품들에 한 가격 규제가 혼재되어 있다. 비상환 특수 의약

품의 가격과 유통 이윤은 본래  규제되지 않았으며, 상환 가능한 이

동식 의약품의 가격은 2003년까지는 조정되었고 제약회사와 Economic 

Committee for Health Products(CEPS) 간의 상으로 결정되었다. 

CEPS에 의해서 함께 정해졌으며, 결과 으로 병원 의약품의 가격은 

2003년까지는 완 히 비규제되었고 제약 회사들과 병원 측의 상 하에 

결정되었다. 병원에서의 활동기 원가의 도입과 함께 재배치된 의약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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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의약품에 한 지침이 설정되었다. 랑스는 가격에 한 기본

약과 더불어 제네릭의약품 소비가 증가하는 실에서 2003년 사회보장 

재정지원법은 참조가격(TFR: Turif Fortairaire de Responsibilite)을 도

입하 고, 참조가격을 따르는 오리지  의약품의 70%가 시장유지를 

해 오리지  의약품 가격을 제네릭의약품과 비슷하게 조정하 다.

④ 독일

독일의 약가제도를 살펴보면 독일은 세계 최 로 사회보장방식을 국

민의 의료보장을 실시한 국가로서, 질병보험법이 1883년에 제정되고, 

1884년에 산재보험법, 1889년에 노령, 장애보험법 등이 제정되어 근

 의미의 사회보험제도를 정비하 다. 독일의 법정 질병보험의 특징은 

보건의료의 재원조달  제공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부담하는 

조합주의 방식으로 사회연 성 원칙에 의해 험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약가제도는 제약회사가 신규 의약품을 시장에 새로 

출시할 경우 그 공장도가를 규제하지 않으며, 제약회사는 자유롭게 신규 

의약품의 공장도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의료보험에서 여를 제공할 경우 

유통 마진은 규제하고 있으며 제네릭 의약품이나 비교 가능한 의약품이 

있는 경우에는 최  상환가격(참조가격)을 설정한다. 최  상환가격 

는 참조가격 외에도 일률  가격인하 는 가격 동결 정책을 사용해 왔

으며 주기 으로 제약업에 리베이트를 부과하고 의사 상 처방 유인과 

더불어 독일 약제비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⑤ 캐나다

캐나다의 약가제도를 살펴보면 캐나다는 국의 향을 받아 자국의 

보건의료체계인 Medicare 재원의 부분을 세 으로 마련하고 있다. 특

허가 만료된 오리지  의약품과 제니릭 의약품의 가격을 규제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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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1987년 이후 특허 의약품 약가는 연방정부의 특허의약품심사 원

회(The Patented Medicine Prices Review Board, PMPRB)에서 규제

하고 있다. PMPRB는 기존 의약품이나 신약의 특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모든 의약품을 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제약회사가 캐나다에 특

허 의약품 가격을 제안하면 PMPRB는 그와 비슷한 의약품으로 캐나다

에 존하는 의약품 가격과 비교하거나 비교 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7

개국( 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 스, 국, 미국)의 가격과 비

교하여 약가를 결정하게 된다.

⑥ 일본

일본의 약가제도를 살펴보면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강제 인 의료보

험제도에 의해 재정을 조달하고 있으며, 피용자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

으로 구분되어 있다. 피용자건강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사업주 

 근로자를 한 건강보험이며, 지역건강보험은 피용자건강보험을 용

받지 못하는 국민을 한 국민건강보험이다.

일본의 약가제도는 일본의 후생노동 신이 여 상 의약품을 지정

하고, 그 의약품에 한 약가 기군을 정해 상환 가격을 결정한다. 신규 

의약품의 가격산정 방식은 제약회사가 후생노동성의 시 허가를 얻은 후 

해당의약품을 약가목록에 등재하기 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청하면, 

약가가 결정되어 약가기 에 등재되면 해당 의약품은 건강보험에 의해 

상환 받을 수 있으며, 후생노동성은 1년에 4회(3월, 5월, 8월, 11월)에 

걸쳐 약가기 을 발표한다. 유사의약품이 있는 경우, 유사 약효 비교방

식으로 산정하고, 외국 평균가격  규격 간 조정을 거쳐 가격을 산정하

며, 유사의약품이 없는 경우 원가 계산방식으로 산정하고 외국 평균 가

격조정을 거쳐 가격을 산정한다. 동일한 효과를 가진 유사 의약품이 있

는 경우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는 에서 신약의 1일 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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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존 유사 의약품의 1일 약가에 맞추고 해당 신약에 해서, 유사 의

약품에 비해 높은 유용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기 액에 보정 가산을 시

행한다.

약가기 에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의 경우, 실거래가를 약가기 에 반

하기 해 후생노동성이 약가기 을 2년마다 개정하고 있으며, 실거래

가 조사결과에 기 하여 제품별로 매수량에 따른 거래가격의 가  평

균치를 산출하고, 여기에 개정  약가의 2%를 더하여 개정 가격을 산

출한다.

〈부표 1-3〉일본의 신약 보정가산제도

구분 적용률 내용

획기성 가산 70～120% 신규 작용기전, 높은 유효성, 안전성, 질병 치료 방법의 개선

유용성 가산 5～60% 높은 유효성, 안전성, 질병 치료 방법의 개선 등

시장성 가산 5%, 10～20% 희소질병 의약품 등

소아 가산 5～20% 용법, 용량에 소아에 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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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연관분석표

〈부표 2-1〉 산업별 산출액 추이

(단위: 십억원)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32,711.7 39,164.3 42,945.4 52,885.1 
 2. 광산품 3,255.6 2,648.2 3,230.9 3,652.7 
 3. 음식료품 42,441.9 59,029.4 72,147.5 94,572.3 
 4. 섬유및가죽제품 34,736.2 46,871.9 41,452.4 50,961.0 
 5. 목재및종이제품 13,042.7 16,863.0 19,503.9 27,909.7 
 6. 인쇄및복제 2,760.8 3,824.4 7,024.7 8,391.7 
 7. 석유및석탄제품 18,614.6 53,150.0 76,703.8 136,245.1 
 8. 화학제품 47,781.5 81,077.2 127,655.9 206,586.9 
 9. 의약품 6,007.7 7,594.3 11,747.4 17,153.2 
10. 비금속광물제품 15,886.2 17,189.0 23,768.5 34,236.7 
11. 제1차금속제품 41,403.5 59,721.4 117,164.2 218,917.9 
12. 금속제품 16,394.8 21,007.1 43,596.6 73,454.4 
13. 일반기계 29,885.4 43,132.0 69,616.5 113,896.6 
14. 전기전자기기 66,185.1 142,185.8 190,141.7 340,394.0 
15. 정밀기기 4,398.5 7,045.9 11,460.7 17,753.0 
16. 수송장비 48,811.5 74,613.7 132,329.7 211,171.7 
17. 기타제조업 7,953.6 9,998.5 13,625.6 18,138.5 
18. 전력가스및수도 15,327.7 31,488.3 46,389.3 77,022.8 
19. 건설 82,508.2 99,268.6 150,573.6 188,335.7 
20. 도소매 49,598.7 71,529.8 106,267.7 159,887.5 
21. 음식점및숙박 24,432.2 41,143.5 56,724.4 80,249.5 
22. 운수 33,428.8 50,915.2 78,736.3 116,553.8 
23. 통신및방송 12,828.2 33,675.3 49,068.2 59,382.6 
24. 금융및보험 36,083.2 63,435.4 88,153.9 132,988.1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70,239.8 142,930.7 204,842.7 275,334.7 
26. 공공행정및국방 25,702.4 43,601.3 68,872.8 95,282.0 
27. 교육및보건 34,417.8 62,608.6 115,634.3 178,243.3 
28. 사회및기타서비스 21,123.8 37,139.2 58,565.0 79,429.9 
29. 기타 19,293.7 28,296.7 40,864.1 55,006.9 

1차산업 35,967.3 41,812.6 46,176.4 56,537.8 
제조업 396,304.1 643,303.5 957,939.2 1,569,782.8 
SOC 97,835.9 130,757.0 196,962.9 265,358.5 

서비스업 307,854.7 546,979.0 826,865.3 1,177,351.4 
기타 19,293.7 28,296.7 40,864.1 55,006.9 

전산업 857,255.7 1,391,148.8 2,068,807.9 3,124,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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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 산업별 산출액 구성비 추이

(단위: %)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3.82 2.82 2.08 1.69 
 2. 광산품 0.38 0.19 0.16 0.12 
 3. 음식료품 4.95 4.24 3.49 3.03 
 4. 섬유및가죽제품 4.05 3.37 2.00 1.63 
 5. 목재및종이제품 1.52 1.21 0.94 0.89 
 6. 인쇄및복제 0.32 0.27 0.34 0.27 
 7. 석유및석탄제품 2.17 3.82 3.71 4.36 
 8. 화학제품 5.57 5.83 6.17 6.61 
 9. 의약품 0.70 0.55 0.57 0.55 
10. 비금속광물제품 1.85 1.24 1.15 1.10 
11. 제1차금속제품 4.83 4.29 5.66 7.01 
12. 금속제품 1.91 1.51 2.11 2.35 
13. 일반기계 3.49 3.10 3.37 3.65 
14. 전기전자기기 7.72 10.22 9.19 10.90 
15. 정밀기기 0.51 0.51 0.55 0.57 
16. 수송장비 5.69 5.36 6.40 6.76 
17. 기타제조업 0.93 0.72 0.66 0.58 
18. 전력가스및수도 1.79 2.26 2.24 2.47 
19. 건설 9.62 7.14 7.28 6.03 
20. 도소매 5.79 5.14 5.14 5.12 
21. 음식점및숙박 2.85 2.96 2.74 2.57 
22. 운수 3.90 3.66 3.81 3.73 
23. 통신및방송 1.50 2.42 2.37 1.90 
24. 금융및보험 4.21 4.56 4.26 4.26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8.19 10.27 9.90 8.81 
26. 공공행정및국방 3.00 3.13 3.33 3.05 
27. 교육및보건 4.01 4.50 5.59 5.71 
28. 사회및기타서비스 2.46 2.67 2.83 2.54 
29. 기타 2.25 2.03 1.98 1.76 

1차산업 4.20 3.01 2.23 1.81 
제조업 46.23 46.24 46.30 50.25 
SOC 11.41 9.40 9.52 8.49 

서비스업 35.91 39.32 39.97 37.69 
기타 2.25 2.03 1.98 1.76 

전산업 100.00 100.0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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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 산업별 부가가치액 추이

(단위: 10억원)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21,675.8  24,653.5 24,893.3 27,839.7 
 2. 광산품 2,302.5 1,705.7 1,879.9 2,216.8 
 3. 음식료품 12,005.3 15,982.4 20,717.7 24,127.9 
 4. 섬유및가죽제품 10,522.1 13,951.1 12,577.2 15,049.3 
 5. 목재및종이제품 3,864.6 4,497.5 5,376.4 7,224.2 
 6. 인쇄및복제 1,209.5 1,435.5 2,937.6 3,243.2 
 7. 석유및석탄제품 6,672.4 17,448.0 23,166.1 28,137.9 
 8. 화학제품 13,671.9 19,054.0 27,631.2 38,910.6 
 9. 의약품 2,577.5 2,813.3 4,420.6 6,028.9 
10. 비금속광물제품 5,923.2 5,866.2 7,537.1 10,437.9 
11. 제1차금속제품 9,363.0 12,228.3 22,573.3 35,479.7 
12. 금속제품 5,467.3 7,260.3 13,656.7 21,286.4 
13. 일반기계 10,249.2 13,292.6 19,348.2 29,056.7 
14. 전기전자기기 22,386.1 38,942.3 47,272.8 73,281.9 
15. 정밀기기 1,456.7 1,819.5 3,258.8 4,658.4 
16. 수송장비 14,683.5 17,969.4 28,532.7 51,392.4 
17. 기타제조업 2,980.6 3,412.8 4,057.6 5,010.1 
18. 전력가스및수도 7,387.8 14,369.3 18,952.2 23,131.1 
19. 건설 35,859.9 45,969.0 68,141.3 75,321.1 
20. 도소매 32,601.8 45,801.4 63,293.3 89,790.4 
21. 음식점및숙박 9,408.1 16,693.2 22,757.9 30,809.8 
22. 운수 17,438.7 21,666.6 33,724.5 42,112.6 
23. 통신및방송 9,925.0 19,604.4 23,914.1 26,298.7 
24. 금융및보험 25,803.0 43,698.7 55,273.0 75,946.9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49,728.5 103,279.5 139,994.7 184,479.2 
26. 공공행정및국방 15,472.4 29,805.2 47,471.5 64,137.5 
27. 교육및보건 25,954.8 42,188.7 79,229.8 117,482.7 
28. 사회및기타서비스 10,509.5 17,383.5 29,392.7 39,688.9 
29. 기타 1.8 0.0 0.0 0.0 

1차산업 23,978.2 26,359.2 26,773.3 30,056.5 
제조업 123,032.9 175,973.3 243,063.8 353,325.5 
SOC 43,247.7 60,338.3 87,093.5 98,452.2 

서비스업 196,841.8 340,121.1 495,051.5 670,746.7 
기타 1.8 0.0 0.0 0.0 

전산업 387,102.4 602,791.8 851,982.2 1,152,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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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4〉 산업별 부가가치 구성비 추이

(단위: %)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5.60 4.09 2.92 2.42 
 2. 광산품 0.59 0.28 0.22 0.19 
 3. 음식료품 3.10 2.65 2.43 2.09 
 4. 섬유및가죽제품 2.72 2.31 1.48 1.31 
 5. 목재및종이제품 1.00 0.75 0.63 0.63 
 6. 인쇄및복제 0.31 0.24 0.34 0.28 
 7. 석유및석탄제품 1.72 2.89 2.72 2.44 
 8. 화학제품 3.53 3.16 3.24 3.38 
 9. 의약품 0.67 0.47 0.52 0.52 
10. 비금속광물제품 1.53 0.97 0.88 0.91 
11. 제1차금속제품 2.42 2.03 2.65 3.08 
12. 금속제품 1.41 1.20 1.60 1.85 
13. 일반기계 2.65 2.21 2.27 2.52 
14. 전기전자기기 5.78 6.46 5.55 6.36 
15. 정밀기기 0.38 0.30 0.38 0.40 
16. 수송장비 3.79 2.98 3.35 4.46 
17. 기타제조업 0.77 0.57 0.48 0.43 
18. 전력가스및수도 1.91 2.38 2.22 2.01 
19. 건설 9.26 7.63 8.00 6.53 
20. 도소매 8.42 7.60 7.43 7.79 
21. 음식점및숙박 2.43 2.77 2.67 2.67 
22. 운수 4.50 3.59 3.96 3.65 
23. 통신및방송 2.56 3.25 2.81 2.28 
24. 금융및보험 6.67 7.25 6.49 6.59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2.85 17.13 16.43 16.01 
26. 공공행정및국방 4.00 4.94 5.57 5.56 
27. 교육및보건 6.70 7.00 9.30 10.19 
28. 사회및기타서비스 2.71 2.88 3.45 3.44 
29. 기타 0.00 0.00 0.00 0.00 

1차산업 6.19 4.37 3.14 2.61 
제조업 31.78 29.19 28.53 30.66 
SOC 11.17 10.01 10.22 8.54 

서비스업 50.85 56.42 58.11 58.20 
기타 0.00 0.00 0.00 0.00 

전산업 100.00 100.0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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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5〉 산업별 수출액 추이

(단위: 10억원)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563.7 702.7 544.3  790.9 
 2. 광산품 59.3 68.9 58.4 62.6 
 3. 음식료품 2,142.1 3,056.8 3,358.6 6,232.7 
 4. 섬유및가죽제품 16,547.2 23,059.1 14,000.3 17,249.3 
 5. 목재및종이제품 971.3 2,104.7 2,151.5 3,096.7 
 6. 인쇄및복제 95.5 253.5 306.9 472.6 
 7. 석유및석탄제품 2,377.3 12,053.1 18,594.0 41,037.3 
 8. 화학제품 9,898.6 19,500.7 34,454.6 66,641.8 
 9. 의약품 205.2 460.2 621.2 1,344.1 
10. 비금속광물제품 497.4 1,044.9 1,403.6 1,848.0 
11. 제1차금속제품 5,429.9 10,061.5 19,144.3 41,001.8 
12. 금속제품 2,532.1 3,075.7 5,585.8 12,211.3 
13. 일반기계 4,537.8 9,707.5 17,420.8 37,755.0 
14. 전기전자기기 31,421.8 72,248.4 107,557.6 178,604.9 
15. 정밀기기 1,171.4 2,286.5 3,907.3 6,579.1 
16. 수송장비 12,571.3 30,736.0 58,842.0 111,758.4 
17. 기타제조업 1,967.4 2,964.4 2,385.3 3,181.0 
18. 전력가스및수도 29.3 52.8 62.9 78.7 
19. 건설 60.3 222.2 150.2 368.5 
20. 도소매 4,690.3 7,810.7 10,664.5 15,673.4 
21. 음식점및숙박 2,181.7 4,147.5 2,735.8 4,820.9 
22. 운수 10,476.5 21,803.2 25,544.8 42,517.6 
23. 통신및방송 435.4 540.6 857.9 1,312.4 
24. 금융및보험 548.9 1,748.3 2,532.3 7,046.7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339.2 3,717.4 7,269.9 14,778.7 
26. 공공행정및국방 0.0 0.0 3.8 9.1 
27. 교육및보건 21.6 98.6 101.4 225.5 
28. 사회및기타서비스 811.3 1,551.7 1,502.0 1,550.3 
29. 기타 735.1 1,889.0 1,563.5 367.3 

1차산업 623.0 771.6 602.7 853.4 
제조업 92,366.3 192,612.8 289,734.0 529,014.0 
SOC 89.6 275.0 213.1 447.2 

서비스업 20,504.8 41,418.0 51,212.2 87,934.6 
기타 735.1 1,889.0 1,563.5 367.3 

전산업 114,318.7 236,966.5 343,325.4 618,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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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6〉 산업별 수출 구성비 추이

(단위: %)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0.49 0.30 0.16 0.13 
 2. 광산품 0.05 0.03 0.02 0.01 
 3. 음식료품 1.87 1.29 0.98 1.01 
 4. 섬유및가죽제품 14.47 9.73 4.08 2.79 
 5. 목재및종이제품 0.85 0.89 0.63 0.50 
 6. 인쇄및복제 0.08 0.11 0.09 0.08 
 7. 석유및석탄제품 2.08 5.09 5.42 6.63 
 8. 화학제품 8.66 8.23 10.04 10.77 
 9. 의약품 0.18 0.19 0.18 0.22 
10. 비금속광물제품 0.44 0.44 0.41 0.30 
11. 제1차금속제품 4.75 4.25 5.58 6.63 
12. 금속제품 2.21 1.30 1.63 1.97 
13. 일반기계 3.97 4.10 5.07 6.10 
14. 전기전자기기 27.49 30.49 31.33 28.87 
15. 정밀기기 1.02 0.96 1.14 1.06 
16. 수송장비 11.00 12.97 17.14 18.07 
17. 기타제조업 1.72 1.25 0.69 0.51 
18. 전력가스및수도 0.03 0.02 0.02 0.01 
19. 건설 0.05 0.09 0.04 0.06 
20. 도소매 4.10 3.30 3.11 2.53 
21. 음식점및숙박 1.91 1.75 0.80 0.78 
22. 운수 9.16 9.20 7.44 6.87 
23. 통신및방송 0.38 0.23 0.25 0.21 
24. 금융및보험 0.48 0.74 0.74 1.14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17 1.57 2.12 2.39 
26. 공공행정및국방 0.00 0.00 0.00 0.00 
27. 교육및보건 0.02 0.04 0.03 0.04 
28. 사회및기타서비스 0.71 0.65 0.44 0.25 
29. 기타 0.64 0.80 0.46 0.06 

1차산업 0.54 0.33 0.18 0.14 
제조업 80.80 81.28 84.39 85.52 
SOC 0.08 0.12 0.06 0.07 

서비스업 17.94 17.48 14.92 14.21 
기타 0.64 0.80 0.46 0.06 

전산업 100.00 100.0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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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7〉 산업별 수입액 추이

(단위: 10억원)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5,188.0  5,546.0 7,031.7 11,759.9 
 2. 광산품 12,944.7 40,037.8 65,143.3 134,075.6 
 3. 음식료품 4,993.9 8,878.6 10,746.3 18,845.7 
 4. 섬유및가죽제품 6,033.7 8,005.2 10,551.1 18,959.5 
 5. 목재및종이제품 3,575.2 4,099.0 3,969.1 6,397.6 
 6. 인쇄및복제 137.4 254.1 451.1 472.5 
 7. 석유및석탄제품 5,424.4 10,958.9 14,640.1 34,817.7 
 8. 화학제품 11,719.7 18,001.5 29,257.6 51,808.8 
 9. 의약품 695.9 1,255.2 2,372.0 5,238.2 
10. 비금속광물제품 1,311.4 1,778.0 3,674.2 7,270.3 
11. 제1차금속제품 11,033.7 15,141.9 29,209.3 51,836.9 
12. 금속제품 1,118.1 1,717.3 2,701.1 7,437.2 
13. 일반기계 18,419.1 19,432.3 24,042.4 44,667.6 
14. 전기전자기기 17,718.7 51,463.9 55,736.1 85,004.1 
15. 정밀기기 5,890.9 9,167.4 12,409.4 15,469.5 
16. 수송장비 6,307.3 7,994.1 9,473.1 24,908.1 
17. 기타제조업 1,389.8 2,249.9 3,084.5 5,448.7 
18. 전력가스및수도 18.3 67.7 97.5 209.7 
19. 건설 16.5 50.5 46.8 9.0 
20. 도소매 576.4 1,405.0 2,133.3 2,749.3 
21. 음식점및숙박 2,791.2 6,060.9 4,613.8 9,157.8 
22. 운수 4,514.1 8,885.8 13,382.3 21,992.9 
23. 통신및방송 501.4 895.5 1,548.4 2,568.4 
24. 금융및보험 806.0 1,484.8 3,919.0 4,836.8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4,205.1 10,037.6 13,498.4 34,068.8 
26. 공공행정및국방 0.0 0.0 435.8 471.5 
27. 교육및보건 1,650.5 1,528.3 3,218.7 4,392.6 
28. 사회및기타서비스 934.7 1,788.9 3,997.0 3,268.0 
29. 기타 1,071.3 1,602.2 1,262.9 956.9 

1차산업 18,132.7 45,583.9 72,175.0 145,835.5 
제조업 95,769.1 160,397.2 212,317.4 378,582.4 
SOC 34.8 118.1 144.2 218.7 

서비스업 15,979.5 32,086.8 46,746.8 83,506.0 
기타 1,071.3 1,602.2 1,262.9 956.9 

전산업 130,987.5 239,788.3 332,646.4 609,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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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8〉 산업별 수입 구성비 추이

(단위: %)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3.96 2.31 2.11 1.93 
 2. 광산품 9.88 16.70 19.58 22.01 
 3. 음식료품 3.81 3.70 3.23 3.09 
 4. 섬유및가죽제품 4.61 3.34 3.17 3.11 
 5. 목재및종이제품 2.73 1.71 1.19 1.05 
 6. 인쇄및복제 0.10 0.11 0.14 0.08 
 7. 석유및석탄제품 4.14 4.57 4.40 5.72 
 8. 화학제품 8.95 7.51 8.80 8.51 
 9. 의약품 0.53 0.52 0.71 0.86 
10. 비금속광물제품 1.00 0.74 1.10 1.19 
11. 제1차금속제품 8.42 6.31 8.78 8.51 
12. 금속제품 0.85 0.72 0.81 1.22 
13. 일반기계 14.06 8.10 7.23 7.33 
14. 전기전자기기 13.53 21.46 16.76 13.96 
15. 정밀기기 4.50 3.82 3.73 2.54 
16. 수송장비 4.82 3.33 2.85 4.09 
17. 기타제조업 1.06 0.94 0.93 0.89 
18. 전력가스및수도 0.01 0.03 0.03 0.03 
19. 건설 0.01 0.02 0.01 0.00 
20. 도소매 0.44 0.59 0.64 0.45 
21. 음식점및숙박 2.13 2.53 1.39 1.50 
22. 운수 3.45 3.71 4.02 3.61 
23. 통신및방송 0.38 0.37 0.47 0.42 
24. 금융및보험 0.62 0.62 1.18 0.79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3.21 4.19 4.06 5.59 
26. 공공행정및국방 0.00 0.00 0.13 0.08 
27. 교육및보건 1.26 0.64 0.97 0.72 
28. 사회및기타서비스 0.71 0.75 1.20 0.54 
29. 기타 0.82 0.67 0.38 0.16 

1차산업 13.84 19.01 21.70 23.94 
제조업 73.11 66.89 63.83 62.15 
SOC 0.03 0.05 0.04 0.04 

서비스업 12.20 13.38 14.05 13.71 
기타 0.82 0.67 0.38 0.16 

전산업 100.00 100.0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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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9〉 산업별 취업자수 추이

                                         (단위: 명)

　 2005 2010
 1. 농림수산품 1,829,931  1,584,765 
 2. 광산품 17,376 15,450 
 3. 음식료품 280,895 279,382 
 4. 섬유및가죽제품 356,460 316,030 
 5. 목재및종이제품 101,201 102,416 
 6. 인쇄및복제 62,862 70,841 
 7. 석유및석탄제품 13,924 18,908 
 8. 화학제품 339,478 366,450 
 9. 의약품 38,141 32,355 
10. 비금속광물제품 103,284 104,331 
11. 제1차금속제품 118,630 155,904 
12. 금속제품 289,828 400,191 
13. 일반기계 345,173 427,153 
14. 전기전자기기 616,183 648,345 
15. 정밀기기 81,973 88,085 
16. 수송장비 377,407 445,821 
17. 기타제조업 110,770 110,896 
18. 전력가스및수도 68,808 68,760 
19. 건설 1,576,392 1,602,686 
20. 도소매 2,697,242 3,213,818 
21. 음식점및숙박 1,398,395 1,673,930 
22. 운수 955,923 1,020,788 
23. 통신및방송 152,243 157,685 
24. 금융및보험 550,141 679,389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540,979 2,153,783 
26. 공공행정및국방 700,133 845,515 
27. 교육및보건 1,850,267 2,575,321 
28. 사회및기타서비스 1,027,800 1,195,613 
29. 기타 0 0 

1차산업 1,847,307 1,600,215 
제조업 3,236,209 3,567,108 
SOC 1,645,200 1,671,446 

서비스업 10,873,123 13,515,842 
기타 0 0 

전산업 17,601,839 20,35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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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0〉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추이

                                          (단위: %)

　 2005 2010
 1. 농림수산품 10.40 7.79 
 2. 광산품 0.10 0.08 
 3. 음식료품 1.60 1.37 
 4. 섬유및가죽제품 2.03 1.55 
 5. 목재및종이제품 0.57 0.50 
 6. 인쇄및복제 0.36 0.35 
 7. 석유및석탄제품 0.08 0.09 
 8. 화학제품 1.93 1.80 
 9. 의약품 0.22 0.16 
10. 비금속광물제품 0.59 0.51 
11. 제1차금속제품 0.67 0.77 
12. 금속제품 1.65 1.97 
13. 일반기계 1.96 2.10 
14. 전기전자기기 3.50 3.19 
15. 정밀기기 0.47 0.43 
16. 수송장비 2.14 2.19 
17. 기타제조업 0.63 0.54 
18. 전력가스및수도 0.39 0.34 
19. 건설 8.96 7.87 
20. 도소매 15.32 15.79 
21. 음식점및숙박 7.94 8.22 
22. 운수 5.43 5.02 
23. 통신및방송 0.86 0.77 
24. 금융및보험 3.13 3.34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8.75 10.58 
26. 공공행정및국방 3.98 4.15 
27. 교육및보건 10.51 12.65 
28. 사회및기타서비스 5.84 5.87 
29. 기타 0.00 0.00 

1차산업 10.49 7.86 
제조업 18.39 17.52 
SOC 9.35 8.21 

서비스업 61.77 66.40 
기타 0.00 0.00 

전산업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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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1〉 산업별 피용자수 추이

                                         (단위: 명)

　 2005 2010
 1. 농림수산품 174,126  190,204 
 2. 광산품 16,001 14,167 
 3. 음식료품 203,103 207,821 
 4. 섬유및가죽제품 298,326 262,392 
 5. 목재및종이제품 89,479 91,689 
 6. 인쇄및복제 51,734 52,711 
 7. 석유및석탄제품 13,741 18,699 
 8. 화학제품 322,577 348,459 
 9. 의약품 37,876 32,018 
10. 비금속광물제품 95,300 97,204 
11. 제1차금속제품 115,190 151,235 
12. 금속제품 241,499 341,875 
13. 일반기계 318,236 392,007 
14. 전기전자기기 597,303 628,669 
15. 정밀기기 76,910 82,381 
16. 수송장비 368,972 438,283 
17. 기타제조업 86,940 85,744 
18. 전력가스및수도 68,695 68,728 
19. 건설 1,563,201 1,556,835 
20. 도소매 1,236,312 1,518,278 
21. 음식점및숙박 655,036 814,534 
22. 운수 658,985 706,063 
23. 통신및방송 148,324 155,046 
24. 금융및보험 544,661 674,035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389,419 1,980,294 
26. 공공행정및국방 700,133 845,515 
27. 교육및보건 1,689,861 2,344,285 
28. 사회및기타서비스 619,408 731,904 
29. 기타 0 0 

1차산업 190,127 204,371 
제조업 2,917,186 3,231,187 
SOC 1,631,896 1,625,563 

서비스업 7,642,139 9,769,954 
기타 0 0 

전산업 12,381,348 14,83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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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2〉 산업별 피용자 구성비 추이

                                         (단위: %)

　 2005 2010
 1. 농림수산품 1.41 1.28 
 2. 광산품 0.13 0.10 
 3. 음식료품 1.64 1.40 
 4. 섬유및가죽제품 2.41 1.77 
 5. 목재및종이제품 0.72 0.62 
 6. 인쇄및복제 0.42 0.36 
 7. 석유및석탄제품 0.11 0.13 
 8. 화학제품 2.61 2.35 
 9. 의약품 0.31 0.22 
10. 비금속광물제품 0.77 0.66 
11. 제1차금속제품 0.93 1.02 
12. 금속제품 1.95 2.31 
13. 일반기계 2.57 2.64 
14. 전기전자기기 4.82 4.24 
15. 정밀기기 0.62 0.56 
16. 수송장비 2.98 2.96 
17. 기타제조업 0.70 0.58 
18. 전력가스및수도 0.55 0.46 
19. 건설 12.63 10.50 
20. 도소매 9.99 10.24 
21. 음식점및숙박 5.29 5.49 
22. 운수 5.32 4.76 
23. 통신및방송 1.20 1.05 
24. 금융및보험 4.40 4.54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1.22 13.35 
26. 공공행정및국방 5.65 5.70 
27. 교육및보건 13.65 15.81 
28. 사회및기타서비스 5.00 4.93 
29. 기타 0.00 0.00 

1차산업 1.54 1.38 
제조업 23.56 21.79 
SOC 13.18 10.96 

서비스업 61.72 65.87 
기타 0.00 0.00 

전산업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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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3〉 산업별 중간투입률 추이

(단위: %)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33.7 37.1 42.0 47.4 
 2. 광산품 29.3 35.6 41.8 39.3 
 3. 음식료품 71.7 72.9 71.3 74.5 
 4. 섬유및가죽제품 69.7 70.2 69.7 70.5 
 5. 목재및종이제품 70.4 73.3 72.4 74.1 
 6. 인쇄및복제 56.2 62.5 58.2 61.4 
 7. 석유및석탄제품 64.2 67.2 69.8 79.3 
 8. 화학제품 71.4 76.5 78.4 81.2 
 9. 의약품 57.1 63.0 62.4 64.9 
10. 비금속광물제품 62.7 65.9 68.3 69.5 
11. 제1차금속제품 77.4 79.5 80.7 83.8 
12. 금속제품 66.7 65.4 68.7 71.0 
13. 일반기계 65.7 69.2 72.2 74.5 
14. 전기전자기기 66.2 72.6 75.1 78.5 
15. 정밀기기 66.9 74.2 71.6 73.8 
16. 수송장비 69.9 75.9 78.4 75.7 
17. 기타제조업 62.5 65.9 70.2 72.4 
18. 전력가스및수도 51.8 54.4 59.1 70.0 
19. 건설 56.5 53.7 54.7 60.0 
20. 도소매 34.3 36.0 40.4 43.8 
21. 음식점및숙박 61.5 59.4 59.9 61.6 
22. 운수 47.8 57.4 57.2 63.9 
23. 통신및방송 22.6 41.8 51.3 55.7 
24. 금융및보험 28.5 31.1 37.3 42.9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29.2 27.7 31.7 33.0 
26. 공공행정및국방 39.8 31.6 31.1 32.7 
27. 교육및보건 24.6 32.6 31.5 34.1 
28. 사회및기타서비스 50.2 53.2 49.8 50.0 
29. 기타 100.0 100.0 100.0 100.0 

1차산업 33.3 37.0 42.0 46.8 
제조업 69.0 72.6 74.6 77.5 
SOC 55.8 53.9 55.8 62.9 

서비스업 36.1 37.8 40.1 43.0 
기타 100.0 100.0 100.0 100.0 

전산업 54.8 56.7 58.8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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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4〉 산업별 국산중간투입률 추이

(단위: %)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31.2 34.6 39.6 44.1 
 2. 광산품 28.1 34.3 41.1 38.0 
 3. 음식료품 61.4 63.3 60.3 60.0 
 4. 섬유및가죽제품 50.8 55.0 55.0 52.1 
 5. 목재및종이제품 45.6 51.4 53.5 51.9 
 6. 인쇄및복제 51.5 57.1 53.6 55.4 
 7. 석유및석탄제품 10.8 8.5 8.5 13.4 
 8. 화학제품 51.1 56.9 57.9 56.0 
 9. 의약품 40.9 45.8 45.5 43.5 
10. 비금속광물제품 55.5 58.9 57.4 52.7 
11. 제1차금속제품 58.2 60.5 59.8 60.7 
12. 금속제품 58.8 56.5 63.5 63.8 
13. 일반기계 51.5 57.4 63.1 63.4 
14. 전기전자기기 41.6 40.2 45.3 50.9 
15. 정밀기기 54.5 57.2 54.8 55.2 
16. 수송장비 57.1 65.0 65.9 60.7 
17. 기타제조업 48.5 52.2 59.4 60.5 
18. 전력가스및수도 37.6 31.7 28.9 30.2 
19. 건설 53.3 50.6 51.3 54.8 
20. 도소매 31.9 32.2 37.5 40.9 
21. 음식점및숙박 56.4 53.4 55.0 54.9 
22. 운수 31.0 33.6 36.7 36.5 
23. 통신및방송 18.4 37.6 46.2 49.2 
24. 금융및보험 27.3 29.4 35.2 40.3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28.2 26.7 29.9 30.3 
26. 공공행정및국방 33.1 27.0 26.8 26.9 
27. 교육및보건 22.8 30.1 29.3 30.9 
28. 사회및기타서비스 47.5 50.9 48.3 47.5 
29. 기타 88.6 85.5 92.8 89.8 

1차산업 31.0 34.6 39.7 43.7 
제조업 50.3 50.7 53.2 53.2 
SOC 50.8 46.0 46.0 47.6 

서비스업 32.0 33.1 35.7 37.1 
기타 88.6 85.5 92.8 89.8 

전산업 43.8 43.5 46.0 47.2 
주: 국산중간투입률 = 100*국산재중간투입액/총투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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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5〉 산업별 수입중간투입률 추이

(단위: %)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2.5 2.5 2.4 3.2 
 2. 광산품 1.2 1.3 0.7 1.3 
 3. 음식료품 10.4 9.6 11.0 14.5 
 4. 섬유및가죽제품 18.9 15.3 14.7 18.3 
 5. 목재및종이제품 24.8 21.9 18.9 22.3 
 6. 인쇄및복제 4.7 5.4 4.6 5.9 
 7. 석유및석탄제품 53.4 58.7 61.3 66.0 
 8. 화학제품 20.3 19.6 20.4 25.2 
 9. 의약품 16.2 17.1 16.8 21.4 
10. 비금속광물제품 7.2 7.0 10.9 16.8 
11. 제1차금속제품 19.1 19.1 20.9 23.1 
12. 금속제품 7.9 9.0 5.2 7.3 
13. 일반기계 14.3 11.8 9.1 11.1 
14. 전기전자기기 24.6 32.4 29.8 27.6 
15. 정밀기기 12.4 17.0 16.8 18.5 
16. 수송장비 12.8 10.9 12.5 15.0 
17. 기타제조업 14.1 13.7 10.8 11.9 
18. 전력가스및수도 14.2 22.7 30.3 39.8 
19. 건설 3.2 3.1 3.4 5.2 
20. 도소매 2.4 3.8 2.9 3.0 
21. 음식점및숙박 5.1 6.0 4.9 6.7 
22. 운수 16.8 23.8 20.4 27.4 
23. 통신및방송 4.2 4.2 5.0 6.5 
24. 금융및보험 1.2 1.7 2.1 2.6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0 1.1 1.8 2.7 
26. 공공행정및국방 6.7 4.7 4.3 5.8 
27. 교육및보건 1.8 2.5 2.2 3.2 
28. 사회및기타서비스 2.7 2.3 1.6 2.5 
29. 기타 11.4 14.5 7.2 10.2 

1차산업 2.4 2.4 2.3 3.1 
제조업 18.6 22.0 21.5 24.2 
SOC 4.9 7.8 9.7 15.3 

서비스업 4.1 4.7 4.4 5.9 
기타 11.4 14.5 7.2 10.2 

전산업 11.0 13.1 12.8 15.9 
주: 수입중간투입률 = 100*수입재중간투입액/총투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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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6〉 산업별 부가가치율 추이

(단위: %)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66.3 62.9 58.0 52.6 
 2. 광산품 70.7 64.4 58.2 60.7 
 3. 음식료품 28.3 27.1 28.7 25.5 
 4. 섬유및가죽제품 30.3 29.8 30.3 29.5 
 5. 목재및종이제품 29.6 26.7 27.6 25.9 
 6. 인쇄및복제 43.8 37.5 41.8 38.6 
 7. 석유및석탄제품 35.8 32.8 30.2 20.7 
 8. 화학제품 28.6 23.5 21.6 18.8 
 9. 의약품 42.9 37.0 37.6 35.1 
10. 비금속광물제품 37.3 34.1 31.7 30.5 
11. 제1차금속제품 22.6 20.5 19.3 16.2 
12. 금속제품 33.3 34.6 31.3 29.0 
13. 일반기계 34.3 30.8 27.8 25.5 
14. 전기전자기기 33.8 27.4 24.9 21.5 
15. 정밀기기 33.1 25.8 28.4 26.2 
16. 수송장비 30.1 24.1 21.6 24.3 
17. 기타제조업 37.5 34.1 29.8 27.6 
18. 전력가스및수도 48.2 45.6 40.9 30.0 
19. 건설 43.5 46.3 45.3 40.0 
20. 도소매 65.7 64.0 59.6 56.2 
21. 음식점및숙박 38.5 40.6 40.1 38.4 
22. 운수 52.2 42.6 42.8 36.1 
23. 통신및방송 77.4 58.2 48.7 44.3 
24. 금융및보험 71.5 68.9 62.7 57.1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70.8 72.3 68.3 67.0 
26. 공공행정및국방 60.2 68.4 68.9 67.3 
27. 교육및보건 75.4 67.4 68.5 65.9 
28. 사회및기타서비스 49.8 46.8 50.2 50.0 
29. 기타  0.0  0.0  0.0  0.0 

1차산업 66.7 63.0 58.0 53.2 
제조업 31.0 27.4 25.4 22.5 
SOC 44.2 46.1 44.2 37.1 

서비스업 63.9 62.2 59.9 57.0 
기타  0.0  0.0  0.0  0.0 

전산업 45.2 43.3 41.2 36.9 
주: 부가가치율 = 100*부가가치액/총투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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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7〉 산업별 중간수요율 추이

(단위: %)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62.3 70.0 70.0 69.9 
 2. 광산품 100.5 99.3 100.1 99.5 
 3. 음식료품 45.4 40.0 44.9 49.1 
 4. 섬유및가죽제품 33.7 36.8 36.5 35.9 
 5. 목재및종이제품 88.7 87.3 87.8 89.2 
 6. 인쇄및복제 88.0 90.6 94.3 94.2 
 7. 석유및석탄제품 68.3 59.7 64.9 63.2 
 8. 화학제품 75.3 75.5 73.7 72.1 
 9. 의약품 49.4 92.4 84.4 80.1 
10. 비금속광물제품 94.2 93.4 92.8 93.7 
11. 제1차금속제품 90.6 87.7 87.4 85.4 
12. 금속제품 66.4 80.4 81.3 79.8 
13. 일반기계 38.8 41.9 44.3 42.5 
14. 전기전자기기 40.0 41.9 43.8 46.0 
15. 정밀기기 28.8 35.8 46.6 46.7 
16. 수송장비 33.2 35.4 38.9 34.8 
17. 기타제조업 27.6 30.8 45.5 50.6 
18. 전력가스및수도 75.3 67.2 73.6 75.3 
19. 건설 8.4 9.1 6.5 6.2 
20. 도소매 31.3 41.8 50.0 52.2 
21. 음식점및숙박 33.3 34.9 34.0 35.1 
22. 운수 41.8 37.4 52.0 52.2 
23. 통신및방송 63.7 57.3 56.7 61.0 
24. 금융및보험 67.7 61.1 61.3 62.2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55.0 49.6 51.0 57.0 
26. 공공행정및국방 0.0 0.0 1.9 1.7 
27. 교육및보건 7.5 5.8 6.9 7.6 
28. 사회및기타서비스 26.7 24.7 24.0 24.9 
29. 기타 96.4 94.1 96.3 99.3 

1차산업 73.7 84.3 87.4 90.0 
제조업 54.6 54.5 58.5 58.5 
SOC 18.9 23.1 22.3 26.3 

서비스업 38.2 37.6 39.4 41.6 
기타 96.4 94.1 96.3 99.3 

전산업 47.6 48.3 50.7 52.8 
주: 중간수요율 = 100*중간수요액/총수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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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8〉 산업별 수출률 추이

(단위: %)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1.7 1.8 1.3 1.5 
 2. 광산품 1.8 2.6 1.8 1.7 
 3. 음식료품 5.0 5.2 4.7 6.6 
 4. 섬유및가죽제품 47.6 49.2 33.8 33.8 
 5. 목재및종이제품 7.4 12.5 11.0 11.1 
 6. 인쇄및복제 3.5 6.6 4.4 5.6 
 7. 석유및석탄제품 12.8 22.7 24.2 30.1 
 8. 화학제품 20.7 24.1 27.0 32.3 
 9. 의약품 3.4 6.1 5.3 7.8 
10. 비금속광물제품 3.1 6.1 5.9 5.4 
11. 제1차금속제품 13.1 16.8 16.3 18.7 
12. 금속제품 15.4 14.6 12.8 16.6 
13. 일반기계 15.2 22.5 25.0 33.1 
14. 전기전자기기 47.5 50.8 56.6 52.5 
15. 정밀기기 26.6 32.5 34.1 37.1 
16. 수송장비 25.8 41.2 44.5 52.9 
17. 기타제조업 24.7 29.6 17.5 17.5 
18. 전력가스및수도 0.2 0.2 0.1 0.1 
19. 건설 0.1 0.2 0.1 0.2 
20. 도소매 9.5 10.9 10.0 9.8 
21. 음식점및숙박 8.9 10.1 4.8 6.0 
22. 운수 31.3 42.8 32.4 36.5 
23. 통신및방송 3.4 1.6 1.7 2.2 
24. 금융및보험 1.5 2.8 2.9 5.3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9 2.6 3.5 5.4 
26. 공공행정및국방 0.0 0.0 0.0 0.0 
27. 교육및보건 0.1 0.2 0.1 0.1 
28. 사회및기타서비스 3.8 4.2 2.6 2.0 
29. 기타 3.8 6.7 3.8 0.7 

1차산업 1.7 1.8 1.3 1.5 
제조업 23.3 29.9 30.2 33.7 
SOC 0.1 0.2 0.1 0.2 

서비스업 6.7 7.6 6.2 7.5 
기타 3.8 6.7 3.8 0.7 

전산업 13.3 17.0 16.6 19.8 
주: 수출률 = 100*수출액/국내총산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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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9〉 산업별 중간재 수입의존도(I) 추이

(단위: %)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2.5 2.5 2.4 3.2 
 2. 광산품 1.2 1.3 0.7 1.3 
 3. 음식료품 10.4 9.6 11.0 14.5 
 4. 섬유및가죽제품 18.9 15.3 14.7 18.3 
 5. 목재및종이제품 24.8 21.9 18.9 22.3 
 6. 인쇄및복제 4.7 5.4 4.6 5.9 
 7. 석유및석탄제품 53.4 58.7 61.3 66.0 
 8. 화학제품 20.3 19.6 20.4 25.2 
 9. 의약품 16.2 17.1 16.8 21.4 
10. 비금속광물제품 7.2 7.0 10.9 16.8 
11. 제1차금속제품 19.1 19.1 20.9 23.1 
12. 금속제품 7.9 9.0 5.2 7.3 
13. 일반기계 14.3 11.8 9.1 11.1 
14. 전기전자기기 24.6 32.4 29.8 27.6 
15. 정밀기기 12.4 17.0 16.8 18.5 
16. 수송장비 12.8 10.9 12.5 15.0 
17. 기타제조업 14.1 13.7 10.8 11.9 
18. 전력가스및수도 14.2 22.7 30.3 39.8 
19. 건설 3.2 3.1 3.4 5.2 
20. 도소매 2.4 3.8 2.9 3.0 
21. 음식점및숙박 5.1 6.0 4.9 6.7 
22. 운수 16.8 23.8 20.4 27.4 
23. 통신및방송 4.2 4.2 5.0 6.5 
24. 금융및보험 1.2 1.7 2.1 2.6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0 1.1 1.8 2.7 
26. 공공행정및국방 6.7 4.7 4.3 5.8 
27. 교육및보건 1.8 2.5 2.2 3.2 
28. 사회및기타서비스 2.7 2.3 1.6 2.5 
29. 기타 11.4 14.5 7.2 10.2 

1차산업 2.4 2.4 2.3 3.1 
제조업 18.6 22.0 21.5 24.2 
SOC 4.9 7.8 9.7 15.3 

서비스업 4.1 4.7 4.4 5.9 
기타 11.4 14.5 7.2 10.2 

전산업 11.0 13.1 12.8 15.9 
주: 중간재 수입의존도(I) = 100*수입중간재투입액/총투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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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0〉 산업별 중간재 수입의존도(II) 추이

(단위: %)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7.4 6.7 5.8 6.8 
 2. 광산품 4.0 3.6 1.7 3.4 
 3. 음식료품 14.4 13.2 15.4 19.4 
 4. 섬유및가죽제품 27.1 21.7 21.0 26.0 
 5. 목재및종이제품 35.2 29.9 26.2 30.0 
 6. 인쇄및복제 8.4 8.6 7.9 9.6 
 7. 석유및석탄제품 83.2 87.3 87.8 83.2 
 8. 화학제품 28.5 25.6 26.1 31.0 
 9. 의약품 28.4 27.2 27.0 32.9 
10. 비금속광물제품 11.4 10.7 16.0 24.2 
11. 제1차금속제품 24.7 24.0 25.9 27.6 
12. 금속제품 11.8 13.7 7.5 10.2 
13. 일반기계 21.7 17.0 12.6 14.9 
14. 전기전자기기 37.2 44.7 39.7 35.1 
15. 정밀기기 18.6 22.9 23.4 25.1 
16. 수송장비 18.3 14.3 16.0 19.8 
17. 기타제조업 22.5 20.7 15.4 16.5 
18. 전력가스및수도 27.4 41.8 51.2 56.8 
19. 건설 5.7 5.8 6.3 8.7 
20. 도소매 6.9 10.4 7.2 6.8 
21. 음식점및숙박 8.3 10.1 8.2 10.9 
22. 운수 35.1 41.5 35.7 42.9 
23. 통신및방송 18.6 10.0 9.8 11.6 
24. 금융및보험 4.3 5.5 5.6 6.0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3.3 3.9 5.6 8.1 
26. 공공행정및국방 16.7 14.8 13.8 17.6 
27. 교육및보건 7.3 7.7 6.9 9.4 
28. 사회및기타서비스 5.5 4.3 3.1 5.0 
29. 기타 11.4 14.5 7.2 10.2 

1차산업 7.1 6.5 5.5 6.6 
제조업 27.0 30.3 28.7 31.3 
SOC 8.9 14.5 17.5 24.3 

서비스업 11.4 12.5 10.9 13.8 
기타 11.4 14.5 7.2 10.2 

전산업 20.0 23.2 21.8 25.3 
주: 중간재 수입의존도(II) = 100*수입중간재투입액/중간재투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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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1〉 산업별 수입계수 추이

(단위: %)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13.7 12.4 14.1 18.2 
 2. 광산품 79.9 93.8 95.3 97.3 
 3. 음식료품 10.5 13.1 13.0 16.6 
 4. 섬유및가죽제품 14.8 14.6 20.3 27.1 
 5. 목재및종이제품 21.5 19.6 16.9 18.6 
 6. 인쇄및복제 4.7 6.2 6.0 5.3 
 7. 석유및석탄제품 22.6 17.1 16.0 20.4 
 8. 화학제품 19.7 18.2 18.6 20.1 
 9. 의약품 10.4 14.2 16.8 23.4 
10. 비금속광물제품 7.6 9.4 13.4 17.5 
11. 제1차금속제품 21.0 20.2 20.0 19.1 
12. 금속제품 6.4 7.6 5.8 9.2 
13. 일반기계 38.1 31.1 25.7 28.2 
14. 전기전자기기 21.1 26.6 22.7 20.0 
15. 정밀기기 57.3 56.5 52.0 46.6 
16. 수송장비 11.4 9.7 6.7 10.6 
17. 기타제조업 14.9 18.4 18.5 23.1 
18. 전력가스및수도 0.1 0.2 0.2 0.3 
19. 건설 0.0 0.1 0.0 0.0 
20. 도소매 1.1 1.9 2.0 1.7 
21. 음식점및숙박 10.3 12.8 7.5 10.2 
22. 운수 11.9 14.9 14.5 15.9 
23. 통신및방송 3.8 2.6 3.1 4.1 
24. 금융및보험 2.2 2.3 4.3 3.5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5.6 6.6 6.2 11.0 
26. 공공행정및국방 0.0 0.0 0.6 0.5 
27. 교육및보건 4.6 2.4 2.7 2.4 
28. 사회및기타서비스 4.2 4.6 6.4 4.0 
29. 기타 5.3 5.4 3.0 1.7 

1차산업 33.5 52.2 61.0 72.1 
제조업 19.5 20.0 18.1 19.4 
SOC 0.0 0.1 0.1 0.1 

서비스업 4.9 5.5 5.4 6.6 
기타 5.3 5.4 3.0 1.7 

전산업 13.3 14.7 13.9 16.3 
주: 중간재 수입의존도(II) = 100*수입중간재투입액/중간재투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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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2〉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추이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1.768 1.896 2.089 2.354 
 2. 광산품 1.681 1.801 2.086 2.146 
 3. 음식료품 2.458 2.553 2.650 2.933 
 4. 섬유및가죽제품 2.778 2.917 2.911 3.109 
 5. 목재및종이제품 2.733 2.962 2.985 3.250 
 6. 인쇄및복제 2.418 2.668 2.563 2.797 
 7. 석유및석탄제품 2.149 2.265 2.502 2.811 
 8. 화학제품 2.831 3.082 3.312 3.616 
 9. 의약품 2.283 2.439 2.547 2.731 
10. 비금속광물제품 2.354 2.523 2.728 2.934 
11. 제1차금속제품 3.250 3.455 3.690 3.936 
12. 금속제품 2.924 2.979 3.219 3.478 
13. 일반기계 2.766 2.977 3.233 3.487 
14. 전기전자기기 2.678 3.062 3.243 3.576 
15. 정밀기기 2.529 2.948 3.049 3.271 
16. 수송장비 2.885 3.252 3.553 3.575 
17. 기타제조업 2.583 2.805 3.042 3.301 
18. 전력가스및수도 2.063 2.128 2.342 2.693 
19. 건설 2.382 2.397 2.555 2.860 
20. 도소매 1.668 1.716 1.898 2.082 
21. 음식점및숙박 2.347 2.351 2.429 2.650 
22. 운수 2.019 2.306 2.398 2.728 
23. 통신및방송 1.475 1.827 2.111 2.303 
24. 금융및보험 1.566 1.597 1.714 1.898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629 1.588 1.729 1.842 
26. 공공행정및국방 2.011 1.821 1.865 1.938 
27. 교육및보건 1.561 1.755 1.772 1.911 
28. 사회및기타서비스 2.198 2.284 2.283 2.382 
29. 기타 3.305 3.413 3.491 3.711 

1차산업 1.791 1.944 2.153 2.426 
제조업 2.691 2.915 3.111 3.413 
SOC 2.351 2.371 2.521 2.865 

서비스업 1.818 1.874 1.980 2.147 
기타 3.114 3.140 3.305 3.442 

전산업 2.215 2.308 2.428 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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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3〉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추이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0.912 0.891 0.864 0.820 
 2. 광산품 0.919 0.893 0.847 0.821 
 3. 음식료품 0.810 0.803 0.775 0.706 
 4. 섬유및가죽제품 0.669 0.680 0.691 0.626 
 5. 목재및종이제품 0.616 0.615 0.633 0.571 
 6. 인쇄및복제 0.806 0.780 0.808 0.755 
 7. 석유및석탄제품 0.437 0.384 0.355 0.280 
 8. 화학제품 0.642 0.603 0.562 0.476 
 9. 의약품 0.764 0.744 0.731 0.670 
10. 비금속광물제품 0.817 0.778 0.717 0.633 
11. 제1차금속제품 0.607 0.579 0.539 0.465 
12. 금속제품 0.738 0.718 0.715 0.650 
13. 일반기계 0.713 0.703 0.703 0.644 
14. 전기전자기기 0.642 0.540 0.551 0.522 
15. 정밀기기 0.766 0.665 0.658 0.620 
16. 수송장비 0.720 0.691 0.648 0.614 
17. 기타제조업 0.732 0.705 0.704 0.652 
18. 전력가스및수도 0.755 0.674 0.595 0.461 
19. 건설 0.848 0.836 0.811 0.748 
20. 도소매 0.930 0.909 0.891 0.858 
21. 음식점및숙박 0.857 0.836 0.835 0.782 
22. 운수 0.746 0.641 0.649 0.561 
23. 통신및방송 0.926 0.908 0.876 0.838 
24. 금융및보험 0.954 0.947 0.942 0.919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948 0.948 0.930 0.903 
26. 공공행정및국방 0.857 0.884 0.892 0.868 
27. 교육및보건 0.937 0.907 0.911 0.878 
28. 사회및기타서비스 0.869 0.860 0.871 0.837 
29. 기타 0.735 0.680 0.747 0.682 

1차산업 0.906 0.880 0.863 0.815 
제조업 0.691 0.628 0.619 0.556 
SOC 0.828 0.789 0.763 0.675 

서비스업 0.900 0.883 0.881 0.846 
기타 0.730 0.694 0.748 0.705 

전산업 0.804 0.768 0.763 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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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4〉 산업별 수입유발계수 추이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0.088 0.109 0.136 0.180 
 2. 광산품 0.081 0.107 0.153 0.179 
 3. 음식료품 0.190 0.197 0.225 0.294 
 4. 섬유및가죽제품 0.331 0.320 0.309 0.374 
 5. 목재및종이제품 0.384 0.385 0.367 0.429 
 6. 인쇄및복제 0.194 0.220 0.192 0.245 
 7. 석유및석탄제품 0.563 0.616 0.645 0.720 
 8. 화학제품 0.358 0.397 0.438 0.524 
 9. 의약품 0.236 0.256 0.269 0.330 
10. 비금속광물제품 0.183 0.222 0.283 0.367 
11. 제1차금속제품 0.393 0.421 0.461 0.535 
12. 금속제품 0.262 0.282 0.285 0.350 
13. 일반기계 0.287 0.297 0.297 0.356 
14. 전기전자기기 0.358 0.460 0.449 0.478 
15. 정밀기기 0.234 0.335 0.342 0.380 
16. 수송장비 0.280 0.309 0.352 0.386 
17. 기타제조업 0.268 0.295 0.296 0.348 
18. 전력가스및수도 0.245 0.326 0.405 0.539 
19. 건설 0.152 0.164 0.189 0.252 
20. 도소매 0.070 0.091 0.109 0.142 
21. 음식점및숙박 0.143 0.164 0.165 0.218 
22. 운수 0.254 0.359 0.351 0.439 
23. 통신및방송 0.074 0.092 0.124 0.162 
24. 금융및보험 0.046 0.053 0.058 0.081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052 0.052 0.070 0.097 
26. 공공행정및국방 0.143 0.116 0.108 0.132 
27. 교육및보건 0.063 0.093 0.089 0.122 
28. 사회및기타서비스 0.131 0.140 0.129 0.163 
29. 기타 0.265 0.320 0.253 0.318 

1차산업 0.094 0.120 0.137 0.185 
제조업 0.309 0.372 0.381 0.444 
SOC 0.172 0.211 0.237 0.325 

서비스업 0.100 0.117 0.119 0.154 
기타 0.270 0.306 0.252 0.295 

전산업 0.196 0.232 0.23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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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5〉 산업별 취업계수 추이

                                   (단위: 명/10억원)

　 2005 2010
 1. 농림수산품 42.6 30.0 
 2. 광산품 5.4 4.2 
 3. 음식료품 3.9 3.0 
 4. 섬유및가죽제품 8.6 6.2 
 5. 목재및종이제품 5.2 3.7 
 6. 인쇄및복제 8.9 8.4 
 7. 석유및석탄제품 0.2 0.1 
 8. 화학제품 2.7 1.8 
 9. 의약품 3.2 1.9 
10. 비금속광물제품 4.3 3.0 
11. 제1차금속제품 1.0 0.7 
12. 금속제품 6.6 5.4 
13. 일반기계 5.0 3.8 
14. 전기전자기기 3.2 1.9 
15. 정밀기기 7.2 5.0 
16. 수송장비 2.9 2.1 
17. 기타제조업 8.1 6.1 
18. 전력가스및수도 1.5 0.9 
19. 건설 10.5 8.5 
20. 도소매 25.4 20.1 
21. 음식점및숙박 24.7 20.9 
22. 운수 12.1 8.8 
23. 통신및방송 3.1 2.7 
24. 금융및보험 6.2 5.1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7.5 7.8 
26. 공공행정및국방 10.2 8.9 
27. 교육및보건 16.0 14.4 
28. 사회및기타서비스 17.5 15.1 
29. 기타 0.0 0.0 

1차산업 40.0 28.3 
제조업 3.4 2.3 
SOC 8.4 6.3 

서비스업 13.1 11.5 
기타 0.0 0.0 

전산업 8.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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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6〉 산업별 고용계수 추이

                                   (단위: 명/10억원)

　 2005 2010
 1. 농림수산품 4.1 3.6 
 2. 광산품 5.0 3.9 
 3. 음식료품 2.8 2.2 
 4. 섬유및가죽제품 7.2 5.1 
 5. 목재및종이제품 4.6 3.3 
 6. 인쇄및복제 7.4 6.3 
 7. 석유및석탄제품 0.2 0.1 
 8. 화학제품 2.5 1.7 
 9. 의약품 3.2 1.9 
10. 비금속광물제품 4.0 2.8 
11. 제1차금속제품 1.0 0.7 
12. 금속제품 5.5 4.7 
13. 일반기계 4.6 3.4 
14. 전기전자기기 3.1 1.8 
15. 정밀기기 6.7 4.6 
16. 수송장비 2.8 2.1 
17. 기타제조업 6.4 4.7 
18. 전력가스및수도 1.5 0.9 
19. 건설 10.4 8.3 
20. 도소매 11.6 9.5 
21. 음식점및숙박 11.5 10.2 
22. 운수 8.4 6.1 
23. 통신및방송 3.0 2.6 
24. 금융및보험 6.2 5.1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6.8 7.2 
26. 공공행정및국방 10.2 8.9 
27. 교육및보건 14.6 13.2 
28. 사회및기타서비스 10.6 9.2 
29. 기타 0.0 0.0 

1차산업 4.1 3.6 
제조업 3.0 2.1 
SOC 8.3 6.1 

서비스업 9.2 8.3 
기타 0.0 0.0 

전산업 6.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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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7〉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단위: 명/10억원)

　 2005 2010
 1. 농림수산품 51.05 37.25 
 2. 광산품 10.44 7.77 
 3. 음식료품 24.66 17.78 
 4. 섬유및가죽제품 17.17 12.09 
 5. 목재및종이제품 12.27 9.04 
 6. 인쇄및복제 17.06 15.28 
 7. 석유및석탄제품 0.97 1.14 
 8. 화학제품 8.21 5.84 
 9. 의약품 10.46 7.58 
10. 비금속광물제품 11.03 7.81 
11. 제1차금속제품 5.14 3.91 
12. 금속제품 12.86 10.45 
13. 일반기계 12.22 9.54 
14. 전기전자기기 8.33 6.20 
15. 정밀기기 13.87 10.58 
16. 수송장비 9.90 7.22 
17. 기타제조업 16.37 12.61 
18. 전력가스및수도 3.63 2.46 
19. 건설 16.61 13.71 
20. 도소매 30.43 24.81 
21. 음식점및숙박 37.79 30.82 
22. 운수 15.42 11.44 
23. 통신및방송 9.67 9.51 
24. 금융및보험 10.46 9.43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1.69 11.54 
26. 공공행정및국방 14.71 12.48 
27. 교육및보건 20.33 18.17 
28. 사회및기타서비스 24.85 20.95 
29. 기타 27.75 22.35 

1차산업 47.11 33.93 
제조업 11.11 7.86 
SOC 14.67 11.29 

서비스업 19.15 16.62 
기타 16.47 13.63 

전산업 15.7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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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8〉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추이

                                   (단위: 명/10억원)

　 2005 2010
 1. 농림수산품 7.22 6.59 
 2. 광산품 8.30 6.31 
 3. 음식료품 7.96 6.65 
 4. 섬유및가죽제품 13.20 9.42 
 5. 목재및종이제품 9.40 6.97 
 6. 인쇄및복제 13.02 11.01 
 7. 석유및석탄제품 0.75 0.87 
 8. 화학제품 6.52 4.63 
 9. 의약품 7.64 5.55 
10. 비금속광물제품 8.80 6.27 
11. 제1차금속제품 4.03 3.06 
12. 금속제품 10.03 8.31 
13. 일반기계 9.96 7.77 
14. 전기전자기기 6.88 5.10 
15. 정밀기기 11.57 8.78 
16. 수송장비 8.18 5.97 
17. 기타제조업 12.16 9.37 
18. 전력가스및수도 3.17 2.15 
19. 건설 14.83 12.12 
20. 도소매 15.17 12.89 
21. 음식점및숙박 16.46 14.25 
22. 운수 10.71 8.05 
23. 통신및방송 7.53 7.20 
24. 금융및보험 9.60 8.62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9.84 9.91 
26. 공공행정및국방 12.95 11.33 
27. 교육및보건 17.44 15.67 
28. 사회및기타서비스 15.45 13.26 
29. 기타 12.56 10.96 

1차산업 7.78 6.81 
제조업 7.90 5.86 
SOC 12.70 9.80 

서비스업 13.38 11.98 
기타 10.80 9.52 

전산업 11.08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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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9〉 산업별 영향력계수 추이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0.762 0.766 0.797 0.829 
 2. 광산품 0.725 0.728 0.796 0.756 
 3. 음식료품 1.059 1.032 1.011 1.033 
 4. 섬유및가죽제품 1.197 1.179 1.111 1.095 
 5. 목재및종이제품 1.178 1.197 1.139 1.145 
 6. 인쇄및복제 1.042 1.078 0.978 0.985 
 7. 석유및석탄제품 0.926 0.915 0.955 0.991 
 8. 화학제품 1.220 1.245 1.264 1.274 
 9. 의약품 0.984 0.986 0.972 0.962 
10. 비금속광물제품 1.015 1.019 1.041 1.034 
11. 제1차금속제품 1.401 1.396 1.408 1.387 
12. 금속제품 1.260 1.204 1.228 1.226 
13. 일반기계 1.192 1.203 1.234 1.229 
14. 전기전자기기 1.154 1.237 1.238 1.260 
15. 정밀기기 1.090 1.191 1.164 1.152 
16. 수송장비 1.243 1.314 1.356 1.260 
17. 기타제조업 1.113 1.133 1.161 1.163 
18. 전력가스및수도 0.889 0.860 0.894 0.949 
19. 건설 1.026 0.968 0.975 1.008 
20. 도소매 0.719 0.694 0.724 0.734 
21. 음식점및숙박 1.012 0.950 0.927 0.934 
22. 운수 0.870 0.932 0.915 0.961 
23. 통신및방송 0.636 0.738 0.806 0.812 
24. 금융및보험 0.675 0.645 0.654 0.669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702 0.642 0.660 0.649 
26. 공공행정및국방 0.867 0.736 0.712 0.683 
27. 교육및보건 0.673 0.709 0.676 0.673 
28. 사회및기타서비스 0.947 0.923 0.871 0.839 
29. 기타 1.424 1.379 1.332 1.307 

1차산업 0.761 0.794 0.824 0.849 
제조업 1.144 1.191 1.190 1.194 
SOC 0.999 0.968 0.964 1.002 

서비스업 0.773 0.765 0.757 0.751 
기타 1.323 1.282 1.265 1.204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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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0〉 산업별 감응도계수 추이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1.256 1.049 0.941 0.891 
 2. 광산품 1.340 1.609 1.758 2.038 
 3. 음식료품 1.255 1.026 0.997 1.012 
 4. 섬유및가죽제품 0.796 0.786 0.729 0.690 
 5. 목재및종이제품 1.428 1.309 1.028 1.058 
 6. 인쇄및복제 0.557 0.532 0.533 0.467 
 7. 석유및석탄제품 1.117 1.398 1.493 1.654 
 8. 화학제품 2.229 2.266 2.327 2.366 
 9. 의약품 0.541 0.517 0.491 0.455 
10. 비금속광물제품 0.777 0.707 0.654 0.619 
11. 제1차금속제품 2.373 2.260 2.493 2.534 
12. 금속제품 0.705 0.708 0.809 0.833 
13. 일반기계 0.940 0.866 0.857 0.828 
14. 전기전자기기 1.138 1.372 1.237 1.280 
15. 정밀기기 0.542 0.550 0.532 0.488 
16. 수송장비 0.826 0.770 0.839 0.833 
17. 기타제조업 0.509 0.482 0.484 0.465 
18. 전력가스및수도 0.963 0.997 0.964 0.980 
19. 건설 0.624 0.549 0.478 0.430 
20. 도소매 0.959 1.038 1.180 1.169 
21. 음식점및숙박 0.927 0.969 0.848 0.832 
22. 운수 0.973 0.875 1.343 1.289 
23. 통신및방송 0.682 0.792 0.749 0.682 
24. 금융및보험 1.245 1.263 1.083 1.072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674 1.867 1.767 1.798 
26. 공공행정및국방 0.431 0.404 0.407 0.373 
27. 교육및보건 0.537 0.476 0.480 0.458 
28. 사회및기타서비스 0.601 0.593 0.584 0.565 
29. 기타 1.056 0.968 0.914 0.840 

1차산업 0.671 0.680 0.653 0.650 
제조업 1.993 1.968 2.073 2.156 
SOC 0.514 0.500 0.473 0.448 

서비스업 1.300 1.357 1.334 1.321 
기타 0.521 0.494 0.466 0.426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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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1〉 제약산업에 대한 업종별 중간재 투입계수 추이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0.0294 0.0240 0.0222 0.0217 
 2. 광산품 0.0000 0.0001 0.0001 0.0001 
 3. 음식료품 0.0173 0.0159 0.0113 0.0117 
 4. 섬유및가죽제품 0.0020 0.0018 0.0019 0.0024 
 5. 목재및종이제품 0.0330 0.0258 0.0222 0.0246 
 6. 인쇄및복제 0.0100 0.0097 0.0108 0.0079 
 7. 석유및석탄제품 0.0051 0.0092 0.0086 0.0081 
 8. 화학제품 0.0924 0.0940 0.1000 0.1091 
 9. 의약품 0.1057 0.0883 0.1089 0.1134 
10. 비금속광물제품 0.0175 0.0192 0.0185 0.0183 
11. 제1차금속제품 0.0053 0.0060 0.0053 0.0065 
12. 금속제품 0.0064 0.0070 0.0102 0.0114 
13. 일반기계 0.0019 0.0025 0.0020 0.0019 
14. 전기전자기기 0.0012 0.0014 0.0010 0.0014 
15. 정밀기기 0.0008 0.0013 0.0012 0.0011 
16. 수송장비 0.0018 0.0015 0.0019 0.0017 
17. 기타제조업 0.0001 0.0000 0.0000 0.0000 
18. 전력가스및수도 0.0067 0.0108 0.0084 0.0084 
19. 건설 0.0003 0.0005 0.0005 0.0004 
20. 도소매 0.0267 0.0301 0.0366 0.0366 
21. 음식점및숙박 0.0000 0.0000 0.0000 0.0000 
22. 운수 0.0280 0.0308 0.0387 0.0324 
23. 통신및방송 0.0047 0.0084 0.0069 0.0060 
24. 금융및보험 0.0265 0.0318 0.0153 0.0150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1092 0.1654 0.1459 0.1712 
26. 공공행정및국방 0.0000 0.0000 0.0000 0.0000 
27. 교육및보건 0.0022 0.0050 0.0059 0.0057 
28. 사회및기타서비스 0.0046 0.0076 0.0054 0.0038 
29. 기타 0.0320 0.0313 0.0340 0.0277 

1차산업 0.0294 0.0241 0.0222 0.0218 
제조업 0.3004 0.2837 0.3037 0.3196 
SOC 0.0071 0.0113 0.0089 0.0088 

서비스업 0.2020 0.2791 0.2548 0.2707 
기타 0.0320 0.0313 0.0340 0.0277 

전산업 0.5710 0.6295 0.6237 0.6485 



부 록∙345

〈부표 2-32〉 제약산업에 대한 업종별 국산중간재 투입계수 추이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0.0241 0.0176 0.0178 0.0188 
 2. 광산품 0.0000 0.0000 0.0000 0.0000 
 3. 음식료품 0.0107 0.0092 0.0073 0.0051 
 4. 섬유및가죽제품 0.0011 0.0012 0.0016 0.0019 
 5. 목재및종이제품 0.0312 0.0252 0.0218 0.0239 
 6. 인쇄및복제 0.0099 0.0095 0.0105 0.0076 
 7. 석유및석탄제품 0.0041 0.0081 0.0080 0.0060 
 8. 화학제품 0.0376 0.0353 0.0469 0.0497 
 9. 의약품 0.0408 0.0143 0.0305 0.0147 
10. 비금속광물제품 0.0161 0.0189 0.0183 0.0166 
11. 제1차금속제품 0.0033 0.0039 0.0046 0.0047 
12. 금속제품 0.0062 0.0067 0.0100 0.0110 
13. 일반기계 0.0012 0.0017 0.0011 0.0011 
14. 전기전자기기 0.0012 0.0014 0.0010 0.0014 
15. 정밀기기 0.0006 0.0010 0.0009 0.0008 
16. 수송장비 0.0018 0.0015 0.0019 0.0017 
17. 기타제조업 0.0001 0.0000 0.0000 0.0000 
18. 전력가스및수도 0.0067 0.0108 0.0084 0.0084 
19. 건설 0.0003 0.0005 0.0005 0.0004 
20. 도소매 0.0267 0.0301 0.0366 0.0366 
21. 음식점및숙박 0.0000 0.0000 0.0000 0.0000 
22. 운수 0.0272 0.0299 0.0386 0.0324 
23. 통신및방송 0.0047 0.0083 0.0069 0.0055 
24. 금융및보험 0.0259 0.0312 0.0149 0.0146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1017 0.1566 0.1263 0.1368 
26. 공공행정및국방 0.0000 0.0000 0.0000 0.0000 
27. 교육및보건 0.0022 0.0050 0.0059 0.0057 
28. 사회및기타서비스 0.0046 0.0075 0.0053 0.0038 
29. 기타 0.0188 0.0227 0.0299 0.0259 

1차산업 0.0241 0.0176 0.0179 0.0188 
제조업 0.1658 0.1380 0.1643 0.1461 
SOC 0.0071 0.0113 0.0089 0.0088 

서비스업 0.1930 0.2686 0.2345 0.2354 
기타 0.0188 0.0227 0.0299 0.0259 

전산업 0.4088 0.4582 0.4555 0.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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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3〉 제약산업에 대한 업종별 수입중간재 투입계수 추이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0.0053 0.0064 0.0043 0.0030 
 2. 광산품 0.0000 0.0001 0.0001 0.0000 
 3. 음식료품 0.0065 0.0066 0.0040 0.0066 
 4. 섬유및가죽제품 0.0008 0.0006 0.0003 0.0005 
 5. 목재및종이제품 0.0018 0.0006 0.0004 0.0007 
 6. 인쇄및복제 0.0001 0.0002 0.0003 0.0003 
 7. 석유및석탄제품 0.0010 0.0011 0.0006 0.0021 
 8. 화학제품 0.0548 0.0586 0.0531 0.0594 
 9. 의약품 0.0649 0.0740 0.0784 0.0987 
10. 비금속광물제품 0.0014 0.0003 0.0003 0.0017 
11. 제1차금속제품 0.0020 0.0021 0.0008 0.0018 
12. 금속제품 0.0002 0.0002 0.0002 0.0004 
13. 일반기계 0.0007 0.0008 0.0008 0.0008 
14. 전기전자기기 0.0000 0.0001 0.0000 0.0001 
15. 정밀기기 0.0003 0.0004 0.0003 0.0003 
16. 수송장비 0.0000 0.0000 0.0000 0.0000 
17. 기타제조업 0.0000 0.0000 0.0000 0.0000 
18. 전력가스및수도 0.0000 0.0000 0.0000 0.0000 
19. 건설 0.0000 0.0000 0.0000 0.0000 
20. 도소매 0.0000 0.0000 0.0000 0.0000 
21. 음식점및숙박 0.0000 0.0000 0.0000 0.0000 
22. 운수 0.0007 0.0008 0.0001 0.0001 
23. 통신및방송 0.0000 0.0001 0.0000 0.0005 
24. 금융및보험 0.0006 0.0006 0.0004 0.0003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0075 0.0089 0.0196 0.0344 
26. 공공행정및국방 0.0000 0.0000 0.0000 0.0000 
27. 교육및보건 0.0000 0.0000 0.0000 0.0000 
28. 사회및기타서비스 0.0001 0.0001 0.0001 0.0001 
29. 기타 0.0132 0.0087 0.0041 0.0018 

1차산업 0.0053 0.0065 0.0044 0.0030 
제조업 0.1346 0.1456 0.1395 0.1735 
SOC 0.0000 0.0000 0.0000 0.0000 

서비스업 0.0091 0.0105 0.0203 0.0353 
기타 0.0132 0.0087 0.0041 0.0018 

전산업 0.1622 0.1713 0.1682 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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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4〉 제약산업에 대한 업종별 생산유발계수 추이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0.071 0.055 0.050 0.051 
 2. 광산품 0.031 0.054 0.068 0.093 
 3. 음식료품 0.055 0.044 0.041 0.045 
 4. 섬유및가죽제품 0.010 0.011 0.010 0.012 
 5. 목재및종이제품 0.082 0.068 0.055 0.065 
 6. 인쇄및복제 0.016 0.016 0.019 0.014 
 7. 석유및석탄제품 0.039 0.068 0.083 0.106 
 8. 화학제품 0.225 0.230 0.258 0.292 
 9. 의약품 1.120 1.099 1.124 1.130 
10. 비금속광물제품 0.030 0.032 0.031 0.031 
11. 제1차금속제품 0.040 0.043 0.055 0.070 
12. 금속제품 0.015 0.016 0.025 0.029 
13. 일반기계 0.015 0.015 0.017 0.019 
14. 전기전자기기 0.012 0.018 0.023 0.031 
15. 정밀기기 0.003 0.004 0.004 0.005 
16. 수송장비 0.010 0.010 0.016 0.020 
17. 기타제조업 0.003 0.003 0.003 0.003 
18. 전력가스및수도 0.028 0.039 0.037 0.043 
19. 건설 0.013 0.014 0.009 0.008 
20. 도소매 0.049 0.058 0.076 0.081 
21. 음식점및숙박 0.028 0.035 0.033 0.035 
22. 운수 0.055 0.058 0.093 0.091 
23. 통신및방송 0.018 0.030 0.029 0.029 
24. 금융및보험 0.065 0.083 0.060 0.064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167 0.247 0.230 0.272 
26. 공공행정및국방 0.000 0.000 0.002 0.001 
27. 교육및보건 0.008 0.009 0.012 0.012 
28. 사회및기타서비스 0.014 0.020 0.019 0.019 
29. 기타 0.060 0.060 0.064 0.061 

1차산업 0.102 0.109 0.118 0.144 
제조업 1.675 1.677 1.765 1.873 
SOC 0.042 0.053 0.047 0.051 

서비스업 0.405 0.540 0.553 0.603 
기타 0.060 0.060 0.064 0.061 

전산업 2.283 2.439 2.547 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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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5〉 제약산업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추이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0.026 0.018 0.017 0.015 
 2. 광산품 0.002 0.002 0.001 0.001 
 3. 음식료품 0.008 0.006 0.007 0.005 
 4. 섬유및가죽제품 0.001 0.001 0.002 0.002 
 5. 목재및종이제품 0.015 0.012 0.010 0.010 
 6. 인쇄및복제 0.006 0.005 0.006 0.004 
 7. 석유및석탄제품 0.006 0.009 0.010 0.006 
 8. 화학제품 0.020 0.017 0.020 0.018 
 9. 의약품 0.448 0.376 0.389 0.357 
10. 비금속광물제품 0.009 0.009 0.008 0.006 
11. 제1차금속제품 0.003 0.003 0.004 0.004 
12. 금속제품 0.003 0.004 0.005 0.005 
13. 일반기계 0.002 0.002 0.002 0.001 
14. 전기전자기기 0.002 0.002 0.002 0.002 
15. 정밀기기 0.000 0.000 0.001 0.000 
16. 수송장비 0.002 0.001 0.002 0.002 
17. 기타제조업 0.001 0.001 0.001 0.000 
18. 전력가스및수도 0.009 0.011 0.010 0.008 
19. 건설 0.004 0.005 0.003 0.002 
20. 도소매 0.025 0.028 0.034 0.032 
21. 음식점및숙박 0.005 0.008 0.009 0.008 
22. 운수 0.020 0.017 0.025 0.018 
23. 통신및방송 0.010 0.013 0.011 0.008 
24. 금융및보험 0.034 0.042 0.026 0.024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093 0.141 0.114 0.118 
26. 공공행정및국방 0.000 0.000 0.001 0.000 
27. 교육및보건 0.004 0.005 0.006 0.006 
28. 사회및기타서비스 0.005 0.007 0.007 0.006 
29. 기타 0.000 0.000 0.000 0.000 

1차산업 0.028 0.020 0.019 0.016 
제조업 0.526 0.448 0.468 0.424 
SOC 0.013 0.016 0.013 0.010 

서비스업 0.196 0.259 0.231 0.220 
기타 0.000 0.000 0.000 0.000 

전산업 0.764 0.744 0.731 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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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6〉 제약산업에 대한 업종별 수입유발계수 추이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0.011 0.010 0.008 0.007 
 2. 광산품 0.011 0.022 0.029 0.032 
 3. 음식료품 0.009 0.009 0.006 0.010 
 4. 섬유및가죽제품 0.002 0.002 0.001 0.002 
 5. 목재및종이제품 0.011 0.008 0.006 0.008 
 6. 인쇄및복제 0.000 0.000 0.000 0.000 
 7. 석유및석탄제품 0.006 0.008 0.009 0.015 
 8. 화학제품 0.070 0.071 0.069 0.077 
 9. 의약품 0.068 0.075 0.081 0.100 
10. 비금속광물제품 0.002 0.001 0.002 0.004 
11. 제1차금속제품 0.006 0.006 0.006 0.007 
12. 금속제품 0.001 0.001 0.001 0.001 
13. 일반기계 0.002 0.002 0.002 0.002 
14. 전기전자기기 0.002 0.003 0.004 0.005 
15. 정밀기기 0.001 0.001 0.001 0.001 
16. 수송장비 0.001 0.001 0.001 0.001 
17. 기타제조업 0.000 0.000 0.000 0.000 
18. 전력가스및수도 0.000 0.000 0.000 0.000 
19. 건설 0.000 0.000 0.000 0.000 
20. 도소매 0.000 0.001 0.001 0.001 
21. 음식점및숙박 0.002 0.004 0.001 0.002 
22. 운수 0.005 0.007 0.008 0.008 
23. 통신및방송 0.000 0.001 0.001 0.001 
24. 금융및보험 0.001 0.002 0.002 0.001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010 0.013 0.025 0.041 
26. 공공행정및국방 0.000 0.000 0.000 0.000 
27. 교육및보건 0.000 0.000 0.000 0.000 
28. 사회및기타서비스 0.001 0.001 0.001 0.001 
29. 기타 0.014 0.009 0.005 0.002 

1차산업 0.023 0.032 0.037 0.039 
제조업 0.179 0.187 0.189 0.234 
SOC 0.000 0.000 0.000 0.000 

서비스업 0.020 0.028 0.038 0.055 
기타 0.014 0.009 0.005 0.002 

전산업 0.236 0.256 0.269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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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7〉 제약산업에 대한 업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단위: 명/10억원)

　 2005 2010
 1. 농림수산품 1.268 0.853 
 2. 광산품 0.013 0.007 
 3. 음식료품 0.091 0.059 
 4. 섬유및가죽제품 0.047 0.033 
 5. 목재및종이제품 0.194 0.147 
 6. 인쇄및복제 0.138 0.094 
 7. 석유및석탄제품 0.006 0.004 
 8. 화학제품 0.246 0.167 
 9. 의약품 3.353 1.916 
10. 비금속광물제품 0.104 0.063 
11. 제1차금속제품 0.022 0.017 
12. 금속제품 0.113 0.098 
13. 일반기계 0.030 0.021 
14. 전기전자기기 0.027 0.019 
15. 정밀기기 0.013 0.008 
16. 수송장비 0.024 0.016 
17. 기타제조업 0.015 0.010 
18. 전력가스및수도 0.036 0.023 
19. 건설 0.071 0.044 
20. 도소매 1.436 1.130 
21. 음식점및숙박 0.540 0.454 
22. 운수 0.702 0.433 
23. 통신및방송 0.067 0.050 
24. 금융및보험 0.260 0.211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255 1.373 
26. 공공행정및국방 0.009 0.006 
27. 교육및보건 0.144 0.129 
28. 사회및기타서비스 0.232 0.189 
29. 기타 0.000 0.000 

1차산업 1.282 0.860 
제조업 4.425 2.675 
SOC 0.107 0.067 

서비스업 4.646 3.976 
기타 0.000 0.000 

전산업 10.459 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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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8〉 제약산업에 대한 업종별 고용유발계수 추이

                                   (단위: 명/10억원)

　 2005 2010
 1. 농림수산품 0.121 0.102 
 2. 광산품 0.012 0.006 
 3. 음식료품 0.066 0.044 
 4. 섬유및가죽제품 0.039 0.027 
 5. 목재및종이제품 0.172 0.132 
 6. 인쇄및복제 0.114 0.070 
 7. 석유및석탄제품 0.006 0.004 
 8. 화학제품 0.234 0.159 
 9. 의약품 3.330 1.896 
10. 비금속광물제품 0.096 0.059 
11. 제1차금속제품 0.022 0.016 
12. 금속제품 0.094 0.084 
13. 일반기계 0.027 0.020 
14. 전기전자기기 0.027 0.018 
15. 정밀기기 0.012 0.007 
16. 수송장비 0.024 0.016 
17. 기타제조업 0.011 0.008 
18. 전력가스및수도 0.036 0.023 
19. 건설 0.070 0.043 
20. 도소매 0.658 0.534 
21. 음식점및숙박 0.253 0.221 
22. 운수 0.484 0.300 
23. 통신및방송 0.066 0.049 
24. 금융및보험 0.258 0.210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131 1.263 
26. 공공행정및국방 0.009 0.006 
27. 교육및보건 0.132 0.118 
28. 사회및기타서비스 0.140 0.115 
29. 기타 0.000 0.000 

1차산업 0.133 0.109 
제조업 4.274 2.562 
SOC 0.106 0.066 

서비스업 3.130 2.815 
기타 0.000 0.000 

전산업 7.644 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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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9〉 산업별 제약산업 중간투입계수 추이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0.00342  0.00440 0.00443 0.00270 
 2. 광산품 0.00013 0.00010 0.00009 0.00005 
 3. 음식료품 0.00595 0.00407 0.00393 0.00499 
 4. 섬유및가죽제품 0.00006 0.00003 0.00002 0.00002 
 5. 목재및종이제품 0.00016 0.00022 0.00024 0.00017 
 6. 인쇄및복제 0.00004 0.00003 0.00002 0.00002 
 7. 석유및석탄제품 0.00002 0.00004 0.00004 0.00005 
 8. 화학제품 0.00028 0.00039 0.00028 0.00022 
 9. 의약품 0.10572 0.08834 0.10890 0.11342 
10. 비금속광물제품 0.00002 0.00005 0.00005 0.00003 
11. 제1차금속제품 0.00001 0.00003 0.00002 0.00001 
12. 금속제품 0.00002 0.00007 0.00007 0.00005 
13. 일반기계 0.00003 0.00004 0.00003 0.00002 
14. 전기전자기기 0.00003 0.00003 0.00003 0.00002 
15. 정밀기기 0.00025 0.00044 0.00035 0.00028 
16. 수송장비 0.00005 0.00005 0.00003 0.00002 
17. 기타제조업 0.00009 0.00013 0.00013 0.00009 
18. 전력가스및수도 0.00001 0.00007 0.00005 0.00004 
19. 건설 0.00003 0.00004 0.00003 0.00002 
20. 도소매 0.00003 0.00005 0.00004 0.00004 
21. 음식점및숙박 0.00005 0.00006 0.00008 0.00007 
22. 운수 0.00043 0.00038 0.00029 0.00032 
23. 통신및방송 0.00017 0.00009 0.00010 0.00008 
24. 금융및보험 0.00017 0.00017 0.00016 0.00015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00097 0.00062 0.00098 0.00119 
26. 공공행정및국방 0.00401 0.00317 0.00101 0.00128 
27. 교육및보건 0.05809 0.10667 0.08301 0.08217 
28. 사회및기타서비스 0.00060 0.00060 0.00054 0.00047 
29. 기타 0.00389 0.00232 0.00328 0.00149 

1차산업 0.00312 0.00413 0.00413 0.00252 
제조업 0.00231 0.00151 0.00170 0.00159 
SOC 0.00002 0.00005 0.00003 0.00003 

서비스업 0.00717 0.01274 0.01204 0.01292 
기타 0.00389 0.00232 0.00328 0.00149 

전산업 0.00386 0.00588 0.00576 0.0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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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40〉 산업별 제약산업 생산유발계수 추이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0.00581  0.00694 0.00739 0.00606 
 2. 광산품 0.00098 0.00081 0.00109 0.00102 
 3. 음식료품 0.01091 0.00905 0.00890 0.01024 
 4. 섬유및가죽제품 0.00209 0.00201 0.00201 0.00194 
 5. 목재및종이제품 0.00188 0.00230 0.00235 0.00218 
 6. 인쇄및복제 0.00135 0.00155 0.00153 0.00159 
 7. 석유및석탄제품 0.00084 0.00077 0.00096 0.00115 
 8. 화학제품 0.00196 0.00239 0.00228 0.00218 
 9. 의약품 1.11995 1.09892 1.12438 1.13013 
10. 비금속광물제품 0.00106 0.00126 0.00150 0.00149 
11. 제1차금속제품 0.00104 0.00132 0.00137 0.00137 
12. 금속제품 0.00118 0.00145 0.00165 0.00166 
13. 일반기계 0.00110 0.00126 0.00147 0.00157 
14. 전기전자기기 0.00112 0.00118 0.00140 0.00145 
15. 정밀기기 0.00165 0.00185 0.00215 0.00210 
16. 수송장비 0.00110 0.00132 0.00146 0.00141 
17. 기타제조업 0.00157 0.00172 0.00183 0.00178 
18. 전력가스및수도 0.00077 0.00091 0.00115 0.00110 
19. 건설 0.00100 0.00114 0.00131 0.00164 
20. 도소매 0.00122 0.00121 0.00145 0.00157 
21. 음식점및숙박 0.00467 0.00403 0.00432 0.00495 
22. 운수 0.00153 0.00157 0.00160 0.00177 
23. 통신및방송 0.00097 0.00085 0.00142 0.00154 
24. 금융및보험 0.00132 0.00101 0.00108 0.00122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00194 0.00146 0.00217 0.00257 
26. 공공행정및국방 0.00607 0.00472 0.00253 0.00281 
27. 교육및보건 0.06606 0.11846 0.09545 0.09525 
28. 사회및기타서비스 0.00249 0.00225 0.00231 0.00221 
29. 기타 0.01232 0.00613 0.00775 0.00594 

1차산업 0.00679 0.00775 0.00848 0.00708 
제조업 1.14880 1.12834 1.15522 1.16223 
SOC 0.00177 0.00205 0.00246 0.00274 

서비스업 0.08627 0.13555 0.11233 0.11389 
기타 0.01232 0.00613 0.00775 0.00594 

전산업 1.25595 1.27982 1.28624 1.29187 
주: 산업그룹별 수치는 그룹내 업종별 수치의 단순합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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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41〉 산업별 제약산업 수입유발계수 추이

　 1995 2000 2005 2010
 1. 농림수산품 0.00056  0.00073 0.00084 0.00115 
 2. 광산품 0.00009 0.00009 0.00013 0.00017 
 3. 음식료품 0.00132 0.00134 0.00142 0.00207 
 4. 섬유및가죽제품 0.00013 0.00020 0.00022 0.00024 
 5. 목재및종이제품 0.00010 0.00017 0.00024 0.00027 
 6. 인쇄및복제 0.00011 0.00017 0.00019 0.00024 
 7. 석유및석탄제품 0.00003 0.00003 0.00004 0.00008 
 8. 화학제품 0.00030 0.00054 0.00046 0.00045 
 9. 의약품 0.06779 0.07530 0.08111 0.10049 
10. 비금속광물제품 0.00010 0.00014 0.00018 0.00022 
11. 제1차금속제품 0.00007 0.00011 0.00012 0.00015 
12. 금속제품 0.00010 0.00015 0.00020 0.00025 
13. 일반기계 0.00009 0.00013 0.00017 0.00022 
14. 전기전자기기 0.00008 0.00009 0.00012 0.00014 
15. 정밀기기 0.00016 0.00018 0.00024 0.00028 
16. 수송장비 0.00009 0.00015 0.00017 0.00019 
17. 기타제조업 0.00012 0.00018 0.00022 0.00026 
18. 전력가스및수도 0.00006 0.00008 0.00012 0.00011 
19. 건설 0.00009 0.00013 0.00017 0.00027 
20. 도소매 0.00012 0.00015 0.00021 0.00028 
21. 음식점및숙박 0.00048 0.00050 0.00060 0.00089 
22. 운수 0.00040 0.00038 0.00028 0.00042 
23. 통신및방송 0.00008 0.00009 0.00018 0.00024 
24. 금융및보험 0.00012 0.00011 0.00014 0.00019 
2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00024 0.00026 0.00039 0.00040 
26. 공공행정및국방 0.00042 0.00057 0.00036 0.00058 
27. 교육및보건 0.00620 0.01530 0.01594 0.02179 
28. 사회및기타서비스 0.00022 0.00024 0.00027 0.00033 
29. 기타 0.00119 0.00058 0.00081 0.00084 

1차산업 0.00065 0.00082 0.00097 0.00131 
제조업 0.07057 0.07889 0.08510 0.10554 
SOC 0.00015 0.00022 0.00029 0.00038 

서비스업 0.00830 0.01760 0.01837 0.02510 
기타 0.00119 0.00058 0.00081 0.00084 

전산업 0.08085 0.09810 0.10553 0.13318 
주: 산업그룹별 수치는 그룹내 업종별 수치의 단순합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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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cule 약효군
제품수(오리지널

+제네릭 수)
비중 Cum.

ALACEPRIL 1 0.14 0.14
AMILORIDE 1 0.14 0.27
AMLODIPINE 59 7.98 8.25
AMOSULALOL 1 0.14 8.39
AROTINOLOL 1 0.14 8.53
ATENOLOL 45 6.09 14.61
ATENOLOL+CHLORTALIDONE 19 2.57 17.19
AZOSEMIDE 1 0.14 17.32
BARNIDIPINE 1 0.14 17.46
BENAZEPRIL 1 0.14 17.59
BENIDIPINE 3 0.41 18
BETAXOLOL 4 0.54 18.54
BEVANTOLOL 1 0.14 18.67
BISOPROLOL 8 1.08 19.76
CANDESARTAN CILEXETIL 14 1.89 21.65
CANDESARTAN 
CILEXETIL+HYDROCHLOROTHIAZI 17 2.3 23.95

CAPTOPRIL 1 0.14 24.09
CAPTOPRIL+HYDROCHLOROTHIAZIDE 4 0.54 24.63
CARTEOLOL 1 0.14 24.76
CARVEDILOL 41 5.55 30.31
CELIPROLOL 1 0.14 30.45
CHLORTALIDONE 2 0.27 30.72
CHLORTALIDONE+ATENOLOL 1 0.14 30.85
CILAZAPRIL 3 0.41 31.26
CILNIDIPINE 5 0.68 31.94
DILTIAZEM 4 0.54 32.48
EFONIDIPINE 1 0.14 32.61
ENALAPRIL 56 7.58 40.19
ENALAPRIL+HYDROCHLOROTHIAZIDE 4 0.54 40.73
EPROSARTAN 1 0.14 40.87
EPROSARTAN+HYDROCHLOROTHIAZIDE 1 0.14 41
ESATENOLOL 1 0.14 41.14
ESMOLOL 1 0.14 41.27
FELODIPINE 30 4.06 45.33
FELODIPINE+METOPROLOL 1 0.14 45.47
FELODIPINE+RAMIPRIL 1 0.14 45.6
FIMASARTAN 1 0.14 45.74
FOSINOPRIL 2 0.27 46.01
FUROSEMIDE 3 0.41 46.41
HYDROCHLOROTHIAZIDE 2 0.27 46.68
HYDROCHLOROTHIAZIDE+BISOPROLOL 1 0.14 46.82
HYDROCHLOROTHIAZIDE+LOSARTAN 7 0.95 47.77
HYDROCHLOROTHIAZIDE+MOEXIPRIL 2 0.27 48.04

3. 고혈압치료제 종류 및 판매기업

〈부표 3-1〉고혈압 molecule 종류 및 제품 수(2011년 4/4분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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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cule 약효군
제품수(오리지널

+제네릭 수)
비중 Cum.

HYDROCHLOROTHIAZIDE+RAMIPRIL 1 0.14 48.17
HYDROCHLOROTHIAZIDE+SPIRONOLACTONE 2 0.27 48.44
IMIDAPRIL 6 0.81 49.26
INDAPAMIDE 5 0.68 49.93
IRBESARTAN 19 2.57 52.5
IRBESARTAN+HYDROCHLOROTHIAZIDE 14 1.89 54.4
ISOSORBIDE MONONITRATE 1 0.14 54.53
ISRADIPINE 1 0.14 54.67
LABETALOL 2 0.27 54.94
LACIDIPINE 6 0.81 55.75
LERCANIDIPINE 29 3.92 59.68
LEVAMLODIPINE 12 1.62 61.3
LISINOPRIL 2 0.27 61.57
LOSARTAN 63 8.53 70.09
LOSARTAN+AMLODIPINE 2 0.27 70.37
LOSARTAN+HYDROCHLOROTHIAZIDE 86 11.64 82
MANIDIPINE 1 0.14 82.14
METOLAZONE 4 0.54 82.68
METOPROLOL 2 0.27 82.95
METOPROLOL+HYDROCHLOROTHIAZIDE 1 0.14 83.09
MOEXIPRIL 1 0.14 83.22
NEBIVOLOL 4 0.54 83.76
NICARDIPINE 3 0.41 84.17
NIFEDIPINE 7 0.95 85.12
NISOLDIPINE 2 0.27 85.39
NITRENDIPINE 2 0.27 85.66
NITRENDIPINE+ENALAPRIL 1 0.14 85.79
OLMESARTAN MEDOXOMIL 1 0.14 85.93
OLMESARTAN MEDOXOMIL+AMLODIPINE 1 0.14 86.06
OLMESARTAN 
MEDOXOMIL+HYDROCHLOROTHIAZID 1 0.14 86.2

PERINDOPRIL 2 0.27 86.47
PROPRANOLOL 5 0.68 87.14
QUINAPRIL 1 0.14 87.28
RAMIPRIL 13 1.76 89.04
SOTALOL 2 0.27 89.31
SPIRONOLACTONE 3 0.41 89.72
TELMISARTAN 2 0.27 89.99
TELMISARTAN+AMLODIPINE 1 0.14 90.12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 2 0.27 90.39
TEMOCAPRIL 1 0.14 90.53
TORASEMIDE 6 0.81 91.34
VALSARTAN 26 3.52 94.86
VALSARTAN+AMLODIPINE 1 0.14 94.99
VALSARTAN+HYDROCHLOROTHIAZIDE 35 4.74 99.73
VERAPAMIL 1 0.14 99.86
XIPAMIDE 1 0.14 100.00

Total 739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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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2〉고혈압 제품 판매 기업(국내/외자계 기업)

업체명 품목수 업체명 품목수 업체명 품목수
AH NAM 2 IL DONG 14 SAMNAM 3

AHN  GOOK 9 IL HWA 11 SCHNELL KOREA 4
ALPHA  PH. 1 IL YANG 9 SE JONG 1

ARLICO  PHARM 8 ILSUNG 4 SEOUL 6
ASIA PH. 9 JE IL PH. 3 SHIN POONG 16

BC WORLD  PH. 6 JIN YANG 10 SINIL 9
BINEX 6 JRP 3 SK CHEMICALS 7

BO RYUNG 9 JW PHARMA 4 SKYNEWPHARM 3
BRN  SCIENCE 4 JW SHIN-YAK 4 SUNGWON ADCOCK PH. 3
BTO  PHARM 5 K.M.S 6 TAE JOON PH. 3

BUKWANG 5 KOLMAR KOREA 4 TAI GUK 8
C-TRI 1 KOLON PH. 5 TDS PHARM 2

CELLTRION 5 KOREA CORE PH. 2 UNIMED 2
CHO DANG 2 KOREA ETEX 2 UNION 8

CHONG  KUN DANG 17 KOREA GLOBAL PHARM 2 WALSE KOREA 11
CHUNG  GEI 3 KOREA GREEN CROSS 1 WHAN IN 4

CJ  CORP. 15 KOREA PHARMACY 3 WITHUS PH. 7
CROWN 1 KOREA PRIME PHARM 10 WOORIDUL PHARM 4

DAE WHA 10 KOREA UNITED PH. 9 YOO YOUNG 8
DAE WON 14 KOREAN DRUG CO. 3 YOUNG POONG 8
DAE WOO 7 KORUS 1 YUHAN CO. 10

DAE WOONG 8 KUHN IL 3 YUNG JIN 9
DAEHAN NEW PHARM 4 KUKJE PH. 9 YUNGIL 8

DAIHAN PH. 1 KUN WHA 10 YUYU 1
DALIM  BIOTECH 2 KWANG DONG 8 국내기업 합계 728

DONG A 12 KYONGBO PH. 2 APOTEX 1
DONG IN DANG 1 KYUNG DONG 17 ASTELLAS PHARMA KR 3

DONG KOO 8 LG LIFE SCIENCES 5 ASTRAZENECA KOREA 6
DONG KOOK 3 MEDICA KOREA 6 B.INGELHEIM KOREA 3

DONG KWANG 8 MIRAE 5 B.MYERS SQUIBB 1
DONG SUNG 2 MYUNG IN 9 BAYER KOREA 3
DONG WHA 10 MYUNG MOON 13 DAIICHISANKYO KR 1

DREAMPHARMA 10 NELSON KOREA PHARM 5 GLAXOSMITHKLINE 4
GREEN 1 NEW GEN PHARM 3 INVIDA KOREA 1

GUJU PH 6 NEXPHARM KOREA 7 KOREA OTSUKA 1
HAN ALL 8 PACIFIC PH 10 MERCK KOREA 1
HAN BUL 1 PHARMAKING 7 MSD KOREA 5
HAN KUK 1 PHARVIS KR 9 NOVARTIS KOREA LTD 7
HAN LIM 10 POONG RIM 2 PFIZER KOREA 3
HAN MI 17 R&P KOREA 2 RENTSCHLER 1

HAN WHA  PHARMA 1 REYON 7 SANDOZ KOREA 6
HANA 11 SAM CHUN DANG 9 SANOFI-AVENTIS KOR 2

HANDOK 9 SAM IK 9 SERVIER KOREA 3
HAWON PH 8 SAM JIN 7 외자계 합계 52

HUONS 5 SAM SUNG PH. 2 총합계 780
HUTECS KOREA 5 SAMA 5
HYUNDAI  PH. 5 SAMIL PH.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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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편-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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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4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건강보장체계의 New Paradigm 전환에 따른 기반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윤석명‧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자산 분포와 노후빈곤 가능성 분석 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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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31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 (터키) 이현주

연구 2012-35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2-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2-38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연구 2012-39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연구 2012-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김성희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 박수지

연구 2012-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연구 2012-44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장영식

연구 2012-45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연구 2012-46 보건복지분야 조사통계 선진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연구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상림

연구 20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연구 20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이철선

연구 2012-47-6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염주희

연구 2012-47-7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연구 2012-47-8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황나미

연구 2012-47-9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연구 2012-47-10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정은희

연구 2012-47-1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현식

연구 2012-47-12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이헌창)
연구 2012-47-13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이상림

연구 2012-47-1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정경희

연구 2012-47-15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 M시 종적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16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17 노인장기요양욕구필요도측정방식개발 이윤경

연구 2012-47-18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정경희

연구 2012-47-19 복지용구사업시장규모추계와활성화방안 김대중

연구 2012-47-20 저출산현상의동태적분석을위한지역사례조사 박종서

연구 2012-47-21 백세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이윤경

연구 2012-47-22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영국 편 이삼식

연구 2012-47-23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활기찬고령화(active ageing)정책을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2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II) 오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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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47-25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정경희

연구 2012-47-26 출산력시계열자료 구축 및 분석 신창우‧이삼식

연구 2012-47-2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공적 전달체계 개편 방안: 공적전달체계의 
수직적편제와 수평적배열의 재구조화 정홍원

연구 2012-47-28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이만우)
연구 2012-47-29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0 농업인의 노후준비실태와 정책대안 (최경환)
연구 2012-47-31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박종서 

연구 2012-4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6년 및 2011년 결과 보고서 - 오영호

연구 2012-49-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이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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