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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한-미 FTA 협정문 제18.9조 제5항에 따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2015
년 3월 15일 한국에 완전하게 도입됨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오리지널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의존한 의약품(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단계를 둠으로써,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이용을 확대하면서도 그에 관
한 특허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하에 도입됨
허가특허연계제도는 TRIPs 협정문이 제시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소위 TRIPs-plus 조항으로 불리고 있음. 동 제도는 1984년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이하

Hatch-Waxman 법안)에 의하여 최초로 미국에서 법제화되었고, 미국과의
FTA를 통해 캐나다, 호주 등에서 도입되었음
하지만 Hatch-Waxman 법안은 단순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 아님. 동 법은 오리지널 의약품 혁신(innovation)
과 후발의약품 시장 진입(access)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반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 예를 들어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 자료독점 제도와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은 후발의약품 시장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뚜렷함.
하지만 동법은 특허법에서 특허 침해로 규정하고 있던 허가를 위한 특허 사용
을 인정하였고, ANDA(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ANDA)를 도
입하였음. 이는 당시 제네릭 제약사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임(이태진 외,
2014)
□ 한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① 의약품 특허권의 등재, ② 허가신청사실
통지, ③ 판매금지, ④ 우선판매품목허가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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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개요

①특허목록 등재와 ②허가신청사실 통지는 한-미 FTA 협정문 제18.9조 제5
항 가호를 반영한 것이며, ③판매금지는 동 항 나호를 반영한 것임. 쟁점이 되
는 부분은 특허권자의 판매금지 신청으로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최대 9개
월1)간 지연된다는 사실임.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 지연은 의약품 가격 및 생
산 등을 통하여 의약품 접근을 포함하는 보건정책, 국내 제약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음
④우선판매품목허가는 한-미 FTA 협정문에 명시된 내용은 아님. 우선판매품
목허가는 특허 소송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고, 특허에 도전한 후발의약
품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즉, 전술한 Hatch-Waxman 법안과
같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혁신뿐만 아니라 후발의약품의 시장 접근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후발의약품(동일의약품)을
최대 9개월간2) 판매할 수 없는 조항도 국내 제약산업 및 보건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부터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가
시행 중이며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의 사항은 3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1) 약사법 제50조의6 제3항은 판매금지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음. 여기에는 판매금
지가 신청된 의약품이 등재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심결일 또는 판결일, 판
매금지가 신청된 의약품이 등재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일, 등재특허권이 무효라
는 취지의 심결일 또는 판결일 등이 포함됨
2) 약사법 제50조의10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등재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 또
는 판결의 확정 (단,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청구 또는 제기한 심판 또는 소송에 의한 것은
제외)등으로 소멸한 경우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이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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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음

□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영향평가 제도가 약사법
에 포함되었음
개정된 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의
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한 약사법 제5장의2에 규정된 사항이 국내 제
약 산업, 보건정책, 고용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영
향평가를 할 때에는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야 하고,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약사법 제50조의11)
□ 이러한 배경 하에 이태진 등(2015)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용역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이태진 등(2016)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용역으로 국외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태진 등(2015)이 제시한 영향평가 모형을 재검토
하여 2016년도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를 시행하였음
본 연구는 이태진 등(2016)이 사용한 영향평가 모형을 보완·수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국내 제약 산업, 보건정책, 고용에 미치
는 영향을 산출, 정량 평가, 정성 평가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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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음
첫째,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한 국내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시행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둘째,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한 국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함
□ 첫 번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 할 수 있음
이태진 등(2016)이 사용한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분석 모형의 포괄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산출 및 정량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함
검토한 내용 및 구축한 자료를 바탕으로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영향을 정량적
및 정성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 두 번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 할 수 있음
호주, 미국, 캐나다의 허가특허연계 관련 제도 변화, 최근 이슈·동향을 조
사·분석함
미국의 제네릭 독점권 제도 운영 현황 및 독점권 제도를 활용하여 제네릭 의
약품 시장에 진입한 사례를 조사·분석함
중국, 일본의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배경, 관련 법령 및 규정 내용, 실제 운
영 현황을 조사·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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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본 연구에서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지침을 토대로 본 제도가 국
내 제약산업, 보건정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 정량 평가, 정성 평가 등 3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자 함
□ 또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한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최근 제도 관
련 변화 및 미국의 제네릭 독점권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중국, 일본의 허가특허
연계 관련 제도를 조사·분석함

나. 연구 방법
□ 우리나라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평가는 크게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함. 정량 평가는 여러 산출 지표와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로 인한 직접 영향을 여러 현황자료 및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적으로 분석
함. 정성 평가에서는 연구 개발, 특허 도전 또는 고용 증감과 같이 제도 시행 후
나타날 수 있는 변화(영향)이지만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수치화된 자료
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초점집단인터뷰와 설문 조사를 활용하여
평가함
□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분석에서는 이태진 등(2016)
이 검토한 각 국의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제도 변화, 최근 정책 동향 및 이슈,
제도 및 시장상황에 대한 심층 연구, 각 국의 관련 기관의 성향 분석 등을 수행
할 예정임. 중국 및 일본의 허가특허연계 관련 제도 조사에서는 의약품 허가 단
계에서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고려 절차 및 방법과 관련 이슈를 분석함
□ 각 부분별 세부 연구 방법은 뒤에 자세히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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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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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1. 평가방안 재검토
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방안
□ 이태진 등(2015)은 정책 평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사용하여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평가 영
역(개념)과 평가 방법(분석 단위, 평가 주기, 자료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전체 평가 영역은 크게 현황분석(Policy monitoring)으로서 산출 영역과 영향
분석(Impact analysis)으로서 직접영향 및 간접영향 평가 영역으로 구분
산출에서는 특허목록 등재, 후발의약품 허가 신청 및 통지, 판매금지와 관련된
특허소송 및 결과, 우선판매품목허가와 관련된 특허 소송 및 결과 등의 제도
운영에 따른 일차적인 결과물에 대한 현황을 분석함. 또한, 약사법에 따라 보
고된 합의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담합 판결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직접 영향은 제도 시행에 따라 산출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변화로 인과 관계
가 비교적 명확하고 발생 경로가 단선적인 영향으로서 국내 제약 산업 측면에
서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 시점의 변화, 매출의 변화, 시장 점유율의 변화에
대한 평가와 보건 정책 측면에서의 약품비3) 지출 변화를 각각 판매금지와 우
선판매품목허가로 구분하여 평가함
간접 영향은 제도 시행에 따른 산출과 변화 간의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고 경
로가 복잡한 영향으로서 연구개발 투자와 고용 변화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 이태진 등(2015)에서 제시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의 논리모형은
다음의 그림과 같음
영향평가의 논리모형에서는 제약사를 오리지널, 제네릭1, 제네릭2 제약사로
구분함. 제네릭 제약사를 제네릭 1과 제네릭 2로 구분한 이유는 우선판매품목
허가제도에 의한 것임. 동 제도에 따라 특허도전과 연구개발에 성공한 제약사
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음. 동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함께 독과점 시

3) 약국조제료 등 약국 비용을 제외한 약값(보험약가×사용량)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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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형성하는데, 이에 따라 시장에 진입한 제네릭 의약품(제네릭 1)과 시장
에 진입하지 못하는 다른 제네릭 의약품(제네릭 2)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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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논리모형(이태진 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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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진 등(2015)이 제안한 논리모형 및 평가방안을 바탕으로 이태진 등(2016)
은 실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한 2017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지침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1. 2017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지침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주요 내용

특허권 등재

- 특허목록 등재 의약품의 기초분석

통지의약품

- 통지의약품의 기초분석

판매금지

- 판매금지 신청 및 판매금지 의약품의 기초분석

산출
우선판매품목허가

-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의
기초분석

특허심판 및 소송

- 특허목록 등재 특허 관련 특허 심판 및 소송 현황 분석

합의 및 담합

- 당사자, 관련 의약품, 합의 내용 및 시기 등 분석

후발의약품 시장 진입

- 판매금지 의약품의 실제 판매금지 기간

판매

매출 변화

- 판매금지로 인한 오리지널 및 제네릭 의약품 매출 변화

금지

시장 점유율

- 판매금지 적용 의약품군의 시장점유율 분포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 판매금지로 인한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변화

후발의약품 시장 진입

-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후발의약품 시장 진입

직접
영향
우선
판매

매출 변화

-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오리지널 및 제네릭 의약품
매출 변화

품목
허가

시장 점유율

- 우선판매품목허가 적용 의약품군의 시장점유율 분포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변화

연구개발

-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변화 분석

고용증감

- 제약기업의 고용 관련 변화 분석

간접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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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향평가 방안의 재검토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
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향평가 지침을 재검토함
외부적으로는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영향평가 지침검토 자문회의를 개최하
여 영향평가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내부적으로는 영향평가를 위해 실제 자료를 구축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태
진 등(2016)이 각 지표에 대해 사용한 평가 방법을 검토·보완함
그 이외에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제도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및 변화에 대
해서도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인터
뷰를 수행해 정보를 수집함

1) 영향평가 방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일시/장소: 2017년 7월 21일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세미나실
□ 참가자: 학계 전문가 5인 및 연구진
5인의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Ÿ

의약품·제약산업 정책 연구자 2인, 보건행정 연구자 1인, 특허 연구자 1
인, 보건경제/정책 연구자 1인

□ 주요 내용
 특허목록 및 특허심판과 관련해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Ÿ

신약의 특허목록 등재 여부

Ÿ

바이오의약품 여부 / 외국계 제약사 국적별 등재 건수

Ÿ

특허심판 관련 비용

Ÿ

특허만료일에 따른 특허심판 건수

우선판매품목허가와 관련해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Ÿ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입 시점 변화 추정 방안

□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영향평가 방안을 재검토 한 후 기존 영향평가 지침
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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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이태진 등(2016)이 영향평가에 활용한 평
가지표의 범주 안에 있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평가 내용과 방법을
보완하여 해결할 수 있었음
자문회의 내용 중 대부분은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성평가와 산출 평
가에서 다루어질 내용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인
터뷰와 산출 평가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음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과 그에 대한 영향평가 보완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와 같음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지침과 재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함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영향평가의 각 평가지표에서 다시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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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향평가 지침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평가영역

주제

내용

검토 및 반영사항
- 후발의약품에 의한 특허도전 회피 등 특허목록 등재에 반하는 인센티브가

신약의 특허목록 등재 여부

존재하는 만큼 오리지널 제약사의 신약 등재 여부와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정성평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평가를 수행

특허목록 등재
바이오 의약품 여부 / 외국계 제약사
국적별 등재 건수

- 등재의약품을 바이오의약품 여부와 외국계 제약사의 국적별(미국/유럽/일본)로
구분하여 어떤 의약품에 대한 특허목록 등재가 활발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산출에서 이에 대한 분석을 추가함

산출
- 제도 시행이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특허심판에 들어가는 비용을
특허심판 관련 비용

대략적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음
- 정성평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평가를 수행

특허심판
- 제도 시행에 따른 특허심판 양상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각 특허심판을 대상
특허 만료일에 따른 특허심판 건수

의약품의 특허만료일에 따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산출에서 이에 대한 분석을 추가함

우선

- 제도 시행 이전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했을 시점과 제도 시행 후 우판 발생에

정량

판매

후발의약품

평가

품목

진입시점

허가

후발의가품 진입시점 변화 추정 방안

따른 후발의약품의 실제 진입시점을 비교하는 방법과 제도 시행 후 우판을 획득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비교하는 방법을 모두 이용해 추정할 필요가 있음
- 정량평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평가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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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가. 영향평가 개요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지침과 이태진 등(2016)의 평가 방법을 토
대로 본 제도가 국내 제약산업, 보건정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 정량평가,
정성평가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정량평가는 크게 직접영향과 간접
영향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수행
□ 2017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먼저, 산출은 특허목록 등재, 후발의약품 허가신청 및 통지, 판매금지, 우선판
매품목허가, 특허심판·소송 등, 합의·담합 등 제도 시행에 따른 결과물로서
산출 지표에 대해 정량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평가함
정량평가 중 직접영향에 대한 평가에서는 판매금지와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대
해 각각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입, 시장점유율, 약품비 변화, 매출 변화 등 평가
지표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함. 간접영향에 대한 평가에서는 제도의 시행과 관
련하여 고용 변화, 연구개발 투자 등에 대해 약식으로 분석하고 평가함
정성평가에서는 정량적 분석으로 파악하기 힘든 제도의 간접영향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직접영향 및 산출 지표에 해당 하는 내용도 이해당사자를 대상으
로 하는 초점집단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평가함

1) 정량평가
□ 정량 평가는 여러 현황 및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지표를 도출하고 판매금
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직접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함
□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각 영역의 평가 지표에서 자세히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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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성평가
□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고용증감과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인과관계는 그 경로가 명
확한 것이 아님. 연구개발 등은 경기변동, 의약품 시장 변화, 다른 정책 등의 영
향을 받을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영역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효과를
분리하는 것은 어려움. 그러므로 간접영향에 대한 평가는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
으로 하여 정성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정성 분석을 통하여 연구개발 및
고용증감 영역의 변화와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음
□ 또한 연구개발, 고용증감의 영역은 여러 가설 및 가정이 적용되는 정량 분석보
다 정성 분석이 적절할 수 있음. 특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한국에서 최근에 도
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의도한 효과와 의도하지 않은 효과에 대한 논의가 제한적
임. 그러므로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청취는 제도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탐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같은 맥락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사전
에 의도한 효과, 예를 들어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요건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수렴은 제도의 환류(feedback)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뿐만 아니라 정량적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초기의 특수한
현상을 정성적으로 확인함. 따라서 정성평가의 일환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시행
하여 제도의 평가영역 중 정성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간접영향 부분을 비롯하여
산출과 직접영향에 해당하는 내용도 포괄하여 이해관계자가 인지하는 제도의 영
향을 파악하고자 함. 이외에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초
점집단인터뷰로는 포착하기 힘든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

가) 초점집단인터뷰
(1) 평가영역
□ 본 영향평가의 정성평가연구는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간접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하되, 다른 영역(산출 및 직접영향)에 해당하는
정성적인 내용도 포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함
산출과 관련하여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시행에 따른 현황과 제약사의 대응에 대
해 질문
직접영향과 관련하여 제네릭 의약품 시장진입, 시장점유율, 우선판매품목허가

- 15 -

및 판매금지 제도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해 질문
간접영향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고용변화 등에 대해 질문
이외에도 이해관계자의 제도에 대한 기타 의견에 대해 질문

(2) 평가방법
(가) 그룹 분류
□ 이해당사자(제약사)의 경우,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체 제
약사를 신약 출시 여부,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여부, 매출액 등의 기준으로 구
분하여 각 그룹에 대해 독립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수행
전체 제약사를 다음 기준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그림 4)
Ÿ

그룹 1. 신약 출시 경험이 있는 외국계 제약사 (주로 오리지널 의약품 위
주로 생산한다고 가정)

Ÿ

그룹 2. 신약 출시 경험이 있는 국내 제약사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모두 출시)

Ÿ

그룹 3. 신약 출시 경험이 없고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 경험이 있는
국내 제약사

Ÿ

그룹 4. 신약 출시 경험과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경험이 모두 없는 국내
대형 제약사

Ÿ

그룹 5. 신약 출시 경험과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경험이 모두 없는 국내
중소형 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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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제약사

그룹 1. 외국계

국내 제약사

제약사

신약 출시 경험 여부
유

무

그룹 2. 신약 출시

신약 출시 경험이

경험이 있는 국내

없는 국내 제약사

제약사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여부
유

무

그룹 3.

우선판매품목허가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경험이 없는

획득 경험이 있는

국내 제약사

국내 제약사

그룹 4. 국내 대형

그룹 5. 국내 중소형

제약사

제약사

그림 4. 초점집단인터뷰를 위한 제약사 분류

(가) 참여자 모집
□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구 한국다국적의약산
업협회, KRPIA)의 협조를 얻어, 각 회원사의 특허 및 허가 담당자들에게 이메
일과 공문을 보내 초점집단인터뷰 참여를 요청하여, 참여자 명단을 받았음. 이에
연구자는 참여자와 개별 접촉을 하여 초점집단인터뷰(심층인터뷰) 일정 및 시간
을 논의하여 진행하였음.
□ 각 그룹별로 허가·특허업무 담당자를 모집(총 11개 제약사)하여 집단별로 초
점집단인터뷰(혹은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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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행 방법
□ 참여자에게 인터뷰의 목적과 의도, 참여의 자율성 및 비밀보장에 대해 안내 하
였고,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조사내용 녹음에 대한 동의를 얻어 진
행하였음
□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영향이 산출, 직접영향, 간접영향의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
는지에 대해 충분한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진행자는 약 90~120분 동안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
고, 허가특허제도의 영향과 개선방향에 대한 추가적 질문을 하여 심도 있는 내
용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인터뷰에서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인터뷰 질문지를 사전에 이메일로 배포하
여 검토할 시간을 주었음
□ 인터뷰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터뷰의 객관성 및 일관성 유지 등 세부적 절
차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인터뷰 참여자 모두 인터뷰에 끝까지 참여하였
음
□ 그룹 4와 그룹 5에 해당하는 제약사들은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이 크지 않다
는 이유로 초점집단인터뷰 참여에 소극적이어서 참여자를 확보하는데 다른 그룹
보다 어려웠음. 이에 동일한 장소에서 집단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고 개별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개인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다) 주요 질문 내용
□ 초점집단인터뷰의 주요 질문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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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초점집단인터뷰의 주요 질문
평가영역

평가항목

해당 주요 질문
w (신약개발사의 경우) 특허 등재와 관련된 비용의 규모는?

특허목록 등재

w (신약개발사의 경우) 특허 등재와 관련된 절차와 소요시간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 (신약개발사의 경우) 신약에 관한 특허를 모두 등재하고 있습니까?
w 판매금지 신청 여부는 누가 결정합니까?
w 판매금지 신청 시 본사의 영향을 받습니까? 이때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w 판매금지 신청 및 특허 소송은 어디에서 진행하십니까?
w 제도시행 이후 2017. 6월 기준으로 5개 의약품 성분 26개 의약품이 판매금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귀사의 평
가는?
w 특허 소송을 위한 지출 비용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판매금지

w 판매금지 기간(9개월)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w 판매금지와 관련하여 ‘오리지널-제네릭 제약사’가 합의 및 담합을 할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w 판매금지와 관련하여 ‘오리지널-제네릭 제약사’ 간 합의 및 담합을 할 경우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

산출

으로 생각하십니까?
w 판매금지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 판매금지제도의 개선 방향은 무엇입니까?
w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귀사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w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을 하게 된 이유(동기)는?
w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한 특허심판 제기는 어디에서 진행하십니까?
w 특허심판을 제기하는 시기는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우선판매품목허가

w 우선판매품목허가 심판 신청은 단독으로 하십니까? 여러 제약사와 공동으로 하십니까?
w 특정 특허 청구항(물질 특허, 조성물 특허 등)이나 특정 심판 형태(특허 무효,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를 선호하십
니까?
w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요건은 최초심판 청구, 최초심판 청구 후 14일 내 청구, 이 둘보다 먼저 심결을 받은 경
우 등입니다. 먼저 심결을 받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우선심판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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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해당 주요 질문
w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한 특허심판 및 소송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w 특허소송을 취하한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w 우선판매품목허가 심판 제기 시 손해배상소송으로 약가 인하 손실분을 지불하게 되는 것을 감안하십니까?
w 우선판매품목허가 심판 제기 및 획득이 실제로 제네릭 의약품 출시로 이어졌습니까?
w 시장을 선점하는데 9개월의 기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w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과 시장 선점으로 얻은 이익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w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

판매금지

후발의약품
시장진입 지연

w 판매금지로 제네릭 의약품 시장진입이 지연되어 얻은 이익의 규모는? 이를 판매금지를 위한 소송비용 등과 비교
하면?
w 우선판매품목허가와 관련하여 ‘오리지널-제네릭 제약사’ 간 합의 및 담합을 할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

직접
영향

합의·담합
우선판매품목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w 우선판매품목허가와 관련하여 ‘오리지널-제네릭 제약사’ 간 합의 및 담합을 할 경우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허가
특허소송 취하

w 특허소송을 취하 할 경우 손실 비용의 규모는?

시장선점

w 시장 선점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는?
w 우선판매품목허가 시행으로 신약 출시 역량이 있는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 의지가 저하될 것으로 생각하십니

연구개발

까?
w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신약개발 판매시장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동기가 되었습니까?

고용 변화
간접영향

기타

w (신약개발사의 경우) 특허 담당 부서 및 인력에 변화가 있습니까?
w 향후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대응 전략은 무엇입니까?
w (외국계 제약사의 경우) 본사 차원의 대응책이 있는가? (간접영향)
w 한-미 FTA 논의기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전부터 대응전략을 미리 세우고 있었습니까?

허가특허연계제도

w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으로 제약사의 ①연구개발 투자(단기/중장기), ②연구개발 인력 고용, ③연구개발 업무량
등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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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해당 주요 질문
w 연구개발 비용 및 투자에 영향을 준 외부 요인이 있습니까? (임상시험 규제 완화 등 다른 제도 시행과 그 영향의
상대적 크기)
w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제약산업(오리지널사 및 제네릭사 모두)의 인력고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
하십니까? (단기/중장기)
w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으로 제약사의 역량(연구개발•생산•영업•특허•해외시장개척)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
까?
w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으로 제약사 간 협력(연구개발•생산•영업•특허)이 활발해 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w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으로 제약사 간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w 오리지널사가 위임형 후발의약품 개발, Co-marketing 등을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사용할 것으
로 생각하십니까?
w 우리나라에서 판매금지와 우선판매품목허가 중 어느 제도가 국내 제약업계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
까?
w 허가특허연계제도로 도입으로 제약사 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매출액, 점유율 등)
w 허가특허제도의 영향이 특정 치료군 및 특정 품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w 현 시점에서 허가특허제도가 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w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기타

제도에 대한 의견

w (외국계 제약사의 경우) 허가특허연계제도가 한국의 제네릭사를 과도하게 보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w (외국계 제약사의 경우) 허가특허연계제도가 한국시장에 특정 품목을 출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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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점집단인터뷰 및 심층인터뷰 현황
□ 6회에 걸쳐 총 11개 기업(총 12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2017년 11월 10일, 외국계 제약사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하였음
Ÿ

인터뷰 대상자는 신약을 출시하고 있는 세 개 외국계 제약사의 허가·특
허 업무 담당자 3인과, 법무법인에서 외국계 제약사의 특허업무를 담당하
고 있는 변리사 1인이었음

2017년 11월 23일, 신약 출시 경험이 있는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초점집
단인터뷰를 진행하였음
Ÿ

인터뷰 대상자는 신약 출시 경험이 있는 네 개 국내 제약사의 허가·특허
업무 담당자 4인이었음. 이 중 세 개사는 매출액 4천억 이상의 대형 제약
사였고 나머지 한 개사는 매출액 2천억 정도였음

2017년 11월 23일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음
Ÿ

인터뷰 대상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한 개 국내 제
약사의 허가·특허 업무 담당자였음. 매출액 규모는 3천억 이상의 대형
제약사였음

2017년 11월 29일(2회)과 11월 30일에 걸쳐, 신약 출시 및 우선판매품목허
가 신청경험이 없는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음
Ÿ

인터뷰 대상자는 신약 출시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경험이 없는 세
개 국내 제약사의 허가·특허 업무 담당자 2인과 회사 내에 허가특허 담
당자가 없어서 이 업무를 알고 있는 1인이었음. 이들 제약사의 매출액 규
모는 800~900억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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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다수의 응답자로부터 정보를 얻어 통계처리와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음. 본 설문조사에서는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 및
영향에 대해 통계적인 비교분석을 하였음

(1) 평가영역
□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 평가영역은 정성평가
가 필수인 간접영향 부분 외에 산출과 직접영향에 대한 내용도 포함함
산출, 직접영향, 간접영향의 평가영역에 맞춘 정성평가는 초점집단인터뷰에서
심도 깊게 다루었기에 본 설문에서는 제약사의 일반적 특성, 제도 시행 전 제
약사에서 예측했던 제도의 영향, 제도 시행 전후 비교 등을 통해 알아본 제도
의 실제 영향, 제도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구분되는 문항을 구성하여 제도의
영향을 파악하였음
설문 문항을 이와 같이 구성하는 것은 허가특허제도 영향평가 연구의 평가영
역에 해당되면서도 산출, 직접영향, 간접영향의 평가영역만으로는 파악하기 힘
든 부분을 포착하고 초점집단인터뷰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평가방법
(가) 조사 방법
□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구 한국다국적의약산
업협회, KRPIA)의 협조를 얻어, 각 회원사의 특허 및 허가 담당부서에 이메일
과 공문을 보내 설문 조사 참여를 안내하였음. 이메일에는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설문지 링크가 포함되어 있음
□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에게 설문참여 의사를 밝힌 회
사 담당자와 접촉하여, 설문 참여자의 연락처를 받은 후 설문지 링크를 설문대
상자에게 카카오톡(Kakao Talk) 문자메시지로 재차 발송하였음
□ 설문지는 <구글(Google) 설문지 제작 시스템(forms.google.com)>을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여기서 생성된 설문지 링크를 설문대상자에게 온라인으로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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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는 설문지를 열 수 있는 설문지링크가 포함되
어 있어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음
설문지 링크를 받은 대상자는 PC 또는 휴대전화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음.
스마트폰에서 설문에 응답할 경우 객관식 문항은 화면을 손으로 접촉하여 답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관식 문항은 답변을 직접 입력하도록 설계하였음
구글 설문지 시스템은 문항에 답하지 않으면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 수 없어
모든 항목을 선택해야만 설문을 완료할 수 있음
□ 설문조사 결과는 구글 서버에‘엑셀(EXCEL) 프로그램’의 시트지(sheet) 형태
로 자동수집·정리되었고, 누구의 응답인지 알 수 없어 익명성이 보장되었음
□ 설문지에는 조사의 목적, 의도, 조사 참여의 자율성 및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고, 설문참여에 동의할 경우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음. 또한 설문 참
여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세부적 절차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음
□ 총 응답건수는 최초에 35건이었으나, 현재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거나 과거에도 관련이 없었다고 응답한 2건, 많은 문항에서 동일한 답변
을 한 부적합 응답 1건을 제외한 총 32건을 최종적으로 설문조사 분석에 사용
하였음
□ 설문조사는 익명성이 보장되어 응답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32건이
32개 제약사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초점집단인터뷰를 위해 각 회사와 접촉한
결과 대부분 회사를 대표하여 1인이 설문에 응답한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음
□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였음. 설문지 첫 번
째 문항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을 확인하였고, 비
관련자는 설문이 종료되도록 기술적으로 설계하였음. 이는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잘 아는 관련자만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설문조
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여겨짐. 분석결과 답안의 완성도에서
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문항(46~108문항)이 많은 편이었으나 대부분 성실
하고 적합한 답변을 하였음.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응
답의 질은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음

- 24 -

(나) 주요 질문
□ 설문 영역에 따른 주요 질문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표 4. 설문조사의 주요 질문
설문 영역

질문 내용
w 귀사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제약사의 일반적

w 귀사에서 신약 또는 개량신약을 출시한 적이 있습니까?

사항

w 귀사의 1년 매출액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w 귀사의 매출 대비 R&D 투자액 비율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제도의 영향에
대한 시행 전 예측

w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전에, 판매금지제도·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가 귀사의
매출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w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후에, 판매금지제도·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가 귀사의
매출액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w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귀사에서 신약개발(R&D) 투자/제네릭 개발 투자
/R&D 관련 인력 고용/특허업무 관련 인력 고용/매출액 어떻게 변하였습니
제도 시행 후
나타난 실제 영향

까?
w 허가특허연계 제도 시행 이후에는 특허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w 특허 처리 업무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w 현재의 허가∙특허업무 내부 전담인력의 규모는?
w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으로 현재의 허가·특허업무 내부 전담인력의 업무가 늘
었다고 생각하십니까?
w 허가∙특허업무 중 주로 어느 분야에서 업무가 늘었습니까?

w 제네릭 의약품 개발 관련 특허 검토를 마친 후, 특허심판 소송을 고려하십니
까?
w 특허심판 소송 제기여부는 언제 고려하십니까?
특허심판 소송

w 특허심판 소송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십니까?
w 특허심판 소송을 타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w 다른 기업이 특허 도전을 위한 심판을 제기한 경우, 귀사의 제네릭 의약품 개
발 관련 특허심판 소송 시기에 영향을 미칩니까?
w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2015년 3월 15일) 이전에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특허

제도 시행 전 특
허심판·소송

심판·소송을 청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w 최근 3년간(2015~2017년) 청구하신 특허심판·소송은 몇 건 이었습니까?
w 청구하신 특허심판·소송은 무엇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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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영역

질문 내용
w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2015년 3월 15일) 이전에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특허
심판·소송을 청구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w 최근 3년간(2015~2017년) 청구 당하신 특허심판·소송은 몇 건 이었습니까?
w 청구 당하신 특허심판·소송은 무엇이었습니까?

w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2015년 3월 15일) 이후에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특허
심판·소송을 청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w 최근 3년간(2015~2017년) 청구하신 특허심판·소송은 몇 건 이었습니까?”
제도 시행 후 특

w 청구하신 특허심판·소송은 무엇이었습니까?”

허심판·소송

w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2015년 3월 15일) 이후에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특허
심판·소송을 청구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w 최근 3년간(2015~2017년) 청구 당하신 특허심판·소송은 몇 건 이었습니까?
w 청구 당하신 특허심판·소송은 무엇이었습니까?

w 귀사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특허심판(특허권 무효심판, 권리범위확
인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등)’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w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특허권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존속기간
연장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w 청구하신 ‘특허권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은 몇
건 이었습니까?
w 청구하신 ‘특허권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중
‘최초 심판청구’가 있었습니까?
특허심판

청구

경험

w 청구하신 ‘특허권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중
‘최초 심판청구’는 몇 건 이었습니까?
w 청구하신 ‘특허권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중
‘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내’ 청구가 있었습니까?
w 청구하신 ‘특허권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중
‘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내’ 청구는 몇 건 이었습니까?
w 청구하신 ‘특허권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중
‘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후’ 청구가 있었습니까?
w 청구하신 ‘특허권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중
‘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후’ 청구는 몇 건 이었습니까?

w 귀사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특허심판(특허권 무효심판, 권리범위확
특허심판

청구

후 취하 여부

인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등)’을 청구했다가 취하한 적이 있습니까?
w “특허심판을 취하한 건수는?
w “특허심판을 취하한 이유는?

제도 시행 후
우선판매품목허가

w 귀사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아 출시한 제품이 있
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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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영역
제품 출시

질문 내용
w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아 출시한 제품은 몇 개 입니까?
w 신약 특허목록 등재가 제네릭 의약품 개발여부 검토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
하십니까?

제네릭 의약품 개발

w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했을 때 귀사의 제네릭 의약품 개발 품목
수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w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했을 때, 제네릭 의약품 시장 진입시점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w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전, 제네릭 의약품 개발여부를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

제도 시행 전
제네릭 의약품 개발

까?
w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전, 제네릭 의약품 개발여부의 검토는 주로 언제 하셨
습니까?
w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제네릭 의약품 개발여부를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

제도 시행 후
제네릭 의약품 개발

까?
w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제네릭 의약품 개발여부의 검토는 주로 언제 하십
니까?
w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전에는 특허업무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w 특허업무 전담인력이 있었다면 인력의 규모는?
w 귀사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중 판매금지제도·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와 관련이 있
습니까?
w 귀사는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하여 ‘의약품특허목록 등재/품목허가신청사실
통지/판매금지/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에 만족하십니까?
w 불만족하다고 느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w 만족하다고 느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w 귀사는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하여 ‘의약품특허목록 등재/품목허가신청사실
통지/ 판매금지/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w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도에 대한 기타
의견

w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특허 등재,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
허가의 신청과 관련 심판 및 소송비용 등)을 지출하신 적이 있습니까?
w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규모는?
w 귀사는 허가특허연계제도(특허권 등재, 통지,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w 귀사가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활용한 적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w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검토 시 고려하는 사항(요소)은?
w 오리지널사가 위임형 후발의약품 개발, Co-marketing 등을 우선판매품목허
가 대응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w 우리나라에서 판매금지와 우선판매품목허가 중 어느 제도가 국내 제약업계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w 다음 중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으로 귀사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w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으로 제약사 간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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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출
1) 개요
□ 산출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으로 인한 1차적 결과물로서 의약품 특허권 등재,
통지의약품,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특허심판 및 소송, 합의 및 담합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됨
□ 2012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특허권 등재의 산출내용을
분석하고,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통지의약품, 판
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특허심판 및 소송, 합의 및 담합의 산출내용을 분석
하였음
특허권 등재가 시작된 해부터 현재까지 등재특허 및 등재의약품의 현황을 분
석하고자 2012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를 분석기간으로 설정함
통지의약품,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특허심판 및 소송, 합의 및 담합의
경우 최근 2년간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를
분석기간으로 설정함
□ 이러한 맥락에서 산출은 영향평가(impact analysis)의 대상이 아닌 현황분석
(policy monitoring)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2) 평가 결과
가) 특허권 등재
□ 특허권 등재 영역에서는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특허자료를 바탕으로 특허
목록에 등재된 특허·의약품·성분 수, ATC 코드4) 분류에 따른 등재의약품
수, 합성/생물 의약품 분류에 따른 등재의약품 수, 특허권 등재자/특허권자 분류
4) ATC 코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산하 기관인 의약품통계방법을위한협력센터(WHOCC)에 의해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약물을 그들이 작용하는 장기 또는 계통, 그리고 화학적 특성에 따라서 분류함. 같은 약품이라
도 작용 부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여러 개의 코드를 가질 수 있으며, 반대로 활성물질과 작용부위가 같
다면 서로 다른 브랜드의 약품도 같은 코드를 가질 수 있음. ATC 코드는 서로 다른 5단계로 구성되며, 코
드가 낮은 단계까지 같을수록 유사한(동일한) 활성물질과 작용부위를 갖는 약물임을 나타냄
- 1단계는 1개의 영문자로 구성된 약물 작용 부위의 해부학적 주요 그룹을 지정함
- 2단계는 2개의 숫자로 구성된 주요 치료적 그룹을 지정함
- 3단계는 1개의 영문자로 구성된 치료적/약물학적 하위그룹을 지정함
- 4단계는 1개의 영문자로 구성된 화학적/치료적/약물학적 하위그룹을 지정함
- 5단계는 2개의 숫자로 구성된 화학물질을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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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등재특허 수, 특허권 존속기간 및 만료연도에 따른 등재특허 수, 의약품
/성분당 등재특허 수를 분석함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의 제품명, 특허권 등재자, 특허권자, 주성분명, ATC
코드,

합성·생물의약품 분류, 특허등록번호, 특허출원번호, 특허권자, 출원

일, 특허권 설정 등록일,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등재일, 삭제일, 삭제 사유
등을 조사함
2012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
된 특허를 분석대상으로 함
특허 수 산출방법은 특허를 단위로 분석한 경우와 의약품을 단위로 분석한 경
우로 구분할 수 있음. 특허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특허 수를 산출함
Ÿ

특허 단위로 분석할 경우, 서로 다른 등재의약품에 동일한 특허가 여러 번
등재되었을 때 동일한 특허를 하나의 특허로 계산함. 예를 들어 의약품
(1)과 의약품(2)에 대해 A특허가 등재된 경우 특허 수는 1개로 계산함

Ÿ

의약품 단위로 분석할 경우, 서로 다른 등재의약품에 동일한 특허가 여러
번 등재되었을 때 동일한 특허라도 등재의약품의 개수만큼 특허 수를 계
산함. 예를 들어 의약품(1)과 의약품(2)에 대해 A특허가 등재된 경우 특
허 수는 2개로 계산함

함량 및 제형이 다른 경우 다른 의약품으로, 주성분의 염이 다른 경우 다른
성분으로 간주함
ATC 코드 분류는 WHO ATC 코드 1단계를 기준으로 함

표 5.

분석단위별 특허 수 산출방법 비교

등재특허당

1

2

3

4

5

6

7

8

9

10

11

13

합계

487

235

110

52

23

30

17

6

6

4

5

1

976

:특허
(%)
등재특허 수

(49.9)

(24.1)

(11.3)

(5.3)

(2.4)

(3.1)

(1.7)

(0.6)

(0.6)

(0.4)

(0.5)

(0.1)

(100)

-분석단위

487

470

330

208

115

180

119

48

54

40

55

13

2,119

(23.0)

(22.2)

(15.6)

(9.8)

(5.4)

(8.5)

(5.6)

(2.3)

(2.5)

(1.9)

(2.6)

(0.6)

(100)

의약품 수
등재특허 수
-분석단위
1)

2)

:의약품
(%)

1) 각기 다른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특허가 여러 번 등재될 경우, 특허등록번호가 중복된 항목은 제외하고
특허 수를 계산함
2) 각기 다른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특허가 여러 번 등재될 경우, 특허등록번호가 중복된 항목을 포함하여
특허 수를 계산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재의약품 자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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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 의약품 및 성분의 수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는 976개(등재 의약품 단위로 특허 수를 산출할 경우
2,119개)로 이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1,275개, 성분은 674개임
특허목록에 등재된 976개의 특허 중 268개의 특허(27.5%)가 완전히 삭제되
어 현재 708개의 특허가 존속 중에 있음. 삭제된 특허 268개5) 중 특허 존속
기간 만료로 인해 삭제된 특허가 193개(70.7%), 품목허가소멸로 인해 삭제
된 특허가 36개(13.2%), 특허무효로 인해 삭제된 특허가 18개(6.6%)임. 그
밖에 등재료 불납(15개, 5.5%), 특허권 포기(8개, 2.9%), 직접 관련성 상실
(3개, 1.1%)의 사유로 특허목록에서 특허가 삭제됨
특허권 등재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초기인 2012-2013년에 집중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매년 100개 가까운 특허가 신규로 등재되고 있음
표 6. 연도별 신규 등재특허 수1)
특허권
등재연도
등재 수
(%)
삭제 수3)
(%)
존속 수4)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2)

합계

298
(100)
132
(44.3)
166
(55.7)

384
(100)
124
(32.3)
260
(67.7)

90
(100)
6
(6.7)
84
(93.3)

97
(100)
1
(1.0)
96
(99.0)

84
(100)
5
(6.0)
79
(94.0)

23
(100)
0
(0.0)
23
(100.0)

976
(100)
268
(27.5)
708
(72.5)

1) 특허목록에 신규로 추가된 등재특허를 의미함. 2012년 의약품(1)에 대해 A특허가 등재된 후 2013년 의
약품(2)에 대해 A특허가 등재되었다면, A특허는 2012년 신규 등재특허 1건으로 계산함
2) 2017년 3월까지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를 대상으로 함
3) 2017년 6월 7일 기준으로 특허목록에서 완전히 삭제된 특허를 의미함
4) 2017년 6월 7일 기준으로 특허목록에 존속하는 특허를 의미함. 각기 다른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특허가
여러 번 등재될 수 있으며, 만약 의약품 중 하나가 등재목록에서 삭제되었더라도 다른 의약품들에 대한
특허가 등재목록에 유지되어 있을 경우 특허가 등재목록에 존속하는 것으로 계산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재의약품 자료(2017)

신
규

500
400

등
재
특
허

300
200
100
0

수

2012년

2013년

2014년

존속 중인 특허 수

2015년

2016년

2017년

삭제된 특허 수

5) 5개의 특허가 삭제사유가 중복됨(특허존속기간만료, 품목허가소멸). 삭제사유의 백분율 표기는 5개의
중복 삭제사유를 포함한 273개를 기준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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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C 코드 분류에 따른 등재의약품 수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1,275개를 대상으로 ATC 코드 1단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함
가장 많은 의약품이 등재된 ATC 코드 1단계 분류는 L(항종양제 및 면역조절
제)로 207개(16.2%)의 의약품이 등재되었으며 뒤이어 A(소화관 및 신진대
사) 201개(15.8%), N(신경계) 176개(13.8%) 등의 순으로 의약품이 등재
됨. 상위 3개 분류에 해당하는 등재의약품이 전체 등재의약품의 약 45.9%를
차지함
표 7. ATC 코드 분류에 따른 등재의약품 수
ATC 코드 1단계

등재의약품 수

(%)

A (소화관 및 신진대사)

201

(15.8)

B (혈액 및 조혈기관)

90

(7.1)

C (심혈관계)

175

(13.7)

D (피부과)

28

(2.2)

G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68

(5.3)

H (전신성 호르몬제제)

34

(2.7)

J (전신성 항감염제)

107

(8.4)

L (항종양제 및 면역조절제)

207

(16.2)

M (근골격계)

37

(2.9)

N (신경계)

176

(13.8)

P (구충제, 살충제 및 기피제)

1

(0.1)

R (호흡기계)

66

(5.2)

S (감각기관)

45

(3.5)

V (기타)

37

(2.9)

기타1)

3

(0.2)

1,275

(100)

합계

1) 체외진단용 의료품으로 ATC 코드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2014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
료기기로 전환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재의약품 자료(2017), WHO ATC Index(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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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생물 의약품 분류에 따른 등재의약품 수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1,275개 중 합성의약품이 1,083개(84.9%), 생물
의약품이 189개(14.8%), 기타가 3개(0.2%)임
합성의약품이 매년 신규로 특허목록에 등재되는 의약품의 3/4 이상을 차지하
고 있음

표 8. 연도별 합성/생물 의약품 분류에 따른 신규 등재의약품 수1)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2)

합계

생물

15

120

16

15

20

3

189

(%)

(3.5)

(24.2)

(15.8)

(13.9)

(18.0)

(10.7)

(14.8)

합성

417

372

85

93

91

25

1,083

(%)

(96.5)

(75.2)

(84.2)

(86.1)

(82.0)

(89.3)

(84.9)

기타3)

0

3

0

0

0

0

3

(%)

(0.0)

(0.6)

(0.0)

(0.0)

(0.0)

(0.0)

(0.2)

합계

432

495

101

108

111

28

1,275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특허목록에 신규로 추가된 등재의약품을 의미함. 2012년 의약품(1)에 대해 A특허가 등재된 후 2013년
의약품(1)에 대해 B특허가 등재되었다면, 의약품(1)은 2012년 신규 등재의약품 1건으로 계산함
2) 2017년 3월까지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함
3) 체외진단용 의료품은 기타로 분류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재의약품 자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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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타

2016년

2017년

□ 특허권 등재자 분류에 따른 등재의약품 수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1,275개 중 국내 제약사가 특허목록에 등재한 의
약품은 389개(30.5%), 외국계 제약사가 등재한 의약품은 886개(69.5%)임
매년 외국계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의약품을 신규로 특
허목록에 등재하고 있음

표 9. 연도별 특허권 등재자 분류에 따른 신규 등재의약품 수1)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2)

합계

국내 제약사

158

134

27

28

36

6

389

(%)

(36.6)

(27.1)

(26.7)

(25.9)

(32.4)

(21.4)

(30.5)

외국계 제약사

274

361

74

80

75

22

886

(%)

(63.4)

(72.9)

(73.3)

(74.1)

(67.6)

(78.6)

(69.5)

합계

432

495

101

108

111

28

1,275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특허목록에 신규로 추가된 등재의약품을 의미함. 2012년 의약품(1)에 대해 A특허가 등재된 후 2013년
의약품(1)에 대해 B특허가 등재되었다면, 의약품(1)은 2012년 신규 등재의약품 1건으로 계산함
2) 2017년 3월까지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함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등재의약품 자료 (2017)

600

500
신
규
등
재
의
약
품

400

300

20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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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7년

□ 특허권자 분류에 따른 등재특허 수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 976개를 대상으로 특허권자를 유럽, 미국, 일본, 한
국, 기타로6)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유럽이 389개(39.9%)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269개(27.6%), 한국 172개(17.6%), 일본 132개(13.5%) 기타 14개
(1.4%)순으로 특허를 등재함
미국과 유럽의 특허권자가 연도별 신규 등재특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
으며, 매년 유럽 특허권자가 가장 많은 수의 특허를 등재하고 있음
유럽 특허권자의 등재특허 389개를 국가별로 분류할 경우, 스위스 102개
(26.2%), 독일 87개(22.4%), 영국 49개(12.6%), 스웨덴 35개(9.0%), 프랑
스 28개(7.2%), 벨기에 22개(5.7%), 기타 9개국 66개(17.0%)임
표 10. 연도별 특허권자 분류에 따른 신규 등재특허 수1)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2)

합계

유럽
(%)
미국
(%)
한국
(%)
일본
(%)
기타
(%)
합계
(%)

101
(33.9)
67
(22.5)
84
(28.2)
40
(13.4)
6
(2.0)
298
(100.0)

180
(46.9)
114
(29.7)
40
(10.4)
48
(12.5)
2
(0.5)
384
(100.0)

35
(38.9)
30
(33.3)
10
(11.1)
13
(14.4)
2
(2.2)
90
(100.0)

32
(33.0)
22
(22.7)
22
(22.7)
19
(19.6)
2
(2.1)
97
(100.0)

31
(36.9)
31
(36.9)
12
(14.3)
8
(9.5)
2
(2.4)
84
(100.0)

10
(43.5)
5
(21.7)
4
(17.4)
4
(17.4)
0
(0.0)
23
(100.0)

389
(39.9)
269
(27.6)
172
(17.6)
132
(13.5)
14
(1.4)
976
(100.0)

1) 특허목록에 신규로 추가된 등재특허를 의미함. 2012년 의약품(1)에 대해 A특허가 등재된 후 2013년 의
약품(2)에 대해 A특허가 등재되었다면, A특허는 2012년 신규 등재특허 1건으로 계산함
2) 2017년 3월까지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를 대상으로 함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등재의약품 자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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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허권자 분류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 에 기재된 최종권리자의 주소를 기
준으로 하였음. 예를 들어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는 유럽, 글락소스미스 클라인 엘엘씨는 미국, 글락소
웰컴 오스트레일리아 피티와이 엘티디는 기타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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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존속기간 및 만료연도에 따른 등재특허 수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 976개를 대상으로 특허권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존속기간의 최솟값은 0년, 최댓값은 19년, 평균
7.6(표준편차 4.5)년임
Ÿ

특허권 존속기간을 특허목록 등재일로부터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함

특허권 존속기간이 10년 이상 12년 미만인 특허가 172개(17.6%)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8년 이상 10년 미만이 151개(15.5%), 6년 이상 8년
미만이 145개(1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 976개를 대상으로 특허권 만료연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특허만료 연도의 최솟값은 2012년, 최댓값은 2036년,
평균 2021.8년(표준편차 5.2년)임. 만료연도가 2024-2026년인 특허권이
210개(21.5%)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2021-2023년 196개(20.1%),
2018-2020년이 172개(17.6%) 순으로 나타남

표 11.

특허권 존속기간별 등재특허 수

특허권 존속기간1)

등재특허 수

0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6년 미만
6년 이상-8년 미만
8년 이상-10년 미만

107
90
97
145
151
합계

(%)
(11.0)
(9.2)
(9.9)
(14.9)
(15.5)

특허권 만료연도
10년
12년
14년
16년
18년

이상-12년
이상-14년
이상-16년
이상-18년
이상-20년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등재특허 수

(%)

172
105
53
39
17
976

(17.6)
(10.8)
(5.4)
(4.0)
(1.7)
(10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재의약품 자료 (2017)
1) 특허권 존속기간을 특허목록 등재일로부터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함. 이 때 특허
목록 등재일은 특허가 최초로 특허목록에 등재되는 시점을 의미함. 2012년 1월 1일 A특허가 의약품(1)
에 대해 등재되고, 2013년 1월 1일 A특허가 의약품(2)에 대해 등재된 경우, 2012년 1월 1일이 특허목
록 등재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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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특허권 만료연도별 등재특허 수
특허권 만료연도

등재특허 수

(%)

특허권 만료연도

등재특허 수

(%)

2012-2014년

94

(9.6)

2024-2026년

210

(21.5)

2015-2017년

129

(13.2)

2027-2029년

102

(10.5)

2018-2020년

172

(17.6)

2030-2032년

54

(5.5)

2021-2023년

196

(20.1)

2033-2036년

19

(1.9)

976

(100)

합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재의약품 자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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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당 등재특허 수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1,275개를 대상으로 의약품당 등재특허수를 계산
한 결과, 의약품당 등재특허 수의 최솟값은 1개, 최댓값은 9개, 평균 1.66(표
준편차 1.04)개임
760개(59.6%) 등재의약품이 1개의 등재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의약품 당 등
재 특허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의약품 수가 감소하는 분포를 보여, 3개 이내의
특허를 가진 의약품이 1,204개로 전체 의약품 수의 94.4%를 차지함

표 13. 의약품당 등재특허 수
등재

1

2

3

4

5

6

7

8

9

합계

의약품 수

760

307

137

44

16

6

0

3

2

1,275

(%)

(59.6)

(24.1)

(10.7)

(3.5)

(1.3)

(0.5)

(0.0)

(0.2)

(0.2)

(100)

특허 수1)

1) 각기 다른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특허가 여러 번 등재될 경우, 특허번호가 동일한 특허를 모두 포함하
여 총 2,119개의 등재특허를 기준으로 의약품 당 등재특허 수를 계산함. 예를 들어 의약품(1)에 특허A
와 특허B, 의약품(2)에 특허B와 특허C가 등재된 경우, 동일한 특허B를 포함하여 의약품(1)과 의약품(2)
의 의약품 당 등재특허 수를 각각 2개로 계산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재의약품 자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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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당 등재특허 수
특허목록에 등재된 성분 674개를 대상으로 성분당 등재특허수를 계산한 결과,
성분당 등재 특허 수의 최솟값은 1개, 최댓값은 32개, 평균 3.1(표준편차3.6)
개임
258개(38.3%)성분이 1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성분당 등재 특허수가 증가
할수록 해당 성분 수가 감소하는 분포를 보여, 3개 이내의 특허를 가진 성분
이 505개로 전체 의약품 수의 74.9%를 차지함
표 14. 성분당 등재 특허 수
등재

1

2

3

4

5

6

성분 수

258

164

83

52

22

28

(%)

(38.3)

(24.3)

(12.3)

(7.7)

(3.3)

(4.2)

7

8

9

10

11이상

합계

성분 수

6

19

5

9

28

674

(%)

(0.9)

(2.8)

(0.7)

(1.3)

(4.2)

(100)

특허 수1)

등재
특허 수

1) 각기 다른 성분에 대해 동일한 특허가 여러 번 등재될 경우, 특허번호가 동일한 특허를 모두 포함하여
총 2,119개의 등재특허를 기준으로 의약품 당 등재특허 수를 계산함. 예를 들어 성분(1)에 특허A와 특
허B, 성분(2)에 특허B와 특허C가 등재된 경우, 동일한 특허B를 포함하여 각각 성분 당 등재특허 수를 2
개로 계산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재의약품 자료(2017)

나) 통지의약품
□ 통지의약품 영역에서는 통지의약품 및 대상 등재 의약품 자료를 바탕으로 통지
의약품 및 대상 등재의약품 수, 등재의약품 성분당 통지의약품 수, ATC 코드
분류에 따른 통지의약품 및 대상 등재의약품 수, 등재특허권자 분류에 따른 통
지의약품 및 대상 등재의약품 수를 분석함
통지의약품의 주성분명, 함량, 제형, 허가신청일 및 대상 등재의약품의 제품명,
주성분명, 함량, 제형, 등재특허권자, 품목기준코드, 제품코드, ATC 코드를 조
사함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신청 및 등재의약
품에 대해 통지한 후발의약품과 대상 등재의약품을 분석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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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및 제형이 다른 경우 다른 의약품으로, 주성분의 염이 다른 경우 다른
성분으로 간주함
ATC 코드 분류는 WHO ATC 코드 1단계를 기준으로 함
□ 통지의약품 및 대상 등재의약품 수
769개의 후발의약품이 128개 등재의약품에 대해 약사법 제50조의 4(품목허
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에 따라 품목허가신청사실을 통지함

표 15. 통지의약품 수 및 대상 등재의약품 수
구분

합계

통지의약품 수

769

대상 등재의약품 수

128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지의약품 자료(2017)

□ 등재의약품당 통지의약품 수
품목허가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등재의약품 128개를 대상으로 등재의약품당
통지의약품 수를 분석한 결과, 최솟값은 1, 최댓값은 60, 평균 5.97(표준편차
8.91)임
등재의약품당 통지의약품 수가 가장 많은 등재의약품은 위궤양 치료제인 넥시
움정 40mg으로 60개의 후발의약품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으며, 뒤이어 위궤양
치료제인

넥시움정

20mg(통지의약품

59개),

치매치료제인

아리셉트정

10mg(통지의약품 3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등재의약품의 약 28.1%(36개)가 1개의 후발의약품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으며
등재의약품당 통지의약품 수가 증가할수록 등재의약품 수가 감소하는 분포를
보이며, 5개 이내의 후발의약품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등재의약품이 전체 등재
의약품의 68.0%(87개)를 차지함

표 16. 등재의약품 당 통지의약품 수
통지의약품
수
등재의약품
수
(%)

10

1

2

3

4

5

6

7

8

9

36

22

20

6

3

4

5

4

6

22

128

(28.1)

(17.2)

(15.7)

(4.7)

(2.4)

(3.1)

(3.9)

(3.1)

(4.7)

(17.2)

(10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지의약품 자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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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합계

□ 등재의약품 성분당 통지의약품 수
품목허가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등재의약품 128개에 해당하는 성분 72개를 대
상으로 등재의약품 성분당 통지의약품 수를 분석한 결과, 최솟값은 1, 최댓값
은 119, 평균 10.68(표준편차 18.3)임
등재의약품 성분당 통지의약품 수가 가장 많은 성분은 위궤양 치료제로 사용
되는 성분인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로 119개의 후발의약품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으며, 뒤이어 치매 치료제인 도네페질염산염(통지의약품 68개),
고혈압 치료제인 로사르탄칼륨, 암로디핀캄실산염(통지의약품 56개) 등의 순
으로 나타남
등재의약품 성분의 22.2%(16개)가 1개의 후발의약품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으
며 등재의약품 성분 당 통지의약품 수가 증가할수록 성분 수가 감소하는 분포
를 보여, 5개 이내의 후발의약품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성분이 전체 성분의
59.7%(43개)를 차지함

표 17. 등재의약품 성분당 통지의약품 수
통지의약품 수

1

2

3

4

5

6

7

8

9

등재의약품 성분 수

16

15

6

3

3

2

1

3

4

(8.3)

(4.2)

(4.2)

(2.8)

(1.4)

(4.2)

(5.6)

(%)

(22.2) (20.8)

10
이상
19

합계
72

(26.0) (10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지의약품 자료(2017)

□ ATC 코드 분류에 따른 통지의약품 및 대상 등재의약품 수
품목허가신청 사실을 통지한 769개 통지의약품을 ATC 코드 1단계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A(소화관 및 신진대사)가 231개(30.0%)의 가장 많은
후발의약품이 통지하였으며 뒤이어 C(심혈관계) 154개(20.0%), N(신경계)
127개(16.5%) 등의 순으로 통지함. 상위 3개 ATC 코드에 해당하는 의약품
이 전체 통지의약품의 약 66.6%(512개)를 차지함
품목허가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등재의약품 128개를 ATC 코드 1단계 기준으
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N(신경계)이 24개(18.8%)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
어 C(심혈관계) 22개(17.2%), A(소화관 및 신진대사) 20개(1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상위 3개 ATC 코드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전체 통지 대상 등
재의약품의 약 51.6%(66개)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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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ATC 코드 분류에 따른 통지의약품 및 대상 등재의약품 수
ATC 코드 1단계

통지의약품 수

(%)

대상 등재의약품 수

(%)

231

(30.0)

20

(15.6)

A (소화관 및 신진대사)
B (혈액 및 조혈기관)

23

(3.0)

9

(7.0)

C (심혈관계)

154

(20.0)

22

(17.2)

D (피부과)

6

(0.8)

4

(3.1)

G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68

(8.8)

10

(7.8)

H (전신성 호르몬제제)

22

(2.9)

3

(2.3)

J (전신성 항감염제)

16

(2.1)

8

(6.3)

L (항종양제 및 면역조절제)

15

(2.0)

10

(7.8)

M (근골격계)

60

(7.8)

6

(4.7)

N (신경계)

127

(16.5)

24

(18.8)

P (구충제, 살충제 및 기피제)

0

(-)

0

(-)

R (호흡기계)

11

(1.4)

5

(3.9)

S (감각기관)

22

(3.0)

3

(2.3)

V (기타)
합계

13

(1.7)

4

(3.1)

769

(100)

128

(10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지의약품 자료 (2017), WHO ATC Index (2016)

□ 등재특허권자 분류에 따른 통지의약품 및 대상 등재의약품 수
품목허가신청 사실을 통지한 769개의 통지의약품을 등재특허권자 국가를 기
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유럽 특허권자를 대상으로 통지한 의약품이
304개(38.4%)로 가장 많았음
품목허가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대상 등재의약품 128개를 등재특허권자 국가
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특허권자가 유럽인 등재의약품이 60개
(44.8%)로 가장 많았음
한국 특허권자가 대상 등재의약품 당 통지의약품 수가 10.1개로 가장 많음
표 19. 등재특허권자 분류에 따른 통지의약품 및 대상 등재의약품 수
특허권자

통지의약품 수

(%)

대상 등재의약품 수

(%)

한국
미국
유럽
일본
기타
합계

101
1601)
3042)
2213)
5
7911),2),3)

(12.8)
(20.2)
(38.4)
(27.9)
(0.6)
(100)

10
351)
602)
283)
1
1341),2),3)

(7.5)
(26.1)
(44.8)
(20.9)
(0.7)
(100)

통지의약품 수/
대상 등재의약품 수
10.1개
4.6개
5.1개
7.9개
5.0개
5.9개

1) 특허권자가 ‘미국·유럽’, ‘미국·일본’인 통지의약품 14개(3,11개), 대상 등재의약품 5개(3개,2개) 포함
2) 특허권자가 ‘미국·유럽’, ‘유럽·일본’인 통지의약품 11개(3개,8개), 대상 등재의약품 4개(3개,1개) 포함
3) 특허권자가 ‘미국·일본’, ‘유럽·일본’인 통지의약품 19개(11개,8개), 대상 등재의약품 3개(2개,1개) 포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지의약품 자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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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매금지
□ 판매금지 영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판매금지 신청 의약품에 관
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매금지 현황, ATC 코드 분류에 따른 통지의약품 및 판매
금지 관련 의약품, 판매금지 신청자 분류에 따른 판매금지 신청 건수, 판매금지
대상 의약품의 판매금지 기간, 등재특허 만료연도별/등재의약품 PMS7) 만료연
도별 판매금지 신청 현황, 분기별 판매금지 신청 건수를 분석함
판매금지 신청 등재의약품 및 판매금지 신청 대상 후발의약품의 제품명, 품목
기준코드, 주성분명, 함량, 제형, ATC 코드, 특허등록번호, PMS 만료일, 급여
여부와 판매금지 신청자, 판매금지 처리결과 및 판매금지 기간(통지수령일, 판
매금지 종료일, 허가일, 효력소멸일)을 조사함
판매금지가 도입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금지를 신청한 의
약품을 분석대상으로 함
함량 및 제형이 다른 경우 다른 의약품으로, 주성분의 염이 다른 경우 다른
성분으로 간주함
의약품 분류는 ATC 코드 1단계를 기준으로 분류함
□ 판매금지 현황
판매금지 신청 건수는 판매금지 대상 후발의약품 수를 기준으로 함
764개의 통지의약품 중 75개(9.8%)의 후발의약품을 대상으로 17개 제약사
(24개 등재의약품)가 판매금지를 신청함
75건의 판매금지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는 판매금지 26건(34.7%), 거부 41
건(54.7%), 취하 8건(10.6%)임
□ ATC 코드 분류에 따른 판매금지 대상 의약품
판매금지 대상 후발의약품 75개를 ATC 코드 1단계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M(근골격계)이 29개(38.7%)으로 가장 많고, C(심혈관계)가 10개(13.3%),
N(신경계)과 S(감각기관)가 각각 9개(12.0%) 등의 순서임
판매금지를 신청한 등재의약품 24개를 ATC 코드 1단계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N(신경계)이 6개(25.0%)으로 가장 많고, L(항종양제 및 면역조절제)

7) 시판 후 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 ‘재심사’)는 신약 등의 재심사를 위하여 시판 후에 의약
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오리지널 제약사가 허가 신청
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후발제약사가 사용할 수 없는 자료독점기간과 사실상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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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개(12.5%), M(근골격계)이 3개(12.5%) 등의 순서임
통지의약품과 판매금지 신청 대상 후발의약품을 ATC 코드 1단계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M(근골격계)은 전체 통지의약품의 7.8%로 비교적 낮은 비율
을 차지하였으나 판매금지 신청은 38.7%로 가장 많이 일어남. C(심혈관계)와
N(신경계)은 통지의약품에서도 각 20.0%, 16.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통지의약품에서 가장 큰 비율(30.0%)을 차지한 A(소화관 및 신진대사)
는 판매금지 신청에서는 8.0%의 비율을 차지함

표 20. ATC 코드 분류에 따른 통지의약품 및 판매금지 관련 의약품
ATC 코드
1단계
A
(소화관 및
신진대사)
B (혈액 및
조혈기관)
C
(심혈관계)
D
(피부과)
G
(비뇨생식기계

판매금지 신청

(%)

231

(30.0)

2

(8.3)

6

(8.0)

23

(3.0)

1

(4.2)

1

(1.3)

154

(20.0)

2

(8.3)

10

(13.3)

6

(0.8)

0

(-)

-

-

68

(8.8)

2

(8.3)

2

(2.7)

22

(2.9)

1

(4.2)

3

(4.0)

16

(2.1)

2

(8.3)

2

(2.7)

15

(2.0)

3

(12.5)

3

(4.0)

60

(7.8)

3

(12.5)

29

(38.7)

127

(16.5)

6

(25.0)

9

(12.0)

0

(-)

0

(-)

-

-

11

(1.4)

0

(-)

-

-

22

(3.0)

1

(4.2)

9

(12.0)

등재의약품 수

(%)

판매금지 신청

통지의약품 수

대상 후발의약품 수

(%)

및 성호르몬)
H
(전신성
호르몬제제)
J
(전신성
항감염제)
L
(항종양제 및
면역조절제)
M
(근골격계)
N
(신경계)
P
(구충제,
살충제, 기피제)
R
(호흡기계)
S
(감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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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 코드
1단계
V
(기타)
합계

판매금지 신청

(%)

판매금지 신청

통지의약품 수

(%)

13

(1.7)

1

(4.2)

1

(1.3)

769

(100)

24

(100)

75

(100)

등재의약품 수

대상 후발의약품 수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지의약품 자료 (2017), WHO ATC Index (2016)

□ 판매금지 신청자 분류에 따른 판매금지 신청 건수
판매금지 신청자를 국내와 외국계 특허권자로 분류할 경우, 국내 특허권자는
2개 등재의약품에서 19건의 판매금지를 신청했으며 외국계 특허권자는 22개
등재의약품에서 56건의 판매금지를 신청함

표 21. 판매금지 신청자 분류에 따른 판매금지 신청현황
판매금지신청자 분류

등재의약품 수

(%)

판매금지 신청 건수

(%)

국내

2

(8.3)

19

(25.3)

외국계

22

(91.7)

56

(74.7)

합계

24

(100)

75

(10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판매금지 현황(2017)

□ 판매금지 대상 의약품의 판매금지 기간
판매금지 대상 26건 중 효력소멸 없이 판매금지가 종료된 것은 4건(15.4%),
판매금지 기간 중 심결·판결로 효력이 소멸하여8) 판매금지가 종료된 것은
22건(84.6%)임
효력소멸 없이 판매금지가 종료된 4건의 판매금지기간을 보면 통지수령일로부
터 종료일까지의 판매금지기간은 270일임. 후발의약품의 허가일부터 종료일까
지의 기간을 실제 판매금지기간으로 정의하였을 때 최장 146일, 최단 27일로
나타남. 판매금지기간은 평균 약 270일(9개월), 실제 판매금지 기간은 평균
약 66.0일(2.2개월)임
효력소멸로 판매금지가 종료된 22건의 판매금지기간을 보면 통지수령일로부
터 효력소멸일까지의 판매금지기간은 최장 217일, 최단 131일임. 후발의약품
의 허가일부터 효력소멸일까지의 기간을 실제 판매금지기간으로 정의하였을
때 최장 67일, 최단 8일로 나타남. 판매금지기간은 평균 약 147.9일(4.9개
월), 실제 판매금지 기간은 평균 약 41.5일(1.4개월)임
8) 판매금지가 신청된 의약품이 등재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심결·판결(소극적권
리범위확인심판 청구성립)

- 43 -

□ 등재특허 만료연도별 판매금지 신청 현황
판매금지를 신청한 24개 등재의약품을 특허권 만료연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
특허권이 2024년에 만료하는 등재의약품이 5개(20.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판매금지 신청 대상 후발의약품 75개를 등재의약품의 특허권 만료연도에 따
라 분석한 결과, 특허권이 2022년에 만료하는 등재의약품에 의한 판매금지
신청 대상 후발의약품이 30개(4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22. 등재특허 만료연도별 판매금지 신청현황
특허권 만료연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5 년
2026 년
2027 년
2028 년
2029 년
2030 년
합계

판매금지 신청

(%)

등재의약품 수
1
4
0
3
3
0
4
1
5
0
1
1
0
0
1
24

(4.2)
(16.7)
(-)
(12.5)
(12.5)
(-)
(16.7)
(4.2)
(20.8)
(-)
(4.2)
(4.2)
(-)
(-)
(4.2)
(100)

판매금지 신청
대상 후발의약품 수
9
6
0
3
6
0
30
1
9
0
1
9
0
0
1
75

(%)
(12.0)
(8.0)
(-)
(4.0)
(8.0)
(-)
(40.0)
(1.3)
(12.0)
(-)
(1.3)
(12.0)
(-)
(-)
(1.3)
(100)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판매금지 현황(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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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재의약품 PMS 만료연도별 판매금지 신청 현황
판매금지를 신청한 24개 등재의약품을 PMS 만료연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
PMS가 2013년에 만료되는 등재의약품이 6개(25.0%)로 가장 많았음
판매금지 신청 대상 후발의약품 75개를 등재의약품의 PMS 만료연도로 구분
하여 분석한 결과, 등재의약품의 PMS가 2015년에 만료하는 경우가 19개
(25.3%)로 가장 많았음

표 23. PMS 만료연도별 판매금지 신청 현황
판매금지 신청

PMS 만료연도

판매금지 신청

(%)

등재의약품 수

대상 후발의약품 수

(%)

2007년

1

(4.2)

1

(1.3)

2008년

1

(4.2)

5

(6.7)

2009년

1

(4.2)

1

(1.3)

2010년

3

(12.5)

11

(14.7)

2011년

1

(4.2)

1

(1.3)

2012년

1

(4.2)

1

(1.3)

2013년

6

(25.0)

6

(8.0)

2014년

0

(-)

0

(-)

2015년

2

(8.3)

19

(25.3)

2016년

2

(8.3)

13

(17.3)

PMS 대상 아님

6

(25.0)

17

(22.7)

합계

24

(100)

75

(10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판매금지 현황(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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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15년

'16년

PMS
대상아님

□ 분기별 판매금지 신청 건수
판매금지 신청 75건을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2016년 1/4분기에 38
건(50.7%)으로 가장 많은 판매금지 신청이 이루어짐

표 24 분기별 판매금지 신청 건수
판매금지 신청 시기1)
2015년 2/4
2015년 3/4
2015년 4/4
2016년 1/4
2016년 2/4
2016년 3/4
2016년 4/4
합계

판매금지 신청
등재의약품 수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판매금지 신청

2)

건수

2
3
1
11
2
1
6
26

5
20
1
38
4
1
6
75

(%)
(6.7)
(26.7)
(1.3)
(50.7)
(5.3)
(1.3)
(8.0)
(100)

1) 판매금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였음
2) 동일한 등재의약품이 분기별로 여러 번 판매금지를 신청한 경우, 각 분기마다 의약품 수를 계산함. 예를
들어 등재의약품(1)이 2015년 1/4분기와 2015년 2/4분기에 판매금지를 각각 신청하였다면, 2015년 1/4
분기 1개, 2015년 2/4분기 1개로 각각 계산함. 2015년 2/4분기부터 2016년 4/4분기까지 총 6개의 등
재의약품이 이 같은 방식으로 중복 계산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판매금지 현황(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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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2/4
분기

'16년
3/4
분기

'16년
4/4
분기

라) 우선판매품목허가
□ 우선판매품목허가 영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우선판매품목허가신
청 의약품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 현황, 성분당 우선판매품
목허가 획득 의약품 수, ATC 코드 분류에 따른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의약품
수,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제약사 매출액별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건수, 등재
의약품 매출액별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건수, 분기별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건수를 분석함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의약품 및 대상 등재의약품의 제품명, 품목기준코드,
주성분명, 함량, 제형, ATC 코드, 특허등록번호, 급여여부와 우선판매품목허
가 신청 제약사의 매출액, 대상 등재의약품의 매출액,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처리결과(허가여부, 판매허가일, 판매시작일, 판매종료일)를 조사함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을 한 의약품을 분
석대상으로 함
함량 및 제형이 다른 경우 다른 의약품으로, 주성분의 염이 다른 경우 다른
성분으로 간주함
의약품 분류는 ATC 코드 1단계를 기준으로 분류함
□ 우선판매품목허가 현황
66개의 등재의약품에 대해 234개의 후발의약품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함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후발의약품 234개 중 분석 시점 기준(2017년 8
월 10일) 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20개 후발의약품을 제외한 처리가 완료된
214개 대상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 결
과를 분석한 결과, 승인 172(80.3%)개, 자진취하 24개(11.2%), 거부 18개
(8.4%) 순임
우선판매 시작일부터 우선판매 종료일까지의 우선판매 기간은 평균 292일(약
9.7개월), 최장 328일, 최단 136일임
Ÿ

우선판매 기간의 평균이 9개월 이상인 이유는 우선판매 품목허가 대상 제
품이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 약제인 경우 최대 2개월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 172개 후발의약품 중 2017년 8월 기준으로9) 급
9)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의약품을 분석대상으로 하되, 급여여부
가 확정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2017년 8월을 기준으로 급여여부를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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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상 의약품은 99개(57.6%), 비급여 의약품은 73개(42.4%)임
□ 성분당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의약품 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 172개 후발의약품의 20개 성분을 대상으로 성분
당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의약품 수를 계산한 결과, 최솟값은 1개, 최댓값은
45개, 평균은 8.6(표준편차11.8)개임
5개(25.0%) 성분이 1개, 6개(30.0%) 성분이 2개의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후발의약품을 가지고 있음. 성분당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성분 수가 감소하는 분포를 보이며, 성분당 우선판매허가 획득 의약품이
10개 이내인 성분이 전체 성분의 75.0%(15개)를 차지함

표 25. 성분당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의약품 수
우선판매
품목허가

1

2

3-5

6-10

11-20

21-30

31-40

41-50

합계

성분 수

5

6

1

3

2

1

1

1

20

(%)

(25.0)

(30.0)

(5.0)

(15.0)

(10.0)

(5.0)

(5.0)

(5.0)

(100)

의약품 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제공 우선판매품목허가현황(2017)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 후발의약품의 수가 가장 많은 성분은 고혈압 치료
제로 사용되는 성분인 암로디핀베실산염/로사르탄칼륨으로 45개 후발의약품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였으며, 뒤이어 당뇨병 치료제인 시타글립틴인산염
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33개), 당뇨병치료제인 시타글립틴인산염(22개), 통
풍치료제인 페북소스타트(17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민원(ezdrug) 홈페이지를 통해 성분당 품목허가를
승인받은 후발 의약품 수를 조사하고 이를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의약품 수
와 비교함. 품목허가를 승인받은 후발의약품 중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비율
이 가장 높은 성분은 아시클로버/히드로코르티손, 도리페넴, 가도부트롤, 당
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25%에탄올연조엑스(3.5→1)로 1개의 품목허가 승인 후발의약품 중 1개
(100%)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함. 뒤이어 암로디핀베실산염/로사르탄칼
륨으로 2017년 9월 26일 기준으로 56개 허가의약품 중 45개(80.3%)가 우
선판매품목허가 획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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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성분에 따른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의약품 수
품목허가승인
우선판매품목

성분명

허가의약품 수

(%)

품목허가승인

후발의약품 중

후발의약품 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 비율

아시클로버/히드로코르티손

1

(0.6)

1

1.00

45

(26,2)

56

0.80

카르베딜롤

3

(1.7)

76

0.04

실로스타졸

2

(1.2)

55

0.04

데페라시록스

1

(0.6)

16

0.06

도리페넴

1

(0.6)

1

1.00

엔테카비르

2

(1.2)

147

0.01

페북소스타트

17

(9.9)

46

0.37

가도부트롤

1

(0.6)

1

1.00

게피티니브

2

(1.2)

5

0.40

레보도파/카르비도파/엔타카폰

11

(6.4)

16

0.69

메트포르민염산염

2

(1.2)

129

0.02

2

(1.2)

5

0.40

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염2.5수화물

1

(0.6)

38

0.03

리바록사반(미분화)

2

(1.2)

5

0.40

실로도신

6

(3.5)

40

0.15

시타글립틴인산염

22

(12.8)

148

0.15

33

(19.2)

63

0.52

8

(4.7)

174

0.05

10

(5.8)

10

1.00

172

(100)

암로디핀베실산염/로사르탄칼륨

1)

부데소니드/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
/메트포르민염산염
타다라필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
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
에탄올연조엑스(3.5→1)
합계

1) 등재의약품의 성분명은 암로디핀캄실산염/로자르탄칼륨으로 후발의약품의 성분명과 다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제공 우선판매품목허가현황 2017), 식품의약품안전처 ezdrug 제품정보(201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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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C 코드 분류에 따른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의약품 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 172개 후발의약품을 ATC 코드 1단계를 기준으
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A(소화관 및 신진대사)가 57개(33.1%), C(심혈관
계)가 48개(27.9%), M(근골격계)이 27개(15.7%) 등의 순으로 우선판매품
목허가를 획득함
우선판매품목허가가 발생한 등재의약품 39개를 ATC 코드 1단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A(소화관 및 신진대사)가 10개(25.6%), C(심혈관계)
가 6개(15.4%), G(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4개(10.3%), N(신경계) 4개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7. ATC 코드 분류에 따른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의약품 수
ATC 코드 1단계

우선판매품목허가
발생 등재의약품

(%)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후발의약품

(%)

A (소화관및신진대사)

10

(25.6)

57

(33.1)

B (혈액및조혈기관)

2

(5.1)

4

(2.3)

C (심혈관계)

6

(15.4)

48

(27.9)

D (피부과)

1

(2.6)

1

(0.6)

G (비뇨생식기계및성호르몬)

4

(10.3)

14

(8.1)

H (전신성호르몬제제)

0

(-)

0

-

J (전신성항감염제)

3

(7.7)

3

(1.7)

L (항종양제및면역조절제)

2

(5.1)

3

(1.7)

M (근골격계)

3

(7.7)

27

(15.7)

N (신경계)

4

(10.3)

11

(6.4)

P (구충제,살충제및기피제)

0

(-)

0

-

R (호흡기계)

2

(5.1)

2

(1.2)

S (감각기관)

0

(-)

0

-

V (기타)

2

(5.1)

2

(1.2)

39

(100)

172

(100)

합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제공 우선판매품목허가현황 (2017), WHO ATC Index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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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제약사 매출액별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건수
70개 제약사가 234건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함
2016년 기준 연간 매출액이 5천억 원 이상인 7개 제약사가 63건(26.9%)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함. 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인 3개 제
약사가 3건(1.3%), 8백억 원 이상 3천억 원 미만인 32개 제약사가 104건
(44.4%), 8백억 원 미만인 28개 제약사가 64건(27.4%)의 우선판매품목허가
를 신청함
매출액이 5천억 원 이상일 경우 제약사별 평균 신청 건수가 9.0건으로 가장
높았음
표 28.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제약사 매출액별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건수
제약사
1)

매출액

5천억 이상
3천억 이상5천억 미만
8백억 이상3천억 미만
8백억 미만
합계

평균

최소

최대

신청 건수

신청 건수

신청 건수

9.0

3

17

(1,3)

1.0

1

1

104

(44.4)

3.3

1

9

64
234

(27.4)
(100)

2.2

1

7

제약사 수

(%)

신청 건수

(%)

7

(10.0)

63

(26.9)

3

(4.3)

3

32

(45.7)

28
70

(40.0)
(100)

1) 2016년도 매출액 기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우선판매품목허가 현황(201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분기별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건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234건을 신청 시기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2015년 1/4분기가 172건(73.59%)으로 가장 많았음
표 29. 분기별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건수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시기1))
2015년 1/4
2015년 2/4
2015년 3/4
2015년 4/4
2016년 1/4
2016년 2/4
2016년 3/4
2016년 4/4
2017년 1/4
합계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건수

(%)

172
18
12
1
7
0
2
4
18
234

(73.5)
(7.7)
(5.1)
(0.4)
(3)
(-)
(0.9)
(1.7)
(7.7)
(100.0)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1)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은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짐.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우선판매 품목허가 현황(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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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특허심판소송
□ 특허 심판·소송 영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판매금지 및 우선판
매품목허가 신청 의약품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판매금지/우선판매품목허가 관
련 심판·소송 현황, 특허유형/특허권 만료연도별 심판·소송 건수, 심판·소송
일로부터 특허만료일까지 기간별 심판·소송 건수를 분석하고, 특허목록 등재된
의약품 대상 특허심판청구(무효 또는 권리범위확인) 현황을 분석함
판매금지/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관련 특허심판·소송의 사건번호, 심판·소송
종류 및 결과, 특허등록번호, 특허만료일, 특허유형과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
품 대상 특허심판의 사건번호, 심판 종류 및 결과를 조사함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중 판매금지, 우
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의약품을 대상으로 관련 심판·소송을 분석함.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특허목록에 등재된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
로 관련 특허심판(무효 또는 권리범위확인)을 분석함10)
연도별 분석 시 심판·소송의 제기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함

□ 판매금지 관련 심판·소송 현황
판매금지 관련 50건의 심판·소송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35건(70.0%), 특허권침해금지소송 9건(18.0%), 적극적권
리범위확인심판이 6건(12.0%) 순임
판매금지 관련 50건의 심판·소송 중 2017년 10월 기준 결과가 확정된 것은
45건으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정된 34건 중 30건(88.2%),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정된 6건 중 3건(50.0%), 특허침해금지소송은 확정된
5건 중 4건(80.0%)이 청구가 인용됨

10) 의약품 특허인포메틱스(https://medipatent.mfds.go.kr)>심판현황의 자료(2017년 8월 2일 기준)를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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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판매금지 관련 심판·소송의 종류 및 결과
심판·소송 종류

심판·소송 건수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35

(70.0)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6

(12.0)

특허권침해금지소송

9

(18.0)

합계

50

(100)

결과

확정건수

(%)

심결각하
청구기각
인용
소계
심결각하
인용
소계
각하판결
인용
소계
합계

1
3
30
34
3
3
6
1
4
5
45

(2.9)
(8.8)
(88.2)
(100)
(50.0)
(50.0)
(100)
(20.0)
(80.0)
(10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판매금지 현황(2017)

 2015년에는 16건의 심판·소송 중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 16건(100%)으

로 가장 많았으나, 2016년에는 21건의 심판·소송 중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이
9건(42.9%)으로 가장 많이 발생함

표 31. 연도별 판매금지 관련 심판·소송 수
기준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1

28

6

합계
35

(%)

(100)

(100)

(28.6)

(70.0)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0

0

6

6

(%)

(-)

(-)

(28.6)

(18.0)

특허권침해금지소송

0

0

9

9

(%)

(-)

(-)

(42.9)

(12.0)

합계
(%)

1
(100)

28
(100)

21
(100)

50
(10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판매금지 현황(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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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심판 현황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심판 185건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120건(64.9%), 무효심판 52건(28.1%), 심결취소의 소 9
건(4.9%),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 4건(2.2%) 순임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심판 185건 중 2017년 10월 기준 결과가 확정된 것
은 123건으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정된 104건 중 103(99.0%)건,
무효심판은 결과가 확정된 것은 12건 중 5건(41.7%), 심결취소의 소는 결과
가 확정된 6건 중 0건(0.0%),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은 결과가 확정된 1건 중
0건(0.0%)이 청구가 인용됨
표 32.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심판·소송 종류 및 결과
심판·소송 종류

심판·소송 건수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120

(64.9)

무효 심판

52

(28.1)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

4

(2.2)

심결취소의 소

9

(4.9)

합계

185

(100)

결과
인용
기각
소계
기각
심판청구 취하
인용
일부인용일부기각
소계
심판청구 취하
소계
기각
원고일부승
소계
합계

확정 건수
103
1
104
3
3
5
1
12
1
1
3
3
6
123

(%)
(99.0)
(1.0)
(100)
(25.0)
(25.0)
(41.7)
(8.3)
(100)
(100)
(100)
(50.0)
(50.0)
(10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우선판매품목허가 현황(2017)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

2013년

6건(85.7%),

2014년

22건(73.3%),

2015년 70건(58.8%), 2016년 22건(75.9%)으로 매년 우선판매품목허가 관
련 심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33. 연도별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심판·소송 수
기준연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무효심판
(%)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
(%)
심결취소의 소
(%)
합계
(%)

2013년
6
(85.7)
1
(14.3)
0
(-)
0
(-)
7
(100)

2014년
22
(73.3)
8
(26.7)
0
(-)
0
(-)
30
(10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판매금지 현황(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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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0
(58.8)
42
(35.3)
4
(3.4)
3
(2.5)
119
(100)

2016년
22
(75.9)
1
(3.4)
0
(-)
6
(20.7)
29
(100)

합계
120
(64.9)
52
(28.1)
4
(2.2)
9
(4.9)
185
(100)

□ 특허권 만료연도별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심판·소송 건수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218건(중복제외)11)의 특허심판·소송을
대상 특허권의 만료연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2024년에 만료되는 특허
대상 심판·소송이 52건(2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2023년 36건
(16.5%), 2022년 33건(15.1%) 순으로 나타남
특허권 만료연도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인 경우에는 특허권 만료시기가
늦어질수록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심판·소송이 증가하는 양상
을 보이나, 2025년부터는 특허 심판·소송 건수가 급감함

표 34. 특허권 만료시기별 심판·소송 건수
기준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심판·소송건수

8

7

9

3

18

11

25

33

(%)

(3.7)

(3.2)

(4.1)

(1.4)

(8.3)

(5.0)

(11.5)

(15.1)

기준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심판·소송건수

36

52

2

2

2

0

6

4

(%)

(16.5)

(23.9)

(0.9)

(0.9)

(0.9)

(-)

(2.8)

(1.8)

2181)(100)

합계

1) 판매금지 심판·소송(50건)과 우선판매품목허가 심판(185건) 중 사건번호가 동일한 사건 17건은 제외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현황(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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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판매금지 관련 심판·소송 50건과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심판 185건 중 서로 간 사건번호가 동일한
17건을 제외한 218건을 분석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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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소송일로부터 특허만료일까지 기간별 심판·소송 건수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218건(중복제외)의 특허심판·소송을 대
상으로 심판·소송일로부터 대상 특허만료일까지 기간을 3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6년 이상 9년 미만이 93건(42.7%)로 가장 많았으며, 0년 이상
9년 미만까지 기간에 159건(72.9%)의 심판·소송이 발생함

표 35. 심판·소송일로부터 특허만료일까지 기간별 심판·소송 건수
심판·소송일로부터 특허만료일까지 기간

심판·소송 건수

(%)

0년 이상 – 3년 미만

31

(14.2)

3년 이상 – 6년 미만

35

(16.1)

6년 이상 – 9년 미만

93

(42.7)

9년 이상 – 12년 미만

49

(22.5)

12년 이상 – 15년 미만

9

(4.1)

15년 이상

1

(0.5)

총합계

218

(10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현황(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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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이상

바) 합의 및 담합
□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합의 및 담합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함
□ 분석기간 내 보고된 합의는 다음 1건이 있음
Ÿ

합의일자 : 2016년 1월 1일

Ÿ

합의당사자에 관한 정보 : 다국적 제약사 - 국내 제약사

Ÿ

합의내용 : 계약지역 내에서 계약제품에 관한 독점적 co-promoter 및 비
독점적 유통권자로 지명, 계약제품을 판촉, 유통, 판매, 기타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 부여 등

Ÿ

합의와 관련된 의약품 정보 : 당뇨병용제(복지부분류 : 396)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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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소결
□ 특허권 등재 현황
2012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는 976개, 의약품
은 1,275개, 성분은 674개임
특허권 등재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초기인 2012년과 2013년에 집중되었으
며, 2014년부터는 매년 100개 가까운 특허가 신규로 등재되고 있음
Ÿ

등재특허 976개를 특허목록에 신규로 등재된 연도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
우 2012년이 298개(30.5%), 2013년이 384개(39.3%)로 전체 등재특허
의 69.9%를 차지함

특허목록에서 삭제된 특허의 95% 이상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초기인 2012
년과 2013년에 신규로 등재된 특허임
Ÿ

등재특허 976개 중 268개가 2017년 6월 7일 기준으로 완전히 삭제되었
으며, 삭제된 268개를 해당 특허가 등재된 연도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2012년이 132개(49.3%), 2013년이 124개(46.3%)로 전체 삭제특허의
95.5%를 차지함

등재특허 976개를 특허권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유럽(389개,
39.8%), 미국(269개, 27.5%)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가장
많은 수의 특허를 등재함
등재의약품 1,275개 중 합성의약품이 1,083개(84.9%)로 생물의약품(189개,
14.8%)과 기타 (3개, 0.2%)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통지의약품 현황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28개 등재의약품을 대상으로 769개의 후
발의약품이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그 사실을 통지함
등재의약품당 통지받은 후발의약품 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 5.97(표준편차
8.91)개로, 통지 대상 등재의약품 128개 중 87개(68.0%)가 5개 이내의 후
발의약품으로부터 통지를 받음
등재특허권자를 국가별로 분류하여 769개의 통지의약품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사실을 통지 받은 것은 유럽 특허권자(304개,
38.4%)임. 한국 특허권자는 10개의 등재의약품을 대상으로 101개(12.8%)의
후발의약품 허가사실을 통지받으며, 등재의약품당 통지의약품 수가 10.1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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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았음
Ÿ

등재의약품당 통지의약품 수(통지의약품 수/대상 등재의약품 수)는 한국
10.1개, 일본 7.9개, 유럽 5.1개, 기타 5.0개, 미국 4.6개 순임

□ 판매금지 현황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7개 제약사(24개 등재의약품)가 75개의
후발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금지를 신청함
판매금지를 신청한 75건 중 26건(34.7%)이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짐
판매금지 신청자를 국내와 외국계 특허권자로 분류할 경우, 75건의 판매금지
신청 중 국내 특허권자는 19건(25.3%), 외국계 특허권자는 56건(74.7%)의
판매금지를 신청함
판매금지 26건 중 효력소멸 없이 판매금지가 종료된 것은 4건(15.4%), 판매
금지 기간 중 심결·판결로 효력이 소멸하여 판매금지가 종료된 것은 22건
(84.6%)임
Ÿ

효력소멸 없이 판매금지가 종료된 4건의 평균 판매금지기간은 270일(9개
월), 실제 판매금지 기간은 66.0일(2.2개월)임

Ÿ

효력소멸로 판매금지가 종료된 22건의 평균 판매금지기간은 147.9일(4.9
개월), 실제 판매금지 기간은 41.5일(1.4개월)임

□ 우선판매품목허가 현황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6개의 등재의약품에 대하여 234개의 후
발의약품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함
우선판매품목허가 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20개를 제외한 처리 완료된 214개
중 172개(80.4%)의 후발의약품에 대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승인됨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승인된 172건의 평균 우선판매기간(우선판매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은 292일(9.7개월)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70개 제약사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매출액이 5천억 원 이상의 제약사가 평균 신청 건수(신청 건수/제약사 수)가
9.0건으로 가장 높았음
□ 특허심판·소송의 현황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중 판매금지 또
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의약품 대상 특허심판·소송 218건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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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심판·소송의 종류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 138건(6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가 확정된 118건 중 113건
(95.7%)의 청구가 인용됨

Ÿ

등재특허의 만료연도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인 경우에는 특허권 만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특허심판·소송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나, 2025년부터는 특허 심판·소송 건수가 급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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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량평가
□ 영향평가(impact analysis) 중 정량평가는 통계 자료와 분석 모형을 활용해 의
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함

1) 직접영향
□ 직접영향은 제도 시행에 따른 결과로서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경로가 단
선적인 영향을 뜻함. 직접영향은 국내 제약산업 측면에서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 “시장 점유율”, “매출변화”와 보건 정책 측면에서의 “약품비 지출
변화”를 평가지표로 하고, 판매금지와 우선판매품목허가로 구분하여 평가함
□ 직접영향의 정량 평가 대상과 자료원은 다음과 같음
직접영향의 정량 평가 대상은 2015년 3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약 2년간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적용되었다가 종료(기간 만료, 효
력소멸 등)된 의약품임
Ÿ

평가 대상 기간 중 판매금지가 적용되었다가 종료된 사례는 오리지널(등
재의약품) 기준 6개, 후발의약품 기준 25개임. 동 기간 우선판매품목허가
가 적용되었다가 종료된 사례는 오리지널(등재의약품) 기준 21개, 후발의
약품 기준 95개임

Ÿ

이 중 이태진 등(2016)이 2016년 영향평가에서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
목허가의 영향을 이미 평가한 의약품과 평가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일
부 품목을 제외12)한 올해 영향평가 대상 의약품은 판매금지의 경우 오리지
널 기준 2개 제품, 우선판매품목허가의 경우 오리지널 기준 11개 제품임.
구체적인 평가 대상 및 제외 품목은 평가 결과의 해당 지표에서 설명함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발생 여부에 따른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서 평
가 지표 중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비교 대상 의약품을 선정하여 평가 대상 의
약품과 비교 분석함
Ÿ

이때 비교 대상 의약품은 평가 대상 의약품과 화학적·약물학적 특성이

12) 페브릭정 두 가지 함량(40mg/80mg)의 경우 이태진 등(2016)이 판매금지의 영향을 평가했기 때문에
올해는 판매금지 종료 이후 발생한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영향에 대해서만 평가함. 아모잘탄정 세 가지
함량의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 종료 이후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을 관찰하기 위해 올해 평가
에 포함했으며,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 중 일부는 다수의 후발의약품이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전 허
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동일의약품 판매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영향을 평
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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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의약품 중 판매금지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가 발생하지 않은 의약
품으로 다음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의약품으로 선정함
∘ ATC코드를 기준으로 가능한 유사한(ATC코드에서 가능한 낮은 단계
가 같은) 의약품
∘ 제도의 특성상 비교 대상 의약품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된
이후 후발의약품이 처음 출시된 경우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제
도 도입 초기라서 적절한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본 영향평가에서는
현재의 약가 산정 방식이 실시된 2012년 이후 후발의약품이 처음 시
장에 진입한 의약품으로 기준을 설정함
∘ 분석을 위한 자료 구축 시점인 2017년 9월 1일 현재 국내에서 보험
급여 중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함. 2015년 3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청구내역이 없는 의약품의 경우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구체적인 선정 과정은 아래 평가 결과에 기술함
직접영향의 정량 평가를 위해 해당 의약품의 특허 정보(유형별 존속기간 만료
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허목록 및 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에서 검색했으
며, 허가 및 재심사 정보와 건강보험 급여정보는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
약품등정보13)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정보14)를 검색하여 획득함. 또
한, 평가 대상 시기 내 해당 의약품의 월별 사용량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청구자료를 획득하여 분석함
Ÿ

청구자료의 경우 각각의 판매금지나 우선판매품목허가가 발생하기 한 달
전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의 월별 자료를 획득함
∘ 2017년 6월까지 심사 청구된 건강보험 명세서 중 요양개시월 기준
2017년 3월까지의 자료이며, 원내·외 처방내역을 집계한 자료로서
실제 조제내역과는 다를 수 있음(환자가 처방은 받았으나 약국에서 약
을 조제해가지 않은 경우엔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서로 다름). 또한,
진료 후 3년 이내에 진료비청구가 가능하므로 추가 심사 실적이 발생
할 수 있는 자료임

□ 정량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평가 결과의 해당 지표에서 설명함

13) http://ezdrug.mfds.go.kr/
14) http://www.hira.or.kr/rf/medicine/getSummaryList.do?pgmid=HIRAA030035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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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판매금지
(1) 평가방법
(가) 후발의약품의 진입 시점
① 평가 내용
□ 판매금지 처분으로 인한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 시점 변화를 평가함

② 평가 방법 및 자료원
□ 판매금지 처분으로 인한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 시점 변화를 실제 판매금지 기
간을 계산해 평가함
판매금지 처분으로 인한 후발의약품의 진입 시점 변화를 분석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Ÿ

후발의약품이 등재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거나 등재특허권의 권리범
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심결 또는 판결을 획득하거나, 등재특허권
이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 또는 판결을 획득하는 등 후발의약품이 특허도
전에 성공한 경우

Ÿ

위와 반대로 특허도전에 실패한 경우

후발의약품이 특허도전에 실패한 경우에는 후발의약품은 판매금지 기간이 만
료되더라도 등재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시장에 진입할 수 없음. 따라
서 특허도전에 실패한 경우는 판매금지 처분으로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후발의약품의 진입 시점 변화에 대한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이후의 평가지표(시장점유율, 약품비
변화 및 매출 변화)에서도 제외함. 즉, 판매금지에 따른 직접영향 평가(후발의
약품 진입 시점, 시장점유율, 약품비 변화, 매출 변화)는 후발의약품이 특허도
전에 성공한 경우에 대해서만 수행함
□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진 평가 대상 의약품의 통지수령일, 판매금지 만료일(효력
소멸일), 후발의약품의 허가일, 보험급여 시작일 등의 정보를 이용해 분석함
실제 판매금지 기간은 판매금지 처분으로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얼마나
늦춰졌는가에 대한 접근이므로 후발의약품의 허가일로부터 판매금지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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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소멸)되는 날까지 걸린 기간으로 측정함
Ÿ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후발의약품은 정해진 기간까지 판매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부허가 형태로 (변경)허가를 받음. 이 경우 허가
신청일로부터 실제 허가를 부여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판매금지 처
분과는 관련 없이 소요되는 시간이므로 실제 판매금지 기간에서 이를 제
하기 위해 실제 판매금지 기간은 후발의약품의 허가일부터 계산함

판매금지의 효력이 소멸(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바로
진입하는 것은 아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되는 것이 의약품(전문의약품) 사용에 절대적인 영
향을 미치므로 그 전까지 의약품의 시장진입은 매우 제한적임. 판매금지의 효
력소멸일부터 보험 급여까지는 약 2개월(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는
데, 이 기간을 후발의약품 진입 시점 변화 계산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판매
금지 처분이 없었더라도 품목허가 이후 급여목록에 등재되기까지는 비슷한 정
도로 시간이 소모되었을 것이기 때문임
□ 평가를 위한 자료원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허목록과 의약품등정보를 이용
하여 해당 의약품의 판매금지와 관련된 현황과 허가 및 재심사 관련 정보를 수
집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정보를 통해 보험급여 정보를 수집함

(나) 시장점유율
① 평가 내용
□ 판매금지 처분이 만료(효력소멸)되어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 후발의
약품의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분석하고 평가함
판매금지 처분이 만료된 이후 해당 의약품(평가 대상 의약품)의 시장점유율
분포를 판매금지가 발생하지 않은 유사한 의약품(비교 대상 의약품)의 시장점
유율 분포와 비교하여, 판매금지가 시장점유율에 미친 영향을 평가
이태진 등(2015)에서는 시장점유율 지표의 평가시기를 판매금지 만료 후 6개
월, 18개월, 30개월 등으로 제안하고 있음. 본 영향평가의 평가 대상 의약품
중 베시케어정의 경우,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 최대 4개월까지를
건강보험 청구자료에서 관찰할 수 있음. 시장점유율은 시시때때로 달라질 수
있고, 후발의약품의 진입 초기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그 변화의 정도가 클
것으로 생각되므로 후발의약품 진입 후 4개월 동안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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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나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려 이를 감안
하고 분석을 수행함

② 평가 방법 및 자료원
□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은 해당 시점(월)에 건강보험 청구량을 기준으로 해당
동일의약품(오리지널 의약품과 후발의약품) 중 후발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평가 대상 의약품의 후발의약품 시장진입 후 최대 관찰 가능한 개월 수까지
시장점유율을 산출하고, 비교 대상 의약품 역시 후발의약품 시장진입 후 동일
한 개월 수 동안 시장점유율을 산출함
또한, 이태진 등(2016)에서 추정한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분석 결과와도
비교함
□ 평가를 위한 자료원으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시점(월)에서
건강보험 청구량이 있는 제품만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음

(다) 약품비 변화
① 평가 내용
□ 판매금지 기간 동안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입이 제한되어 발생하는 약품비15)의
변화16)를 분석하여 평가함
□ 판매금지가 약품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15) 약품비(보험약가×사용량)는 건강보험에서 지출하는 약제비에서 약국조제료 등 약국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의미함
16) 약품비 변화가 양의 값인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지출하는 약품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음의 값
인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지출하는 약품비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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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판매금지가 발생할 경우

오리지널-제네릭 시장 균형

오리지널-제네릭 시장 균형

판매금지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왼쪽 그림)에는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
할 때(Ta1)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17)는 P1에서 P2로 인하되며(가격효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가가 더 저렴한 전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점유율은 증가할 것임(대체효과). 이 때 특정시점(Ta2)까지의 오리지널 의약품
의 규모는 왼쪽 그림의 a면적과 같고, 제네릭 의약품의 규모는 b면적과 같음
판매금지가 발생할 경우(오른쪽 그림),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금지됨
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으로의 대체가 발생하지 않고(대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오른쪽 그림의 b면적), 제네릭 의약품의 진입으로 오리
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는 기회가 발생하지 않음(가격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오른쪽 그림의 c면적)
Ÿ

이때, 대체효과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으로의 대체되어 나타나는 효과이고, 가격효과는 제네릭 의약품의 진입(보
험등재)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어 나타나는 효과임

즉, 판매금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면 판매금지로 인해 제네릭 의
약품이 사용되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품비는 오른쪽 그림의 b면적과 같
고,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품비 증가는 오른쪽 그림의 b+c면적과 같음
□ 판매금지로 인한 약품비 지출 변화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1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국민건
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제11조의2에 의해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네릭 의
약품이 급여 목록에 등재될 경우 첫 1년 동안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상한가)은 기존 약가의 70%로
인하되고,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 기존 약가의 59.5%의 가격으로 진입하게 되어 이 둘 간
의 약가에 차이가 존재함. 급여 목록에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된 지 1년이 지난 후에는 오리지널 의약
품과 제네릭 의약품 모두 오리지널 의약품 기존 약가의 53.55%로 인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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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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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t : 시간(월)
n : 판매금지 기간(월)
Qt : 시간 t에서의 총 의약품 사용량(청구량)
St : 시간 t에서의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 추정값(제네릭 점유율 함수로 추정)
P1 : 후발의약품 진입 전 오리지널의 약가
P2 : 후발의약품 진입 후 오리지널 약가
P3 : 후발의약품 진입 후 후발의약품 약가

식A와 같이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P1)에 비해 후발의약품 진입 후 인
하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P2) 및 후발의약품의 약가(P3)의 차액과 시간에
따라 예상되는 사용량(건강보험 청구량) 및 시장점유율을 이용하여 약품비 지
출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음. 이때, 식A-1의 중괄호 안의 전항은 후발의약품
으로의 대체에 따른 약품비 변화(대체효과)를 나타내고, 후항은 오리지널 의
약품의 약가 인하에 따른 약품비 변화(가격효과)를 나타냄

② 평가 방법 및 자료원
□ 위와 같은 개념적 틀18)을 바탕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판매금지에 따른 약품비
변화를 분석함
실제 판매금지 기간, 약가 등 분석에 필요한 값에 대한 설명은 각 의약품별
분석 결과에서 자세히 기술함
□ 평가를 위한 자료원으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시점(월)에서
건강보험 청구량이 있는 제품만이 분석 대상으로 포함되었음

18) 약품비 변화에 대한 개념틀은 일반적인 오리지널-제네릭 관계를 상정하고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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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매출 변화
① 평가 내용
□ 판매금지로 인한 제약사의 매출 변화를 측정하고 평가함
앞의 ‘약품비 변화’가 건강보험의 측면에서 약품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평
가한 것이라면, ‘매출 변화’는 제약 산업의 측면에서 제약사의 매출에 미친
영향을 평가함. 이를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제네릭 제약사)로 구분하여 각각의 매출 변화를 분석함
Ÿ

이태진 등(2015)에서는 매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
센터에서 수집하는 공급내역 보고 자료(제조사의 출고 내역 자료)를 바탕
으로 해당 의약품의 공급단가와 공급수량을 이용하여 공급 측면에서 매출
변화를 측정하는 것을 제안함

Ÿ

본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시점은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공급내역 보
고 자료를 이용하여 제도에 따른 변화(가격의 변화, 수량의 변화)를 월 단
위로 민감하게 관찰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본 영향평가에서는 공급
내역 자료 대신 건강보험 청구내역과 약가를 이용하여 매출 변화를 분석
함. 즉, 공급수량 대신 건강보험 청구량을, 공급단가 대신 약가를 이용하
여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 변화는 판매금지로 인해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하
지 않아 발생하는 매출 증가로 볼 수 있음
Ÿ

이는 후발의약품이 진입했을 경우 후발의약품에 내주었을 시장점유율을
내주지 않은 측면에서의 매출 변화와 약가가 인하되지 않은 측면에서의
매출 변화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음

Ÿ

위와 같은 매출 변화에 대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이기 때문에 판매금지 처분이 없었더라도 원래 오리지널 의약품이 가져
갔을 몫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제도의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 변화로 볼 수 있음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 변화는 판매금지로 인해 시장 진입이 지연된 기간 동안
예상되는 후발의약품의 매출 감소로 볼 수 있음
Ÿ

만약 판매금지가 없었더라면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하여 가져갈 수 있
었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만큼의 매출 감소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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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는 판매금지 기간 동안 판매금지 처분이 없었더라면 후발의약품이 가져
갔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점유율과 약가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음

□ 판매금지로 인한 매출 변화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 변화 ⇒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 변화

⇒ 







×              ×   


×   × 

t : 시간(월)
n : 판매금지 기간(월)
Qt : 시간 t에서의 총 의약품 사용량 (청구량)
St : 시간 t에서의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 추정값 (제네릭 점유율 함수로 추정)
P1 : 후발의약품 진입 전 오리지널의 약가
P2 : 후발의약품 진입 후 오리지널 약가
P3 : 후발의약품 진입 후 후발의약품의 약가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 변화에서 전항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이 인하되지
않아서 얻게 되는 매출 증가를 나타내고, 후항은 후발의약품으로의 대체가 발
생하지 않아 얻게 되는 매출 증가를 나타냄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변화는 판매금지 처분으로 시장 진입이 지연된 기간 동
안 시장점유율을 가져가지 못하여 감소하는 매출을 나타냄

② 평가 방법 및 자료원
□ 위와 같은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판매금지에 따른 매출 변화를
분석함
실제 판매금지 기간, 약가 등 분석에 필요한 값에 대한 설명은 각 의약품별
분석결과의 “약품비 변화”에서 기술한 것과 동일
□ 평가를 위한 자료원으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시점(월)에서
건강보험 청구량이 있는 제품만이 분석 대상으로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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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결과
□ 평가 대상 의약품은 다음과 같음
오리지널 의약품인 베시케어정 2개 제품(5밀리그램, 10밀리그램 두 가지 용
량)과 판매금지가 처분이 내려진 후발의약품 2개 제품임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그파라정과 타이가실주도 영향평가 대상 기간인 2015년
3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내에 판매금지가 적용되었다가 종료(기간
만료, 효력소멸 등)된 바 있으나, 두 사례 모두 후발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
에 대한 특허도전에 실패해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고, 이 경우 평가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판매금지 처분으로 후발의약품 시장 진입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후발의약품의 진입 시점 변화에 대한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이후의 평가지표(시장점유율, 약품비 변화 및 매출
변화)에서도 제외함
페브릭정 2개 제품의 경우 2016년 영향평가에서 판매금지의 영향을 이미 평
가한 바 있으나, 페브릭정의 후발의약품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함과 동시
에 판매금지가 종료되었고, 이로 인해 페브릭정의 경우 올해 영향평가 중 우
선판매품목허가 평가 대상에 포함됨
□ 비교 대상 의약품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됨
평가 대상 의약품 중 베시케어정의 ATC코드는 G04BD08(솔리페나신)로,
ATC코드 4단계(G04BD, 비뇨기진정제)에 국내 보험급여 중인 의약품이 다수
존재함. 이 중 현재의 약가체계가 시행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에 후발의약
품이 처음으로 진입한 의약품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함
Ÿ

이때, 평가 대상 의약품인 베시케어정과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후발의약품
은 일반적인 오리지널-제네릭의 관계가 아님. 베시케어정의 성분은 솔리
페나신숙신산염(Solifenacin succinate)이고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후발
의약품의 경우 솔리페나신푸마르산염(Solifenacin fumarate)으로 유효성
분은 솔리페나신으로 동일하지만 솔리페나신의 염19)이 다르기 때문에(숙
신산 대 푸마르산) 주성분이 다른 의약품임. 따라서 베시케어정과 그 후발
의약품은 약사법 상의 동일의약품20), 즉 일반적인 제네릭 의약품은 아님

Ÿ

반면 비교 대상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후발의약품의 주성분이 같은

19) 염은 약효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약물의 용해도에 영향을 주어 안전성 등에 영향을 미침
20) 동일의약품은 주성분 및 그 함량, 제형, 용법ž용량, 효능ž효과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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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의약품, 즉 일반적인 오리지널-제네릭의 관계이므로 평가대상 의약품
과 비교 대상 의약품을 서로 비교하는데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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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베시케어정
① 후발의약품의 진입 시점
□ 판매금지가 후발의약품의 진입 시점에 미친 영향, 즉 실제 판매금지 기간은 다
음과 같음

표 36. 후발의약품 진입 시점 (판매금지, 베시케어정)
제품명
재심사 만료

(오리지널
의약품 기준)

판매금지
효력소멸일

후발의약품1)
(변경)

실제 판매금지

허가일

기간2)

평가

베시케어정5mg

2013-03-29

2016-09-13

2016-07-25

1.7개월

대상

베시케어정10mg

2013-03-29

2016-09-13

2016-07-25

1.7개월

1) 후발의약품은 정해진 기간까지는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부허가를 부여받음
2) 실제 판매금지 기간은 후발의약품의 허가일부터 효력소멸일까지의 기간으로 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월 단
위로 변환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목록 및 의약품등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

베시케어정 2개 제품의 후발의약품 2개 제품에 내려진 판매금지 처분은 통지
수령일로부터 9개월 동안이나, 후발의약품이 등재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을 획득하여 판매금지 처분의 효력이 조기에 소멸됨
Ÿ

베시케어정의 물질특허는 존속기간 연장을 통해 2015년에서 2017년으로
존속기간이 연장되었음. 그러나 염변경 의약품인 후발의약품의 경우 존속
기간이 연장된 특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심결을 받음

이 경우 실제 판매금지 기간은 약 1.7개월(50일)로 나타남. 즉, 판매금지 처
분으로 베시케어정의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약 1.7개월 지연된 것으로 나
타남

② 시장점유율
□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 이후 시장점유율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베시케어정 두 제품의 후발의약품의 경우 본 영향평가의 대상 기간 내 후발의
약품의 사용량을 관찰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4개월 동안 각각 1개씩 건강보
험 청구내역이 있었음
Ÿ

베시케어정 두 제품의 후발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의약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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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염변경 의약품) 후발의약품 수가 1개임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의약
품 시장점유율 함수의 추정결과 중 전체 경구제에 대한 하위분석 결과값
과 비교하면 조금 더 높거나 비슷한 시장점유율을 나타냄
이러한 결과는 판매금지 처분에 대처하기 위한 제네릭 제약사의 적극적인 행
동전략(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제기)이 시장점유율로 이어져 비교 대상 의
약품에 비해 다소 높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음
Ÿ

반면 비교 대상 의약품의 후발의약품 시장점유율은 전체 경구제 대상 제
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함수 추정치보다 매우 낮게 나타남. 이는 비교 대
상 의약품과 성분이 동일하고 용량만 다른 오리지널 의약품의 후발의약품
이 이미 시장에 진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비교 대상 의약품의 후발의약품
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음

하지만 본 영향평가의 평가 대상 의약품이 주성분 기준으로 한 가지 사례이
고, 시장점유율에는 다양한 영향요인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함
Ÿ

판매금지 사례 수가 늘어나고 이에 대한 장기간의 관찰 결과가 누적된 이
후 다른 영향요인을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
어질 수 있음

③ 약품비 변화
□ 앞서 설명한 약품비 변화에 대한 개념적인 틀을 바탕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베시
케어정에 대해 판매금지에 따른 약품비 변화를 분석함
평가 대상 의약품 중 베시케어정 두 제품의 후발의약품에 대해 적용된 판매금
지 처분의 실제 판매금지 기간은 위의 “후발의약품 진입시점”에서 계산한
것처럼 1.7개월임. 이를 월 단위로 최단 1개월에서 최장 2개월 동안 판매금지
처분에 의해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지연된 것으로 보고 분석함
Ÿ

본 영향평가에서 분석의 시간 단위는 “월”이며, 의약품의 사용(건강보험
청구량)과 관련된 건강보험 급여는 일반적으로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작
(급여개시)하므로, 실제 판매금지 기간을 월 단위로 나타내고 분석함

베시케어정의 경우 의약품 사용량(건강보험 청구량)은 판매금지 처분이 없었
다면 후발의약품이 품목허가를 받은 뒤 건강보험에 급여 등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16년 10월 1일21) 이후 1-2개월간의 실제 평가 대상 의약품의
사용량을 바탕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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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의 경우 실제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베시케어정 후발의약품의
경우 2016년 12월) 나타나는 실제 약가를 적용하여 분석함
Ÿ

판매금지 처분으로 인해 약가 인하의 시점이 1-2개월 정도(실제 판매금
지 기간) 지연 되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
하되지 않은 측면의 약품비 변화(가격효과가 발생하지 않음)를 분석에 반
영함
∘ 베시케어정 두 제품의 경우 판매금지 대상 후발의약품이 동일의약품이
아닌 염변경 의약품이므로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오리지
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지 않음
∘ 판매금지 대상인 후발의약품 두 제품은 염변경 의약품이므로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의 90%를 상한가로 부여받음22)

이태진 등(2016)에서 추정한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함수 추정값을 분석
에 사용함. 이때, 전체 의약품에 대한 시장점유율 추정값을 사용한 분석 결과
(모형1)와 하위그룹(전체 경구제)에 대한 시장점유율 추정값을 사용한 분석
결과(모형2)를 모두 제시함
□ 판매금지에 따른 약품비 변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21) 일반적으로 품목허가 이후 건강보험 급여 등재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됨. 또한, 건강보험 급여는
월 1일자로 시작함
2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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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표 37. 판매금지에 따른 약품비 변화 (베시케어정)
단위 : 원

모형1
(전체)

실제
판매금지
대체효과

기간

가격효과

모형2
(하위그룹)
계

대체효과

가격효과

계

평가 대상 의약품 – 베시케어정10mg 및 후발의약품
1개월
(최단)
2개월
(최장)

1,616,255

-

1,616,255

1,082,515

-

1,082,515

4,009,015

-

4,009,015

3,114,722

-

3,114,722

평가 대상 의약품 – 베시케어정5mg 및 후발의약품
1개월
(최단)
2개월
(최장)

6,903,921

-

6,903,921

4,624,022

-

4,624,022

16,819,992

-

16,819,992

13,045,890

-

13,045,890

주) 모형1은 분석 과정에서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 함수 추정값 사용한 결과이
며 모형2는 전체 경구제를 대상으로 한 하위그룹의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 함수 추정값을 사용한 결과
임
출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구진이 분석함

분석 결과, 후발의약품에 대한 판매금지 처분으로 인한 약품비 지출은 모형1
을 기준으로 실제 판매금지 기간에 따라 판매금지가 없는 경우에 비해 베시케
어정10밀리그램의 경우 최소 약 2백만원에서 최대 4백만원이 증가하고, 베시
케어정5밀리그램의 경우 최소 약 7백만원에서 최대 17백만원이 증가한 것으
로 추정됨. 모형2의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 베시케어정10밀리그램의 경우 최소
약 1백만원에서 최대 3백만원 증가하고, 베시케어정5밀리그램의 경우 최소 5
백만원에서 최대 13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Ÿ

이때, 판매금지가 없는 경우는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함수를 이용하여
가상적으로 추정함. 모형1의 경우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함수의 추
정값이고, 모형2의 경우 하위그룹(전체 경구제)을 대상으로 한 함수의 추
정값임

Ÿ

모형1에 비해 모형2의 약품비 변화 절대값이 근소하게 더 적은 결과가 나
타난 것은 모형2에서 사용한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함수 추정값이 모
형1에서 사용한 값에 비해 더 작기 때문에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 금
지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작기 때문임

베시케어정의 경우에는 후발의약품 시장진입 후에도 오리지널의약품의 약가에
변동이 없었으므로 판매금지에 따른 약품비 변화에 가격효과는 나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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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따라서 이 경우에 위와 같은 약품비 변화는 판매금지 처분으로 후발의약
품의 시장진입이 지연된 만큼 약품비 지출 절약 기회(대체효과)가 상실되어
약품비 지출이 증가한 것을 나타냄
Ÿ

베시케어정에서의 판매금지에 따른 약품비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은 보통
후발의약품 시장진입 초기에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아 대체
효과에 비해 가격효과의 크기가 크게 나타나는데 반해, 베시케어정은 오리
지널의약품의 약가 변동이 없어 가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임

④ 매출 변화
□ 판매금지에 따른 매출 변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8. 판매금지에 따른 매출 변화 (베시케어정)
단위 : 원

실제
판매금지
기간

모형1
(전체)
오리지널 제약사의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 변화
매출 변화

모형2
(하위그룹)
오리지널 제약사의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 변화
매출 변화

평가 대상 의약품 – 베시케어정10mg 및 후발의약품
1개월
(최단)
2개월
(최장)

16,114,064

-14,497,809

10,792,675

-9,710,160

39,969,883

-35,960,868

31,053,782

-27,939,060

평가 대상 의약품 – 베시케어정5mg 및 후발의약품
1개월
(최단)
2개월
(최장)

68,832,096

-61,928,174

46,101,497

-41,477,475

167,695,320

-150,875,328

130,067,523

-117,021,633

주) 모형1은 분석 과정에서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 함수 추정값 사용한 결과이며
모형2는 전체 경구제를 대상으로 한 하위그룹의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 함수 추정값을 사용한 결과임
출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구진이 분석함

분석 결과, 후발의약품에 대한 판매금지 처분으로 인한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
출은 모형1을 기준으로 실제 판매금지 기간에 따라 판매금지가 없는 경우에
비해 베시케어정10mg의 경우 최소 약 16백만원에서 최대 40백만원 증가하
고, 베시케어정5mg의 경우 최소 69백만원에서 최대 168백만원 증가한 것으
로 추정됨. 이는 제도 도입으로 후발의약품이 허가신청 사실을 오리지널 제약
사에 통지하게 되어 오리지널 제약사는 판매금지 신청 등의 대응을 신속히 할
수 있게 되었고, 제도가 없었다면 발생했을 수도 있는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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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제약사의 매출은 모형1을 기준으로 실제 판매금지 기간에 따라 판매금
지가 없는 경우에 비해 베시케어정10mg의 경우 최소 14백만원에서 최대 36
백만원 감소하며, 베시케어정5mg의 경우 최소 62백만원에서 최대 151백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Ÿ

이때, 판매금지가 없는 경우는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함수를 이용하여
가상적으로 추정함. 모형1의 경우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함수의 추
정값이고, 모형2의 경우 하위그룹(전체 경구제)을 대상으로 한 함수의 추
정값임

모형2의 분석 결과는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 모두 모형1에 비해
그 절대값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모형2에서 사용한 제네릭 의약
품 시장점유율 함수 추정값23)이 모형1에서 사용한 것24)에 비해 작기 때문에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 금지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작기 때문

23) 퍼스트제네릭 의약품 시장 진입 1개월 후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 2.88%, 2개월 후 제네릭 의약품 점
유율 4.96%
24) 퍼스트제네릭 의약품 시장 진입 1개월 후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 4.30%, 2개월 후 제네릭 의약품 점
유율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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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선판매품목허가
(1) 평가방법
(가) 후발의약품 시장진입 시점
① 평가내용
□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해 후발의약품(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의 진입 시점 변
화를 분석하고 평가함. 이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의 분석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
음
표 39. 후발의약품 시장진입 시점 평가 방법 (사전-사후 비교 방법 및 사후-사례 대조군 비
교 방법)

사전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전)

사후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후)

사례군

대조군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우선판매품목허가 미획득)

존재하지 않음

비교 대상 의약품1)

평가 대상 의약품
(스타레보필름코팅정 외 및

평가 대상 의약품의 우판

후발의약품)

미획득을 가정

주) 사전-사후 비교 방법의 경우 표에서 테두리가 점선으로 표시된 박스 안의 비교 대상 의약품(사전)과
평가 대상 의약품(사후)를 비교하며, 사후-사례 대조군 비교 방법의 경우 표에서 테두리가 실선으로 표
시된 박스 안의 평가 대상 의약품(사후-사례)과 평가 대상 의약품의 우판 미획득을 가정하는 경우(사후
-대조군)을 비교함
1)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이전에 평가 대상 의약품(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했을 경우를 비교 대상 의
약품으로 갈음함

한 가지 방법은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없었던(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이전) 시
기에 평가 대상 의약품(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했을 경우를 가정(이 경우
비교 대상 의약품으로 갈음함)하고 이것과 실제 제도 도입 이후 평가 대상 의
약품(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한 경우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임. 즉, 사전
-사후 비교 방법을 사용(위 표에서 점선 박스에 해당함)
다른 방법으로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평가 대상 의약품에 해당
하는 시장에서 어느 제약사(후발의약품)도 특허도전을 하지 않았거나, 인용
심결/판결25)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 후발의약품(사후 대조군)이 시장에 진입
25) 특허무효,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 또는 해당 의약품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 또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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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시점과 평가 대상 의약품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특허도전을 통해 인용 심
결/판결을 획득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26)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가 발생한 경우
즉, 실제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사후 사례군)의 시장 진입 시점을 비교하
여 분석하는 것임. 즉, 사후 사례-대조군 비교 방법(위 표에서 실선 박스에
해당함)
사전-사후 비교 방법은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영향뿐 아니라 후발의약품의 시
장진입과 관련된 다른 영향요인(제품개발, 허가심사 등)들이 존재하므로, 우선
판매품목허가라는 제도 자체의 영향을 보는데 있어서는 사후 사례-대조군 비
교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평가함
Ÿ

사후 사례-대조군 비교 방법에서 대조군은 해당 시장에서 어느 제약사
(후발의약품)도 특허도전을 하지 않았거나, 인용 심결/판결을 획득하지 못
한 경우로서 후발의약품이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특허연계제도에
의해 등재특허권자(오리지널 제약사)에게 관련 사실이 통지가 되며, 통지
수령일로부터 최대 9개월간 후발의약품의 판매가 행정 처분에 의해 금지
됨(판매금지)
∘ 판매금지가 만료된 후에는 인용 심결/판결이 없더라도 후발의약품은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시장 진입 이후 특허권 침해에 대한 다툼 및
시판 금지 조치 등의 사법 절차는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이전과 동일
하므로 제도의 도입에 따른 변화(영향)와는 관련이 없음
∘ 후발의약품의 진입에 있어서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으로 기존과 달라
진 부분은 후발의약품의 판매가 행정 처분에 의해 금지(판매금지 처
분)될 수 있다는 점이며, 만약 어느 제약사(후발의약품)가 인용 심결/
판결을 받는 경우 그 시점에 따라 판매금지 처분은 효력이 소멸되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후발의약품은 요건을 갖춰 우선판매품목
허가를 획득하게 됨
∘ 즉, 우선판매품목허가는 특허 도전의 유인을 제공하며, 허가특허연계제
도 도입에 따라 후발의약품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행정 처분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음

Ÿ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기 위한 특허도전으로 판
매금지(행정 처분) 기간을 얼마나 단축시켰는지를 계산함

26)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① 가장 이른 날에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하
고, ② 특허무효,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 또는 해당 의약품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
지의 심결 또는 판결을 받아야 하며, ③ 특허심판을 최초로 청구하거나, 최초 심판 청구로부터 14일
이내 심판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초로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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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방법 및 자료원
□ 우선판매품목허가가 발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후발의약품의 진입 시점
을 비교하여 평가하고자 함
후발의약품의 진입 시점을 비교할 때 기준은 해당 시장에서 어느 제약사(후발
의약품)도 인용 심결/판결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발의약품이 품목허가
신청을 하고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후발의약품의 예상 진입시점(판
매금지 만료일)으로 이에 비해 인용 심결/판결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
여 후발의약품(평가 대상 의약품)이 실제 시장에 진입한 시점과의 차이를 계
산함
Ÿ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후발의약품의 경우 인용 심결/판결이 날 때
까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부허가 형태로 (변경)허가가 부여됨. 이
를 감안하여 후발의약품의 진입 시점을 계산할 때 후발의약품이 실제 시
장에 진입한 시점은 우선판매품목허가 인용 심결/판결일과 후발의약품 품
목허가일 중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함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없었을 때(기존 상황)에 비해 우선판매품목허가로 후발의
약품이 얼마나 빨리 시장에 진입했는지, 즉 후발의약품의 조기진입 기간을 계
산하는 것으로 여기에서의 진입 시점 변화는 음(-)의 값 또는 0으로 계산됨
Ÿ

따라서 오히려 시장 진입이 기존 상황(우선판매품목허가가 없는 경우)에
비해 늦어졌다 하더라도 시장 진입 시점의 변화는 0으로 계산됨

□ 평가를 위한 자료원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허목록과 의약품등정보를 이용
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와 관련된 현황과 허가 및 재심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정보를 통해 보험급여 정보를 수집함

(나) 시장점유율
① 평가 내용
□ 우선판매품목허가 이후 시장에 진입한 후발의약품(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분석하고 평가함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후발의약품의 경우 시장 진입이 제한되므
로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진입한 후발의약품의 수가 적고 시
장점유율은 낮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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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영향평가의 경우 평가시기와 자료 가용성의 문제로 우선판매품목허가
가 종료된 이후 시장에 진입한 의약품(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후
발의약품)을 포함한 분석은 수행하지 못했으나, 본 영향평가는 이를 포함하여
분석함
□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고 시장에 진입한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평가 대
상 의약품)의 시장점유율 분포를 우선판매품목허가가 발생하지 않았고 평가 대
상 의약품과 화학적·약물학적 특성이 유사한 의약품(비교 대상 의약품)의 시장
점유율과 비교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시장점유율에 미친 영향을 평가
전술한 것처럼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 오래되지 않아 비
교 대상 의약품은 모두 제도 도입 이전에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된 의약품
이 선정되었음

② 평가 방법 및 자료원
□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은 해당 시점(월)에 건강보험 청구량을 기준으로 해당
동일의약품(오리지널 의약품과 후발의약품) 중 후발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후발의약품의 경우 평가 대상 의약품의 최대 관찰 가능 시점까지 관찰함
또한 이태진 등(2016)에서 추정한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분석 결과 중
ATC코드 1단계가 평가 대상 의약품 및 비교 대상 의약품과 동일한 하위그룹
분석 결과와도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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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약품비 변화
① 평가 내용
□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약품비의 변화를 분석하여 평가함
□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약품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음

우선판매품목허가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가 발생할 경우

오리지널-제네릭 시장 균형

오리지널-제네릭 시장 균형

우선판매품목허가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왼쪽 그림)에는 제네릭 의약품이 시
장에 진입할 때(Ta1),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는 P1에서 P2로 인하되며,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일반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제네릭 의약품의 수와 그들의 시
장점유율은 증가할 것임. 이때, 특정 시점(Ta2)까지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규
모는 왼쪽 그림의 a면적과 같고, 제네릭 의약품의 규모는 b면적과 같음
우선판매품목허가가 발생할 경우(오른쪽 그림), 이를 획득한 제네릭 의약품이
독점적인 판매를 할 수 있으므로, 우선판매 기간 동안에는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제한적임. 이에 따라 우선판매품목허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
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제네릭 의약품 시장 규모의 변화가 다를 것으로 예상
할 수 있음(왼쪽 그림에서의 a/b면적과 오른쪽 그림에서의 a’/b’의 면적이
다름)
Ÿ

이때, 비교 대상이 되는 기존 시장(우선판매품목허가가 발생 안함)에서의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에 비해 우선판매품목허가가 발생한 이후 제네
릭 의약품 점유율의 감소(증가)는 곧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점유율 증가
(감소)를 뜻하며, 이는 보다 비싼(저렴한) 의약품의 사용이 증가하여, 우
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해 약품비 지출이 증가(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82 -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제네릭 독점권은 제네릭 제약사에게 기존에 비해 더
활발하게 특허도전을 하게 만드는 유인으로 작동함. 그 결과 우선판매품목허
가로 인해 기존보다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더 빨리 진입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진입시점효과). 오른쪽 그림에서 제네릭 의약품 진입 시점(Tc1)이
이동하는 것을 뜻하며, 조기 진입의 경우 진입 시점은 기존보다 왼쪽으로 이
동하게 됨
제네릭 의약품의 조기 진입으로 인한 약품비 지출 절감은 오리지널 의약

Ÿ

품의 약가가 인하되는 측면(가격효과)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의
일부가 더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되는 측면(대체효과)에서 발생
제네릭 의약품의 진입 시점이 더 빨라졌는지의 여부는 앞의 평가지표 중

Ÿ

후발의약품의 진입 시점의 분석 결과를 사용
□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약품비 지출 변화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      ·   ′           ′  




 












×      ·   ′        





  ×            ′ 

  ×            ′ 

식  
식    

t : 시간(월)
n :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월)
m : 후발의약품 시장 진입이 단축된 기간(월)
Qt : 시간 t에서의 총 의약품 사용량(청구량)
St : 우판이 없을 경우의 시간 t에서의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점유율 (제네릭 점유율 함수로 추정)
St′ : 우판이 적용된 경우의 시간 t에서의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 (청구자료)
P1 : 후발의약품 진입 전 오리지널의 약가
P2 : 후발의약품 진입 후 오리지널 약가
P3 : 후발의약품 진입 후 후발의약품 약가

식B의 전항은 후발의약품의 진입 시점이 단축된 기간, 즉 의약품의 조기진입
기간 동안 나타나는 약품비 변화(진입시점효과)를 측정하는 계산식임. 이때
중괄호 안의 전항은 후발의약품으로의 대체에 따른 약품비 변화(대체효과)를
나타내고, 후항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인하에 따른 약품비 변화(가격효
과)를 나타냄
Ÿ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조기 진입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진입시점효과는
0이 됨

식B의 후항은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해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나타나는 영향과 후발의약품의 조기 진입에 따른 영향(진입시점효
과)이 혼재되어 나타남(진입 후 경쟁효과)
Ÿ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해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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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점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변화할 것이며(St →St’
), 후발의약품이 조
기 진입한 기간만큼 시장점유율은 더 높음(m개월 만큼 조기진입했다면,
실제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은 St+m’
, 같은 시점에서 대조
군의 시장점유율은 St)

② 평가 방법 및 자료원
□ 위와 같은 개념적인 틀을 바탕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약품비 변화를 분
석함
후발의약품 조기 진입 기간, 약가 등 분석에 필요한 값에 대한 설명은 각 의
약품별 분석 결과에서 자세히 기술함

(라) 매출 변화
① 평가 내용
□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제약사의 매출 변화를 측정하고 평가함
앞서 판매금지의 ‘매출 변화’에서 설명한 것처럼 오리지널 제약사(분석 대
상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조판매사)와 제네릭 제약사(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
한 제네릭 제약사 전체)로 구분하여 각각의 매출 변화를 분석함
Ÿ

판매금지의 ‘매출변화’에서와 같이 건강보험 청구량과 약가를 이용하여
매출 변화를 분석함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Ÿ

먼저,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해 후발의약품이 조기에 시장에 진입하는 경
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 변화가 있음
∘ 앞의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약품비 변화”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존에
비해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해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조기 진입한 경우,
조기 진입 기간만큼 오리지널 제약사는 더 일찍 약가가 인하되며, 제네
릭 제약사에 시장점유율 내주는 시점도 더 빨라짐

Ÿ

우선판매품목허가가 발생한 경우 우선판매 기간 동안에는 추가적인 후발
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제한적임. 이에 따라 우선판매품목허가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후발의약품 시장점유율의 변화가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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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때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이 기존에 비
해 낮다면(높다면) 이는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 증가(감소)로 볼 수 있
음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 변화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 후발의약품이 조기에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Ÿ

발생하는 매출액 변화는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 증가로 볼 수 있음
우선판매품목허가기간 동안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이 기존에 비해 낮다

Ÿ

면(높다면) 이는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 감소(증가)로 볼 수 있음
□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매출 변화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 변화
 



⇒ 





  ×          ′     ×   ′  





  ×   ×      ′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 변화




⇒







×   × ′ 





  ×   ×   ′    

t : 시간(월)
n :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월)
m : 후발의약품 시장 진입이 단축된 기간(월)
Qt : 시간 t에서의 총 의약품 사용량(청구량)
St : 우판이 없을 경우의 시간 t에서의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 (제네릭 점유율 함수로 추정)
St′ : 우판이 적용된 경우의 시간 t에서의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 (청구자료)
P1 : 후발의약품 진입 전 오리지널의 약가
P2 : 후발의약품 진입 후 오리지널 약가
P3 : 후발의약품 진입 후 후발의약품 약가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 변화에서 앞부분은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단축된
기간만큼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이 일찍 인하되고 후발의약품으로의 대체가
일찍 발생하여 나타나는 매출 감소(진입 시점 효과)를 뜻하고, 뒷부분은 우선
판매품목허가 기간동안 나타나는 진입후 경쟁효과에 의해 시장점유율이 변해
서 나타나는 매출 변화를 뜻함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변화에서 앞부분은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단축된 기
간만큼 후발의약품이 일찍 시장에 진입하여 나타나는 매출 증가를 뜻하고, 뒷
부분은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동안 나타나는 진입후 경쟁효과에 의해 시장점
유율이 변해서 나타나는 매출 변화를 뜻함

② 평가 방법 및 자료원
□ 위와 같은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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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변화를 분석함
후발의약품 조기 진입 기간, 약가 등 분석에 필요한 값에 대한 설명은 각 의
약품별 분석 결과에서 자세히 기술함

(마) 개별 의약품의 매출 변화
□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할 경우 9개월간의 제네릭 독점권을 획득하기 때문에
우선판매품목허가에서는 이를 획득한 개별 의약품의 매출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함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에는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제한되므로,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획득한 개별 제네릭 제약사 입장에서는 모든 후발의약품이 진입
할 수 있는 상황에 비해 더 많은 시장점유율을 가져갈 수도 있음
Ÿ

다시 말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입이
제한되어 시장에 진입한 후발의약품 수가 적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한 한
개의 제약사가 가져가는 시장점유율은 기존에 비해 더 높을 수 있음

따라서 우선판매품목허가 이후 개별 의약품 수준에서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통
해 개별 제약사의 매출 변화를 분석함
Ÿ

앞의 “시장점유율”에서 평가 대상 의약품과 비교 대상 의약품에 대해
계산한 후발의약품의 월별 시장점유율을 해당 월에 건강보험 청구내역이
있는 후발의약품 수로 나누어서 전체 후발의약품 중에서 개별 후발의약품
이 평균적으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을 계산함

Ÿ

또한, 해당 월의 건강보험 청구량을 가중으로 하여 평가 대상 의약품과 비
교 대상 의약품 각각에 대해 시장점유율의 가중평균값도 계산함. 가중평균
값27)은 평가 대상 및 비교 대상 의약품 중 각 함량별 개별 의약품의 시
장점유율 및 해당 함량이 전체 함량의 청구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
하기 때문에, 함량별 청구량 분포를 고려한 개별 의약품의 시장점유율 평
균을 보여주는데 그 의미가 있음

27) 예를 들어, 아모잘탄정의 경우 5/100mg, 5/50mg, 10/50mg 함량이 있는데, 여기서 시장점유율의
가중평균값은 각 함량별로 후발의약품의 개별 시장점유율에 해당 함량의 청구량(오리지널+후발의약
품)이 아모잘탄정 전체의 청구량(오리지널+제네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곱한 값을 더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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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결과
□ 평가 대상 기간 (2015년 3월 15일 – 2017년 3월 31일) 내 우선판매품목허가
가 적용되었다가 종료된 경우는 아모잘탄정 세 개 제품, 바라크루드정 두 개 제
품, 딜라트렌정 세 개 제품, 시알리스정 세 개 제품, 스타레보필름코팅정 네 개
제품, 트루패스캡슐, 알림타주, 페브릭정 두 개 제품, 심비코트터부헬러 두 개 제
품 등 21개 오리지널 제품의 95개 후발의약품이며, 이 중 일부는 평가 대상에
서 제외됨
□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오리지널 의약품 10개 제품, 후발의약품 20개 제
품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 번째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딜라트렌정 3개 제품(6.25밀리그램, 12.5밀리
그램, 25밀리그램 등 세 가지 함량)과 이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후
발의약품 3개 제품(각 함량별 1개 제품)임
Ÿ

딜라트렌정의 경우 세 가지 적응증(본태성고혈압, 만성안정협심증, 울혈성
심부전) 중 2016년 2월 7일까지 특허가 남아있던 울혈성심부전(추가적응
증)에 대해 1개 제약사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음
∘ 딜라트렌정의 후발의약품은 추가적응증을 제외한 다른 두 가지 적응증
에 대해 허가를 받고 시장에 진입한지 10년 이상 경과되었음

Ÿ

이미 후발의약품이 진입한지 10년 이상 지난 후에 추가적응증에 대해서
우선판매품목허가가 발생한 것이므로 후발의약품의 진입시점에 대한 평가
는 적절하지 않음. 또한, 오리지널 의약품과 후발의약품의 약가(상한가)가
이미 동일한 가격으로 인하되었으므로, 약품비나 매출 측면에서의 변화도
없음

Ÿ

위와 같은 이유로 딜라트렌정의 경우 이태진 등(2016)이 시장점유율에
한해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의 영향을 평가한 바 있으며, 올해 영향평가에
는 포함하지 않음

두 번째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시알리스정 3개 제품(5밀리그램, 10밀리그램,
20밀리그램 등 세 가지 함량)과 이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후발의
약품 8개 제품(5밀리그램 : 2개, 10밀리그램 : 3개, 20밀리그램 : 3개)임
Ÿ

시알리스정과 그 후발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
약품이므로 건강보험 청구량 자료를 사용해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영
향평가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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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바라크루드정 2개 제품(0.5밀리그램, 1밀리그램
등 두 가지 함량)과 이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후발의약품 2개 제품
(각 함량별 1개 제품)임. 이 사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영향 평가에서 제외됨
Ÿ

바라크루드정 2개 제품에 대해 필크루드구강용해필름 2개 제품(0.5밀리그
램, 1밀리그램 등 두 가지 함량)이 각각 2015년 11월 28일 – 2016년 8
월 27일, 2015년 10월 10일 – 2016년 7월 9일 기간에 우선판매품목허
가권을 획득하였으며 필크루드구강용해필름 두 제품 모두 2015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됨

Ÿ

그러나 바라크루드정의 일부 후발의약품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전에
품목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필쿠르드구강용해필름이 우선판매품목허가
를 획득한 경우에도 동일의약품 판매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실제로
바라크루드정의 물질특허가 2015년 10월 9일에 만료된 후 2015년 10월
10일에 124개의 후발의약품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전에 품목허가 신청을 함

Ÿ

이 경우 필크루드구강용해필름은 후발의약품 시장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
로 인한 독점 판매권을 실질적으로는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우선판매품목허가라는 제도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적합하지 않음

네 번째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트루패스캡슐 1개 제품 (4밀리그램)과 이에 대
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후발의약품 6개(4밀리그램 : 4개, 8밀리그램 : 2
개)제품임. 이 사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영향 평가에서
제외됨
Ÿ

트루패스캡슐 1개 제품에 대해 실버도신캡슐 2개 제품 (4밀리그램, 8밀리
그램 등 두 가지 함량), 실도신캡 2개 제품 (4밀리그램, 8밀리그램 등 두
가지 함량), 프로스타캡슐 1개 제품 (4밀리그램), 넥스로신캡슐 1개 제품
(4밀리그램)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였으며, 그 기간(시작일 – 효력
소멸일)은 2016년 1월 21일 – 2016년 10월 20일로 동일함. 우선판매품
목허가를 획득한 6개 제품 모두 2016년 1월 1일에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됨

Ÿ

그러나 트루패스캡슐의 일부 후발의약품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이전에 품목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실버도신캡슐 등 6개 제품이 우선판매품목허가
를 획득한 경우에도 동일의약품 판매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실제로
트루패스정의 물질특허가 2016년 1월 20일에 만료된 후 우선판매품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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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간 동안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지 않은 30개의 후발의약품이 우
선판매품목허가 기간 동안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되었으며, 이 중 일부
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전에 품목허가 신청을 함
Ÿ

이 경우 실버도신캡슐, 실도신캡슐, 프로스타캡슐, 넥스로신캡슐은 후발의
약품 시장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독점 판매권을 실질적으로는 행
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우선판매품목허가라는 제도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적합하지 않음

다섯 번째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알림타주 1개 제품(500밀리그램)과 이에 대
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후발의약품 1개 제품(800밀리그램)임. 이 사례
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영향 평가에서 제외됨
Ÿ

알림타주 500밀리그램 1개 제품에 대해 알림시드주 800밀리그램 1개 제
품이 2015년 11월 27일부터 2016년 8월 27일까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였으나, 알림타주의 물질특허는 2015년 5월 10일에 이미 만료된
바 있음. 물질특허 만료에 따라 100밀리그램, 300밀리그램, 500밀리그램
용량에서 알림타주의 후발의약품이 이미 시장에 출시된 바 있으나, 알림시
드주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용량인 800밀리그램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
가를 획득하여 2015년 10월 1일에 급여목록에 등재됨

Ÿ

이 경우 알림시드주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지 않은 알림타주의 다
른 후발의약품과 용량이 다르긴 하지만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800밀리그램 용량의 경우에도 허가특허연계제
도 시행 전에 허가신청을 한 다른 의약품이 이미 알림시드주보다 앞서
2015년 9월 1일에 급여목록에 등재되었고, 이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의
동일의약품 판매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Ÿ

이 경우 알림시드주 800밀리그램은 후발의약품 시장에서 우선판매품목허
가로 인한 독점 판매권을 실질적으로는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우선판매품목허가라는 제도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적합하지 않음

□ 평가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오리지널 의약품 11개, 후발의약품 71개이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 번째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아모잘탄정 3개 제품(5/100밀리그램, 5/50밀리
그램, 10/50밀리그램 등 세 가지 함량)과 이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후발의약품 45개 제품(5/100밀리그램 : 16개, 5/50밀리그램 : 20개, 10/50
밀리그램 : 9개)임. 이 중 분석을 위한 자료 구축 시점(2017년 9월 1일)에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2개 제품은 제외하였고, 아모잘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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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 이후 시장에 진입한 4개 후발의약품을 포함하
여 총 47개 후발의약품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짐
Ÿ

아모잘탄정 3개 제품의 경우 2016년 영향평가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영향을 이미 평가한 바 있으나, 영향평가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우선판매
품목허가가 종료된 후 진입한 후발의약품을 포함한 시장점유율 분석이 가
능해짐.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시점, 약품비, 매출액 분석의 경우 늘어난
영향평가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평가하지 않음

두 번째는 오리지널의약품인 스타레보필름코팅정 4개 제품(50/12.5/200밀리
그램, 75/18.75/200밀리그램, 100/25/200밀리그램, 125/31.25/200밀리그
램)과

이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후발의약품

11개

제품

(50/12.5/200밀리그램 : 3개 제품, 75/18.75/200밀리그램 : 3개 제품,
100/25/200밀리그램 : 2개 제품, 125/31.25/200밀리그램 : 3개 제품)이며,
모든 후발의약품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짐
세 번째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페브릭정 2개 제품(40밀리그램, 80밀리그램)과
이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17개 제품(40밀리그램 : 9개, 80밀리그
램: 8개)임. 하지만 이 중 분석을 위한 자료 구축 시점 (2017년 9월 1일)에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2개 제품은 제외하였고, 페브릭정에
대한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종료된 이후 시장에 진입한 후발의약품 10개를 포
함하여 총 25개 후발의약품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짐
네 번째는 심비코트터부헬러 2개 제품(160/4.5마이크로그램, 320/9마이크로
그램)과 이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후발의약품 2개 제품(각 함량별
1개 제품)이며, 모든 후발의약품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짐
□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대한 평가 대상 의약품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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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 평가 대상 의약품 목록 (1) (우선판매품목허가)

오리지널
의약품

후발
의약품

제품명

허가일

아모잘탄정5/100mg
아모잘탄정5/50mg
아모잘탄정10/50mg
로자스크정5/100mg
맥스잘탄정5/100mg
노마로핀정5/100mg
로자스카정5/100mg
암로사르정5/100mg
디스잘탄정5/100mg
하이로텐정5/100mg
로살베실정5/100mg
로사디핀정5/100mg
코텐션정5/100mg
코잘탄-엑스정5/100mg
동구잘탄정5/100mg
베실살탄정5/100mg
암로디탄정5/100mg
네오잘탄정5/100mg
아모사르정5/100mg
로자스크정5/50mg
맥스잘탄정5/50mg
노마로핀정5/50mg
로자디핀정5/50mg
로자스카정5/50mg

2009-03-31
2009-03-31
2010-10-15
2015-07-21
2015-05-18
2015-06-30
2015-07-21
2015-04-30
2015-04-30
2015-04-30
2015-04-30
2015-04-30
2015-04-30
2015-04-30
2015-04-30
2015-04-30
2015-04-30
2015-04-30
2015-04-30
2015-06-19
2015-06-30
2015-06-30
2015-06-19
2015-06-19

보험급여

우선판매

시작일

기간

2009-06-01
2009-06-01
2011-01-01
2015-09-01
2015-09-01
2015-08-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8-01
2015-09-01
2015-08-01
2015-08-01
-

2015-05-08
~
2016-04-01

후발
의약품

주) 표에서 후발의약품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 후발의약품을 의미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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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허가일

암로스탄정5/50mg
암로잘탄정5/50mg
암로사르정5/50mg
디스잘탄정5/50mg
하이로텐정5/50mg
자라탄엑스큐정5/50mg
로사디핀정5/50mg
코텐션정5/50mg
로살베실정5/50mg
코잘탄-엑스정5/50mg
동구잘탄정5/50mg
베실살탄정5/50mg
암로디탄정5/50mg
네오잘탄정5/50mg
아모사르정5/50mg
암로사르정10/50mg
디스잘탄정10/50mg
하이로텐정10/50mg
로사디핀정10/50mg
코텐션정10/50mg
로살베실정10/50mg
동구잘탄정10/50mg
베실살탄정10/50mg
암로디탄정10/50mg

2015-06-19
2015-06-19
2015-04-30
2015-04-30
2015-04-30
2015-04-30
2015-04-30
2015-04-30
2015-04-30
2015-04-30
2015-04-30
2015-04-30
2015-04-30
2015-04-30
2015-04-30
2015-04-30
2015-04-30
2015-04-30
2015-04-30
2015-04-30
2015-04-30
2015-04-30
2015-04-30
2015-04-30

보험급여

우선판매

시작일

기간

2015-08-01
2015-08-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7-01

2015-05-08
~
2016-04-01

표 41. 평가 대상 의약품 목록 (2) (우선판매품목허가)
제품명
오리지널
후발
의약품
오리지널
후발
의약품
오리지널
후발
의약품
오리지넉
후발
의약품
오리지널

후발
의약품

오리지널
후발
의약품

허가일

보험급여

우선판매

시작일

기간

스타레보필름코팅정50/12.5/200mg
트리레보정50/12.5/200mg
트리도파정50/12.5/200mg

2004-10-14
2015-09-24
2015-09-25

2005-02-01
2015-12-01
2015-12-01

2015-10-09

이지레보정50/12.5/200mg

2015-10-06

2015-12-01

2016-08-30

스타레보필름코팅정75/18,75/200mg
트리레보정75/18.75/200mg
트리도파정75/18.75/200mg

2009-12-07
2015-08-27
2015-08-31

2010-03-01
2015-11-01
2015-11-01

2015-09-18

이지레보정75/18.75/200mg

2015-08-31

2015-11-01

2016-07-31

스타레보필름코팅정100/25/200mg
트리레보정100/25/200mg

2004-10-14
2015-06-29

2005-02-01
2015-09-01

2015-09-02

트리도파정100/25/200mg

2015-06-30

2015-09-01

스타레보필름코팅정125/31.25/200mg
트리레보정125/31.25/200mg
트리도파정125/31.25/200mg

2009-12-07
2015-03-24
2015-06-30

2010-03-01
2015-09-01
2015-09-01

2015-09-02

이지레보정125/31.25/200mg

2015-03-27

2015-09-01

2016-06-01

페브릭정40mg
페브릭정80mg
페소린정40밀리그램
유소릭정40밀리그램(페북소스타트)
유리가트정40밀리그램(페북소스타트)
페북트정40밀리그램(페북소스타트)
페보트정40밀리그램
페북틴정40밀리그램(페북소스타트)
펙소스타정40밀리그램(페북소스타트)
페소린정80밀리그램
유소릭정80밀리그램(페북소스타트)
유리가트정80밀리그램(페북소스타트)
페북트정80밀리그램(페북소스타트)
페보트정80밀리그램
페북틴정80밀리그램(페북소스타트)
페트리센정80밀리그램(페북소스타트)
펙소스타정80밀리그램(페북소스타트)
심비코트터부헬러160/4.5mcg
심비코트터부헬러320/9mcg
듀오레스피 스피로맥스 160/4.5mcg

2013-05-31
2009-06-25
2015-09-21
2015-09-30
2015-09-21
2015-09-17
2015-10-28
2015-10-08
2015-10-28
2015-09-21
2015-09-30
2015-09-18
2015-09-17
2015-10-28
2015-10-08
2015-09-30
2015-10-28
2001-02-06
2003-11-21
2016-03-17

2013-08-01
2012-02-10
2015-02-01
2015-02-01
2015-02-01
2015-02-01
2015-02-01
2015-02-01
2015-02-01
2015-02-01
2015-02-01
2015-02-01
2015-02-01
2015-02-01
2015-02-01
2015-02-01
2015-02-01
2001-02-06
2004-04-01
2016-05-01

듀오레스피 스피로맥스 320/9mcg

2016-03-17

2016-05-01

주) 표에서 후발의약품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 후발의약품을 의미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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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6-06-01

~

2015-12-11
~
2016-11-01

2016-03-30
~
2017-01-30

□ 비교 대상 의약품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됨
아모잘탄정의 ATC코드는 C09DB06(로자탄과 암로디핀)이며, ATC코드 4단
계(C09DB, 안지오텐신-2 수용체 길항제와 칼슘채널차단제)의 경우 최근 고
혈압 치료제 중 주목받는 복합제 형태로서 국내 보험급여 중인 의약품이 다수
존재함. 아모잘탄정의 비교 대상 의약품으로는 ATC코드 4단계(C09DB, 안지
오텐신-2 수용체 길항제와 칼슘채널차단제) 수준에서 후발의약품이 출시된
두 가지 분류(C09DB01, 발사르탄과 암로디핀, C09DB02, 올메사탄메독소밀
과 암로디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함
Ÿ

이때, 평가 대상 의약품인 아모잘탄정과 그 후발의약품(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은 일반적인 오리지널-제네릭의 관계가 아님. 아모잘탄정은 암로
디핀캄실산과 로자탄칼륨의 복합제(Amlodipine camsylate + Losartan
potassium)이고,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의 경우 암로디핀베실산과 로자
탄칼륨의 복합제(Amlodipine besylate + Losartan potassium)로 유효
성분은 암로디핀+로자탄으로 같지만, 암로디핀의 염28)이 달라(캄실산 대
베실산) 주성분은 다른 의약품으로서, 약사법 상의 동일의약품29), 즉 일
반적인 제네릭 의약품은 아님

Ÿ

반면, 비교 대상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후발의약품의 주성분이 같은
동일의약품, 즉 일반적인 오리지널-제네릭의 관계이므로, 평가 대상 의약
품과 비교 대상 의약품을 서로 비교 하는데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음

스타레보필름코팅정(특발성 파킨슨 치료제)의 ATC코드는 N04BA03(레보도
파, 탈탄산효소 저해제 및 COMT 저해제)이며, ATC코드 4단계 (N04BA, 도
파 및 도파 계열)가 같은 의약품 중 현재 보험급여 중인 의약품은 없음. 따라
서 ATC코드 3단계(N04B)(도파민 활성화제)에서 후발의약품이 출시된 한 가
지 분류(N04BC05 : 프라미펙솔)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함
페브릭정(통풍 치료제)의 ATC코드는 M04AA03(페북소스타트)이며, ATC코
드 4단계(M04AA, 요산생성을 억제하는 제제) 또는 3단계(M04A, 항통풍제
제)가 같은 의약품 중 국내에서 현재 보험급여 중인 의약품은 모두 출시가 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한 의약품으로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음. 또한, ATC
코드 2단계(M04, 항통풍제제)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보험 급여 중인 의약품
은 없음
Ÿ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ATC코드 1단계(M, 근골격계 작용 약물)

28) 염은 약효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약물의 용해도에 영향을 주어 안전성 등에 영향을 미침
29) 동일의약품은 주성분 및 그 함량,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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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후발의약품이 출시된 세 가지 분류(M05BB03: 알렌드로닉산과
콜레칼시페, M05BB03: 알렌드로닉산과 콜레칼시페롤, M05BA06: 이반
드로닉산)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함. ATC코드 1단계의
경우 약물의 작용 부위에 대한 해부학적 그룹을 나타내므로, 평가 대상 의
약품과 비교 대상 의약품의 주성분 및 적응증이 상이하므로 분석과 해석
에 주의가 필요함
심비코트터부헬러(천식 치료제)의 ATC코드는 R03AK07(포모테롤과 부데소
니드)이며, ATC코드 4단계 (R03AK, 항콜린제를 제외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혹은 다른 약물과 결합한 교감신경 작용제)에서 후발의약품이 출시된 한 가지
분류 (R03AK06, 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와 크시나포산살메테롤)에 해당하
는 의약품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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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모잘탄정
□ 아모잘탄정 3개 제품에 대해 2016년 영향평가에서 분석한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영향은 아래와 같음
아모잘탄정 3개 제품의 후발의약품은 약 8.2개월 정도 시장에 조기 진입한 것
으로 나타남
후발의약품 시장 진입 이후 실제 후발의약품 시장점유율은 ATC 코드 1단계
가 C인 경구제의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함수 추정값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약품비 변화 분석 결과, 우선판매품목허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품
비 지출이 최소 94백만원에서 최대 119백만원(전체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
율 함수를 사용한 모형1 기준, ATC 코드 1단계 C인 경구제의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함수 사용 시 65-119백만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매출 변화 분석 결과, 우선판매품목허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오리지
널 제약사 매출은 최소 9.3억원에서 최대 12억원(모형1 기준, 모형2 기준으
로는 6.5-12억원) 정도 감소하고, 제네릭 제약사 매출은 최소 8.4억원에서
최대 10억원(모형1 기준, 모형2 기준으로는 6-10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
로 추정됨
□ 본 영향평가에서는 2016년 영향평가 이후 추가된 기간을 포함하여 아모잘탄정
3개 제품의 시장점유율 분석을 수행함

① 시장점유율
□ 이태진 등(2016)의 연구에서는 해당 분석 시점에 관찰 가능했던 의약품 청구량
자료를 이용하여 아모잘탄정의 후발의약품 시장진입 후 10개월간의 시장점유율
을 제시하였음. 본 영향평가에서는 그 후 약 1년간의 의약품 청구량 자료를 획
득하여 보다 긴 기간 동안의 시장점유율을 분석하였음
Ÿ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시점, 약품비, 매출액 분석의 경우 늘어난 영향평
가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평가하지 않음

□ 아모잘탄정 3개 제품에 대한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과 그 비교 대상 의약품의
시장점유율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시장에 처음 진입했던 아모잘탄정 후발의약품들의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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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후인 10개월에서 21개월 사이에 시장에 추가로 진입한 아모잘탄정
5/100mg, 5/50mg, 10/50mg 3개 의약품의 후발의약품은 각각 2개, 3개, 3
개였음
평가 대상 의약품(아모잘탄정의 후발의약품)의 경우 시장에 진입한 이후 1개
월 시점에 함량별로 3~4개의 제품이 건강보험 청구내역이 있었음. 이는 시간
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 마지막 달인 9개월 시점에서
는 함량별로 3~12개, 21개월 시점에서 함량별로 5~16개의 제품이 건강보험
청구내역이 있었음
이태진 등(2016)에서 분석했던 것보다 더 긴 기간을 관찰하여도 ATC코드 1
단계가 “C”인 하위그룹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 함수의 추정치와 비교
하면 아모잘탄정의 후발의약품은 여전히 평균적으로 상당히 낮은 점유율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
Ÿ

먼저, 평가대상 의약품인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아모잘탄정의 후발의약
품)은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염 구조가 변경된 의약품으로서 “동
일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 대상 의약품이나 제네릭 점유율 함수
추정치보다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을 수 있음. 유효 성분은
같으므로 같은 적응증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주성분은 다르기 때문에 대
체조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점유율 증가를 제한했을 수 있음

Ÿ

또한, 평가 대상 의약품(아모잘탄정과 그 후발의약품)은 안지오텐신-2 수
용체

길항제와

칼슘채널차단제의

복합제(Angiotensin-2

Receptor

Blocker + Calcium Channel Blocker, ARB-CCB)로서 최근 국내 고혈
압 치료제 시장에서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주목 받고 있는 계
열의 의약품임30). 복합제의 특성상 해당 계열에 이미 많은 조합의 의약품
이 존재하며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시장임. 즉, 해당 계열 의약품이 속한
제네릭 시장은 다른 대안이 많이 존재하여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새롭
게 진입한 후발의약품은 그보다 전에 이미 시장에 진입했던 비교 대상 의
약품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고, 그 증가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음
Ÿ

한편 평가대상 의약품의 후발의약품 수가 비교대상 의약품의 후발의약품
수보다 적은 것도 아모잘탄정 후발의약품의 지속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설
명할 수 있음. 시장에 진입한 후발의약품 수가 많으면 이를 판매하는 제네

30) 기사 인용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071902001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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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 제약사의 수도 많으므로 해당 의약품 시장에서 제네릭 제약사의 전체
마케팅 역량이 커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Ÿ

하지만 해당 결과는 평가 대상 의약품 한 개 사례의 결과이므로, 이러한
가능성은 향후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영향에 대한 평가 결과가 누적된 이후
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② 개별 의약품의 매출 변화

□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 이후 아모잘탄정의 후발의약품에 대해 평균적인 시장점
유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분석 결과, 아모잘탄정의 후발의약품의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인 시장
진입 후 최초 9개월동안 개별 시장점유율(제품 하나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의 평균 및 가중평균값은 비교 대상 의약품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즉, 앞의 ‘시장점유율’평가 결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아모잘탄정의 후발의약
품 전체의 시장점유율은 후발의약품 진입 후 같은 시점에서의 비교 대상 의약
품에 비해 낮으며, 여기에서 분석한 것처럼 개별 의약품의 시장점유율도 우선
판매품목허가 기간에서 비교 대상 의약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영향평
가의 평가 대상 의약품에서는 우선판매품목허가에 의한 제네릭 독점권의 효과
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시장 진입 후 10-21개월 시점에서도 아모잘탄의 후발의약품의 개별 시장점
유율은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동안 제네릭 독점
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을 보여줌
Ÿ

위의 “시장점유율”에서 논의한 것처럼 해당 의약품 시장이 상당히 경쟁
적이며 대안이 많이 존재하는 시장이라는 특성과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
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의약품이 아닌 염 변경 의약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시장점유율 상승이 제한되었을 수 있음

Ÿ

또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 의약품 수31)가 많아 사실상 제네릭 독
점권의 지위를 누리기 어려워서 개별 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이 더 낮게 형
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음

31) 5/100밀리그램 : 16개, 5/50밀리그램 : 20개, 10/50밀리그램 : 9개 등 총 45개. 이 중 평가 대상
기간 내 건강보험 청구내역이 있는 제품 수는 총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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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타레보필름코팅정
① 후발의약품의 진입 시점
□ 스타레보정 4개 제품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가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 시점
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과 같음

표 42, 후발의약품 진입 시점 (우선판매품목허가, 스타레보필름코팅정)
제품명
(오리지널 의약품)
스타레보필름코팅정
50/12.5/200mg
스타레보필름코팅정
평가
대상

75/18.75/200mg
스타레보필름코팅정
100/25/200mg
스타레보필름코팅정
125/31.25/200mg

통지수령일

우판

후발의약품

미획득시

품목허가일

시장진입1)

실제
시장진입

시장진입
2)

시점 변화3)

2015-08-21

2015-09-24

2016-05-22

2015-09-24

-8.0개월

2015-07-15

2015-08-27

2016-04-16

2015-08-27

-7.8개월

2015-03-18

2015-06-29

2015-12-19

2015-08-04

-4.6개월

2015-04-10

2015-03-24

2016-01-11

2015-08-04

-5.3개월

주) 함량별로, 50/12.5/200mg과 75/18.75/200mg의 경우 각각 3개, 100/25/200mg의 경우 2개,
125/31.25/200mg의 경우 3개 등 후발의약품이 다수이므로 해당 항목에서 가장 이른 허가신청/품목허
가일을 기준으로 분석함
1) 해당 의약품 시장에서 어느 제약사도 인용 심결/판결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통지수령일로부터의 9개월
간의 판매금지가 종료된 후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가능
2) 스타레보필름코팅정 50/12.5/200mg와 75/18.75/200mg의 경우 품목허가일이 우선판매품목허가 심판
인용일보다

늦기

때문에

품목허가일을

실제

시장진입

시점으로

보았고,

100/25/200mg와

125/31.25/200mg의 경우 품목허가일이 심판 인용일보다 앞서기 때문에 심판 인용일을 실제 시장진입
시점으로 보았음
3) 사례군의 품목허가일 이후 실제 시장 진입까지 소요 기간(실제 시장진입-품목허가일)에서 대조군의 품목
허가일 이후 시장 진입까지의 소요기간(우판 미획득시 시장진입-품목허가일)을 빼주어서 계산함 (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변환)
출처: 식약처 특허목록, 식약처 의약품등정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

분석한 결과, 스타레보필름코팅정 4개 제품의 후발의약품(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은 인용 심결/판결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대조군)에 비해 함량에 따라
4.6 ~ 8.0개월 더 일찍 시장에 진입(조기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Ÿ

함량별로 봤을 때, 50/12.5/200mg과 75/18.75/200mg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인용 후 품목허가를 받았기 때문
에 허가일을 실제 시장진입 시점으로 볼 수 있는 반면, 100/25/200mg와
125/31.25/200mg의 경우 심판 인용 전 조건부 허가를 받아 실제 인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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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시장에 진입할 수 없으므로 실제 시장진입 시점은 심판 인용 시점으
로 볼 수 있음
Ÿ

스타레보필름코팅정 4개 제품의 경우 실제 판매금지 처분이 발생하지 않
았음. 이 중에서 50/12.5/200mg과 75/18.75/200mg의 경우 실제 시장
진입일과 후발의약품 품목허가일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진입 기간이
최대 판매금지 기간인 9개월보다 짧음
∘ 이는 실제 판매금지 기간(대조군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지 못했
을 경우 실제 시장 진입에 소요되었을 시간)을 “우판 미획득시 시장
진입 – 통지수령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우판 미획득시 시장진입
– 품목허가일”로 계산했기 때문임
∘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후발의약품은 정해진 기간까지는 판매하
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부 허가를 받음. 이 경우 허가 신청부터
실제 허가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실제 판매금지 처분과 무관하
므로 실제 판매금지 기간을 계산할 때 “우판 미획득시 시장진입 – 품
목허가일”을 사용함

- 99 -

② 시장점유율
□ 스타레보필름코팅정 4개 제품에 대한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과 그 비교 대상
의약품의 시장점유율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스타레보필름코팅정의 후발의약품의 경우 함량별로 최대 3개 후발의약품이 우
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했고,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 이후에도 다른 후발의약
품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진입 이후 최대 관찰할 수 있는 기
간인 16개월까지 최대 3개 제품의 건강보험 청구내역이 있었음
평가 대상 의약품(스타레보필름코팅정의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 이후 9개월
까지 점유율은 비교 대상 의약품의 점유율보다 높으며 ATC 1단계가 ‘N’인
하위그룹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 함수 추정치와 비교하면 낮음
ATC코드 1단계가 ‘N’인 하위그룹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 함수의 추
정치와 비교하면, 13개월 시점 이후부터 스타레보필름코팅정의 후발의약품의
점유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평가 대상 의약품의 점유율이 비교 대상 의약품의 점유율보다 높은 이유에 대
해서 다음의 해석이 가능함
Ÿ

비교 대상 의약품의 경우 이미 허가를 받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형을 바
꿔 출시한 의약품으로, 이 두 제품의 효능효과는 같았음. 즉 이미 시장에
매우 유사한 의약품이 있었고, 비교 대상 의약품의 개수가 1개로 적어 평
가 대상 의약품에 비해 점유율이 낮을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시장 진입 초기 시장점유율 증가 속도가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함수
추정치에 비해 더딘 이유에 대해 다음의 해석이 가능함
Ÿ

먼저, ATC 코드 1단계가 ‘N’인 하위그룹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 점유
율 추정치는 20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산출함. 이에 반해 스타레보필름코
팅정의 경우 함량별로 최대 3개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함

Ÿ

또한 평가 대상 의약품(스타레보필름코팅정과 그 후발의약품)은 파킨슨병
치료제로 레보도파, 카피도파, 엔타카폰의 복합제이며, 복합제의 특성상
해당 계열에 이미 많은 조합의 의약품이 존재하며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음. 그 예로,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킨슨병
치료제 중 레보도파 성분을 포함하는 의약품이 스타레보 외 9개에 달
함32)

32) 서울대학교병원 파킨슨센터 파킨슨병 치료 정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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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스타레보필름코팅경의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 종료 후에도 최대로
관찰 가능한 시점인 16개월까지 시장에 진입한 후발의약품(우선판매품목
허가 미획득)이 없었으나,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 종료 후에 스타레보필름
코팅정의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함

http://www.snumdc.org/movement-disorders/parkinson-disease/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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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약품비 변화
□ 앞서 설명한 약품비 변화에 대한 개념적인 틀을 바탕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스타
레보필름코팅정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약품비 변화를 분석함
평가 대상 의약품인 스타레보필름코팅정 4개 제품의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
은

앞서

‘후발의약품

진입

시점’의

분석

결과와

같이

함량별로

50/12.5/200밀리그램의 경우 8.0개월, 75/18.75/200밀리그램의 경우 7.8,
100/25/200밀리그램의 경우 4.6개월,

125/31.25/200밀리그램의 경우 5.3

개월 시장에 먼저 진입한 것으로 추정됨
Ÿ

함량별로 월 단위(최소, 최대) 조기진입 기간과 각 의약품의 약품비 분석
기간(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은 다음과 같음. 의약품 사용량은 해당 기간
의 실제 의약품 사용량을 바탕으로 분석함

표 43.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별 조기 진입 기간 및 분석 기간 (스타레보필름코팅정)
제품명
(오리지널 의약품)

조기 진입 기간
최소
최대

분석 기간

8개월

2015. 12 ~ 2016. 08

스타레보필름코팅정
50/12.5/200mg
스타레보필름코팅정
평가

75/18.75/200mg

대상

스타레보필름코팅정
100/25/200mg
스타레보필름코팅정
125/31.25/200mg

7개월

8개월

2015. 11 ~ 2016. 07

4개월

5개월

2015. 09 ~ 2016. 05

5개월

6개월

2015. 09 ~ 2016. 05

약가33)의 경우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 실제 약가를 적용하여 분석
함
Ÿ

스타레보필름코팅정의 경우 세 가지 유효성분을 결합시킨 복합제로서 건
강보험 등재 시 개별 성분에 대한 단일성분제제가 이미 보험 급여 중이었
기 때문에 각 단일성분제제의 약가를 합산한 가격으로 약가(상한가)를 부
여받음. 따라서 이후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추가적인 약가 인
하 대상이 아님. 또한 스타레보필름코팅정의 후발의약품의 경우 스타레보
필름코팅정과 동일가로 급여 목록에 등재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약가를
낮게 책정해 시장에 진입한 사례34)임

3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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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약품비 변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4.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약품비 변화 (스타레보필름코팅정)
단위 : 원

조기
진입기간

진입시점
효과1)

모형1
(전체)
진입 후
경쟁효과2)

계

진입시점
효과

모형2
(하위그룹)
진입 후
경쟁효과

계

평가 대상 의약품 – 스타레보필름코팅정 50/12.5/200밀리그램 및 후발의약품
8개월

-11,400,122

-1,154,859

-12,544,981

-11,400,122

-1,667,843

-13,067,965

평가 대상 의약품 – 스타레보필름코팅정 75/18.75/200밀리그램 및 후발의약품
7개월
(최단)
8개월
(최장)

-2,963,176

-728,009

-3,691,185

-2,963,176

-1,085,696

-4,048,872

-3,737,884

-567,176

-4,305,060

-3,737,884

-783,398

-4,521,282

평가 대상 의약품 – 스타레보필름코팅정 100/25/200밀리그램 및 후발의약품
4개월
(최단)
5개월
(최장)

-3,531,128

1,592,205

-1,938,923

-3,531,128

-424,908

-3,956,036

-5,575,487

-1,161,396

-6,736,883

-5,575,487

-3,255,495

-8,830,982

평가 대상 의약품 – 스타레보필름코팅정 125/31.25/200밀리그램 및 후발의약품
5개월
(최단)
6개월
(최장)

-2,558,499

-3,018,960

-5,577,459

-2,558,499

-3,700,285

-6,258,784

-3,685,037

-3,229,867

-6,914,904

-3,685,037

-3,905,401

-7,590,438

주) 모형1은 분석 과정에서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 함수 추정값을 사용한 결과
이며 모형2는 ATC코드 1단계가 N인 경구제에 해당하는 하위그룹을 대상으로 한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
함수 추정값을 사용한 결과임
1)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 후발의약품이 조기 진입하여 나타나는 약품비 변화
2)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가 없었을 경우에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 시점 이후에 나타나는 약품비 변화
출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구진이 분석함

분석 결과,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약품비는 조기진입 기간에 따라 모형 1을 기준으로 스타레보필름코팅정
50/12.5/200밀리그램의 경우 13백만원 정도가 감소하고, 스타레보필름코팅정
75/18.75/200밀리그램의 경우 4백만원 정도가 감소하고, 스타레보필름코팅정
100/25/200밀리그램의 경우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7백만원 정도가 감소하
고, 스타레보필름필름코팅정 125/31.25/200밀리그램의 경우 최소 6백만원에
34) 기사내용 참조 : http://www.dailypharm.com/News/2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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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대 7백만원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Ÿ

이때, 기존의 상황(우선판매품목허가가 발생 안한 경우를 가정)은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함수를 이용하여 가상적으로 추정함. 모형 1의 경우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함수의 추정 값이고, 모형 2의 경우 하위그룹
(ATC 코드 1단계가 N인 경구제)을 대상으로 한 추정 값임

Ÿ

분석 결과 약품비 변화는 함량별로 모두 음수로 나타나 각각의 금액만큼
약품비가 감소한 것을 나타냄

Ÿ

이러한 약품비 지출 감소는 후발의약품이 스타레보필름코팅정 함량에 따
라 시장에 4-8개월 정도 조기 진입한 것에 기인함. 스타레보필름코팅정
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후발의약품 진입 후에도 약가가 인하되
지 않으므로 진입시점 효과 중 가격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위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음

모든 함량에서 모형 2를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약품비 지출 감소폭이 모형 1
에 비해서는 더 크게 나타남
Ÿ

모형

2를

기준으로

조기진입

기간에

따라

스타레보필름코팅정

50/12.5/200밀리그램의 경우 13백만원 정도가 감소하고, 스타레보필름코
팅정 75/18.75/200밀리그램의 경우 최소 4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 정
도가 감소하고, 스타레보필름코팅정 100/25/200밀리그램의 경우 최소 4
백만원에서

최대

9백만원

정도가

감소하고,

스타레보필름필름코팅정

125/31.25/200밀리그램의 경우 최소 6백만원에서 최대

8백만원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Ÿ

이는 모형 2에서 사용한 월별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 추정값이 모형 1에서
사용한 값보다 더 작아서 실제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의 시장점유율과
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임

진입 후 경쟁효과의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의 조기 진입 시점 후부터
우선판매품목허가 종료(9개월) 시점까지 어느 한 시점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의 실제 시장점유율이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함수로 추정한 대조군
(기존 시장진입 시점)의 시장점유율(9개월에서 조기 진입 기간을 뺀 시점)보
다 높을 경우, 약품비가 감소함
Ÿ

예를 들어, 스타레보필름코팅정 50/12.5/200밀리그램의 경우 조기 진입
기간이 8개월이기 때문에 9개월 시점에서 진입 후 경쟁효과가 발생함. 이
때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의 실제 시장 점유율(9개월 시점)이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함수로 추정한 대조군의 시장 점유율(9 – 8 =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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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보다 높기 때문에, 약품비가 감소함
Ÿ

스타레보필름코팅정은 함량별로 조기진입 기간이 4개월부터 8개월까지 다
양하기 때문에 각 시점에서의 진입 후 경쟁효과를 더해야 함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해 후발의약품이 조기 진입할수록 약품비 지출은 감소
하는 것으로 추정됨
Ÿ

이는 전술한 것처럼 후발의약품이 조기에 진출하여 조금 더 약가가 낮은
후발의약품으로 대체(대체효과)가 일찍 발생하기 때문임

④ 매출 변화
□ 앞서 설명한 약품비 변화에 대한 개념적인 틀을 바탕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스타
레보필름코팅정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매출 변화를 분석함
후발의약품 조기 진입 기간, 약가 등 분석에 필요한 값에 대한 설명은 우의
‘약품비 변화’에서 기술한 것과 동일함
□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매출 변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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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매출 변화 (스타레보필름코팅정)
단위 : 원

모형1
(전체)
오리지널 제약사의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 변화
매출 변화

조기
진입기간

모형2
(하위그룹)
오리지널 제약사의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 변화
매출 변화

평가 대상 의약품 – 스타레보필름코팅정 50/12.5/200밀리그램 및 후발의약품
8개월
(최단)

-118,740,328

106,185,347

-123,591,941

110,523,976

평가 대상 의약품 – 스타레보필름코팅정 75/18.75/200밀리그램 및 후발의약품
7개월
(최단)

-34,909,848

31,218,663

-38,292,724

34,243,852

8개월
(최장)

-40,715,651

36,410,591

-42,760,601

38,239,318

평가 대상 의약품 – 스타레보필름코팅정 100/25/200밀리그램 및 후발의약품
4개월
(최단)

-18,337,614

16,398,691

-37,414,716

33,458,679

5개월
(최장)

-63,714,925

56,978,042

-83,520,135

74,689,153

평가 대상 의약품 – 스타레보필름코팅정 125/31.25/200밀리그램 및 후발의약품
5개월
(최단)

-52,749,527

47,172,068

-59,193,245

52,934,461

6개월
(최장)

-65,398,585

58,483,681

-71,787,533

64,197,095

주)모형1은 분석 과정에서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함수 추정값을 사용한 결
과이며 모형2는 ATC코드 1단계가 N인 경구제에 해당하는 하위그룹을 대상으로 한 제네릭 의약품 점유
율 함수 추정값을 사용한 결과임
출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구진이 분석함

분석 결과,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은 모형 1을 기준으로 조기진입 기간에 따라 스타레보
필름코팅정50/12.5/200밀리그램의 경우 119백만원 정도 감소하고, 스타레보
필름코팅정 75/18.75/200밀리그램의 경우 최소 35백만원에서 최대 41백만원
정도 감소하고, 스타레보필름코팅정 100/25/200밀리그램의 경우 최소 18백
만원에서

최대

64백만원

정도

감소하고,

스타레보필름필름코팅정

125/31.25/200밀리그램의 경우 최소 53백만원에서 최대

65백만원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Ÿ

이때, 기존의 상황(우선판매품목허가가 발생 안한 경우를 가정)은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함수를 이용하여 가상적으로 추정함. 모형 1의 경우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함수의 추정 값이고, 모형 2의 경우 하위그룹
(ATC 코드 1단계가 N인 경구제)을 대상으로 한 추정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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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오리지널 제약사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주된 이유는 후발의약품
이 조기에 진입하여 조금 더 일찍 시장점유율을 내주었기 때문임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제네릭 제약
사의 매출은 모형 1을 기준으로 조기진입 기간에 따라 스타레보필름코팅정
50/12.5/200밀리그램의 경우 106백만원 정도 증가하고, 스타레보필름코팅정
75/18.75/200밀리그램의 경우 최소 31백만원에서 최대 36백만원 정도 증가
하고, 스타레보필름코팅정 100/25/200밀리그램의 경우 최소 16백만원에서
최대 57백만원 정도 증가하고, 스타레보필름필름코팅정 125/31.25/200밀리
그램의 경우 최소 47백만원에서 최대 58백만원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남
Ÿ

제네릭 제약사가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주된 이유는 후발의약품이
조기에 진입하여 조금 더 일찍 시장점유율을 차지했기 때문임

앞서 매출 변화 평가 방법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진입 후 경쟁효과는 허가특
허연계제도가 없었을 때에 비교해 다르게 나타나는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
로 나타낼 수 있음.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의 실제 시장점유율이 제네릭 의
약품 시장점유율 함수로 추정한 대조군의 시장점유율(허가특허연계제도가 없
었을 경우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한 후 동일 시점에서 보였을 시장점유
율)보다 높을 경우,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액은 감소하고, 제네릭 제약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Ÿ

예를 들어, 스타레보필름코팅정 50/12.5/200밀리그램의 경우 조기 진입
기간이 8개월이기 때문에 9개월 시점에서 진입 후 경쟁효과가 발생함. 이
때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의 실제 시장 점유율(9개월 시점)이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함수로 추정한 대조군의 시장 점유율(9-8 = 1개월
시점)보다 높기 때문에,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액은 감소하고, 제네릭 제
약사의 매출액은 증가함

Ÿ

스타레보필름코팅정은 함량별로 조기진입 기간이 4개월부터 8개월까지 다
양하기 때문에 각 시점에서의 진입 후 경쟁효과를 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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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별 의약품의 매출 변화
□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 이후 스타레보필름코팅정의 후발의약품에 대해 평균적
인 시장점유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분석 결과, 스타레보필름코팅정의

후발의약품의 개별 시장점유율(제품 하나

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의 평균 및 가중평균값은 비교 대상 의약품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즉,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은 후발의약품 진입 후 같은 시점
에서의 비교 대상 의약품에 비해 높으며, 여기에서 분석한 것처럼 개별 의약
품의 시장점유율도 비교 대상 의약품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앞의 시
장점유율 평가 결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 전체의 시장
점유율은 비교 대상 의약품에 비해서는 높으나 ATC 1단계가 ‘N’인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점유율 추정치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이 경우 제네릭 독점권
의 영향을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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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페브릭정
① 후발의약품의 진입 시점
□ 2개 제품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가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 시점에 미친 영향
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과 같음

표 46. 후발의약품 진입 시점 (우선판매품목허가, 페브릭정)
제품명
(오리지널 의약품)
평가
대상

페브릭정40mg
페브릭정80mg

통지수령일
2015-06-26
2015-06-26

우판

후발의약품

미획득시

품목허가일
2015-09-17
2015-09-17

시장진입1)
2016-03-27
2016-03-27

실제
시장진입

시장진입
2)

시점 변화3)

2015-11-10
2015-11-10

-4.6개월
-4.6개월

주) 후발의약품이 다수이므로 해당 항목에서 가장 이른 허가신청/품목허가일을 기준으로 분석함
1) 해당 의약품 시장에서 어느 제약사도 인용 심결/판결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통지수령일로부터의 9개월
간의 판매금지가 종료된 후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가능
2) 페브릭정 2개 품목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소멸일 (후발의약품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인용일)과 동일함
3) 사례군의 품목허가일 이후 실제 시장 진입까지 소요 기간(실제 시장진입-품목허가일)에서 대조군의 품목
허가일 이후 시장 진입까지의 소요기간(우판 미획득시 시장진입-품목허가일)을 빼주어서 계산함 (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변환)
출처: 식약처 특허목록, 식약처 의약품등정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

분석한 결과, 페브릭정 2개 제품의 후발의약품(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은
인용 심결/판결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대조군)에 비해 4.6개월 더 일찍 시장
에 진입(조기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Ÿ

페브릭정 2개 제품의 후발의약품은 실제 판매금지 처분이 발생했으나 특
허 심판을 통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해 시장에 들어온 사례임. 즉, 판
매금지 처분에 따라 조건부 허가를 받은 후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인용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판매금지 기간이 종료된 시점을 실제 시장진
입 시점으로 볼 수 있음

② 시장점유율
□ 페브릭정 2개 제품에 대한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과 그 비교 대상 의약품의
시장점유율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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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의약품(페브릭정의 후발의약품)의 경우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졌으
나 특허 심판을 통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함으로서 판매금지 조치가 소멸
된 사례임
페브릭정 두 제품의 후발의약품의 경우 시장 진입 후 1개월 시점에서 각각
5~6개, 3개월 시점에서 각각 6~9개, 9개월 시점에서 각각 7~9개의 제품이
건강보험 청구내역이 있었음. 이는 평균적으로 비교 대상 의약품의 시장점유
율 및 ATC 코드 1단계가 ‘M’인 하위 그룹에 대한 제네릭 시장점유율 함
수 추정치보다 다소 높았음
Ÿ

평가 대상 의약품(페브릭정과 그 후발의약품)은 통풍치료제로 주요 성분
은 페북소스타트이며, 통풍치료제 시장의 경우 페브릭정이 2015년 기준
전체 시장 점유율의 44%35) 를 차지할만큼 화학적·약물학적특성이 유사
한 의약품이 많지 않은 시장 특성상 평가 대상 의약품의 후발의약품의 시
장점유율이 높게 나타났을 수 있음.

Ÿ

페브릭정 두 개 제품의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종료된 9개월 시점 이후
인 11개월 시점부터 우선판매품목허가 미획득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함.
페브릭정 80밀리그램의 후발의약품 경우 이 시점부터 시장점유율이 다소
증가했으나, 페브릭정 40밀리그램의 후발의약품의 경우 오히려 시장점유
율이 감소함

③ 약품비 변화
□ 앞서 설명한 약품비 변화에 대한 개념적인 틀을 바탕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페브
릭정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약품비 변화를 분석함
평가 대상 의약품인 페브릭정 4개 제품의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은 앞서
‘후발의약품 진입 시점’의 분석 결과와 같이 함량별로 40밀리그램 및 80밀
리그램 모두 시장에 4.6개월 먼저 진입한 것으로 추정됨
Ÿ

두 용량 모두 월 단위로 최단 4개월에서 최장 5개월 시장에 조기 진입한
것으로 보고 분석함

- 의약품 사용량은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이
후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 동안의 실제 의약품 사용량을 바탕으로 분석
Ÿ

두 용량 모두 위 기간은 2016년 2월부터 2016년 10월에 해당함

35) 신문기사 참조. 출처: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75072&table=article&categor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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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36)의 경우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 실제 약가를 적용하여 분석
함
□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약품비 변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7.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약품비 변화 (페브릭정)
단위 : 원

조기
진입기간

진입시점
효과1)

모형1
(전체)
진입 후
경쟁효과2)

계

진입시점
효과

모형2
(하위그룹)
진입 후
경쟁효과

계

평가 대상 의약품 – 페브릭정 40밀리그램 및 후발의약품
4개월
(최단)
5개월
(최장)

-201,771,026

-26,721,657

-228,492,683

-201,771,026

-28,487,513

-230,258,539

-269,301,873

-26,613,319

-295,915,192

-269,301,873

-28,523,721

-297,825,594

평가 대상 의약품 – 페브릭정 80밀리그램 및 후발의약품
4개월
(최단)
5개월
(최장)

-581,050,199

-10,503,691

-591,553,890

-581,050,199

-12,220,434

-593,270,632

-732,528,810

-11,278,161

-743,806,971

-732,528,810

-12,995,580

-745,524,390

주) 모형1은 분석 과정에서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 함수 추정값을 사용한 결과
이며 모형2는 ATC코드 1단계가 M인 경구제에 해당하는 하위그룹을 대상으로 한 제네릭 의약품 점유
율 함수 추정값을 사용한 결과임
1)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 후발의약품이 조기 진입하여 나타나는 약품비 변화
2)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가 없었을 경우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 시점 이후에 나타나는 약품비 변화
출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구진이 분석함

분석 결과, 우선판매품목허가 없는 경우에 비해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약
품비는 조기진입 기간에 따라 모형 1을 기준으로 페브릭정 40밀리그램의 경
우 최소 228백만원에서 최대 296백만원 정도가 감소하고, 페브릭정 80밀리
그램의 경우 최소 592백만원에서 744백만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Ÿ

이때, 기존의 상황(우선판매품목허가가 발생 안한 경우를 가정)은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함수를 이용하여 가상적으로 추정함. 모형 1의 경우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함수의 추정 값이고, 모형 2의 경우 하위그룹
(ATC 코드 1단계가 M인 경구제)을 대상으로 한 추정 값임

Ÿ

분석 결과 약품비 변화는 함량별로 모두 음수로 나타나 각각의 금액만큼
약품비가 감소한 것을 나타냄

Ÿ

이러한 약품비 지출 감소는 후발의약품이 4-5개월 정도 조기 진입한 것

3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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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인함
모든 함량에서 모형 2를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약품비 지출 감소폭이 모형 1
에 비해서는 약간 더 크게 나타남
Ÿ

이는 모형 2에서 사용한 월별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 추정값이 모형 1에서
사용한 값보다 더 작아서 실제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의 시장점유율과
의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임

스타레보필름코팅정과 마찬가지로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해 후발의약품이 조
기 진입할수록 약품비 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④ 매출 변화
□ 앞서 설명한 약품비 변화에 대한 개념적인 틀을 바탕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페브
릭정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매출 변화를 분석함
후발의약품 조기 진입 기간, 약가 등 분석에 필요한 값에 대한 설명은 위의
‘약품비 변화’에서 기술한 것과 동일함
□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매출 변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8.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매출 변화 (페브릭정)
단위 : 원

조기
진입기간

모형1
(전체)
오리지널 제약사의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 변화
매출 변화

모형2
(하위그룹)
오리지널 제약사의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 변화
매출 변화

평가 대상 의약품 – 페브릭정 40밀리그램 및 후발의약품
4개월
(최단)

-429,150,351

200,657,667

-441,018,541

210,760,002

5개월
(최장)

-515,689,981

219,774,789

-528,529,661

230,704,067

평가 대상 의약품 – 페브릭정 80밀리그램 및 후발의약품
4개월
(최단)

-792,135,871

200,581,981

-814,675,043

221,404,411

5개월
(최장)

-983,611,881

239,803,910

-1,006,159,931

260,635,541

주)모형1은 분석 과정에서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함수 추정값을 사용한 결
과이며 모형2는 ATC코드 1단계가 M인 경구제에 해당하는 하위그룹을 대상으로 한 제네릭 의약품 점유
율 함수 추정값을 사용한 결과임
출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구진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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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액은 조기진입 기간에 따라 모형 1을 기준으로 페브릭
정 40밀리그램의 경우 최소 429백만원에서 최대 516백만원 정도가 감소하
고, 페브릭정 80밀리그램의 경우 최소 792백만원에서 984백만원 정도가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남
Ÿ

이때, 기존의 상황(우선판매품목허가가 발생 안한 경우를 가정)은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함수를 이용하여 가상적으로 추정함. 모형 1의 경우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함수의 추정 값이고, 모형 2의 경우 하위그룹
(ATC 코드 1단계가 M인 경구제)을 대상으로 한 추정 값임

Ÿ

오리지널 제약사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주된 이유는 후발의약품
이 조기에 진입하여 조금 더 일찍 시장점유율을 내주었기 때문임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제네릭 제약
사의 매출은 모형 1을 기준으로 조기진입 기간에 따라 페브릭정 40밀리그램
의 경우 최소 201백만원에서 최대 220만원 증가하고, 페브릭정 80밀리그램
의 경우 최소 201백만원에서 최대 240백만원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남
Ÿ

제네릭 제약사가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주된 이유는 후발의약품이
조기에 진입하여 조금 더 일찍 시장점유율을 차지했기 때문임

⑤ 개별 의약품의 매출 변화
□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 이후 페브릭정의 후발의약품에 대해 평균적인 시장점유
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분석 결과, 페브릭정의 후발의약품의 개별 시장점유율(제품 하나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의 평균 및 가중평균값은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인 시장 진입 후
최초 9개월동안 비교 대상 의약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즉, 앞의 ‘시장점유율’평가 결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페브릭정의 후발의약품
전체의 시장점유율은 후발의약품 진입 후 같은 시점에서의 비교 대상 의약품
에 비해 높으며, 여기에서 분석한 것처럼 개별 의약품의 시장점유율도 비교
대상 의약품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영향평가의 평가 대상 의약품
에서는 우선판매품목허가에 의한 제네릭 독점권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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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비교 대상 의약품의 후발의약품의 개별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페브릭정의 후발의약품의 개별 시장점유율의 평균 및 가중평균값은
시장 진입 후 10개월 시점부터 확연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우선판매품목허
가로 인한 제네릭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진 후 예상할 수 있는 개별의약품의
시장점유율 감소를 나타냄
Ÿ

위의 “시장점유율”에서 논의한 것처럼 해당 의약품이 속한 통풍치료제
시장의 경우 화학적·약물학적특성이 유사한 의약품이 많지 않은 시장 특
성상 평가 대상 의약품의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나타났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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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심비코트터부헬러
① 후발의약품의 진입 시점
□ 심비코트터부헬러 2개 제품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가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
시점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과 같음
표 49, 후발의약품 진입 시점 (우선판매품목허가, 심비코트터부헬러)
제품명
(오리지널 의약품)
심비코트터부헬러
평가
대상

160/4.5mcg
심비코트터부헬러
320/9mcg

통지수령일

후발의약품
품목허가일

우판
미획득시
시장진입1)

실제
시장진입

시장진입
2)

시점 변화3)

2015-03-18

2016-03-17

2015-12-19

2016-03-17

0개월4)

2015-03-18

2016-03-17

2015-12-19

2016-03-17

0개월4)

1) 해당 의약품 시장에서 어느 제약사도 인용 심결/판결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통지수령일로부터의 9개월
간의 판매금지가 종료된 후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가능
2) 심비코트의 후발의약품의 경우 인용 심결/판결을 품목허가일 이전에 획득하여 품목허가 이후 바로 시장
에 진입함
3) 사례군의 품목허가일 이후 실제 시장 진입까지 소요 기간(실제 시장진입-품목허가일)에서 대조군의 품목
허가일 이후 시장 진입까지의 소요기간(우판 미획득시 시장진입-품목허가일)을 빼주어서 계산함 (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변환)
4) 우판을 획득했으나 실제 시장에 진입한 시점이 우판을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보다 늦을 경우에는 시장에
0개월만큼 조기진입한 것으로 보고, 시장진입 시점 변화를 0개월로 나타냄
출처: 식약처 특허목록, 식약처 의약품등정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

심비코트터부헬러 2개 제품의 후발의약품(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은 통지수
령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후 품목허가를 받아 시장에 조기진입하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남
Ÿ

심비코트터부헬러 후발의약품은 제형이 특수하여(흡입제) 일반적인 경우
보다 품목허가에 필요한 심사를 통과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림. 이로 인해
품목허가일이 통지수령일만을 고려하여 산출한 우선판매품목허가 미획득
시 시장진입일보다 늦어져 조기 진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Ÿ

그러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지 못하고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더라도
제형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마찬가지로 품목허가일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심비코트터부헬러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조
기진입하지 못한 것이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
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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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점유율
□ 심비코트터부헬러 2개 제품에 대한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과 그 비교 대상 의
약품의 시장점유율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심비코트37)는 용량이 동일하더라도 흡입기 종류와 총 분무횟수에 따라 여러
종류의 제품이 다수 존재함. 이에 시장점유율 산출 시에는 우선판매품목허가
를 받은 후발의약품과 주성분코드가 동일한 오리지널 의약품에 한하여 점유율
을 합산하여 계산함
Ÿ

심비코트터부헬러의 비교 대상 의약품도 마찬가지로 후발의약품과 주성분
코드가 일치하는 오리지널 의약품에 한하여 점유율을 합산하여 계산함

심비코트터부헬러의 후발의약품은 시장에 출시(보험급여 기준)된 이후에 2개
월 간 청구량이 없었고, 시장 진입 후 3-9개월 시점에 함량별로 각각 1개의
제품이 건강보험 청구내역이 있었음. 이는 비교대상의약품이나 전체 외용제
대상 제네릭함수 추정치와 비교해보아도 상당히 낮은 점유율으로 볼 수 있음
Ÿ

심비코트터부헬러의 후발의약품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로 시장에 진입한 전체 후발의약품 개수 차이를 들 수 있음. 9개
월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입이 제한되
어 시장에 진입한 전체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 증가 속도를 더디게 만
들었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분석 기간 동안 비교 대상 의약품의 후발의
약품도 1-2개로 심비코트터부헬러의 후발의약품 수인 1개와 별다를 차이
가 없음. 따라서 이 경우에는 후발의약품 개수보다는 다른 요인에서 점유
율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큼

Ÿ

심비코트터부헬러의 후발의약품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이는 다른
이유로는 제네릭 제약사의 마케팅 역량 차이를 들 수 있음.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제네릭 제약사는 출범한지 몇 년 되지 않아 마케팅 역량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38)39)

37) 심비코트터부헬러, 심비코트라피렐러를 총칭하여 심비코트라고 기술함
38) 기사 인용 http://www.yakup.com/news/index.html?nid=194321&mode=view
39) 기사 인용 http://www.medidream.kr/news/articleView.html?idxno=1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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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약품비 변화
□ 앞서 설명한 약품비 변화에 대한 개념적인 틀을 바탕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심비
코트터부헬러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약품비 변화를 분석함
평가 대상 의약품인 심비코트터부헬러 2 개 제품의 우선판매품목허가의약품은
앞서 ‘후발의약품 진입 시점’의 분석 결과와 같이 함량별로 160/4.5mcg
및 320/9mcg 모두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의 시장진입가
능일보다 시장에 2.9개월 늦게 진입한 것으로 추정됨
Ÿ

즉, 두 용량의 시장 조기진입 시점은 0개월임

Ÿ

심비코트터부헬러의 후발의약품은 시장에 조기진입은 하지 못했으나, 의약
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통지 및 특허심판을 통해 우선판매품목허가
를 획득하였음.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게 되면 후발의약품의 조기진입
에 따른 진입시점효과와 다른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부분적으로 제한
하게 되어 시장점유율이 변하는 진입 후 경쟁효과가 발생하게 됨. 심비코
트터부헬러 후발의약품의 경우 시장에 조기진입하지 못해 진입시점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진입 후 경쟁효과는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
장 조기진입 시점을 0개월로 놓고 약품비 변화를 분석함

- 의약품 사용량은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이
후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 동안의 실제 의약품 사용량을 바탕으로 분석
Ÿ

두 용량 모두 위 기간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1월에 해당함

약가40)의 경우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 실제 약가를 적용하여 분석
함
심비코트터부헬러는 포모테롤과 부데소나이드 복합제로 두 성분은 후발의약품
이 시장에 진입한지 오래되어 후발의약품 진입 시 약제 상한금액 가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이 때문에 두 성분의 복합제인 심비코트터부헬러와 그 후발의
약품은 후발의약품 시장진입 후 약제 상한금액 가산을 받지 못하여 모두 오리
지널 의약품 기존 약가의 53.55%에 해당하는 약가를 상한금액으로 부여받음
□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약품비 변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4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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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0.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약품비 변화 (심비코트터부헬러)
단위 : 원

조기
진입기간

진입시점
효과1)

모형1
(전체)
진입 후
경쟁효과2)

계

진입시점
효과

모형2
(하위 그룹)
진입 후
경쟁효과

계

평가 대상 의약품 – 심비코트터부헬러160/4.5마이크로밀리그램 및 후발의약품
0개월

-

67,611,043

67,611,043

-

23,523,777

23,523,777

평가 대상 의약품 – 심비코트터부헬러320/9마이크로밀리그램 및 후발의약품
0개월

-

20,401,821

20,401,821

-

6,941,988

6,941,988

주) 모형1은 분석 과정에서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 함수 추정값을 사용한 결과
이며 모형2는 외용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 함수 추정값을 사용한 결과임
1)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 후발의약품이 조기 진입하여 나타나는 약품비 변화
2) 우선판매품목허 제도가 없었을 경우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 시점 이후에 나타나는 약품비 변화
출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구진이 분석함

분석 결과,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해
약품비는 모형 1을 기준으로 심비코트터부헬러160/4.5마이크로밀리그램의 경
우 68백만원 정도가 증가하고, 심비코트터부헬러320/9마이크로밀리그램의 경
우 20백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Ÿ

이때, 기존의 상황(우선판매품목허가가 발생 안한 경우를 가정)은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함수를 이용하여 가상적으로 추정함. 모형 1의 경우
전체 의약품 대상 제네릭 함수 추정값을 사용하고, 모형 2의 경우 전체
외용제 대상 제네릭 함수 추정값을 사용함

두 함량 모두 모형 2를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약품비 지출 증가폭이 모형 1
에 비해서는 더 작게 나타남
Ÿ

모형 2를 기준으로 심비코트터부헬러160/4.5마이크로밀리그램의 경우 24
백만원 정도가 증가하고, 심비코트터부헬러320/9마이크로밀리그램의 경우
7백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Ÿ

이는 모형 2에서 사용한 월별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 추정값이 모형 1에서
사용한 값보다 더 작아서 실제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의 시장점유율과
의 격차가 작아지기 때문임

위 분석결과에 따르면 심비코트터부헬러는 우선판매품목허가가 발생하지 않았
을 때보다 약품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18 -

Ÿ

이는 심비코트터부헬러 후발의약품의 경우 시장 조기 진입 시점이 0으로
진입시점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시장 진입 후에는 실제 시장점유율이 제
네릭점유율 함수 추정치보다 낮아 약품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Ÿ

그러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9개
월이 지난 후에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특허로 인해 후발의약품의 원활한 판매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심비코트터부헬러 후발의약품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 것이 획득하
지 못한 것을 가정했을 때보다 반드시 약품비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
용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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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매출 변화
□ 앞서 설명한 약품비 변화에 대한 개념적인 틀을 바탕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심비
코트터부헬러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매출 변화를 분석함
후발의약품 조기 진입 기간, 약가 등 분석에 필요한 값에 대한 설명은 위의
‘약품비 변화’에서 기술한 것과 동일함
심비코트터부헬러의 후발의약품은 시장에 조기진입은 하지 못했으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통지 및 특허심판을 통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
하였음.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게 되면 후발의약품의 조기진입에 따른 진
입시점효과와 다른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게 되어 시장
점유율이 변하는 진입 후 경쟁효과가 발생하게 됨. 심비코트터부헬러 후발의
약품의 경우 시장에 조기진입하지 못해 진입시점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진
입 후 경쟁효과는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장 조기진입 시점을 0개월
로 놓고 매출 변화를 분석함
□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매출 변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51.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매출 변화 (심비코트터부헬러)
단위 : 원

조기
진입기간

모형1
(전체)
오리지널 제약사의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 변화
매출 변화

모형2
(하위그룹)
오리지널 제약사의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 변화
매출 변화

평가 대상 의약품 – 심비코트터부헬러160/4.5마이크로밀리그램 및 후발의약품
0개월

445,127,424

-377,516,381

174,194,104

-150,670,327

평가 대상 의약품 – 심비코트터부헬러320/9마이크로밀리그램 및 후발의약품
0개월

124,754,354

-104,352,532

47,355,230

-40,413,243

주) 모형1은 분석 과정에서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 함수 추정값을 사용한 결과
이며 모형2는 외용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 함수 추정값을 사용한 결과임
출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구진이 분석함

분석 결과,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은 모형 1을 기준으로 심비코트터부헬러160/4.5마이
크로밀리그램의 경우 445백만원 증가하고, 심비코트터부헬러320/9마이크로밀
리그램의 경우 125백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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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때, 기존의 상황(우선판매품목허가가 발생 안한 경우를 가정)은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함수를 이용하여 가상적으로 추정함. 모형 1의 경우
전체 의약품 대상 제네릭 함수 추정값을 사용하고, 모형 2의 경우 전체
외용제 대상 제네릭 함수 추정값을 사용함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제네릭 제약
사의 매출은 모형 1을 기준으로 심비코트터부헬러160/4.5마이크로밀리그램의
경우 378백만원 감소하고, 심비코트터부헬러320/9마이크로밀리그램의 경우
104백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오리지널 제약사 매출이 증가하고,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 제네릭 제약사
매출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온 주된 이유는 후발의약품 시장 조기진입 기간
이 0으로 진입시점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실제 시장점유율이 제네릭함수 추
정값보다 낮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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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별 의약품의 매출 변화
□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 이후 심비코트터부헬러의 후발의약품에 대해 평균적인
시장점유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분석 결과, 시장 진입 후 1-10개월 전 기간에서 심비코트터부헬러의 후발의
약품의 개별 시장점유율(제품 하나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평균 및 가중평균
값은 비교 대상 의약품에 비해 매우 낮음
즉, 앞서 시장점유율 평가 결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심비코트터부헬러의 후발
의약품 전체의 시장점유율은 후발의약품 진입 후 같은 시점에서의 비교 대상
의약품에 비해 낮으며, 여기에서 분석한 것처럼 개별 의약품의 시장점유율도
비교 대상 의약품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영향평가의 평가 대상 의
약품에서는 우선판매품목허가에 의한 제네릭 독점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Ÿ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심비코트터부헬러 후발의약품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이는 이유로는 제네릭 제약사의 마케팅 역량 차이를 들 수 있
음.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제네릭 제약사는 출범한지 몇 년 되지 않
아 마케팅 역량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이외에 다양한 영향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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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1) 판매 금지
□ 판매금지의 영향 평가 대상은 오리지널 의약품 2개, 후발의약품 2개이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베시케어정 2개 제품의 후발의약품 2개에 대한 판매금지의 직접 영향을 정량적
으로 분석한 결과,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은 약 1.7개월 지연된 것으로 나타남
약품비 지출은 판매금지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최소 9백만원에서 최대 21백만원
(모형 141) 기준, 모형 2의 경우 6-16백만원)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대부분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 증가(모형 1 기준 85-208백만원, 모형
2 기준 57-161백만원)으로 이어졌으며,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은 감소(모형
1 기준 76-187백만원, 모형 2 기준 51-145백만원)한 것으로 나타남
판매금지가 종료되고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 후발의약품의 시장점
유율은 전체 경구제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함수 추정값에 비해 조
금 높거나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제네릭 제약사의 행동전략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본 영향평가의 판매금지에 대한 평가 대상 의약품은 주성분 기준 한 개 사례로
향후 더 많은 사례에 대한 분석과 장기간의 관찰이 필요함
평가 대상 의약품에서 약품비 지출은 판매금지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대부분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으며, 제네
릭 제약사의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 우선판매 품목 허가
□ 평가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오리지널 의약품 11개, 후발의약품 71(14)42)개이
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아모잘탄정 3개 제품에 대한 후발의약품 43(4)개의 시장점유율을 시장 진입 후
21개월 시점까지 관찰한 결과,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9개월) 이후에도 ATC코
드 1단계가 동일한 하위그룹 “C”의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 함수 추정치 및 비
41) 여기서 모형 1은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시장점유율 함수의 추정값이고, 모형 2는 각 의약품에
해당하는 하위그룹을 대상으로 한 추정값임
42) 괄호 안의 숫자는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 종료 후 진입한 후발의약품의 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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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대상 의약품의 시장점유율에 비해 상당히 낮음
이는 평가 대상 의약품이 일반적인 오리지널-제네릭 관계가 아니고(염 변경
후발의약품),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속하며, 평가대상 의약품의 후발의약품 수
가 비교 대상 의약품의 후발의약품 수보다 적기 때문일 수 있음
□ 스타레보필름코팅정 4개 제품의 후발의약품 11(0)개에 대한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직접 영
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후발의약품은 4.6~8.0개월 정도 시장에 조기 진입한 것으
로 나타남
시장 진입 후 같은 시점에서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은 전 기간 비교 대상
의약품의 점유율보다 높음
Ÿ

비교 대상 의약품의 후발의약품의 경우 이미 시장에 제형만 다른 매우 유
사한 의약품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낮을 수 있음

시장 진입 후 같은 시점의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은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
율 함수 추정값(ATC코드 1단계가 N인 경구제)에 비해 12개월 시점까지 낮음
Ÿ

이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제한
되고, 시장에 진입한 후발의약품의 개수가 적으며, 복합제인 평가 대상 의
약품의 특성 상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음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약품비 지출
은 최소 25백만원에서 최대 31백만원(모형 1 기준, 모형 2 기준으로는
27-35백만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Ÿ

이는 후발의약품이 기존에 비해 4-8개월 정도 조기에 시장에 진입해 비
교적 약값이 저렴한 후발의약품으로의 대체가 더 일찍 발생했기 때문임

매출 변화 분석 결과,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은 감소하고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은 최소 225백만원에
서 최대 289백만원 (모형 1기준, 모형 2 기준으로는 258-323백만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Ÿ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후발의약품이 조기에 진입
하여 조금 더 일찍 시장점유율을 내주었기 때문임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은 최소 200백만원에서 최대 257백만원 (모형 1 기준,
모형 2 기준으로는 231-288백만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Ÿ

이는 후발의약품 조기 진입으로 일찍 시장점유율을 차지했기 때문임

□ 페브릭정 2개 제품의 후발의약품 15(10)개에 대한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직접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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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후발의약품이 4.6개월 정도 시장에 조기 진입한 것으
로 나타남
페브릭정 두 제품의 후발의약품의 경우 시장 진입 후 9개월 시점까지 평균적
으로 비교 대상 의약품의 시장점유율 및 ATC 코드 1단계가 ‘M’인 하위
그룹에 대한 제네릭 시장점유율 함수 추정치보다 다소 높았음
Ÿ

평가 대상 의약품(페브릭정과 그 후발의약품)은 통풍치료제로, 해당 시장
의 경우 페브릭정이 2015년 기준 전체의 44%43)를 차지할 만큼 화학적·
약물학적 특성이 유사한 의약품이 많지 않은 시장 특성상 평가 대상 의약
품의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나타났을 수 있음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약품비 지출
은 최소 820백만원에서 최대 1,040백만원(모형 1 기준, 모형 2 기준으로는
823-1,044백만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Ÿ

이것은 후발의약품이 4-5개월 정도 조기 진입한 것에 기인함

매출 변화 분석 결과,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은 감소하고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은 최소 1,221백만원
에서 최대 1,500백만원(모형 1 기준, 모형 2 기준으로는 1,256-1,535백만
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Ÿ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후발의약품이 조기에 진입
하여 조금 더 일찍 시장점유율을 내주었기 때문임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은 최소 402백만원에서 최대 460백만원(모형 1 기준,
모형 2 기준으로는 432-492백만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Ÿ

이는 후발의약품이 조기에 진입하여 일찍 시장점유율을 차지했기 때문임

□ 심비코트터부헬러 2(0)개 제품의 후발의약품에 대한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직접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의약품의 후발의약품은 시장에 조기 진입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 같은 시점에서의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제네릭 의약품 시장 점유율 함수 추정값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약품비 변화 분석 결과,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약
품비 지출은 88백만원 (모형 1 기준, 모형 2 기준으로는 31백만원) 정도 증
가한 것으로 추정됨
43) 신문기사 참조. 출처: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75072&table=article&categor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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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심비코트터부헬러 후발의약품의 경우 시장 조기 진입 시점이 0으로 진입
시점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시장 진입 후에는 실제 시장점유율이 제네릭
점유율 함수 추정치보다 낮아 약품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Ÿ

그러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9개
월이 지난 후에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특허로 인해 후발의약품의 원활한 판매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심비코트터부헬러 후발의약품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 것이 획득하
지 못한 것을 가정했을 때보다 반드시 약품비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
용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매출 변화 분석 결과,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오리지널 제약사
의 매출은 570백만원(모형 1 기준, 모형 2 기준으로는 221백만원) 정도 증
가한 것으로 추정됨.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은 482백만원(모형 1 기준, 모형 2
기준으로는 191백만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본 영향평가의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대한 평가 대상 의약품은 주성분 기준 네 개
사례로 향후 더 많은 사례에 대한 분석과 장기간의 관찰이 필요함
심비코트터부헬러를 제외한 모든 우선판매품목허가 평가 대상 의약품44)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약품비는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은 감소하고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약품비 측면에서 각 의약품에 대한 분석 결과의 최소 및 최대 감소값을 모형
별로 더해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음45)

표 52, 우선판매품목허가 평가대상 의약품 약품비 감소 종합

약품비 변화1)

모형1

모형 2

최소 757백만원 ~ 최대 983백만원 감소

최소 819백만원 ~ 최대 1,048백만원 감소

주) 각 의약품(용량별로)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최소 및 최대 감소 값을 더함
1)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만 산출한 아모잘탄정을 제외한 스타레보필름코팅정, 페브릭정, 심비코트터부
헬러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약품비 변화를 합산한 수치임

Ÿ

모형 1을 기준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 평가 대상 의약품의 약품비는 최소

44)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만 산출한 아모잘탄정은 제외함
45) 스타레보필름코팅정 50/12.5/200mg과 심비코트터부헬러 두 용량의 경우 시장 조기진입 기간이 각각 8.0
개월 및 0개월로 나타나 약품비 및 매출액 변화를 최소-최대값로 산출할 수 없음.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스타
레보필름코팅정 및 심비코트터부헬러 두 개 용량의 조기진입 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 및 매출 변화 값을 전
체 의약품의 약품비 및 매출 변화의 최소값 및 최대값에 각각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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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백만원에서 최대 983백만원 감소함
Ÿ

모형 2를 기준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 평가 대상 의약품의 약품비는 최소
819백만원에서 최대 1,048백만원 감소함

매출 변화 측면에서 오리지널사에 대한 매출 변화 분석 결과의 최소 및 최대
감소값을 더해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53, 우선판매품목허가 평가대상 의약품 매출 감소 종합(오리지널 제약사)

매출 변화

1)

모형1

모형 2

최소 873백만원 ~ 최대 1,216백만원 감소

최소 1,293백만원 ~ 최대 1,637백만원 감소

주) 각 의약품(용량별로)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최소 및 최대 감소 값을 더함
1)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만 산출한 아모잘탄정을 제외한 스타레보필름코팅정, 페브릭정, 심비코트터부
헬러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매출 변화를 합산한 수치임

Ÿ

모형 1을 기준으로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의 합은 최소 873백만원에서
최대 1,216백만원 감소함

Ÿ

모형 2을 기준으로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의 합은 최소 1,293백만원에
서 최대 1,637백만원 감소함

매출 변화 측면에서 제네릭사에 대한 매출 변화 분석 결과의 최소값과 최대값
을 더해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54, 우선판매품목허가 평가대상 의약품 매출 증가 종합(제네릭 제약사)

매출 변화

1)

모형1

모형 2

최소 120백만원 ~ 최대 235백만원 증가

최소 471백만원 ~ 최대 588백만원 증가

주) 각 의약품(용량별로)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최소값 및 최대값을 더함
1)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만 산출한 아모잘탄정을 제외한 스타레보필름코팅정, 페브릭정, 심비코트터부
헬러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매출 변화를 합산한 수치임

Ÿ

모형 1을 기준으로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의 합은 최소 120백만원에서 최
대 235백만원 증가함

Ÿ

모형 2을 기준으로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의 합은 최소 471백만원에서 최
대 588백만원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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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영향

□ 앞의 직접영향에 대한 정량평가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에 따라
제약 산업의 측면에서 연구 개발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대략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정량평가를 약식으로 수행함
□ 간접영향의 정량평가는 위의 직접영향의 정량평가에서 분석한 제약사의 매출 변
화 결과와 기존에 생성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제약사의 매출
변화와 그로 인한 연구개발비와 고용 변화를 간단한 산식으로 분석하고 평가함
간접영향은 그 경로가 복잡하고 인과성이 불분명하므로, 제도 시행에 따른 매
출 변화가 연구개발비나 고용에 직접적으로 얼마의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
는 것은 어려움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매출 변화의 크기가 제약 산업(연구개발비, 고용)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 규모인지를 대략적으로 가늠해보기 위해
기존에 생성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함해보기 위해
기존에 생성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함

가) 연구개발비 변화
□ 매출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비 변화는 보건산업진흥원의 <2016년 제약산업 분석
보고서>에 보고된 “국내 제약기업 부문별 매출액 대 연구개발비”자료를 활용
함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96개 상장 제약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는 7.1%46)이며, 이중 상위 10대 기업에서는 8.6%로 나타남. 본 영향평가
에서는 상장 제약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7.1%)을 활용함. 이를
분석에 사용하는데 아래와 같은 제한점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Ÿ

이 값은 개별 기업 단위에서 도출된 값이지만, 분석에서는 판매금지 및 우
선판매품목허가에 해당하는 제약사 전체 수준(오리지널 제약사, 제네릭 제
약사)에서 사용함

Ÿ

국내 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에 모두 같
은 값을 사용함. 오리지널 제약사가 외국 기업인 경우에는 매출 변화와 연

46) 2015년 기준 81개 상장 제약기업의 매출액은 16조 4,104억원이며, 연구개발비는 1조 1,69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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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비 변화의 관계가 국내 기업과는 상이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대략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함
□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매출변화로 인한 연구개발비 변화를 각각
분석함
앞서 직접영향의 정량평가에서 도출된 판매금지에 따른 제약사의 매출 변화
규모에 상장 제약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7.1%)을 곱해 연구개
발비 변화를 계산함
판매금지에 의한 매출 변화 분석 결과에서 모형 구분 없이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 증가의 최솟값과 최댓값47)을 각각 구해 이를 합산48)하
여 매출 변화에 따른 연구 개발비 증가의 범위를 계산하였음

(1) 판매 금지
□ 판매금지에 따른 매출변화로 인한 연구개발비 변화는 다음과 같음

표 55. 연구개발비 증감 (판매금지)
매출 증가

연구개발비 증가
지수1)

오리지널
제약사

제네릭
제약사

최소

56,894,172원

-186,836,196원

최대

207,665,203원

오리지널
제약사

제네릭
제약사

4,039,486원

-13,265,370원

14,744,229원

-3,634,322원

0.071
-51,187,635원

1) 2015년 기준 국내 제약기업 부문별 매출액 대 연구개발비 비중을 사용(상장 제약기업). 국내 기업 여부
와 상관없이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에 같은 값을 적용함
출처: 건강보험청구자료와 보건산업진흥원 <2016년 제약산업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분석함

분석 결과에 따르면, 판매금지로 인한 매출 변화로 인해 해당되는 오리지널
제약사 전체(집합)는 연구개발비가 4~15백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제네릭 제약사의 전체(집합)의 경우 매출 변화로 인해 연구개발비가 4~13백
만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47) 각 약품별로 모형 및 시나리오와 상관없이 발생 가능한 모든 매출 변화의 경우에서 실제 최솟값(음
의 값 포함)과 실제 최댓값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48) 각각의 최솟값과 최솟값, 최댓값과 최댓값을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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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판매 품목 허가
□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매출변화로 인한 연구개발비 변화는 다음과같음

표 56. 연구개발비 증감 (우선판매품목허가)
매출 증가

연구개발비 증가
지수1)

오리지널
제약사

제네릭
제약사

최소

-2,178,010,012원

803,189,186원

최대

-1,670,760,856원

1,066,638,692원

오리지널
제약사

제네릭
제약사

-154,638,711원

57,026,432원

-118,624,021원

75,731,347원

0.071

1) 2015년 기준 국내 제약기업 부문별 매출액 대 연구개발비 비중을 사용(상장 제약기업). 국내 기업 여부
와 상관없이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에 같은 값을 적용함
출처: 건강보험청구자료와 보건산업진흥원 <2016년 제약산업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분석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매출 변화로 인해 해당되는 오
리지널 제약사 전체(집합)는 연구개발비가 118 ~ 154백만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제네릭 제약사의 전체(집합)의 경우 매출 변화로 인해 연구
개발비가 57 ~ 76백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분석은 앞서 도출된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매출 변화의
크기가 연구개발비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 규모인지를 대략적으
로 가늠해보기 위해 수행한 것임. 실제 연구개발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
우 다양하며,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매출 변화가 연구개발비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지 않고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므로, 분석 결과를 해석하
거나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함
아울러 본 분석의 결과값은 당해 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 의약품의 매출액 변
화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으로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품목 전체를 대
상으로 분석한 수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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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
□ 매출 변화에 따른 고용의 변화는 보건산업진흥원의 <2014 보건산업 산업연관분
석>에 보고된 “의약품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함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의약품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5.92명임
Ÿ

고용유발계수(노동유발계수)는 생산의 파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
되는 노동량을 계량적으로 표시한 것

Ÿ

이는 해당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10억 원이 발생했을 경우 직·간접적으
로 유발하는 고용량을 의미함

Ÿ

즉, 추가적인 매출 변화 10억 원이 발생하였을 때 5.92명에 해당하는 고
용이 유발된다고 보고 분석에 적용함

Ÿ

이 값은 국내 의약품 산업 단위에서 도출된 값이지만, 분석에서는 국내 기
업 여부와 상관없이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에 모두 같은 값을
사용함. 오리지널 제약사가 외국 기업인 경우에는 매출 변화와 고용의 관
계가 국내 기업과는 상이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대략적
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함

Ÿ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 변화는 앞의 ‘연구개발비 변
화’에서 산출한 것과 같음

□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매출변화로 인한 고용 변화를 각각 분석
함
앞서 직접영향의 정량평가에서 도출된 판매금지에 따른 제약사의 매출 변화
규모에 의약품 산업 고용유발계수 (10억원 당 5.92명)을 곱해 고용 변화를
계산함
판매금지에 의한 매출 변화 분석 결과에서 모형 구분 없이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 증가의 최솟값과 최댓값49)을 각각 구해 이를 합산50)하
여 매출 변화에 따른 고용 증가의 범위를 계산하였음

49) 각 약품별로 모형 및 시나리오와 상관없이 발생 가능한 모든 매출 변화의 경우에서 실제 최솟값(음
의 값 포함)과 실제 최댓값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50) 각각의 최솟값과 최솟값, 최댓값과 최댓값을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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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 금지
□ 판매금지에 따른 매출변화로 인한 고용 변화는 다음과 같음

표 57. 고용 증감 (판매금지)
매출 증가

고용 증가
지수1)

오리지널
제약사

제네릭
제약사

최소

56.894.172원

-186,836,196원

최대

207,665,203원

오리지널
제약사

제네릭
제약사

0.34명

-1.11명

1.23명

-0.30명

5.92/10억 원
-51,187,635원

1) 2010년 기준 국내 의약품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를 사용. 국내 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에 같은 값을 적용함
출처: 건강보험청구자료와 보건산업진흥원 <2014 보건산업 산업연관분석>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분석함

분석 결과에 따르면, 판매금지로 인한 매출 변화로 인해 해당되는 오리지널
제약사 전체는 0.34~1.23명의 정(+)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며, 해당되는 제네릭 제약사의 전체(집합)의 경우 매출 변화로 인해 제네릭
제약사의 전체(집합)의 경우 0.30~1.11명의 부(-)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2) 우선판매 품목 허가
□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매출변화로 인한 고용 변화는 다음과 같음

표 58. 고용 증감 (우선판매품목허가)
매출 증가

고용 증가

오리지널
제약사

제네릭
제약사

최소

-2,178,010,012원

803,189,186원

최대

-1,670,760,856원

1)

지수

오리지널
제약사

제네릭
제약사

-12.89명

4.75명

-9.89명

6.31명

5.92/10억 원
1,066,638,692원

1) 2010년 기준 국내 의약품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를 사용. 국내 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에 같은 값을 적용함
출처: 건강보험청구자료와 보건산업진흥원 <2014 보건산업 산업연관분석>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분석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매출 변화로 인해 해당되는 오
리지널 제약사 전체는 9.89 ~ 12.89명의 부(-)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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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며, 해당되는 제네릭 제약사의 전체(집합)의 경우 매출 변화로 인
해 제네릭 제약사의 전체(집합)의 경우 4.75 ~ 6.31명의 정(+)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분석은 앞서 도출된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매출 변화
의 크기가 고용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 규모인지를 대략적으
로 가늠해보기 위해 수행한 것임. 실제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
양하며,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매출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
향은 직접적이지 않고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므로, 분석 결과를 해석하거나 일
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함
Ÿ

아울러 본 분석의 결과값은 당해 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 의약품의 매출
액 변화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으로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수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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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성평가
1)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가) 특허목록 등재
□ 특허목록 등재
등재 여부
Ÿ

등재특허권자는 의약품 품목허가와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특허는 제외
하고, 특허목록 등재 요건에 부합하는 특허는 대부분 등재 신청을 하는 편
임[그룹-1,2]

Ÿ

하지만 최근에는 특허등재를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특허등재의 실익(필요성, 유용성)이 없다고 여김[그룹-1]
∘ 등재신청을 하더라도 거절될 수 있고, 등재를 하지 않더라도 특허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특허청 특허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임[그룹-1]
∘ 불필요한 소송 예방[그룹-1,2]
∘ 등재로 인해 의약품 개발회사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측면이 있음. 미국
등에서는 특허를 애매하게 하는 일명‘잠수함’특허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도 있음[그룹-2]

Ÿ

특허를 보유한 제약사는 여러 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일부만 등재
하기도 함. 이 경우 등재된 특허만 유효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제약사
는 이를‘제약(制約)’으로 여김[그룹-1]

Ÿ

한국에 환자가 없는 의약품의 경우는 등재를 하지 않고 있음(예: 항말라
리아제)[그룹-2]

등재 이유(동기)
Ÿ

정보획득: 등재를 해야 통지를 해 주기 때문이며, 통지를 받는 것은 법적
대응을 할 때 매우 중요함[그룹-1,2]

Ÿ

제네릭의 시장진입 지연 의도[그룹-2]

Ÿ

불이익 사전예방:‘식약처 청구항의 내용이 권리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지?’가 명확하지 않아, 제약사들은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등재하는 경향이 있음[그룹-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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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재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
판매금지(시판방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특허등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국내 제약시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그룹-1]
진행 방법
Ÿ

국내외 제약사들은 특허 등재 업무를 회사 내부에서 1차적으로 준비하고,
등재가 결정되면 외부 법무법인(변호사, 변리사 등)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
음[그룹-1,2]

등재 비용
Ÿ

부담되지 않는 수준임(수수료 차원). 등재비용은 제품의 수, 특히 신제품
의 수에 영향을 받음. 신제품이 있으면 비용이 증가함. 신약의 경우 등재
신청 비용과 유지료를 포함하여 건당 300~400 만원(연간) 정도임[그룹
-1,2]

Ÿ

특허등재 비용보다 등재관련 행정 처리를 위한 대리인 비용이 훨씬 더 크
고, 대리인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음. 구체적인 대리인 비용은 회사 고위
층의 결정사항이라 정확히 알기 힘듦. 대리인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등재에 걸리는 기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가 등
재과정을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등재 기간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비용차이가 발생함[그룹-1,2]

절차 및 소요시간
Ÿ

특허 등재에 걸리는 소요시간은 문제 없음[그룹-1,2]

Ÿ

등재절차(과정)가 기계적임: 담당자가 세부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음
[그룹-2]

Ÿ

타사의 등재여부 확인 어려움: 등재 후 심사완료 기간(45일)이 잘 지켜지
지 않는 경우도 있어 등재여부를 알기 어려움[그룹-2]

Ÿ

등재료 납부의 번거로움: 등재 청구 및 청구비는 인터넷(법인카드 결제)
으로 할 수 있으나, 등재 완료 후 등재료 납부는 우편으로 지로용지를 받
아 납부해야함[그룹-1,2]

특허 담당 부서 인력 변화
Ÿ

외국계 제약사: 큰 변화 없음. 대부분의 외국계 제약사들은 국내(로컬)에
특허 담당 부서를 두고 있지 않음. 특허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외부 대형
법률사무소에 의뢰하고 있음[그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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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국내 제약사: 대체적으로 특허 담당 인력이 1~2명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
음. 제약사가 변리사를 직접 고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회사
내 특허담당 인력은 기본 검토를 주로 하고, 심판 절차는 외부에 의뢰함
[그룹-2]

□ 특허목록등재 제도의 문제점
제도의 현황
Ÿ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제도가 흘러가는 측면이 있음. 특허등재제도가 오리
지널 사의 특허권 남용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다른 법(예: 공정
거래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음[그룹-1]

제품과의 직접관련성 다툼
Ÿ

제약사와 식약처 간 이견(異見)이 종종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의약품과의 관련성은 본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특
허를 받을 때 이미 인정을 받은 사항임. 하지만 식약처 기준에 따라 관련
성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
이 들어 부담이 되고 있음[그룹-1]

식약처의 심사관리 기준
Ÿ

특허마다 청구항이 있는데 식약처가 청구항의 용어를 일일이 분석하여 용
어가 허가자료에 있는지 검토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입증자료를 요구함.
제약사는 관련성이 명확하다고 여기지만 식약처가 단순히‘용어 불일치’
로 등재를 거부할 경우 이를 설득하는데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 등
재제도는 2012년부터 시작되어 축적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입증자료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대리인 비용이 크게 증가함[그
룹-1]

선택적 특허 등록의 유용성
Ÿ

식약처는 등재된 특허에 대해 권리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제네릭 사
는 등재된 특허뿐만 아니라 다른 특허들도 모두 해결해야 함. 특허를 보유
한 회사가 선택적으로 특허를 등재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이 유용한지 의
문임[그룹-1]

변경사항 등재
Ÿ

특허등재 후 정보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등재를 해야 하는 데, 변경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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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변경해야 함. 이 절차가 간단하지 않고
구비서류가 매우 많으며, 특허 관련자에게 모두 연락하여 동의서를 받아야
함[그룹-1]
Ÿ

의약품‘허가’관련 변경 정보는 일괄적으로 수정하고 있지만,‘특허’관
련 정보는 특허목록집에 있는 내용에 대해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
고, 신청서 작성이 매우 복잡함. 예를 들어 사업장 이전 시 주소뿐만 아니
라 모든 정보를 다 변경해야 함[그룹-1]

특허등재 중복성
Ÿ

특허청이 엄밀하게 심사한 후 특허를 줬으면 그 자체로 유효한데 다시 식
약처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지 의문임[그룹-1]

Ÿ

특허 측면에서는 특허청이 식약처보다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는데, 특
허청이 심사한 특허를 식약처가 다시 심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하
고 있는 지, 특허청과 식약처가 동일한 특허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임[그룹-1]

□ 대안
특허 등재는 특허번호로 등재시키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이렇게 되
면 식약처가 내용에 대해 검토(심사)를 할 필요가 없어짐[그룹-1]
특허 등재는 미국처럼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를 식약처가 그대로 받아주었으면
함. 의약품과의 관련성은 본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특허를 받을 때 이미 인
정을 받은 사항임[그룹-1]
행정편의 지원
Ÿ

변경등재: 일일이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지 말고, 전산으로 변경
처리를 해 주었으면 함[그룹-1,2]

Ÿ

등재료 납부: 한 회사라도 특허마다 등재시점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행
정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 많으므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등재
료를 한 번에 모두 납부할 수 있으면 좋겠음[그룹-1,2]

Ÿ

등재료 미납 시 구제절차 마련: 등재료 납부시기를 놓치면 구제절차가 없
음. 납부기한 경과 후에 할증료를 내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
면 함[그룹-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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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매금지제도
□ 판매금지 신청 및 특허소송
의사결정자
Ÿ

외국계 제약사: 거의 대부분 본사가 결정함. 로컬은 본사에 정보(예: 판매
금지 신청 필요성 등)만 제공하고 있으며, 소송비용도 모두 본사가 지불함
[그룹-1]

Ÿ

국내 제약사: 내부 특허(IP, Intellectual Property) 담당자의 건의(판단)
에 따라 상부(최고 경영자, 기업주)에 보고하여 결정함. 하지만 회사에 따
라 본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사후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음[그룹-2]

진행 방법
Ÿ

거의 대부분 내부(자체) 검토 후 외부 대리인(법률사무소)을 통해서 진행함
[그룹-1,2]

고려사항
Ÿ

판매금지신청의 실익[그룹-1]

Ÿ

유사 사례 검토: 다른 나라의 유사 사례 고려[그룹-1]

Ÿ

전략적 검토: 어느 나라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할지 전략적으로 결정을 하
기도 함. 본사는 한국에서 먼저 소송을 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 편임[그룹
-1]

소송 비용
Ÿ

케이스마다 크게 다르며 통상 한 품목 당 1억원 이상임[그룹-1,2]

Ÿ

소송 제기부터 종료까지 걸리는 기간, 건수, 항소여부 등의 영향을 받음.
소송에 걸리는 기간이 늘어나면 대리인 비용이 크게 증가함[그룹-1,2]

판매금지 신청 비율(10% 정도)이 낮은 이유
Ÿ

외국계 제약사들은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판매금지 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그룹-1]

Ÿ

국내 제약사들은 허가 신청 전에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 심판 등으로 심
결을 받아두면 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판매금지 품목이 적은 것으
로 추정됨[그룹-2]

Ÿ

판매금지 기간(9개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개월 내에 판매금지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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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는 데, 통상적으로 특허소송에서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소 9개월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9개월의 판매금지 기간은 의미
없음. 미국의 판매금지 기간은 30개월임. 미국은 1심 판결이 나기까지 통
상적으로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고 있음[그룹-1]
Ÿ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의 영향: 우선판매품목허가(이하‘우판권’)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년 뒤에 판매할 의약품들도 우판권을 신청하는 추세가 나타
나고 있음. 수년 뒤 물질특허만료 뒤에 판매할 의약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걸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음. 특히 블록버스터(대형 시장규모 품목) 의
약품의 경우 우판권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많은 제네릭 사가 참여하기 때
문에), 오리지널 사가 판매금지를 신청하기 꺼려함[그룹-1]

Ÿ

‘모든 동일 의약품(제네릭)에 대해 판매금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의 영
향: 여기서‘동일’의 의미는 제형, 주성분 등이 동일한 지를 따지는 것이
고, 세부적인 것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애매함.‘동일 의약품’의 정의
는 약사법에 근거한 것인데, 특허법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현재는
모든 제네릭 사에 소송을 걸거나 모든 제네릭 사에 소송을 걸지 말아야
함. 선택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예를 들어 특정 의
약품의 조성에 대해 A 제네릭 사가 특허를 회피하여 들어왔다고(조성이
다르다고) 통지하면 특허침해가 아니므로 오리지널 사는 판매금지 신청을
하고 싶더라도 신청할 수 없고, 그 다음으로 진입하려는 B 제약사가 A사
와 같은 조성이라고 통지하면 B 제약사에 대해서도 특허침해 소지가 있더
라도 판매금지를 신청할 수 없음[그룹-1]

Ÿ

특허권 남용 시각 부담감: 모든 제네릭 사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특허권 남용’으로 바라볼 수 있어 부담이 되며,
이로 인해 판매금지 신청을 안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음[그룹-1]

□ 판매금지 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
판매금지 건수
Ÿ

기간과 건수 측면에서 볼 때‘거의 없다(무시할 만한 수준이다)’고 할
수 있음. 5개 성분 26개 의약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5개 의약품으로
봐야함[그룹-1]

판매금지 기간(9개월)의 타당성
Ÿ

외국계 제약사들은 판매금지 기간을 우판권 기간과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설정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기까지 너무 짧다고 생각하고 있음. 하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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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연장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게 여
기고 있음. 9개월은 통지 받은 시점 기준이므로 때문에 소송(심결)에 걸
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9개월은 의미 없는 기간임. 통상적으로 1심이 나오
기까지 9개월 이상이 걸림. 따라서 판매금지 제도의‘적절성’을 따지기
전에 제도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무용론)[그룹-1]
Ÿ

한편 국내사들은 판매금지 기간은 우판권 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둘
사이의 균형을 맞췄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음[그룹-2]

Ÿ

신약이 없는 회사는 경쟁력이 떨어져 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 질 것임[그
룹-3]

판매금지로 얻은 이익
Ÿ

제네릭 의약품 시장진입이 지연되어 얻은 이익의 규모는 무시할 만한 수
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판매금지의 이익은 거의 없고 비용이 훨씬 큼. 물
질 특허가 남아 있거나, 판매금지를 걸 만한 제품이 없거나, 판매금지의
효과가 없기 때문 등임[그룹-1]

오리지널-제네릭 제약사 간 합의 및 담합
Ÿ

부정적(회의적) 시각: 현 제도 하에서 담합은 불가능함. 담합을 했을 경우
약사법‘69조의 3’에 따라 합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공정거
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공정거래위원회가 5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괜찮은 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문제가 없으면
담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제도
임.‘오리지널사-제네릭사’간 담합을 한다면 이는 판매금지보다는‘역지
불합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짐[그룹-1]

Ÿ

현 제도 하에서 공식적 담합이 불가능하므로, 담합으로 인한 영향을 따질
수 없음[그룹-1]

Ÿ

일반 제네릭 사는 선호하지 않을 것 같고, 규모가 큰 상위 기업들은 합법
화되면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 담합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면 제약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음(빈익빈부익부 현상 출현 가능성)[그룹
-3]

□ 판매금지제도의 문제점
외자사와 국내 제약사 모두에게 불필요한 행정소송(비용)을 야기하고 있음.
제네릭 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 생각함[그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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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 신청으로 인한 실익은 거의 없음
Ÿ

판매금지 기간(9개월)이 너무 짧음: 9개월로 정한 근거가 현실적 상황보
다는 우판권 기간(9개월)과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맞춘 것 같음. 특허침해
소송의 경우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9개월이 걸림. 이러한 상황에서
9개월 판매금지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음. 제약회사들은 무용론을 제기하
고 있음[그룹-1]

모든 회사에게 판매금지 신청을 해야 하는 규정
Ÿ

우판권 획득을 위해 제네릭 사들이 오리지널 사에게 특허무효심판 및 권
리범위확인심판 등을 동시(10~20개)에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제네릭 사는 9개월 안에 심결을 받지 못하면 우판권을 획득하지 못
하기 때문에, 다수의 제약사들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칭‘묻지
마’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 비용절감 측면에서 소송을 독려하는‘주관
사’도 등장하고 있음. 이 경우 오리지널 사는 우판권을 신청한 모든 회사
에 일일이 판매금지 신청을 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
함[그룹-1]

판매금지 신청 통지 의무 사항
Ÿ

오리지널 사들은 모든 제네릭 회사들에게 판매금지 신청을 해야 하는 규
정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을 가
지고 있음[그룹-1]

□ 판매금지제도의 개선 방향
판매금지 효력개시 시점 재조정
Ÿ

판매금지기간은 통지받은 시점부터 9개월이며, 순수하게 판매금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9개월이 아님. 판매금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
기 위해서는 소송(심결)이 나온 후(판매할 수 있는 날로부터) 9개월로 해
야 함[그룹-1]

판매금지 제도의 원래 취지는‘지적재산권에 대한 존중’에서 도입된 것인데,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음[그룹-1]
우판권과 동시 고려
Ÿ

판매금지제도는 우판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판매금지 제도에만 문
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판매금지제도를 개선하려면 우판권과 함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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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짐[그룹-2]
개량신약을 개발한 회사에게도 판매금지 권한을 부여한다면 더 많은 개량신약
이 개발될 수 있을 것임[그룹-4,5]

다)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 제네릭 의약품 생산·판매 여부
오리지널 사 중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하더라도
자회사를 설립하여 제네릭을 판매하고 있음. 인터뷰에 참여했던 회사 중에서
제네릭을 생산하는 회사는 없었음

□ 특허심판
진행방법[그룹-2]
Ÿ

외부 의뢰: 내부 검토 후 외부 법률사무소(변호사, 변리사)에 의뢰하여 진
행함.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네릭 우판권 신청을 담당하는 법부법인은 대략
2~3개임

Ÿ

공동 진행: 대형 제약사들은 단독으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중소형 제약사
들은 대부분 공동으로 진행함

Ÿ

공동 진행: 회사 단독으로 우판권을 신청하기보다 공동(컨소시엄)으로 진
행하는 경우가 많음. 공동 진행 이유는 비용 절감(분담), 공동 생동성 실
험, 리스크 분담 등임

시기[그룹-2]
Ÿ

제네릭 개발 및 판매 일정을 고려하여 정함

Ÿ

다른 회사의 동향 고려하여 정함(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우판권을 신청할 때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누락되면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

소송비용[그룹-2]
Ÿ

소송 케이스마다 차이가 큼. 또한 대부분 공동으로 우판권을 신청한 후 비
용을 나누기 때문에 경우(몇 개 회사가 참여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
함

Ÿ

소송에 걸리는 기간이 중요함. 통상적으로 1심 기준으로 건당 2천만원 정
도 비용 발생. 1심에서 승소해도 우판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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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특허 청구항 및 특정 심판 형태 선호도[그룹-2]
Ÿ

승소율이 높은 방법을 선택함

Ÿ

물질 특허보다 조성물 특허의 승소율이 높아 선호함

Ÿ

최근 특허무효심판의 승소율이 낮아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선호하는 경향
이 있음

우선 심판제도 이용 여부
Ÿ

청구 건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대부분 우선 심판제도를 활용하고 있음[그
룹-2]

Ÿ

PMS 잔류기간, 제네릭 발매시점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활용함[그룹-2]

Ÿ

특허심판원도 자체적으로 기준(예: PMS 만료 시기 등)이 있어, 여러 회
사가 신청하면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음[그룹-1]

특허소송 취하 경험 및 이유
Ÿ

승소 가능성이 낮을 경우

Ÿ

심판청구 때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제품 출시 가능성이 낮아질 때[그룹
-2]

Ÿ

추후 다른 특허들이 등록 될 때[그룹-2]

Ÿ

정정 등을 통해 소송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그룹-2]

Ÿ

통상적으로 특허무효심판 취하 건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 취하 건수보다
많음[그룹-1]

특허소송 취하 시 손실 비용
Ÿ

기간: 특허소송 취하로 인한 손실 비용의 규모는 취하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짐.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리인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그룹-1]

Ÿ

지불 방식: 심판 청구 시 비용 일부를 지불하고 청구 이후 보완할 때 나
머지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 경우에는, 심판 청구만 하고 소송 취하하여(보
완 비용 들어가지 않아) 초기 비용만 발생함[그룹-4,5]

Ÿ

통상적으로 청구 건당 1심은 2천만원(착수금 1천만 원, 승소하면 추가 1
천만원), 2심은 2배 정도임[그룹-4,5]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한 약가 인하 손실분 지불 가능성 고려 여부
Ÿ

약가 인하 손실분 산정기준 불확실: 약가(인하)는 정책적 사항이라 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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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 사의 귀책사유로만 돌리기 애매함. 오리지널 사는 제네릭 시판으로 자
사가 입은 전체 손해를 손실분으로 여기지만, 제네릭 사는 제네릭 판매로
얻은 매출액을 오리지널 사의 손해로 여기는 경향이 있음. 또한 환자가 건
강보험제도로 비용 혜택을 입은 부분에 대해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임[그룹-2]
Ÿ

법원 판례 아직 없음: 현재까지 약가인하 손실분이 제네릭 사의 귀책사유
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없으나, 가능성은 감안하고 있음[그룹-2]

Ÿ

현실에서는 대부분 소송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가
합의하여 해결하는 편임[그룹-1,2]

□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
신청 이유(동기)
Ÿ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동기가 가장 큼. 타사가 이미 시장에 진입한 후 9
개월 뒤에 진입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그룹-2]

Ÿ

외국계 제약사 몇 개 회사를 제외하면 오리지널 사 중에서 제네릭 의약품
을 생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우판권을 신청하는 사례는 없는 상황임[그
룹-1]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의 영향
Ÿ

연구개발
∘ 우판권 제도의 도입으로 외국계 제약사의 의약품 연구개발에 미친 영
향은 거의 없음[그룹-1]
∘ 의약품 연구개발 시‘의약품 특허 목록’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가 생겼음[그룹-4,5]
∘ 제네릭 사들은 제네릭 개발 시점을 앞당기고 있음. 우판권 제도 시행
이전과 달리 발매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PMS 종료 5-6년 전)의약품
까지 준비하고 있음[그룹-2]

Ÿ

인력 고용
∘ (오리지널사) 우판권 제도의 도입으로 특허 인력 채용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음. 대부분 외부 대형 법률사무소에 의뢰하기 때문임[그룹-1]
∘ (제네릭 사) 특허 관련 인력 채용이 증가한 회사가 많음[그룹-2]

Ÿ

소송 증가: 오리지널 사는 우판권 제도의 도입으로 소송을 제기할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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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져 행정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변리사(변호사) 자문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음. 2016년에는 2015년에 비해 소송건수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2015년에 소송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대부분 소진되었고, 새로운
제품이 별로 없어 소송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그룹-1]
우판권 획득 후 제네릭 출시 여부
Ÿ

우판권을 획득하면 대부분 제네릭을 출시하고 있음[그룹-2]

독점판매권
Ÿ

독보적인 신약개발 기술이 없는 회사는 독점판매권 공유를 선호하고(주로
중소규모 제약사들), 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독점판매권 공유를 선호하지
않음(주로 상위 제약사들)[그룹-3]

Ÿ

동일한 회사 내에서도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음[그룹-3]

Ÿ

독점판매권을 일부 회사에게만 부여하면 시민단체 등이 반발할 가능성 있
음[그룹-2]

 우선판매품목허가(시장 선점 기간) 9개월
Ÿ

오리지널 사들은 큰 관심 없음

Ÿ

제네릭 사에게 9개월의 기간은 큰 도움(영향)이 됨. 우판권을 획득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병원에 신규로 들어가는 의약품
은 병원 내 DC(drug community, 의약품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후
발 제약사가 이미 병원에 납품되고 있는 타사의 제네릭을 자사의 제네릭
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움(병원 입장에서는 동일한 효능의 의약품인
데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낌). 따라서 우판권이 없
어 9개월 뒤에 시장에 들어가면 해당 의약품의 판매를 포기해야 할 수 있
음. 한편 우판권을 획득하여 병원에 납품을 한 제약사는 계속 제품을 납품
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음[그룹-2]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후 9개월 승소요건
Ÿ

허가 및 약가를 받는 데 걸리는 기간(3개월)은 예외로 인정해주므로, 9개
월의 기간은 적당하다고 생각함[그룹-2]

수익성
Ÿ

시장 선점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 우판권을 보유한 회사의 수와 품목의 시장규모에 따라 달라짐[그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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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은 우리나라의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많은 회사와 우판권을 공유하
고 있어 우판권 이익은 별로 없고, 우판권 제도가 없었을 때와 동일한 수
준임[그룹-2]
Ÿ

우판권보다 회사의 영업력에 이익이 좌우되고 있음[그룹-2]

Ÿ

이익(시장선점)과 비용(우판권 취득 비용) 비교: 품목에 따라 다르며, 신
제품일수록 이익이 큼[그룹-1]

우선판매품목허가 품목이 없는 이유[그룹-4,5]
Ÿ

시간 및 비용 문제

Ÿ

회사 라인업에 우판권이 필요 없음
∘ 우판권을 가지고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음
∘ 회사 주력 제품이 주사제라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신규성이
없어 특허가 없음
∘ 우판권이 필요 없는 의약품 위주로 개발하고 있음

타사의 우판권 획득이 귀사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그룹-4,5]
Ÿ

시장 주도권을 잃어 매출에 영향 받음

Ÿ

제네릭이 없으므로 타사 우판권 획득의 영향을 받지 않음

시장 진입 지연 따른 매출액 및 점유율 영향[그룹-4,5]
Ÿ

제품의 시장규모 및 영업력에 좌우 됨

Ÿ

중소규모 회사들은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낮아 영향이 크지 않음

오리지널사-제네릭사 간 합의 및 담합(시장진입에 미치는 영향)
Ÿ

부정적 의견
∘ 현행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공식적인 담합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음[그룹-1]
∘ 담합을 시도하더라도 담합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9
개월 기간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없다고 여겨짐[그룹-1]
∘ 우판권을 획득한 회사가 많을 경우 모두 담합해야 하고, 계약내용을 모
두 공개해야 하므로 담합의 동기가 없을 것으로 여겨짐[그룹-1]
∘ 오리지널 사는 우리나라 시장이 크지 않아 합의 및 담합 동기가 적을
것으로 여겨짐[그룹-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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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긍정적 의견[그룹-4,5]
∘ 현재도 우판권과 무관하게 제약사간 담합 형태의 계약이 있음. 공식적
으로 담합을 하지는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담함(합의)을 하는 경우는
있음
∘ 진보성·신규성이 없는 특허는 담합으로 특허의 이익을 연장할 수 있
기 때문임
∘ 담합을 하면 시장 진입에 영향을 받을 것임. 담합에 참여하는 회사는
시장진입이 빨라질 것이고, 담합에서 배제된 제네릭 사의 시장진입은
늦어질 것임

오리지널사-제네릭사 간 합의 및 담합(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그룹-4,5]
Ÿ

큰 회사의 경우 주력 제품은 자사생산 및 자사판매 방식으로 갈 것이고,
주력 제품이 아닌 것은 다른 회사(오리지널 사)와 협력관계를 할 가능성
이 있음

Ÿ

오리지널 사의 위임형 후발의약품: 기술공유 등으로 개발 일정을 단축할
수 있어, 위임을 받지 못한 제네릭 사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임

□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의 문제점
제도 평가, 원래 목적 달성 여부
Ÿ

우판권의 본래 취지는 오리지널을 넘어서는 우수한 제네릭을 개발하는 회
사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만, 현재는 우판권을 받는데 급급한 면이
있음[그룹-2]

Ÿ

회사 규모에 따른 차별 효과: 현재의 우판권 제도는 사실상 상위 대규모
제약사를 위한 것임. 규모가 작은 회사는 우판권을 획득하더라도 영업력이
떨어져 우판권 보유효과가 없음[그룹-2]

Ÿ

제약산업 구조의 왜곡화 초래
∘ 우판권 도입 이후 분업화(승인 주력 회사, 생산주력 회사, 판매주력 회
사 등으로 나뉘는 경향)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그룹-4,5]
∘ 공동 진행 증가: 특허도전을 위한 기술개발 보다 사업성(수익성)에 따
라 제약사들끼리 공동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예: 공동 승
인)[그룹-4,5]
∘ 소규모 제약사 난립: 우판권 도입 이전에는 회사의 능력(경제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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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네릭의 허가 및 생산이 결정되었으나, 최근에는 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예: 생동성 시험 비용 등)이 크게 증가하여 규모가 작은 회사는
단독으로 승인을 받는 게 부담스러워 운 상황임. 하지만 우판권 도입
후 공동 승인 형태로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소규모 회사들이 난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그룹-4,5]
자격(신청) 요건
Ÿ

자젹 요건을 강화해야 함. 현재는 제대로 된 제네릭을 개발할 수 없는 회
사들도 추세(타 회사 동향)에 따라 우판권을 신청하여 획득하는 경우가
있음[그룹-1,2]

14일의 최초심판청구 유예기간
Ÿ

14일의 유예기간은 오리지널 사와 제네릭 사 모두 불만을 갖고 있음
∘ 오리지널 사는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함. 유예기간을 두어 많은 제네릭
사가 들어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그룹-1]
∘ 한 예로 2015년 한 오리지널 사는 당뇨병 치료제(포시가)에 대한 소
송 200여건 받아낸 사례가 있었음.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 중에는 소송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그룹-1]
∘ 제네릭 사는‘14일 내 최초심판청구’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타사의 동
향을 계속 모니터링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타사의 심판 청구 현황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알 수 있다면 14일의 유예기간은 길다고 여겨짐[그
룹-2]
∘ 소송남발 초래: 의약품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14일 내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므로, 일단 소송에 참여하게 됨[그룹-1,2]

독점판매권
Ÿ

우판권을 보유한 회사가 많아 독점적 권리 행사가 어려워 실익 없음. 현재
는 독점권이라 할 수 없는 상황임[그룹-2]

Ÿ

독점판매권 공유로 인한 R&D 투자 의욕 저하[그룹-4,5]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후 9개월 승소요건
Ÿ

1심에서 승소하면 우판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네릭 사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음. 다만 1심에서 패소하고 상급심(2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승
소요건 9개월 기간이 지나 우판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문제
는 개선할 필요가 있음[그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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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용도특허에 대한 도전
Ÿ

제 2 용도특허 이슈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대부분 잘 모르고 있음[그룹
-1,2]

Ÿ

규정(제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그룹-4,5]

Ÿ

적응증 별로 우판권을 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음[그룹-4,5]

최초 허가신청 요건(반려, 취하 포함 문제)
Ÿ

반려: 최초 허가신청자로 인정
∘ 반려는 신청 요건(수준)이 부실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반려를
당한(허가 자료를 제대로 꾸미지 않는) 회사를 최초허가신청자로 인정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그룹-1,2]
∘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개발능력이 없는 제네릭 사가 최초 심판청구를
했다가 반려될 경우 후발 제네릭 사가 우판권을 획득하지 못하게 됨
[그룹-1,2]
∘ 완벽하게 준비한 회사에게만 최초 허가신청자 요건을 부여하는 게 타
당하다고 생각함[그룹-2]

Ÿ

취하: 최초 허가신청자로 인정하지 않음
∘ 특허법 관점에서 볼 때‘취하’는‘최초 심판 청구’자격이 없는 것으
로 보는 게 타당함[그룹-1]

특허 소송비용
Ÿ

경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그룹-1,2]

Ÿ

회사에게 부담스러운 수준임[그룹-2]

Ÿ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감수할 수 있으나, 불필요한 소
송남발로 인한 비용 발생은 문제라고 생각함[그룹-1,2]

Ÿ

1심 2,000만원, 2심 3,000~4,000만원(단독 진행, 대리인 비용 포함 경
우)[그룹-1,2]

역지불합의
Ÿ

공식적으로 드러난 국내 사례가 없어 논하기 어려움[그룹-1]

Ÿ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음[그룹-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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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의 개선방안
독점권 보장
Ÿ

R&D 투자에 적극적이고 기술력을 가진 일부 회사에게 독점권을 줘야 제
도 본연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함[그룹-4,5]

제네릭 사의 능력에 따른 차별화 장치 마련
Ÿ

[의견 1] 최초심판청구가 아닌 PMS 만료 전에 신청할 경우 모두 동일하
게 자격을 부여하면 준비가 잘 된 회사가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여겨짐
[그룹-2]

Ÿ

[의견 2]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회피를 한 품목에 대해 우판권을 부
여함[그룹-2]

14일의 최초심판청구 유예기간
Ÿ

[의견 1] 기간을 정하지 말고 최초심판청구 대신 승소심결을 받는 자 중
에서 최초허가신청을 한 모두에게 우판권 부여[그룹-2]

Ÿ

[의견 2] PMS 만료 이전에 개발을 완료하고 PMS 다음날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회사에 우판권 부여[그룹-2]

기타
Ÿ

사회적 공론화 필요: 오리지널 사와 제네릭 사 모두 우판권 제도에 불만
이 많고, 제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음.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우판권 제도에 대한 논의(공론화)가 필요함[그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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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간접적 영향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전 대응전략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었으나, 규모가 작거나 제네릭을
생산하지 않는 회사들은 대응전략을 세우지 않았다고 응답했음
제도 시행 직전에 많은 부분이 변경되어 미리 세워 놓았던 대응책이 효용이
없었음[그룹-2]
대응전략을 세운 경우
Ÿ

연구소를 재촉하여 제도 시행 전에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하였음. 이렇게
되면 우판권도 없지만 판매금지를 당하지도 않아 소송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그룹-2]

Ÿ

개발할 품목을 미리 정해놓고, 제도 시행 이후 대책을 세워 놓았음[그룹
-2]

□ 허가특허연계 제도의 영향
연구개발 투자(단기/중장기)
Ÿ

큰 변화 없음[그룹-4,5]

Ÿ

특허관련 소송, 특허 출원 비용 등을 포함하면 예산에 영향을 미침[그룹
-4,5]

Ÿ

위탁 및 수탁을 할 경우 개발 비용이 오히려 감소하기도 함[그룹-2]

연구개발 인력 고용
Ÿ

제도와 관련된 전문인력(예:변리사) 채용은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그
룹-4,5]

Ÿ

인력 고용이 증가했으나 이를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짓기는 애매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외주를 많이 주고 있고, 기존 RA(인허가)인력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임. 중소규모 제약사들은 RA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그룹
-2]

연구개발 업무
Ÿ

큰 변화는 없으나, 소송 준비 및 특허 등재를 위한 자료 준비 업무는 증가
하였음[그룹-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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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비용 및 투자에 영향을 준 외부 요인
Ÿ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그룹-4,5]

Ÿ

임상시험 및 생동성시험 기준 강화로 비용 증가[그룹-2,4,5]

Ÿ

서류 심사기준이 강화되어 비용 증가[그룹-4,5]

제약사의 역량 강화
Ÿ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음[그
룹-2,4,5]

 제약사 간 협력
Ÿ

공동 업무 진행을 위한 협력은 증가할 것임. 규모가 작은 회사는 자체적
연구개발보다 공동 개발을 할 가능성이 높음[그룹-4,5]

Ÿ

생산·영업·특허 부분에 협력이 강화될 것임. 위탁 및 수탁을 위한 제약
사 간 협력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그룹-4,5]

 제약사 간 M&A
Ÿ

대부분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그룹-2,4,5]

Ÿ

기술을 가진 회사의 가치에 따라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그
룹-4,5]

 제약사 양극화
Ÿ

허가특허연계제도와 무관하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다고 전
망함. 이유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가 선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비용이
증가(인건비, R&D 시설 등)하여, 대규모 회사들은 경쟁력이 있으나 중소
규모 회사들은 생존문제(도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그룹-4,5]

오리지널 사상의 대응 수단(위임형 후발의약품 개발, Co-marketing 등)
Ÿ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그룹-1,4,5]

Ÿ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그룹-1]

판매금지와 우선판매품목허가 중 국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비교
Ÿ

회사마다 의견이 달랐으나 판매금지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는 경
우가 약간 우세했음. 오리지널 사가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임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장기적 영향(예상)
Ÿ

긍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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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회사들은 시장 선도를 위해 R&D 투자를 늘릴 것임[그룹-4,5]
∘ 제약산업에서 특허검토의 중요성(공식화, 체계화, 문서화) 제고[그룹
-2]
Ÿ

부정적 측면
∘ 오리지널 사-제네릭 사 또는 제네릭 사-제네릭 사 간 합의 및 담합으
로 독점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 있음[그룹-4,5]
∘ 중소규모 회사들은 생존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그룹-4,5]

특정 치료군 및 특정 품목에 대한 영향
Ÿ

제품의 시장규모에 따라 다를 것임. 시장규모가 큰 의약품은 우판권을 받
기 위한 경쟁이 치열함[그룹-2]

신약개발 판매시장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동기
Ÿ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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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 향후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대응 전략
큰 틀에서 보면 지금까지 해 오던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음[그룹-1]
한국과 미국이 FTA 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이를 지켜보고 대응할 것임[그룹
-1]
경쟁력 있는 품목에 집중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방안을 찾을 것임[그룹-2]
개발 여력이 없는 품목은 수탁사를 통해 공동개발 전략으로 나갈 것임[그룹
-2]

□ 외국계 제약사에 대한 추가 질문[그룹-1]
본사 차원의 대응책: 본사는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고 있음. 다만 미국의 제
약협회(단체)는 한국의 상황(문제점)을 인식(주시)하고 있어, 제약협회 차원
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여겨짐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한국 제네릭 사 과보호 측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
나 그러한 의도(취지)가 느껴짐. 제도의 도입으로 오리지널 사보다는 국내 제
네릭 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더 걱정하는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형식적
으로 판매금지 기간(9개월)과 우판권 행사 기간(9개월)이 같지만 실질적으로
판매금지 기간은 9개월에 훨씬 못 미치고, 우판권은 9개월을 완전히 누릴 수
있음. 초기에는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점점 개
발자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음
허가특허연계제도가 한국시장에 특정 품목을 출시하는데 미치는 영향: 없음

□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Ÿ

앞의 관련 제도 분야에서 언급하였음

Ÿ

제도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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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결과
가) 일반 사항
(1) 설문참여 자격
□ 허가특허연계제도(특허권 등재, 통지,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관련

있음’32명(94.1%), ‘관련

없음’2명

(5.9%)으로 나타났음. 이에‘관련 없음’으로 응답한 2명의 설문조사의 결과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관련 있음’ 32명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
□ 설문조사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실시하였으므로, 누가 어떤 응답을 했는지 알 수
없음

(2) 현재 근무 부서
□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업무를 하고 있거나 과거에 관련이 있었다고 응답한 32
명을 대상으로 현재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개발’15
명(46.9%),‘법무’1명(3.1%),‘특허’6명(18.8%),‘허가’10명(31.2%)

이

었음
□ 다양한 부서들이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
라서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업무는 개발, 법무, 특허, 허가 부서에서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표 59. 현재 근무 부서
[단위: 명(%)]

구분

개발

법무

특허

허가

건수

15(46.9)

1(3.1)

6(18.8)

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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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약사 유형
□ 외국계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 모두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음. 전체 응답자(32명)
중 외국계 제약사는 11개(34.4%), 국내 제약사는 21개(65.6%) 이었음

표 60. 제약사 국적
[단위: 개(%)]

구분

외국계 제약사

국내 제약사

건수

11(34.4)

21(65.6)

(4) 신약·개량신약 출시 여부
□ 전체 응답자(32명) 중‘신약과 개량신약을 모두 출시한 적이 있음’11건
(34.4%) ‘신약만 출시한 적이 있음’9건(28.1%),‘개량신약만 출시한 적이
있음’7건(21.9%), ‘모두 없음’ 5건(15.6%)으로 나타남

- 156 -

표 61. 신약·개량신약 출시 여부
[단위: 건(%)]

구분

신약+개량신약 출시

신약 출시

개량신약 출시

모두 없음

건수

11(34.4)

9(28.1)

7(21.9)

5(15.6)

(5) 1년 매 출액

□ 전체 응답자(32명) 중‘1,000억원 미만’12건(37.5%),‘1,000억원~3,000억
원 미만’9건(28.1%),‘3,000억원 이상’11건(34.4%)으로 나타남
□ 제약업계에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3000억원 이하일 경우 중소규
모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음
표 62. 연간 매출액 규모
[단위: 건(%)]

구분

1,000 억원 미만

1,000~3,000 억원 미만

3,000 억원 이상

건수

12(37.5)

9(28.1)

1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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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 출 대비 R&D 투자액 비율

□ 전체

응답자(32명)

중‘5%

미만’5건(15.6%),‘5~10%

미만’14건

(43.8%),‘10% 이상’9건(28.1%),‘기타’4건(12.5%)으로 나타남. 기타에는
‘모른다’4건(12.5)이 있었음
표 63. 매출 대비 R&D 투자액 비율
[단위: 건(%)]

구분

5% 미만

5~10% 미만

10% 이상

기타

건수

5(15.6)

14(43.8)

9(28.1)

4(12.5)

(7) 허가특허연계제도 활용
□ 허가특허연계제도 활용 경험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활용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 27명(84.4%)이‘있음’이라고 답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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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허가특허연계제도 활용 경험
[단위: 건(%)]

구분

없음

있음

건수

5(15.6)

27(84.4)

□ 활용한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종류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활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27명을 대상으로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18건(66.7%),‘의약품 특허권 등재’
17건(63.0%),‘우선판매품목허가’16건(59.3%),‘판매금지’6건(22.2%)
순으로 나타남.‘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와‘의약품 특허권 등재’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65. 허가특허연계제도 활용 내용
[단위: 건(%), 복수 응답]

구분

의약품 특허권 등재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건수

17(63.0)

18(66.7)

6(22.2)

1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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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 등재
(1)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영향
(가) 특허업무 처리 방식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전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전에 특허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묻는 질문에서, 전
체 응답자(32명) 중‘내부 전담인력과 외부 전문가(변리사)를 병용’20건
(62.5%),‘외부 전문가(변리사) 자문’7건(21.9%),‘내부 전담인력 일임’4건
(12.5%),‘기타’1건(3.1%) 순으로 나타남. 기타에는‘타 회사 문의’가 있었
음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국내(대형) 및 국외 제약사들은 대부분 회사 내에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음. 하지만 특허 등재 및 특허 소
송 등 주요 업무는 외부 법률사무소에 의뢰하고, 내부 인력은 외부 전문가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음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후
허가특허연계 제도 시행 이후 특허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
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 11명(34.4%)이‘변화 있음’이라고 답해, 이
제도가 회사의 특허업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됨
표 66.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후 특허업무 처리
[단위: 건(%)]

구분

변화 없음

변화 있음

건수

21(65.6)

11(34.4)

허가특허연계 제도 시행 이후 특허업무 처리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11명을
대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서,‘외부 전문가(변리사)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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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대함’8건(72.7%),‘제도 시행 후 전담인력을 증원함’2건(18.2%),
‘기타’1건(9.1%) 순으로 나타남. 기타에는‘개발팀과 협업하여 전략 구
축’이 있었음
Ÿ

가장 큰 변화는 변리사 등 외부 전문가 자문을 확대한 점이었음

Ÿ

초점집단인터뷰에서는 대부분의 국내외 제약사들은 외부 법률사무소에 특
허관련 업무를 의뢰하고 있고, 신규로 특허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초점집
단인터뷰에서는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가 있었음) 채용 이유가 허가특
허연계제도 때문이라기보다‘회사의 필요에 의해서’라고 응답하였음

표 67.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특허처리 업무 변화
[단위: 건(%)]

구분

신규 채용

전담인력 증원

외부 전문가 자문 확대

기타

건수

0(0)

2(18.2)

8(72.7)

1(9.1)

표 68.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전 특허업무 처리 방식
[단위: 건(%)]
구분

내부 전담인력

외부 전문가 자문

내부와 외부 병용

기타

건수

4(12.5)

7(21.9)

20(62.5)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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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인력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전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전에 특허업무 처리를 내부 전담인력에 일임한다고
응답한 4명을 대상으로 그 인력의 규모를 묻는 질문에서‘0명’,‘1명’,‘3
명’, ‘10명’모두 각각 1건(25.0%)으로 나타남
특허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규모의 경우 회사에 따라 큰 편차가 있었고,‘0명’으
로 응답한 것은 구체적으로 숫자를 밝히는 데 애매한(불편한) 경우인 것으로 추
정됨
표 69. 특허업무 전담인력 규모
[단위: 명(%)]

구분

0

1

3

10

건수

1(25.0)

1(25.0)

1(25.0)

1(25.0)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후
허가특허연계 제도 시행 이후 특허업무 처리 변화에서‘제도 시행 후 전담인
력을 증원함’이라고 응답한 2명에게 현재의 허가·특허업무 내부 전담인력의
규모를 물은 결과 내부 인력은 2~3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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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0. 허가·특허업무 내부 전담인력 규모
[단위: 명(%)]

구분

2명

3명

건수

1(50.0)

1(50.0)

허가특허연계 제도 시행 이후 특허업무 처리 변화에‘제도 시행 후 전담인력을
증원함’이라고 응답한 2명에게,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으로 현재의 허가·특허
업무 내부 전담인력의 업무가 늘었는지 묻는 질문에서 2명(100%)이‘예’라고
답했음
표 71. 허가·특허 업무량
[단위: 건(%)]

구분

아니오(변화 없음)

예(증가)

건수

0(0)

2(100)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으로 현재의 허가·특허업무 내부 전담인력의 업무가
늘었다고 응답한 2명에게 어느 분야의 업무가 늘었는지 묻는 질문에서,‘특허
심판/소송 품목 발굴’2건(100.0%),‘선행 특허조사’및‘특허 심판/소송’
각각 1건(50.0%)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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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허가·특허업무 증가 분야
[단위: 건(%), 복수 응답]

구분
건수

선행

특허

특허

특허 심판/소송

특허조사

출원/등록

심판/소송

품목 발굴

1(50.0)

0(0)

1(50.0)

2(100.0)

기타
0(0)

(다) 특허목록등재제도 만족도
□ 만족도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하여‘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제도에 만족하는지 묻
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불만족함’12건(37.5%),‘만족함’8건
(25.0%),‘어느 쪽도 아님’12건(37.5%)으로 나타나 현재는‘불만족함’의
비율이‘만족함’보다 12.5%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상태임을 암시하고 있음
표 73.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제도 만족도
[단위: 건(%)]

구분

불만족

만족

어느 쪽도 아님

건수

12(37.5)

8(25.0)

1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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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족 이유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하여‘의약품특허목록 등재’제도에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12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제도에 비합리적인 점이
있다’7건(58.3%),‘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5건(41.7%),‘업무가 늘었
다’3건(25.0%),‘회사 매출액(수익성)이 감소하였다’ 및‘기타’ 각각 1건
(8.3%) 순으로 나타남. 기타에는‘제도가 이질적인 부분이 있다’가 있었음
이러한 경향은 초점집단인터뷰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음. 이미 특허청에서 특허
를 받았는데, 식약처에 다시 특허를 등재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음. 특허 등재과정에서 식약처와 이견(예: 직접관련성 등)이 발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
고, 굳이 등재하지 않더라도 특허 이슈가 생기면 특허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 특허 전문기관이 아닌 식약처에 다시 특허를 등재해야 하는 점 등을 불만
족 사유로 꼽았음
표 74. 의약품특허목록 등재 제도 불만족 이유
[단위: 건(%), 복수 응답]

구분

한국현실 부적합

비합리적

매출액 감소

업무량 증가

기타

건수

5(41.7)

7(58.3)

1(8.3)

3(25.0)

1(8.3)

□ 만족 이유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하여‘의약품특허목록 등재’제도에 만족 한다고 응
답한 8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제도가 합리적이다’4건
(50.0%),‘한국 현실에 맞다’3건(37.5%),‘기타’2건(25.0%),‘회사 매출
액이 증가하였다’1건(12.5%) 순으로 나타남. 기타에는‘기본적인 특허정보
파악’,‘제품 보호 효과’등이 있었음
특허등재는 신약을 가진 특허권자의 업무이고, 등재된 특허를 주로 이용하는
측은 제네릭을 개발(출시)하는 제약사이므로 각각의 입장에 따라 동일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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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상반된 평가(만족과 불만족)를 내리는 것으로 추정됨
표 75. 의약품특허목록 등재 제도 만족 이유
[단위: 건(%), 복수 응답]

구분

한국 현실 적합

합리적

매출액 증가

고용창출 효과

기타

건수

3(37.5)

4(50.0)

1(12.5)

0(0)

2(25.0)

(라) 품목허가신청사실 통지 제도 만족도
□ 만족도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하여 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자에게 제네릭‘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제도에 만족하는지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불
만족함’8건(25.0%),‘만족함’13건(40.6%),‘어느

쪽도

아님’11건

(34.4%)으로 나타나,‘만족함’이‘불만족함’보다 15.6% 높은 것으로 나타
남
표 76. 품목허가신청사실 통지 제도 만족도

[단위: 건(%)]

구분

불만족

만족

어느 쪽도 아님

건수

8(25.0)

13(40.6)

1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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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족 이유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하여‘품목허가신청사실 통지’제도에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8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제도에 비합리적인 점이
있다’및 ‘업무가 늘었다’가 각각 4건(50.0%),‘기타’1건(12.5%) 순으로
나타남. 기타에는‘소송 대리인 비용이 매우 증가함’이 있었음
표 77. 품목허가신청사실 통지 제도 불만족 이유

[단위: 건(%), 복수 응답]

구분

한국 현실 부적합

비합리적

매출액 감소

업무량 증가

기타

건수

0(0)

4(50.0)

0(0)

4(50.0)

1(12.5)

□ 만족 이유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하여‘품목허가신청사실 통지’제도에 만족 한다고
응답한 13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제도가 합리적이다’8건
(61.5%),‘한국 현실에 맞다’5건(38.5%),‘기타’2건(15.4%),‘회사 매출
액이 증가하였다’1건(7.7%) 순으로 나타남. 기타에는‘제네릭 허가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 받을 수 있다’,‘타사 제네릭 신청 여부를 알 수 있다’가
있었음
‘품목허가신청사실 통지’는 제네릭을 개발(출시)하려는 제약사의 업무이고,
통지를 받는 쪽은 신약을 가진 특허권자이므로 각각의 입장에 따라 동일한 사
유에 대해 상반된 평가(만족과 불만족)를 내리는 것으로 추정됨

- 167 -

표 78. 품목허가신청사실 등재 제도 만족 이유
[단위: 건(%), 복수 응답]

구분

한국 현실 적합

합리적

매출액 증가

고용창출 효과

기타

건수

5(38.5)

8(61.5)

1(7.7)

0(0)

2(15.4)

(마) 의약품특허목록 등재 제도 보완
□ 보완 필요성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하여‘의약품특허목록 등재’제도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 18명(56.2%)이‘있음’이라고 답
했음
표 79. 의약품특허목록 등재 제도 보완 필요성
[단위: 건(%)]

구분

없음

있음

건수

14(43.8)

18(56.2)

□ 보완 사항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하여‘의약품특허목록 등재’제도에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18명을 대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
‘Regulation’8건(38.1%),‘Others’7건(33.3%),‘Procedure’4건
(19.1%), ‘Time’2건(9.5%) 순으로 나타남. 기타에는‘오리지널사의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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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 의무가 없고 변경 및 삭제가 자유로움’,‘최초허가신청자 요건을 맞추
기 위해 RA(Regulatory Affairs)팀 업무가 급증함’,‘심판원의 소송 처리속
도가 느림’,‘타사의 심판결과가 공유되지 않아 제네릭 개발전략 수립에 어
려움’,‘등재 대상 특허 확대’,‘특허 유지비용 고지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전산화)’,‘등재신청 사실 및 처리내용 공유’등이 있었음
표 80. 의약품특허목록 등재 제도 보완 필요사항
[단위: 건(%), 복수 응답]

구분

Procedure

Regulation

Time

Others

건수

4(19.1)

8(38.1)

2(9.5)

7(33.3)

※ Procedure 등재절차, Regulation 규정, Time 시간, Others 기타

(바) 품목허가신청사실 통지 제도 보완
□ 보완 필요성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하여‘품목허가신청사실 통지’제도에서 보완할 사항
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 10명(31.2%)이 ‘있음’이
라고 답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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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품목허가신청사실 통지 제도 보완 필요성
[단위: 건(%)]

구분

없음

있음

건수

22(68.8)

10(31.2)

□ 보완 사항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하여‘품목허가신청사실 통지’제도에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10명을 대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
‘Regulation’ 6건(60.0%), ‘Others’ 4건(40.0%) 순으로 나타남. 기타
에는‘통지 내용 중 비침해 및 무효 사유에 대한 상세설명 제공’,‘허가신청
자가 아니라 식약처가 통지했으면 함(통지 자체와 통지 받는 자의 상세사항까
지 허가신청자가 지는 부담이 너무 많음)’3건 등이 있었음
표 82. 품목허가신청사실 통지 제도 보완 필요사항
[단위: 건(%)]

구분

Regulation

Others

건수

6(60.0)

4(40.0)

※ Regulation 규정, Others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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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매금지제도
(1) 관련성
□ 허가특허연계제도 중 판매금지제도와 관련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
(32명) 중‘현재까지 관련이 있었으나, 미래에는 없을 것 같다’1명(3.1%),
‘현재까지 관련이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 같다’21명(65.6%)으로 나와
‘판매금지제도와 관련이 있는 응답자’는 총 22명(68.7%)으로 나타남
표 83. 판매금지제도 관련성
[단위: 건(%)]
구분
건수

현재까지 관련이 없었고,

현재까지 관련이 없었으나,

미래에도 없을 것 같다

미래에는 있을 것 같다

현재까지 관련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관련이 있었고,
미래에는 없을 것 같다

미래에도 있을 것 같다

3(9.4)

7(21.9)

1(3.1)

21(65.6)

(2) 매 출액 영향
(가)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전
□ 허가특허연계제도 중 판매금지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22명을 대상으로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전에, 판매금지제도가 매출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인지 묻는 질문에서‘영향 없을 것’7건(31.8%),‘다소 감소할 것 ’,‘다소 증
가할 것’각각 6건(27.3%),‘매우 증가할 것’2건(9.1%),‘기타’1건(4.5%)
순으로 나타났음. 기타에는‘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있었음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전에는 판매금지제도가 매출액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으로 예측한 비율(31.8%)이 개별 항목 중에서는 가장 높았고, 증가(다소 증가
와 매우 증가의 합)할 것으로 예측한 비율(36.4%)이 감소(다소 감소와 매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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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합)할 것으로 예측한 비율(27.3%)보다 9.1% 높았음. 이러한 경향(결과)
은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판매금지제도가 매출액에 미친 영향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음
표 84. 판매금지제도의 매출액 예측
[단위: 건(%)]
구분

영향 없을 것

다소 감소할 것

매우 감소할 것

다소 증가할 것

매우 증가할 것

기타

건수

7(31.8)

6(27.3)

0(0)

6(27.3)

2(9.1)

1(4.5)

(나)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후
□ 허가특허연계제도 중 판매금지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22명을 대상으로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후에, 판매금지제도가 매출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질문에서‘영향 없음’17건(77.3%),‘다소 감소했음’2건(9.1%),‘다소
증가했음’2건(9.1%),‘매우 감소했음’1건(4.5%) 순으로 나타났음
□ 제도 시행 이전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과 동일한
결과임.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영향 없음’의 비율(77.3%)은 시행 전 예상
(31.8%)보다 2배 이상 높았음. 감소(다소 감소와 매우 감소의 합)의 비율
(13.6%)이 증가(다소 증가와 매우 증가의 합)의 비율(9.1%) 보다 높았음
□ 이는 국외 및 국내 제약사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음. 오리지널 사들은 판매금지의 실익이 거
의 없어 실제로 판매금지를 거는 경우가 거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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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고. 이로 인해 판매금지의

표 85. 판매금지제도의 매출액 영향
[단위: 건(%)]
구분

영향 없음

다소 감소했음

매우 감소했음

다소 증가했음

매우 증가했음

기타

건수

17(77.3)

2(9.1)

1(4.5)

2(9.1)

0(0)

0(0)

(3) 판매 금지 제도 만 족도
□ 만족도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하여‘판매금지’제도에 만족하는지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불만족함’11건(34.4%),‘만족함’6건(18.7%),

‘어느 쪽도 아님’15건(46.9%)으로 나타나‘불만족함’이‘만족함’보다
15.7% 높은 것으로 나타남

‘판매금지’제도는 만족도에서‘특허등재’제도(25.%) 및‘품목허가신청사
실 통지’제도(40.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3개 제도 중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이는 초점집단인터뷰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났음. 실질적으로 판매금지
를 시킬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고 실익이 없다는 게 중론이었음
표 86. 판매금지 제도 만족도
[단위: 건(%)]

구분

불만족

만족

어느 쪽도 아님

건수

11(34.4)

6(18.7)

1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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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족 이유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하여‘판매금지’제도에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11명
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제도에 비합리적인 점이 있다’6건
(54.5%),‘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4건(36.4%),‘업무가 늘었다’,‘기
타’ 각각 1건(9.1%) 순으로 나타남. 기타에는‘판매금지 기간이 짧아 효과
가 제한적이다’가 있었음
표 87. 판매금지 제도 불만족 이유
[단위: 건(%), 복수 응답]

구분

한국 현실 부적합

비합리적

매출액

업무량 증가

기타

건수

4(36.4)

6(54.5)

0(0)

1(9.1)

1(9.1)

□ 만족 이유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하여‘판매금지’제도에 만족 한다고 응답한 6명을 대
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제도가 합리적이다’5건(83.3%),‘한국 현
실에 맞다’3건(50.0%),‘회사 매출액이 증가하였다’1건(16.7%) 순으로 나
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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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8. 판매금지 제도 만족 이유
[단위: 건(%), 복수 응답]

구분

한국 현실 적합

합리적

매출액 증가

고용창출 효과

기타

건수

3(50.0)

5(83.3)

1(16.7)

0(0)

0(0)

(4) 판매 금지 제도 보완사항
□ 보완 필요성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하여‘판매금지’ 제도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묻
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 10명(31.2%)이 ‘있음’이라고 답했음
표 89. 판매금지 제도 보완 필요성
[단위: 건(%)]

구분

없음

있음

건수

22(68.8)

10(31.2)

□ 보완 사항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하여 ‘판매금지’ 제도에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응답
한 10명을 대상으로 보안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 ‘Time’ 6
건(60.0%), ‘Regulation’ 3건(30.0%), ‘Cost’ 1건(10.0%) 순으로 나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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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0. 판매금지 제도 보완 필요사항
[단위: 건(%)]

구분

Regulation

Time

Cost

건수

3(30.0)

6(60.0)

1(10.0)

※ Regulation 규정, Time 기간, Cost 비용

라)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1) 관련성
□ 허가특허연계제도 중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와 관련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전
체 응답자(32명) 중‘현재까지 관련이 있었으나, 미래에는 없을 것 같다’2건
(6.2%),‘현재까지 관련이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 같다’20건(62.5%) 등
현재‘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와 관련이 있는 응답자’는 총 22건(68.7%) 이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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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관련성
[단위: 건(%)]
구분

현재까지 관련이 없었고, 현재까지 관련이 없었으나, 현재까지 관련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관련이 있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 같다

미래에는 있을 것 같다

미래에는 없을 것 같다

미래에도 있을 것 같다

4(12.5)

6(18.8)

2(6.2)

20(62.5)

건수

(2) 매 출액 영향
(가)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전
□ 허가특허연계제도 중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22명을 대
상으로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전에,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가 매출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묻는 질문에서‘다소 증가할 것’9건(40.9%),‘다소 감소할
것’6건(27.3%),‘영향 없을 것’4건(18.2%),‘매우 증가할 것’3건(13.6%)
순으로 나타났음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전에는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가 매출액 증가(다소 증
가와 매우 증가의 합)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한 비율(54.5%)이 감소(다소 감소
와 매우 감소의 합)할 것으로 예측한 비율(27.3%)보다 2배 정도 높았음. 우선
판매품목허가제도는 오리지널 사에게는 불리하고 제네릭 사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각각의 입장의 반영된 결과로 여겨짐
□ 제네릭 사들은 대부분 국내 제약사들이므로 국내 제약사들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이전에는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가 매출액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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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의 매출액 영향 예측
[단위: 건(%)]
구분

영향 없을 것

다소 감소할 것

매우 감소할 것

다소 증가할 것

매우 증가할 것

기타

건수

4(18.2)

6(27.3)

0(0)

9(40.9)

3(13.6)

0(0)

(나)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후
□ 허가특허연계제도 중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22명을 대상으
로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후에,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가 매출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질문에서‘없음’14건(63.6%),‘다소 증가했음’5건(22.7%),‘다
소 감소했음’2건(9.1%),‘기타’1건(4.6%) 순으로 나타남. 기타에는‘현재까지
잘 모르겠음’이 있었음
표 93.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의 매출액 영향
[단위: 건(%)]
구분

영향 없음

다소 감소했음

매우 감소했음

다소 증가했음

매우 증가했음

기타

건수

14(63.6)

2(9.1)

0(0)

5(22.7)

0(0)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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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우선판매 품목 허가 제품 출시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아 출시한 제품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 11명(34.4%)이‘있음’이라고 답했음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우판권을 획득하여 제품을 출시한 비율(34.4%)보다
출시하지 않은 비율(65.6%)이 더 높았음

표 94.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우선판매품목허가 제품 출시 여부
[단위: 건(%)]

구분

없음

있음

건수

21(65.6)

11(34.4)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아 출시한 제품이 있다고 응답
한 11명을 대상으로 출시한 제품을 묻는 질문에서‘1~2개’ 9건(81.8%),
‘3~4개’,‘5개 이상’ 각각 1건(9.1%) 순으로 나타나, 1~2개(81.8%)의 비
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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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5. 우선판매품목허가 출시 제품 수
[단위: 건(%)]

구분

1～2개

3～4개

5개 이상

건수

9(81.8)

1(9.1)

1(9.1)

(4) 우선판매 품목 허가 신청 검토 시 고려사항
□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검토 시 고려하는 사항(요소)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시간적

요건(time)’9건(28.1%),‘출시가능성(drug

release)’8건(25.0%),‘기타(others)’7건(21.9%),‘시장규모(market)’,
‘환자의 규모(patient)’‘해당 없음’등이 각각 5건(15.6%),‘동향(trend)’
3건(9.4%),‘비용(cost)’,‘무응답’등이 각각 1건(3.1%) 순으로 나타남. 기
타에는‘도전 회사 수’,‘경쟁회사의 동향’,‘우판권의 범위(주성분, 염 등)’,
‘우판권이 부여된 동일제품 허가 여부’,‘신청 자료 요건과 그에 따른 이익’,
‘독점판매’,‘회사 라인업과 일치하는 제품인지’등이 있었음
□ 제네릭 사 마다 우판권 신청 사유가 다양했으며, 이중 시간적 요건과 출시 가능
성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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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6.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검토 시 고려사항
[단위: 건(%), 복수 응답]

구분

market

건수

5(15.6)

drug
release
8(25.0)

time

trend

cost

patient

others

9(28.1)

3(9.4)

1(3.1)

5(15.6)

7(21.9)

해당

무응답

없음
5(3.1)

1(3.1)

(5) 우선판매 품목 허가 제도 만 족도

□ 만족도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하여‘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에 만족하는지 묻는 질
문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불만족함’12건(37.5%),‘만족함’6건

(18.7%), ‘어느 쪽도 아님’ 14건(43.8%)으로 나타나‘불만족함’이 ‘만
족함’ 보다 18.8%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97.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만족도
[단위: 건(%)]

구분

불만족함

만족함

어느 쪽도 아님

건수

12(37.5)

6(18.7)

14(43.8)

□ 불만족 이유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하여‘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에 불만족 한다고 응답
한 12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제도에 비합리적인 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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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건(83.3%),‘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6건(50.0%),‘기타’ 3건
(25.0%),‘업무가 늘었다’2건(16.7%) 순으로 나타남. 기타에는‘현실적으
로 다수 업체가 동시에 발매하여 의미가 없음(독점권 없음)’,‘특허 회피를
한 경우 우판권이 없더라도 발매 가능한데, 별도로 우판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독점적 지위 부여라고 생각함’,‘1사가 심판 청구하면 14일 이내에
다수의 심판 청구가 일어나, 불필요한 심판 청구를 유발하고 있다’등이 있었
음
표 98.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불만족 이유
[단위: 건(%), 복수 응답]

구분

한국 현실 부적합

비합리적

매출액

업무량 증가

기타

건수

6(50.0)

10(83.3)

0(0)

2(16.7)

3(25.0)

□ 만족 이유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하여‘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에 만족 한다고 응답한 6
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한국 현실에 맞다’4건(66.7%),‘제도
가 합리적이다’3건(50.0%),‘회사 매출액이 증가하였다’1건(16.7%)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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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9.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만족 이유
[단위: 건(%), 복수 응답]

구분

한국 현실 적합

합리적

매출액 증가

고용창출 효과

기타

건수

4(66.7)

3(50.0)

1(16.7)

0(0)

0(0)

(6) 우선판매 품목 허가 제도 보완

□ 보완 필요성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하여‘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
는지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 14명(43.8%)이‘있음’이라고 답
했음
표 100.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보완 필요성
[단위: 건(%)]

구분

없음

있음

건수

18(56.2)

14(43.8)

□ 보완 사항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하여‘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에 보완할 사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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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응답한 14명을 대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
‘Regulation’

12건(85.8%),

‘Time’

1건(7.1%),

‘Others’

1건

(7.1%) 순으로 나타남. 기타에는‘불필요한 업무 증가(예: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 실제로 품목 허가를 취득하는 제품과는 상이한 제품에 관하여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심결을 얻어도 우선판매 품목 허가를 받지 못
함. 명백히 비침해의 가공의 제품에 대한 다수의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에 의해 심판원, 특허권자 모두 불필요한 부담을 강요당하고 있음)’가
있었음
표 101.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보완 필요사항
[단위: 건(%)]

구분

Regulation

Time

Others

건수

12(85.8)

1(7.1)

1(7.1)

※ Regulation 규정, Time 기간, Others 기타

마) 특허심판
(1)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전
(가) 청구인 입장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2015년 3월 15일) 이전에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특허
심판·소송을 청구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 10명
(31.2%)이 ‘있음’이라고 답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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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민감한 사안이라 답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설문조사를 지속하기 위해(응답을 하지 않으면 다음 문항으로 진행할 수 없
음)‘없음’으로 답하도록 안내하였기 때문에, 실제 소송제기 경험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됨
표 102. 특허심판·소송 청구 경험
[단위: 건(%)]

구분

없음

있음

건수

22(68.8)

10(31.2)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2015년 3월 15일) 이전에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특허
심판·소송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0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청구한
특허심판·소송 건수를 묻는 질문에서‘21건 이상’4건(40.0%),‘1-5건’2건
(20.0%),‘6-10건’2건(20.0%),‘0건’1건(10.0%),‘16-20건’1건
(10.0%),‘11-15건’0건(0%) 순으로 나타남
□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민감한 사안이라 답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설문
조사를 지속하기 위해‘없음’으로 답하도록 안내하였음. 소송건수를‘0’으로
응답한 경우에도 실제로 소송건수를 밝히는 게 부담스러워‘0’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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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3. 특허심판·소송 건수(최근 3년)
[단위: 건(%)]

구분

0

1-5

6-10

11-15

16-20

21+

건수

1(10.0)

2(20.0)

2(20.0)

0(0)

1(10.0)

4(40.0)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2015년 3월 15일) 이전에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특허
심판·소송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0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특허심판·
소송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특허권 무효심판’ 10건(100%),‘권리범위확
인심판(소극, 적극)’9건(90%),‘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5건(50%) 순으로 나
타남
□ ‘특허권 무효심판’과‘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가장 많았음.‘특허권무효심판’
과‘존속기간연장 무효심판’은 주로 제네릭 개발사들이 제기했을 것으로 추정됨
표 104. 특허심판·소송 종류
[단위: 건(%), 복수 응답]

구분
건수

특허권

존속기간연장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무효심판

(소극, 적극)

10(100)

5(50)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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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0(0)

(나) 피청구인 입장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2015년 3월 15일) 이전에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특허
심판·소송을 청구당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 8명
(25.0%)이‘있음’이라고 답했음
□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민감한 사안이라 답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설문
조사를 지속하기 위해‘없음’으로 답하도록 안내하였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당한 경험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됨
표 105. 특허심판·소송 청구당한 경험
[단위: 건(%)]

구분

없음

있음

건수

24(75.0)

8(25.0)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2015년 3월 15일) 이전에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특허
심판·소송을 청구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8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청구당
한

특허심판·소송

(12.5%),‘5건

건수를

묻는

질문에서‘1건’2건(25.0%),‘0건’1건

내외’4건(50.0%),‘20건’,‘57건’,‘모른다’각각

1건

(12.5%)으로 나타남. 건수의 편차가 큰 것은 응답을 주관식으로 했기 때문임
□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민감한 사안이라 답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소송
건수를‘0’으로 표기한 경우도 구체적으로 소송건수를 밝히는 게 부담스러워
‘0’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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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6. 특허심판·소송 건수(최근 3년)
[단위: 건(%)]

구분

0

1-6

20

57

모른다

건수

1(12.5)

4(50.0)

1(12.5)

1(12.5)

1(12.5)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2015년 3월 15일) 이전에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특허
심판·소송을 청구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8명을 대상으로 청구당한 특허심
판·소송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특허권 무효심판’5건(62.5%),‘권리범
위확인심판(소극,

적극)’5건(62.5%),‘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3건(37.5%),

‘기타’ 2건(25.0%) 순으로 나타남. 기타에는‘특허침해 판매금지’,‘가처
분’등이 있었음

표 107. 특허심판·소송 종류
[단위: 건(%), 복수 응답]

구분
건수

특허권

존속기간연장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무효심판

(소극, 적극)

5(62.5)

3(37.5)

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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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25.0)

(2)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후
(가) 청구인 입장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2015년 3월 15일) 이후에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특허
심판·소송을 청구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 17명
(53.1%)이‘있음’이라고 답했음
□ 한편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민감한 사안이라 답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설문조사를 지속하기 위해(응답을 하지 않으면 다음 문항으로 진행할 수 없
음)‘없음’으로 답하도록 안내하였기 때문에, 실제 소송제기 경험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됨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전(31.2%)과 비교하여 제도 시행 이후(53.1%)에 특
허심판·소송 경험의 건수가 증가하였음
표 108. 특허심판·소송 청구 경험
[단위: 건(%)]

구분

없음

있음

건수

15(46.9)

17(53.1)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2015년 3월 15일) 이후에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특허
심판·소송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7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청구한
특허심판·소송 건수를 묻는 질문에서‘1-10건’8건(46.9%),‘21-30건’2
건(11.8%),‘41-50건’2건(11.8%),‘51-60건’2건(11.8%),‘11-20건’1
건(5.9%),‘31-40건’1건(5.9%),‘모른다’1건(5.9%)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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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9. 특허심판·소송 건수(최근 3년)
[단위: 건(%)]

구분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모른다

건수

8(46.9)

1(5.9)

2(11.8)

1(5.9)

2(11.8)

2(11.8)

1(5.9)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2015년 3월 15일) 이후에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특허
심판·소송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7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특허심판·소
송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적극)’16건(94.1%),
‘특허권 무효심판’9건(52.9%),‘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7건(41.2%),‘기타’
1건(5.9%) 순으로 나타남. 기타에는‘특허침해소송’이 있었음
□ ‘특허권 무효심판’과‘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은 주로 제네릭 사들이 오리지널
사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것이고,‘특허침해소송’은 오리지널 사가 제네릭 사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것이므로, 제네릭 사들이 오리지널 사들보다 특허관련 소송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110. 특허심판·소송 종류
[단위: 건(%), 복수 응답]

구분
건수

특허권

존속기간연장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무효심판

(소극, 적극)

9(52.9)

7(41.2)

1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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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5.9)

(나) 피청구인 입장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2015년 3월 15일) 이후에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특허
심판·소송을 청구당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 13명
(40.6%)이‘있음’이라고 답했음
□ 한편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민감한 사안이라 답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설문조사를 지속하기 위해(응답을 하지 않으면 다음 문항으로 진행할 수 없
음)‘없음’으로 답하도록 안내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을 당한 경험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됨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전(25.0%)과 비교하여 제도 시행 이후(40.6%)에
특허심판·소송을 청구당한 경험의 건수가 증가하였음
표 111. 특허심판·소송 경험
[단위: 건(%)]

구분

없음

있음

건수

19(59.4)

13(40.6)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2015년 3월 15일) 이후에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특허
심판·소송을 청구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3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청구
당한 특허심판·소송 건수를 묻는 질문에서‘1-10건’7건(53.8%), ‘11-20
건’2건(15.4%),‘0건’,‘57건’,‘173건’,‘모른다’각각

1건(7.7%)이었

음. 소송건수를‘0’으로 표기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소송건수를 밝히는 게 부담
스러운 경우로 여겨짐
□ 한편 주관식으로 직접 건수를 적은 응답에서 57건과 173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일부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사로부터 집중적으로 특허심판 소송을 당한 것으
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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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특허심판·소송 건수(최근 3년)
[단위: 건(%)]

구분

0

1-10

11-20

21-30

31-40

41-50

57

173

모른다

건수

1(7.7)

7(53.8)

2(15.4)

0(0)

0(0)

0(0)

1(7.7)

1(7.7)

1(7.7)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2015년 3월 15일) 이후에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특허
심판·소송을 청구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3명을 대상으로 청구당한 특허심
판·소송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적극)’10건

( 76 . 9%) ,‘ 특허 권무 효심 판’ 9건 (6 9 .2 %) ,‘ 존속기 간연 장무 효심판 ’5 건
(38.5%), ‘기타’ 2건(15.4%) 순으로 나타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소송을 제
기하는 것으로 여겨짐. 기타에는‘특허침해판매금지’,‘가처분’등이 있었음
표 113. 특허심판·소송 종류
[단위: 건(%), 복수 응답]

구분
건수

특허권

존속기간연장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무효심판

(소극, 적극)

9(69.2)

5(38.5)

1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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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15.4)

(3) 우선판매 품목 허가 관련 특허심판
□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해‘특허심판(특허권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등)’을 청구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
답자(32명) 중 15명(46.9%)이‘있음’이라고 답했음

□ 한편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민감한 사안이라 답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설문조사를 지속하기 위해(응답을 하지 않으면 다음 문항으로 진행할 수 없
음)‘없음’으로 답하도록 안내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 경험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됨
표 114. 특허심판 청구 경험
[단위: 건(%)]

구분

없음

있음

건수

17(53.1)

15(46.9)

(가) 특허권무효심판
□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해‘특허심판(특허권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등)’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5명을 대상으
로‘특허권무효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11명(73.3%)이
‘있음’이라고 답했음. 우판권 획득을 위해‘특허권 무효심판’을 활용하는 비
율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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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5. 특허권무효심판 청구 경험
[단위: 건(%)]

구분

없음

있음

건수

4(26.7)

11(73.3)

□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특허권무효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
한 11명을 대상으로 청구한‘특허권무효심판’이 몇 건인지 묻는 질문에서
‘11-15건’4건(36.3%)으로
(27.3%),‘0건’,‘6-10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1-5건’3건

‘16-20건’,‘21-25건’등이

각각

1건

(9.1%) 순으로 나타났음. 청구건수를‘0’으로 표기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건수
를 밝히는 게 부담스러운 경우로 여겨짐
표 116. 특허권무효심판 청구 건수
[단위: 건(%)]

구분

0

1-5

6-10

11-15

16-20

21-25

건수

1(9.1)

3(27.3)

1(9.1)

4(36.3)

1(9.1)

1(9.1)

□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해‘특허권무효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1명을 대상으로 청구한‘특허권무효심판’중‘최초 심판청구’가 있었는지 묻
는 질문에서 10명(90.9%)이‘있음’으로 답했음
□ 제네릭사들은 우판권을 획득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최초심판청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최초심판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제네릭 출시에 영향을 받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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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추정됨. 또한 초점집단인터뷰에서도 제네릭사들은 대부분 최초심판청구
를 한다고 응답하였음
표 117. 특허권무효심판 중 ‘최초 심판청구’ 경험
[단위: 건(%)]

구분

없음

있음

건수

1(9.1)

10(90.9)

□ 청구한 특허권무효심판 중‘최초 심판청구’가 있다고 응답한 10명을 대상으로
청구한‘최초 심판청구’가 몇 건인지 묻는 질문에서, '1-5건' 4건(40.0%),
'6-10건', '11-15건' 각각 2건(20.0%),‘0건’, '16-20건' 각각 1건(10.0%)
순으로 나타남. 청구건수를‘0’으로 표기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건수를 밝히는
게 부담스러운 경우로 여겨짐

표 118. 특허권무효심판 중 ‘최초 심판청구’ 건수
[단위: 건(%)]

구분

0

1-5

6-10

11-15

16-20

건수

1(10.0)

4(40.0)

2(20.0)

2(20.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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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해‘특허권무효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1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특허권무효심판 중‘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내’청구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서 11명(100%)이 ‘있음’으로 답하였음
□ 제네릭사들은 우판권을 획득하기 위해 통상적으로‘최초심판청구’를 하거나
‘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내’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네릭 출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추정됨. 또한 초점집단인터뷰
에서도 제네릭사들은 대부분‘최초심판청구’및‘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내’를 선택한다고 응답하였음
표 119. 특허권무효심판 중 ‘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내’ 청구 경험
[단위: 건(%)]

구분

없음

있음

건수

0(0)

11(100)

□ 청구한 특허권무효심판 중‘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내’청구가 있
었다고 응답한 11명을 대상으로 그 건수를 묻는 질문에서 '1-5건' 4건
(36.3%), ‘0건’및 '11-15건' 2건(18.2%), '6-10건', '16-20건', '21-25건
' 각각 1건(9.1%) 순으로 나타남. 청구건수를‘0’으로 표기한 경우는 구체적
으로 건수를 밝히는 게 부담스러운 경우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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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0. 특허권무효심판 중 ‘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내’ 건수
[단위: 건(%)]

구분

0

1-5

6-10

11-15

16-20

21-25

건수

2(18.2)

4(36.3)

1(9.1)

2(18.2)

1(9.1)

1(9.1)

□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해‘특허권무효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1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특허권무효심판 중‘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후’청구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서 4명(36.4%)이‘있음’으로 답했음
□ 우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최초심판청구’및‘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14일 이후에 청구한 이유는 관심을 두고 있었
던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놓쳤거나, 독자적으로 제네릭을 출시할 계획을 가졌기
때문으로 추정됨
표 121. 특허권무효심판 중 ‘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후’ 청구 경험
[단위: 건(%)]

구분

없음

있음

건수

7(63.6)

4(36.4)

□ 청구한 특허권무효심판 중 ‘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후’ 청구가
있었다고

응답한

4명을

대상으로

그

건수를

묻는

질문에서

‘1-5건’,

‘11-15건’ 각각 2건(50.0%), ‘6-10건’ 0건(0%)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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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특허권무효심판 중 ‘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후’ 건수
[단위: 건(%)]

구분

1-5

6-10

11-15

건수

2(50.0)

0(0)

2(50.0)

(나) 권리범위확인심판
□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해‘특허심판(특허권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등)’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5명을 대상으
로‘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14명(93.3%)이
‘있음’으로 답했음
□ 특허심판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활용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23.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경험
[단위: 건(%)]

구분

없음

있음

건수

1(6.7)

14(93.3)

- 198 -

□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해‘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
한 14명을 대상으로, 청구한‘권리범위확인심판’이 몇 건인지 묻는 질문에서
‘1-5건’4건(28.6%),‘6-10건’3건(21.5%),‘11-15건’,‘21-25건’
각각 2건(14.3%),‘0건’,‘16-20건’,‘26-30건’각각 1건(7.1%) 순으로
나타남. 청구건수를 ‘0’으로 표기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소송건수를 밝히는 게
부담스러운 경우로 여겨짐
표 124.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건수
[단위: 건(%)]

구분

0

1-5

6-10

11-15

16-20

21-25

26-30

건수

1(7.1)

4(28.6)

3(21.5)

2(14.3)

1(7.1)

2(14.3)

1(7.1)

□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해‘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
한 14명을 대상으로 청구한‘권리범위확인심판’중‘최초 심판청구’가 있었는
지 묻는 질문에서 11명(78.6%)이 ‘있음’이라고 답했음
□ 제네릭사들은 우판권을 획득하기 위해 통상적으로‘최초심판청구’를 하는 것으
로 여겨짐. 초점집단인터뷰에서도 제네릭사들은 대부분‘최초심판청구’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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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5. 권리범위확인심판 중 ‘최초 심판청구’ 경험
[단위: 건(%)]

구분

없음

있음

건수

3(21.4)

11(78.6)

□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중‘최초 심판청구’가 있다고 응답한 11명을 대상으
로 청구한‘최초 심판청구’가 몇 건인지 묻는 질문에서‘1-5건’5건(45.4%),
‘11-15건’3건(27.3%),‘6-10건’2건(18.2%),‘0건’1건(9.1%)

순으로

나타남. 청구 건수를‘0’으로 표기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소송건수를 밝히는 게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임
표 126. 권리범위확인심판 중 ‘최초 심판청구’ 건수
[단위: 건(%)]

구분

0

1-5

6-10

11-15

건수

1(9.1)

5(45.4)

2(18.2)

3(27.3)

□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해‘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
한 14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중‘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내’청구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서 13명(92.9%)이‘있음’이라고 답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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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사들은 우판권을 획득하기 위해 통상적으로‘최초심판청구’를 하거나
‘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내’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네릭 출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추정됨. 초점집단인터뷰에서
도 제네릭사들은 대부분‘최초심판청구’및‘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내’를 선택한다고 응답하였음
표 127. 권리범위확인심판 중 ‘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내’ 청구 경험
[단위: 건(%)]

구분

없음

있음

건수

1(7.1)

13(92.9)

□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중 ‘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내’ 청구가
있었다고 응답한 13명을 대상으로 그 건수를 묻는 질문에서 ‘1-5건’ 5건
(38.4%), ‘6-10건’, ‘11-15건’ 각각 3건(23.1%), ‘0건’, ‘16-20
건’ 1건(7.7%) 순으로 나타남. 청구건수를‘0’으로 표기한 경우는 구체적으
로 소송건수를 밝히는 게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임
표 128. 권리범위확인심판 중 ‘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내’ 건수
[단위: 건(%)]

구분

0

1-5

6-10

11-15

16-20

건수

1(7.7)

5(38.4)

3(23.1)

3(23.1)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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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해‘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
한 14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중 ‘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후’청구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서 7명(50.0%)이 ‘있음’이라고 답
했음

표 129. 권리범위확인심판 중 ‘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후’ 청구 경험
[단위: 건(%)]

구분

없음

있음

건수

7(50.0)

7(50.0)

□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중 ‘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후’ 청구가
있었다고 응답한 7명을 대상으로 그 건수를 묻는 질문에서‘6-10건’3건
(42.8%),‘0건’,‘1-5건’,‘11-15건’,‘16-20건’각각 1건(14.3%) 순
으로 나타남. 청구건수를 ‘0’으로 표기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건수를 밝히는
게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임

표 130. 권리범위확인심판 중 ‘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후’ 건수
[단위: 건(%)]

구분

0

1-5

6-10

11-15

16-20

건수

1(14.3)

1(14.3)

3(42.8)

1(14.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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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해‘특허심판(특허권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등)’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5명을 대상으
로,‘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8명
(53.3%)이‘있음’이라고 답했음
□ 특허심판 중‘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을 활용하는 경우는‘특허권 무효심
판’및‘권리범위확인심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31.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청구 경험
[단위: 건(%)]

구분

없음

있음

건수

7(46.7)

8(53.3)

□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
다고 응답한 8명을 대상으로, 청구한‘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이 몇 건인지
묻는 질문에서‘6-10건’ 5건(62.5%),‘0건’,‘1-5건’,‘16-20건’각각
1건(12.5%),‘11-15건’0건(0%) 순으로 나타남. 청구건수를‘0’으로 표기
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건수를 밝히는 게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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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청구 건수
[단위: 건(%)]

구분

0

1-5

6-10

11-15

16-20

건수

1(12.5)

1(12.5)

5(62.5)

0(0)

1(12.5)

□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
다고 응답한 8명을 대상으로, 청구한‘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중 ‘최초 심
판청구’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서 4명(50.0%)이‘있음’이라고 답했음
□ 특허심판 중‘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최초 심판청구’를
하는 비율이‘특허권 무효심판’및‘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33.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중 ‘최초 심판청구’ 경험
[단위: 건(%)]

구분

없음

있음

건수

4(50.0)

4(50.0)

□ 청구한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중 ‘최초 심판청구’가 있다고 응답한 4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최초 심판청구’가 몇 건인지 묻는 질문에서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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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 ‘6-10건’, ‘16-20’ 각각 1건(25.0%)으로 나타남. 청구건수
를‘0’으로 표기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소송건수를 밝히는 게 부담스러운 것으
로 보임
표 134.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중 ‘최초 심판청구’ 건수
[단위: 건(%)]

구분

0

1-5

6-10

11-15

16-20

건수

1(25.0)

1(25.0)

1(25.0)

0(0)

1(25.0)

□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
다고 응답한 8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중‘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내’청구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서 7명(87.5%)이 ‘있
음’이라고 답했음
□ 특허심판 중‘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을 활용하는 경우는‘최초 심판청구’
보다‘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내’청구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35.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중 ‘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내’ 청구 경험
[단위: 건(%)]

구분

없음

있음

건수

1(12.5)

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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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한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중 ‘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
내’청구가 있었다고 응답한 7명을 대상으로 그 건수를 묻는 질문에서‘1-5
건’,‘6-10건’3건(42.9%),‘16-20건’1건(14.2%) 순으로 나타남
표 136.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중 ‘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내’ 건수
[단위: 건(%)]

구분

1-5

6-10

11-15

16-20

건수

3(42.9)

3(42.9)

0(0)

1(14.2)

□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
다고 응답한 8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중‘최초 심판
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후’청구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서 2명(25.0%)이
‘있음’이라고 답했음
표 137.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중 ‘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후’ 청구 경험
[단위: 건(%)]

구분

없음

있음

건수

6(75.0)

2(25.0)

□ 청구한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중 ‘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
후’청구가 있었다고 응답한 2명을 대상으로 그 건수를 묻는 질문에서‘3건’1
건(50.0%), ‘5건’1건(50.0%)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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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8.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중 ‘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후’ 건수
[단위: 건(%)]

구분

3

5

건수

1(50.0)

1(50.0)

(라) 특허심판 청구 후 취하
□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해‘특허심판(특허권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등)’을 청구했다가 취하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서 전체 응답자(32명) 중 10명(31.2%)이‘있음’이라고 답했음
표 139. 특허심판 청구 후 취하 경험
[단위: 건(%)]

구분

없음

있음

건수

22(68.8)

10(31.2)

□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해‘특허심판(특허권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등)’을 청구했다가 취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0
명을

대상으로,

특허심판을

취하한

건수를

묻는

질문에서‘1-5건’6건

(60.0%),‘6-10건’2건(20.0%),‘0건’, ‘11-15건’ 각각 1건(10.0%) 순
으로 나타남. 취하건수를‘0’으로 표기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건수를 밝히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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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임
표 140. 특허심판 청구 후 취하 건수
[단위: 건(%)]

구분

0

1-5

6-10

11-15

건수

1(10.0)

6(60.0)

2(20.0)

1(10.0)

□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해‘특허심판(특허권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등)’을 청구했다가 취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0
명을

대상으로

특허심판을

취하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개발중단’3건

(30.0%),‘특허 패소’,‘패소 가능성’,‘회사 이익 미비’각각 2건(20.0%),
‘기타’1건(10.0%) 순으로 나타남. 기타에는‘우판권을 얻기 위해 전략 없이
타사 소송 후 2주 내 진입’이 있었음
표 141. 특허심판 청구 후 취하 이유
[단위: 건(%)]

구분

개발중단

특허 패소

건수

3(30.0)

2(20.0)

패소 가능성 회사 이익 미비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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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기타
1(10.0)

바) 제네릭 의약품 개발
(1) 개발 검토
(가)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전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전에 제네릭 의약품 개발여부를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 24명(75.0%)이‘검토한 적 있음’이라
고 답했음. ‘검토한 적 없음’으로 답한 경우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주로 생산
하는 외국계 제약회사일 것으로 추정됨
표 142. 제네릭 의약품 개발 검토 여부
[단위: 건(%)]

구분

검토한 적 없음

검토한 적 있음

건수

8(25.0)

24(75.0)

※ 신약의 PMS 기간은 6년으로 가정하고 있음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전, 제네릭 의약품 개발여부를 검토하신 적이 있다고 응
답한 24명을 대상으로 제네릭 의약품 개발여부의 검토 시기를 묻는 질문에서
‘④’12건(50.0%),

‘③’10건(41.6%),

‘➀’,‘➁’각각

1건(4.2%),

‘⑤’, ‘⑥’ 0건(0%) 순으로 나타남.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전, 제네릭 의약품 개발여부는 대부분 PMS 만료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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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PMS만료(50.0%) 혹은 신약 발매 2년 후~PMS 만료 2년 전(41.6%)에 하
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43. 제네릭 의약품 개발여부 검토 시기
[단위: 건(%)]

구분

➀

②

③

④

⑤

⑥

건수

1(4.2)

1(4.2)

10(41.6)

12(50.0)

0(0)

0(0)

(나)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제네릭 의약품 개발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 22명(68.8%)이‘검토한 적 있음’이라고 답했
음
□ ‘검토한 적 있음’의 비율이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전(75.0%)보다 시행 후
(68.8%)에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44. 제네릭 의약품 개발 검토 여부
[단위: 건(%)]

구분

검토한 적 없음

검토한 적 있음

건수

10(31.2)

2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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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의 PMS 기간은 6년으로 가정하고 있음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제네릭 의약품 개발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응답
한 22명을 대상으로, 제네릭 의약품 개발여부의 검토 시기를 묻는 질문에서
‘③’11건(50.0%), ‘➁’ 5건(22.7%), ‘④’ 3건(13.6%), ‘➀’ 2건
(9.1%), ‘⑤’ 1건(4.6%), ‘⑥’ 0건(0%) 순으로 나타남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전과 비교하여 제도 시행 후에 ➁신약시판~신약발매 2
년 후의 비율은 증가(4.2%에서 22.7%)하였고, ③신약 발매 2년 후~PMS 만료
2년 전의 비율도 증가(41.6%에서 50.0%로)하였고, ④PMS 만료 2년 전~PMS
만료의 비율은 크게 감소(50.0%에서 13.6%)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으로 제네릭 개발여부 검토하는 시기를 크게 앞당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표 145. 제네릭 의약품 개발여부 검토 시기
[단위: 건(%)]

구분

➀

②

③

④

⑤

⑥

건수

2(9.1)

5(22.7)

11(50.0)

3(13.6)

1(4.6)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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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권 등재의 영향
□ 신약 특허목록 등재가 제네릭 의약품 개발여부 검토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
는지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 22명(68.8%)이‘영향 있음’이라고
답해, 특허등재 제도가 제네릭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신약 특허등재로 제네릭 사들이 신약의 특허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어,
제네릭 개발 검토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됨
표 146. 특허등재가 제네릭 의약품 개발 검토에 미치는 영향 여부

[단위: 건(%)]

구분

영향 없음

영향 있음

건수

10(31.2)

22(68.8)

□ 신약 특허목록 등재가 제네릭 의약품 개발여부 검토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22명을 대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질문에서‘기타’8건(36.4%),
‘검토기간’,‘진행여부’,‘정보’각각

3건(13.6%),‘개발관문’2건(9.1%),

‘비용발생’,‘개발시점’,‘시장진입 시점’ 각각 1건(4.5%) 순으로 나타남.
기타에는‘타사동향 파악’,‘특허극복가능성 검토에 용이함’,‘특허심판의 적
극적 고려’,‘특허정보파악 및 소송과 허가시점 검토 시 영향’,‘분석을 해야
할 특허가 명확히 특정 지어졌음’,‘과도한 심판 청구 유도’,‘등재특허리스트
를 통해 침해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음’,‘특허 무효 가능성 등 특허
관련 추가 검토’가 있었음
□ 신약 특허목록 등재가 제네릭 개발사에게는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정보를 제
공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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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7. 특허등재가 제네릭 개발 검토에 미친 영향
구분
건수

검토기간 비용발생 진행여부 개발시점
3(13.6)

1(4.5)

3(13.6)

1(4.5)

[단위: 건(%)]

시장진입
시점
1(4.5)

정보

개발관문

기타

3(13.6)

2(9.1)

8(36.4)

(3) 품목 변화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했을 때 귀사의 제네릭 의약품 개발 품목 수
에 변화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 11명(34.4%)이 ‘변
화 있음’이라고 답했으나,‘변화 없음’의 비율(65.6%)이 더 높았음
□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제네릭 개발 품목 수에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
고 여겨짐
표 148. 제네릭 의약품 개발 품목 변화
[단위: 건(%)]

구분

변화 없음

변화 있음

건수

21(65.6)

11(34.4)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했을 때 귀사의 제네릭 의약품 개발 품목 수
에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11명을 대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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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감소’6건(54.5%),‘증가’3건(27.3%),‘기타’2건(18.2%) 순으로 나
타남. 기타에는‘자체개발 뿐만 아니라 공동생동성 실험으로 많은 수의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보유하려고 하고 있음’,‘큰 틀에서의 변화라면 PMS가 많이 남
거나 물질특허가 많이 남아있는 제품관련 특허에 대한 심판청구 진행’이 있었
음
표 149. 제네릭 의약품 개발 품목 수 변화
[단위: 건(%)]

구분

감소

증가

기타

건수

6(54.5)

3(27.3)

2(18.2)

(4) 시장 진입시점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했을 때, 제네릭 의약품 시장 진입시점에 변
화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 ‘변화 없음’ 15건
(46.9%),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전에 비해 앞당겨짐 ’13건(40.6%), ‘허
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전에 비해 지연됨’ 4건(12.5%) 순으로 나타남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시점이‘앞당겨짐’ 비율
(40.6%)이‘지연됨’비율(12.5%)보다 3배 이상 높아,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제
네릭이 더 빨리 시장에 진입하는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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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0.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전후의 제네릭 시장 진입시점

[단위: 건(%)]

구분

변화 없음

앞당겨짐

지연됨

건수

15(46.9)

13(40.6)

4(12.5)

(5) 특허심판 소송
□ 특허심판 소송 고려
제네릭 의약품 개발 관련 특허 검토를 마친 후, 특허심판 소송을 고려하는지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 20명(62.5%)이‘고려함’이라고 답했
음
특허심판

소송을‘고려함’의

비율(62.5%)이‘고려하지

않음’의

비율

(37.5%)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네릭사들이 특허도전에 적극적이었
음
표 151. 특허심판 소송 고려 여부
[단위: 건(%)]

구분

고려하지 않음

고려함

건수

12(37.5)

20(62.5)

□ 고려 시기
제네릭 의약품 개발 관련 특허 검토를 마친 후 특허심판 소송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20명을 대상으로 언제 소송제기를 고려하는지 묻는 질문에서,‘제네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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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개발 여부 결정과 동시에’14건(70.0%)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제네
릭 의약품 개발 여부 결정 전’5건(25.0%),‘제네릭 의약품개발 여부 결정
후’ 1건(5.0%) 순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제네릭사들은 제네릭을 개발할 때 이미 특허심판 소송을 염두에 두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52. 특허심판 소송 고려 시기

[단위: 건(%)]

구분

제네릭 개발 결정 전

제네릭 개발 결정과 동시

제네릭 개발 결정 후

건수

5(25.0)

14(70.0)

1(5.0)

□ 진행 방식
제네릭 의약품 개발 관련 특허 검토를 마친 후, 특허심판 소송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20명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묻는 질문에서,‘타사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진행’ 8건(40.0%), ‘기타’ 7건(35.0%), ‘타사와
협업하여 진행’ 5건(25.0%) 순으로 나타남. 기타에는‘독자적으로 진행하거
나 타사와 협업하여 진행’3건, ‘협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음’,
‘품목별로 상이함’, ‘경우에 따라 결정’등이 각각 1건이 있었음
초점집단인터뷰의 결과에서 대형 제약사들은 독자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
우가 많고, 중소형 제약사들은 협업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음. 공동으로 진행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또한 최
근에는 협업진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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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3. 특허심판 소송 제기 방식

[단위: 건(%)]

구분

독자 진행

협업 진행

기타

건수

8(40.0)

5(25.0)

7(35.0)

□ 공동진행 이유
특허심판 소송을 타사와 협업하여 진행한다고 응답한 5명을 대상으로 타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비용’5건(100.0%),‘공동개

발’,‘정보교류’,‘위험분담’등이 각각 1건(20.0%) 순으로 나타남
특허심판 협업 진행의 가장 주된 이유는 비용절감인 것으로 나타남.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대리인 비용을 참여사들이 분담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음
표 154. 특허심판 소송을 타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유
[단위: 건(%), 복수 응답]

구분

비용절약

공동개발

정보교류

위험분담

건수

5(100.0)

1(20.0)

1(20.0)

1(20.0)

□ 타 기업의 특허심판 도전의 영향
타 기업이 특허 도전을 위한 특허심판을 제기한 경우, 귀사의 제네릭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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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관련 특허심판 소송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
자(32명) 중 23명(71.9%)이‘영향을 미침’이라고 응답해, 타사의 특허심판
청구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허심판을 공동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사의 동향(특허심판 청
구 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업무로 여기고 있음

표 155. 타사의 특허심판 청구가 자사의 특허심판 소송 시기에 미치는 영향
[단위: 건(%)]

구분

영향 없음

영향 있음

건수

9(28.1)

2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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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허가특허연계제도
(1) 비용
(가) 대응비용 지출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특허 등재,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
목허가의 신청과 관련 심판 및 소송비용 등)을 지출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
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 26명(81.3%)이‘있음’이라고 답해, 많은 회사
들이 허가특허연계 제도와 관련된 법적·행정적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56. 허가특허연계제도 대응 비용 지출 여부
[단위: 건(%)]

구분

없음

있음

건수

6(18.7)

26(81.3)

(나) 비용 규모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26명을
대상으로 지출한 비용규모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서,‘연간 100만원 이내(특허
등재료 및 유지료 지불)’,‘2-3억’,‘약 4억 3천만원’,‘허가특허제도 시
행 전에 비해 상당한 비용 상승’등이 각각 1건(3.8%),‘모른다’ 22건
(84.6%)으로 나타남
100만원 이내인 경우는 특허 등재료 및 유지료 등 수수료였고, 억 단위의 비
용인 경우에는 특험소송 등에 참여하면서 지출한 대리인 비용으로 추정됨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특허등재와 관련한 행정적 비용은 수수료 개념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니었으나, 특허등재 및 특허심판 소송을 하면서 지출
하는 대리인 비용이 큰 것(부담)으로 나타났음. 또한 대리인을 고용하는 기간

- 219 -

에 따라 비용 차이가 컸고, 대리인 비용은 고위층 결정사항이라 정확히 알기
힘들다고 답했음
표 157. 허가특허연계제도 대응 비용 지출 비용
[단위: 건(%)]

구분

건수

100만원 이내

1(3.8)

2-3억원

1(3.8)

4억 3천만원

1(3.8)

허가특허제도 시행 전에 비해 상당한 비용 상승

1(3.8)

모른다

22(84.6)

(2)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나타난 변화
(가) 신약개발(R&D) 투자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신약개발(R&D) 투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묻는 질
문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변화

없음’26건(81.3%),‘증가’4건

(12.5%),‘감소’2건(6.2%) 순으로 나타남
□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신약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추정됨.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신약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신약개발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가특허연계제도 때문으로
보는 경우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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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8. 신약개발(R&D) 투자
[단위: 건(%)]

구분

감소

증가

변화 없음

건수

2(6.2)

4(12.5)

26(81.3)

(나) 제네릭 개발 투자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제네릭 개발 투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묻는 질문에
서

전체

응답자(32명)

중‘변화

없음’23건(71.9%),‘증가’7건(21.9%),

‘감소’2건(6.2%) 순으로 나타남
□ 신약개발 투자비용과 비교하여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제네릭 개발을 위한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허가특허연계제도와의 관련성은 불분명함
□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제네릭 개발을 위한 투자에 미친 영향
은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59. 제네릭 개발 투자
[단위: 건(%)]

구분

감소

증가

변화 없음

건수

2(6.2)

7(21.9)

2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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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D 관련 인력 고용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R&D 관련 인력 고용’이 어떻게 변했는지 묻는 질
문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변화 없음’25건(78.1%),‘증가’6건(18.8%),
‘감소’ 1건(3.1%) 순으로 나타남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R&D 관련 인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허가특
허연계제도와의 관련성은 불분명함
□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허가특허연계제도가 R&D 인력고용을 증가시키는 데 미친
영향은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60. R&D 관련 인력 고용
[단위: 건(%)]

구분

감소

증가

변화 없음

건수

1(3.1)

6(18.8)

25(78.1)

(라) 특허업무 관련 인력 고용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특허업무 관련 인력 고용’이 어떻게 변했는지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 ‘변화 없음’19건(59.4%), ‘증가’ 10건
(31.2%),‘감소’3건(9.4%) 순으로 나타남
□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면서 관련 업무가 증가하여 특허업무 인력을 고용하
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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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1. 특허업무 관련 인력 고용 변화
[단위: 건(%)]

구분

감소

증가

변화 없음

건수

3(9.4)

10(31.2)

19(59.4)

(마) 기타 업무 관련 인력 고용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기타 업무 관련 인력 고용’이 어떻게 변했는지 묻
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변화 없음’28건(87.5%),‘증가’3건
(9.4%), ‘감소’ 1건(3.1%)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업무 인력 고용은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됨
표 162. 기타 업무 관련 인력 고용 변화
[단위: 건(%)]

구분

감소

증가

변화 없음

건수

1(3.1)

3(9.4)

2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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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매출액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매출액’이 어떻게 변했는지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
답자(32명) 중‘변화 없음’ 22건(68.8%), ‘증가’ 6건(18.7%), ‘감소’ 4
건(12.5%) 순으로 나타남
□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시행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아서 아직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추정됨
표 163. 매출액 변화
[단위: 건(%)]

구분

감소

증가

변화 없음

건수

4(12.5)

6(18.7)

22(68.8)

(사) 기타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변화된 항목에 대한 기타의견은 총 6건으로 다음과
같음.‘제네릭 개발 시작 시기가 앞당겨짐’,‘과도한(불필요한) 소송 제기로
비용 상승’,‘소송 증가에 따른 비용 상승’,‘특허업무 전담 직원이 아니더
라도 어느 정도 특허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함’,‘외부 자문 증가로 비용
상승’,‘제네릭 주력 기업이 아니어서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영향이 크지 않
음’ 등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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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미래 영향
(가) 제약사의 역량 강화 분야
□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으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서‘특허’15건(46.9%),‘변화

없을

것임’

6건(18.8%),‘연구개발’5건

(15.6%),‘모르겠음’4건(12.5%),‘해외시장 개척’2건(6.2%) 순으로 나타남
표 164.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제약사의 역량 강화 예상분야
[단위: 건(%)]

구분

연구개발

생산

영업

특허

해외시장
개척

변화 없을
것임

모르겠음

건수

5(15.6)

0(0)

0(0)

15(46.9)

2(6.2)

6(18.8)

4(12.5)

② 제약사 간 협력 강화 분야

□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으로 제약사 간 협력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연구개발’11건(34.4%),‘특허’9건
(28.1%),‘생산’5건(15.6%),‘변화 없을 것임’4건(12.5%),‘모르겠음’3건
(9.4%)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초점집단인터뷰에서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로 인해 제약사간 정보교환,
소송 단체참여 등의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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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5.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제약사 간 협력 강화 예상분야
[단위: 건(%)]

구분

연구개발

생산

영업

특허

변화 없을 것임

모르겠음

건수

11(34.4)

5(15.6)

0(0)

9(28.1)

4(12.5)

3(9.4)

(나) M&A
□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으로 제약사 간 M&A(기업합병)가 활발해질 것인지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변화 없을 것임’17건(53.1%),‘모르겠음’
8건(25.0%),‘활발해 질 것이다’4건(12.5%),‘활발해지지 않을 것이다’ 3건
(9.4%) 순으로 나타나,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제약사간 M&A에 미칠 영향은 매
우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음
표 166.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합병
[단위: 건(%)]

구분

활발해지지 않을
것이다

활발해 질 것이다

변화 없을 것임

모르겠음

건수

3(9.4)

4(12.5)

17(53.1)

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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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판매품목허가 대응수단 사용
□ 오리지널사가 위임형 후발의약품 개발, Co-marketing 등을 우선판매품목허가
대응수단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 ‘그럴 것이
다’ 21건(65.6%), ‘그렇지 않을 것이다’ 8건(25.0%), ‘모르겠음’ 3건
(9.4%) 순으로 나타남
표 167. 우선판매품목허가 대응수단 사용 여부
[단위: 건(%)]

구분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모르겠음

건수

8(25.0)

21(65.6)

3(9.4)

(라) 국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에서 판매금지와 우선판매품목허가 중 어느 제도가 국내 제약업계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인지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32명) 중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19건(59.4%),‘판매금지

제도’7건(21.9%),‘모르겠음’6건(18.7%)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초점집단인터뷰에서는 ‘판매금지제도’의 영향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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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8. 국내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력
[단위: 건(%)]

구분

판매금지 제도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모르겠음

건수

7(21.9)

19(59.4)

6(18.7)

3) 소결

□ 한·미 FTA 협상으로 2015년 3월 15일부터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되고 있
으며, 국내 및 외국계 제약사들은 직·간접적으로 이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음.
설문조사와 초점집단인터뷰(심층인터뷰)를 통해 이 제도의 영향을 평가한 결과
현재까지는 예상보다 작고 가까운 미래에도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였음.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단계라 결론을 내리기 힘들지만, 앞으로도 이 제도가 존
속된다면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가시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이번 연구에
서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된 지 약 3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설문조사와 초
점집단인터뷰를 통해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국내외 제약회사들의 다양한 의
견과 정보를 획득하였고, 도출된 결과들은 앞으로 허가특허연계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된 제도들이 제약사들에게 이익은 적고 비용을 유발하
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제도들에 대한 설문조
사와 초점집단인터뷰 결과에서 드러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특허등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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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특허등재의 유용성을 더욱 높
이기 위해 보완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특허등재의 가장 큰 동기는 통지를 받
을 수 있다는 점이고, 판매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특허등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허권자 중에는 특허등재 제도의 유용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음. 특
허등재 제도가 아니더라도 특허법 등으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고, 특허청
외에 식약처에 다시 등재해야 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고 있었음. 특허등재를
정보유출로 인식하여 앞으로 특허의 일부(혹은 전체)를 등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음
특허등재와 관련된 행정적 요인들이 특허등재를 하는 회사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하였음. 비용납부 제도를 개선하고, 등재관련 업무를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 판매금지제도
초점집단인터뷰에 참가했던 오리지널 사들의 지적이 가장 많았던 제도였음.
판매금지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고, 비용(불필요한 소송 유발)이
더 큰 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음
특허권자들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시장규모가 작고 판매금지 기간이 무의미 할
만큼 짧아 판매금지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여기고 있었음. 이로 인해 판매
금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판매금지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판매금지 기간이 보장되도
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는 제네릭 개발사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현실은 실질
적으로 제네릭 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우판권은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이고, 없으면 손해라는 정도
의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았음(수동적 인식)
우판권을 소수가 아닌 다수의 회사가 공유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우판권 도입 이전보다 비용(소송)은 늘고 실질적 혜택은 매우 적다
는 의견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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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러 회사들에게 우판권이 주어지면서 국내 제약회사들이 기능적으로
분업화(의약품 개발 및 승인을 주관하는 회사, 우판권 획득 참여를 주관하는
회사, 의약품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
견이 있었음
우리나라의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판권 제도 운영에 대해 제약업계가 지
적한 문제점에 대해 추가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기타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제네릭 생산을 위주로 하는 제약회사가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피해(판매금지로 인한 제네릭의약품 시장진입 지연, 그로 인
한 약품비 증가 및 제약사 매출 감소 등)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으
나, 현재까지는 우려했던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음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예상보다 작은 영향이 나타난 원인
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의약품관련 제도 하에서는 판매금지의
실익이 크지 않고, 시장규모가 적어 오리지널 사들이 적극적으로 판매금지에
나서지 않는 게 가장 큰 요인일 것으로 추정됨
제네릭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신약개발 사들에게도 도움(동기부여)이 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설문조사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 중 판매금지 제도(18.7%)와 우선판매품목허
가 제도(18.7%)가 특허등재 제도(25.0%) 및 품목허가신청사실 통지제도
(40.6%)보다 만족도가 낮았음. 판매금지 제도와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가 허
가특허연계제도의 핵심사항이고, 각각 특허권자와 제네릭 사에게 유리한 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해당사자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본래의 취
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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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관련 제도 연구
1. 미국의 제네릭 허가절차와 독점권제도 운영
가. 제네릭 의약품 허가
□ 미국에서는 1984년 공공법 (Public Law) 98-417에 기반하여 제정된 “의약
품 가격 경쟁과 특허 기간 복원 법 (The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기반한 약식 제네릭
신청 절차 (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ANDA)를 도입하게 되었음.
이 법은 발의한 의원들의 이름을 따

‘Hatch-Waxman법‘으로 더 많이 알려

져 있음
□ 이 법의 도입 이후로 제네릭 의약품은 대조약(오리지널 신약)과의 생물학적 동
등성만 입증하면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시장진입이 용이해 졌음. 신물질의
약품 (New chemical entities: NCEs)은 수년간의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하고, 이 법의 도입 이전에는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에도 신
약의 허가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했음
□ Hatch-Waxman 법은 Title I과 II의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Title I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에게 생체이용율과 생물학적
동등성에 대한 정보만을 FDA에 제출신청 할 수 있게 하는 약식신청 절차를 허
가하고 있음51)
□ 이 법의 Title I에 의해 제네릭 신청자는 ANDA 허가를 받기 위해 참조하고자
하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임상시험을 참조할 수 있게 되었고, 신약이 FDA의 허
가를 받은 지 5년이 경과하면 신약제조사의 거래기밀까지도 참조할 수 있게 되
었음. 또한, 제네릭 회사들은 약식신청을 하기 위해 사전시판 시험(pre-market
testing)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됨52)

51) Title II는 신약신청자에게 허가절차로 인해 지연된 기간을 보상해주는 내용임
52)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July 1998), How increased competition from generic
drugs has affected prices and returns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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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년 Hatch-Waxman 제도의 도입과 일련의 후속조치들로 제네릭 의약품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여, 1983년부터 1989년 사이에는 15%에서 30%로 약 두
배 가량이나 증가하였으며, 소매 시장에서의 제네릭 의약품 조제비중은 1980년
17%에서 1993년 약 40%까지 증가했음(Scherer, 1993). 1983년에는 특허가
만료된 상위판매 의약품의 약 35%정도만이 제네릭 경쟁자를 가졌는데, 1990년
대 중반 즈음에 와서는 거의 모든 상위판매 의약품이 제네릭의약품과 시장에서
경쟁하게 됨 (미국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199853))
□ 제네릭 제조자가 허가에서 시판에 걸리는 시간비용이 줄어듦으로써 오리지널 의
약품보다 더 낮은 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이 가능해짐. 미국은 정부가
의약품의 가격에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기보다는,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완화하는 여러 정책을 통해 다수의 제네릭 진입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여 이들 간
의 경쟁에 의한 의약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해 오고 있음

53)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July 1998), How increased competition from generic
drugs has affected prices and returns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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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네릭 제조사가 180일 제네릭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
□ 제네릭 의약품 신청자가 약식신청을 하는 방식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네가지 인증 절차 - paragraph I, II, III, IV certification 로 나뉨54). 앞의 세 가지 방식 (I, II, III)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존재하
지 않거나, 이미 만료가 된 후, 시장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특허보유자와 제네릭
제조사 간에 특허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는 경우임
□ 구체적으로, Paragraph I 인증은 해당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정보가
FDA에 제출된 적이 없는 경우로, 해당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하여 제네릭 약식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FDA는 검토과정을 거친 후 그 즉시 ANDA를
허가하게 되며, 1명 이상의 제네릭 제조자가 동시에 허가를 받을 수도 있음
□ Paragraph II 인증은 해당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이미 소멸된 상태일 때
제네릭 신청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로, Paragraph I 인증과 마찬가지로, FDA의
심사를 거친 후, 신청서에 별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ANDA 허가를 받을 수 있
고, 역시 1명 이상의 제네릭 제조사가 동시에 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함
□ Paragraph III 인증방식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보호기간이 아직 만료되지는
않았으나, 제네릭 신청자가 특허가 만료된 후에 시장진입을 하려할 때 적용되는
절차로, FDA는 특허가 만료되는 날짜에 ANDA허가가 날 수 있고, 역시 1개 이
상의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진입이 가능함
□ 가장 논란거리가 많이 되는 Paragraph IV 인증 방식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모든
특허가 아직 만료되지는 않았으나 특허만료 이전에 허가를 받아 시장진입을 하
고자 할 때 사용됨. 제네릭 신청자는 오리지널 의약품에 부여된 특허가 타당하
지 않거나, 자신의 제네릭 제품이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유한 특허(들)를 침해하
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됨. 제네릭 신청자가 이 인증방식으로 FDA에 허가신청을
한 경우, FDA는 특허 보유자에게 본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통고하게 되고, 특
허 보유자가 45일 이내에 제네릭 신청자에게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을 걸지 않
을 경우, FDA는 허가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최초로 ANDA 허가를 받은 제네릭
제조사에게 180일간의 제네릭 독점판매기간(“180-Day Exclusivity”)을 부
여함. 이 경우, 다른 제네릭 신청자들을 최초로 허가받은 제네릭 제조사의 제품
이 시장에서 시판된 후 180일간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됨

54) 미국 연방 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Generic Drug Entry Prior to
Patent Expiration: An FTC Stud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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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특허보유자가 FDA 통고를 받고 45일 이내로 제네릭 신청자에 대해 특허
소송을

걸면

최대

30개월간

제네릭의

허가가

자동정지(30개월

계류:

“30-month stay”)되는 상태가 됨. 특허가 만료되지 않아 특허소송이 진행되
더라도 제네릭의 허가가 자동정지가 되는 기간은 최대 30개월을 넘길 수 없으
며, 만약 30개월이 넘어가면 FDA는 ANDA 신청서류에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
우, ANDA를 승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 180일 시장독점권
을 획득할 수 있음
□ 제네릭 허가 자동정지 기간 중(즉 30개월이 아직 안 지난 경우)에는 법원에서
의 판결에 의해 제네릭 신청자가 ANDA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됨. 제네
릭 신청자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최초의 해당 제네릭 신청자에게 180일 간
의 제네릭 독점판매기간이 주어짐. 만약 이 최대 30개월 계류기간 중 특허보호
기간이 만료되어버리면 그 이후에는 제네릭 신청자 중 허가를 받은 사람 누구나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고, 제네릭 신청자 어느 누구도 180일 제네릭 독점기
간을 받지는 못하게 됨. 만약 특허보유자 (주로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회사)가
법원에서 승소하여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으면, 해당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제
네릭 신청자는 허가를 받지 못하고, 신청자 어느 누구도 역시 180일 제네릭 독
점기간을 받지 못하게 된다. 네 가지 인증절차를 도식화한 것이 다음의 그림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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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raph I 인증

Paragraph II 인증

브랜드의약품에 대한

특허가 이미 만료되었음.

Paragraph III 인증
특허는 아직 만료되지 않았으나,
제네릭 의약품 신청자는 특허

특허정보가 등재된 적 없음.

만료 후 시장진입함.

ê

ê

ê

ANDA 즉시 승인 가능 : 1개

ANDA 즉시 승인 가능 :

특허 만료일 이후 ANDA

이상 제네릭 의약품 시장 진입

1개 이상 제네릭 의약품

승인 가능:1개 이상 제네릭

가능

시장진입 가능

의약품 시장진입 가능

Paragraph IV 인증
❑특허 보유자가 45일 이내
특허기간이 만료되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시

않았으나, 제네릭 의약품

ð ANDA 승인 가능 : 최초

허가신청자가 해당 특허가

è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 180일

타당하지 않거나 자사제품이

시장독점권 획득 가능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함.
ê
❑특허 보유자가 45일 이내
소송을 제기할 시
ð 자동적으로 최대 30개월

30개월 계류기간 만료시
ð ANDA 승인 가능 : 최초

è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 180일

계류기간 설정

시장독점권 획득 가능

ê
30개월 계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
í

ê

î

특허가 만료될 경우

브랜드 의약품 회사가 승소시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 승소시

ð ANDA 승인 가능 : 1개 이

ð 특허 만료시까지 ANDA

ð ANDA 승인가능 : 최초

상의 제네릭 의약품 진입 가능.

승인할 수 없어 특허 만료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가 180

180일 시장독점권 획득자 없

전까지 제네릭 의약품의 시

일 시장독점권 획득 가능

음.

장 진입 불가능 : 180일 시
장 독점권 획득자 없음

그림 5. 제네릭 의약품 승인의 경로들
출처: 미국 연방 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Generic Drug Entry Prior to Patent
Expiration: An FTC Stud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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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약사들간의 분쟁 사례 및 이에 대한 후속조치들
1) ‘30개월-계류(30-momth stay) 규정 관련“
□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자는 한 가지의 의약품에 여러 가지의 특허를 등재하여 왔
음. 보통은 신규 화합물(New Molecular Entities)에 대한 물질특허를 등록한
후, 물질특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의약품에 대한 다른 사용방법 및 제형
개발과 관련된 후속특허들을 지속적으로 출원하는 전략을 취해왔음55)
□ 미국의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도 제네릭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지연하기 위하
여, 의약품 한 가지에 걸려있는 여러 특허들에 대해 모두 이의를 제기하여 ‘30
개월 계류’ 규정이 여러회 발의되는 경우가 있어 왔음. 일례로 다국적 제약기
업의 하나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 GSK)사의 블락버스터 항우
울제 파록세틴(paroxetine, 상품명 팍실)의 경우, 2001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2,670만 달러에 이르렀음. 이 약의 유효성분의 특허만료를 앞두고 캐나다 제네
릭 제약회사인 아포텍스(Apotex)사가 팍실의 유효성분으로 미국에 제네릭 의약
품 약식허가를 1998년 3월에 신청하였음. 이에 GSK는 아포텍스사에 특허권 침
해소송을 제기하였고, 2000년 11월까지 30개월 허가유예를 얻어냄. 30개월 허
가 자동 정지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9개의 특허를 오렌지 북에 등재하여56) 5번
의 자동유예를 이용해 총 65개월 동안 제네릭의 진입을 막았음. 이와 비슷한 방
식으로 오리지널 제조사가 후속 특허를 등재하여 제네릭이 허가를 지연시킨 사
례들이 다음의 표와 같음

55) 주로 염화합물, 수화물, 다형, 광학이성질체, 제형 및 약물동력학적 데이터, 제법, 용도 등에 대한 특
허들임.
56) 미국의 허가특허 연계를 위한 특허목록집을 오렌지북(Orange Book)23)이라고 하는데. 오렌지북의
공식적인 명칭은 "Approved Drug Products with Therapeutic Equivalence Evaluations”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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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9. 미국의 ‘30개월 계류’ 규정을 이용한 제네릭 허가지연 사례들
의약품 제품명
(성분명)

최초

후속

‘30개월

후속 ‘30개월

‘30개월

특허소송

특허소송

계류’ 발동

계류’가 시작된

계류’들로 인한

내용

내용

건수

시점

지연기간 총합

Hytrin-tablets

최초 ‘30개월 계류’가
물질

물질

3

(Terazosin)
Paxil
(Paroxetine
Hydrochloride)
Taxol
(Paclitaxel)
Neurontin –
capsules
(Gabapentin)
Neurontin –
tablets
(Gabapentin)

시작된 날로부터

70개월

43개월
최초 ‘30개월 계류’가

물질, 제형,

물질, 제형,

사용방법

사용방법

사용방법

제형

2

제형

2

물질,
사용방법

물질,
사용방법

5

시작된 날로부터

65개월

17개월
최초 ‘30개월 계류’가
만료된 후

60개월

최초 ‘30개월 계류’가
시작된 날로부터

53개월

23개월
최초 ‘30개월 계류’가
제형

2

시작된 날로부터

37개월

7개월
최초 ‘30개월 계류’가

Tiazac
(Diltiazem)

제형

제형

2

시작된 날로부터

60개월

30개월

출처: 미국 연방 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Generic Drug Entry Prior to
Patent Expiration: An FTC Study", 2002.

□ 2003년 6월 12일, 미국 FDA는 Medicare Modernization Act를 통하여 특허
보유자와 제네릭 제조사와의 특허 분쟁 시 '30개월 계류' 규정을 의약품 당 "한
번"만 허용하게 하였음. 또한 미국 FDA가 심사과정을 개혁하여 신약의 심사하
는 속도를 향상시키겠다고 하였음. 의약품 특허와 관련된 또 하나의 규제조치가
2003년 8월 18일 자로 발효되었는데, 이 규제 법안에서는 특허보유자들의 불
필요한 특허등록을 막기 위하여 FDA에 제출할 수 있는 특허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규정하였음. 2003년 FDA의 추산에 따르면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
은 제네릭 제조사와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간에 불필요한 특허분쟁으로 인한
제네릭의 시장진입 지연을 막음으로써 소비자에게 향후 10년간 350억불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음.
□ 추가로, 미국 의회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가 회사들 간의 분쟁을 심사하여, 회사들 간의 담합이나 불법적인 현금거래를
차단하려는 법률을 2003년 통과시켰는데, 이로 인해 2003년에서 2004년 사이
몇몇 제네릭 제품은 예상보다 좀 더 빨리 시장에 진입할 수가 있었음

- 237 -

2) 제네릭 제조사의 180일 시장독점권 관련
□ 성공적으로 오리지널 제조사와의 특허소송에서 이긴 최초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
에게는 180일 간의 시장독점권(즉,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제네릭 제조사가 시
장에 들어올 수 없음)이 주어지는데 이 180일의 기간은 통상 최초 제네릭 제조
사가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부터 적용되었음. 이런 점을 악용하여 특허보유
오리지널 제조사는 180일 독점기간을 획득한 최초 제네릭 제조사에게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을 지연시키는 대가를 지불하기도 했음
□ Hoechst

Marion

Roussel은

Andrx

Corporation에게

Cardizem

CD

(diltiazem) 제네릭 버전의 출시를 지연시키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불했음
(Wall Street Journal, 200357)). 2000 년 5 월, 연방거래위원회는 Abbott
Laboratories가 제네릭 제조사인 Geneva Pharmaceuticals와 합의하여 Hytrin
(테라조신)의 출시를 지연시킨 것에 대하여 벌금을 물리기도 했음(The Lancet,
200258)).

FTC는

Schering-Plough

Corporation이

Upsher-Smith

Laboratories 및 American Home Products (AHP)에 대해 K-Dur 20 칼륨
보충제의 제네릭 버전의 도입을 지연시키기 위해 반경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
장하여 이들 제조사들에게 벌금을 물리기도 했음. Upsher-Smith는 6천만 달러
를 받고 제네릭 제품 출시를 2001년 9월까지 연기하는 데 동의하였고, AHP는
1천5 백만 달러를 받고 2004 년 1월까지 제네릭 버전의 출시를 유예한 것으로
알려짐(The Lancet, 200259)). 최근의 한 예는 Bristol-Myers와 Sanofi가 제
네릭 제조업체인 Apotex에게 2011 년까지 Plavix (clopidogrel) 제네릭 버전
을 출시하지 않는 대가로 4천만 달러를 지불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음
(Shuchman, 200660))
□ 2017년에

간행된

미국

FDA

의

“Guidance

for

Industry:

180-Day

Exclusivity: Questions and Answers”(January 2017)에서는 이러한 제조사
들간의 담합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80일 독점기간의 시작일인 최초 제네릭 마
케팅을 시작한 날(“first commercial marketing of the drug”)에 대한 해석
57) Wall Street Journal article (Jan29,2003),“Drug Firms Agree To Settle Lawsuit Over
Cardizem.”, Wall Street Journal.
58) Lancet Editorial (Jan19,2002),“Countering delays in introduction of generic drugs”,The
Lancet; 359 (9302), 181.
59) Lancet Editorial (Jan19,2002),“Countering delays in introduction of generic drugs”,The
Lancet; 359 (9302), 181.
60) Shuchman, M. (Sep28,2006),“Delaying Generic Competition–Corporate Payoffs and the
Future of Plavix”,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55;13: 129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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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including the commercial marketing of the listed drug”라고 더 포괄적으
로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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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네릭 독점권 대상 요건 및 세부 운영절차

□ 미국 FDA에서 2017년 1월 발간한 「180-Day Exclusivity: Questions and
Answers」를 바탕으로 제네릭 독점권 대상 요건·독점권 자격 유지·독점권
발생 및 범위·독점권 효력 소멸 등의 내용을 정리함
□ 독점권 대상 요건
Paragraph

Ⅳ

application)를

자격(certification)으로

ANDA(abbreviated

new

drug

첫 번째 날(on the first day)에 제출한 자에게 최초 신청자

(first applicant) 자격과 함께 180일 독점권을 부여함
Ÿ

ANDA란 약식신약허가신청으로 허가된 의약품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간소화된 심사 절차를 의미함. ANDA의 대상이 되는 제네릭 의약품은 유
효성분, 투여경로, 제형, 함량이 기허가된 의약품(reference listed drug,
RLD)과 동일해야 함

Ÿ

후발제약사는 ANDA를 신청할 경우, 특허목록(orange book)에 등재된
특허에 대하여 다음 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함
∘ Paragraph Ⅰ: 해당 의약품의 관련 특허가 오렌지북에 등재되지 않음
∘ Paragraph Ⅱ: 등재되어 있는 해당 의약품의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됨
∘ Paragraph Ⅲ: 등재되어 있는 해당 의약품의 특허 및 독점권이 허가신
청 기간에 만료될 예정임
∘ Paragraph Ⅳ: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의 특허가 유효하지 않거나 침해
되지 않을 것임

Ÿ

Paragraph Ⅳ 자격이란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 또는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ANDA를 신청한 제네릭 의약품이 특허
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공식으로

문서화한

것임(ANDA

applicant’s assertion that the patent is invalid, unenforceable, or
will not be infringed)
최초 신청자는 합법적인 Paragraph Ⅳ 자격 유지(lawfully maintains a
Paragraph Ⅳ)를 포함한 상당히 완전한(substantially complete) 품목허가
신청서를 최초로 첫 번째 날(on the first day)에 제출하는 자61)로 정의함
61) applicant that, on the first day on which a substantially complete application containing
a paragraph IV certification, is submitted for approval of a drug, submits a substantially
complete application that contains lawfully maintains a paragraph IV certification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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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합법적인 자격 유지”란 허가 신청 시 Paragraph Ⅳ의 자격을 중단 없
이 유지한 것을 의미함. 만약 신청자가 Paragraph Ⅳ로 최초에 신청한 후
Paragraph Ⅲ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Paragraph Ⅳ로 자격을 변경하였다
면 합법적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함

Ÿ

“상당히 완전한”신청서라고 판단할 경우, FDA는 ANDA 신청자에게 접
수 확인서(acknowledgement letter)를 발송하며, ANDA 신청자는 접수
확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Paragraph Ⅳ 자격으로 ANDA
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대상 등재 의약품(reference listed drug, RLD)
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함. 통지 수령일로부터
45일 내에 등재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통지수령일 기점으로 최장 30개월 간 ANDA 승인이
보류됨(approval of the ANDA will be stayed)

등재 의약품이 여러 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최소 한 개 특허에 대해서
첫 번째 날에 Paragraph Ⅳ 자격으로 ANDA를 신청한다면 최초 신청자 자격
이 주어짐
Ÿ

만약 동일한 의약품에 적용되는 특허 A, B에 대해 ANDA를 Paragraph
Ⅳ 자격으로 첫 번째 날 신청하였다면, 특허 A가 180일 독점권이 발생하
기 전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허 B로 인해 최초 신청자 자
격을 유지할 수 있음

만약 첫 번째 날에 복수의 제네릭 독점권 신청자가 있을 경우, 신청자 모두를
최초 신청자로 간주함
□ 독점권 자격 유지
특허 무효 또는 특허 비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더라도, 특허 소송을 합의
를 통해 해결하거나 특허 소송 자체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ANDA 신청자는
180일 독점권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NDA 신청자가 오렌지북에 등재된 특허 삭제를 요구하더라도, 해당 특허를 근
거로 제네릭 독점권을 획득한 최초 신청자의 180일 독점권은 유지됨
등재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180일 독점권 효력은 소멸되며
ANDA 신청자는 Paragraph Ⅳ에서 Paragraph Ⅱ로 자격을 변경해야 함
□ 독점권 발생 및 범위

d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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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독점권을

획득한

의약품과

동일한

기허가의약품(RLD)을

근거로

ANDA를 Paragraph Ⅳ 자격으로 신청하는 모든 후발 신청자(subsequent
applicant)에게 180일간 판매금지가 적용됨
독점권은

최초

신청자에

의해

약품이

첫

번째로

시판된

시점(first

commercial marketing of the drug by any first applicant)을 기준으로 효
력이 발생함
독점권은 1개 의약품에 대해 1번만 적용될 수 있으며(only one exclusivity
period available for each drug product), 독점권 효력 발생기간은 복수의
최초 신청자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됨
Ÿ

예를 들어 ANDA A, ANDA B, ANDA C 중 ANDA A가 최초로 의약품
을 시판할 경우, ANDA B와 ANDA C는 시판여부와 관계없이 180일 독
점권 효력이 발생하게 됨. 만약 ANDA B가 30일이 지나 의약품을 시판
할 경우 잔여 독점권 기간은 150일 이며, ANDA C가 179일이 지나 의
약품을 시판할 경우 잔여 독점권 기간은 1일이 적용됨

위임형 제네릭(authorized generic) 의약품62)은 180일 독점권 발생기간 동
안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음. 180일 독점권은 오직 Paragraph Ⅳ 자격으로
ANDA를 신청하는 후속 의약품을 대상으로 효력이 발생함
□ 독점권 효력 소멸
제네릭 독점권은 1)기한 내 시판에 실패(failure to market)하거나, 2)허가신
청이 취소되거나, 3)Paragraph Ⅳ 자격을 수정하거나, 4)잠정허가(tentative
approval)63) 획득에 실패하거나, 5)독점 금지법에 위반되는 협정(collusive
agreement)을 다른 ANDA 신청자나 등재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
는 특허권자와 맺거나, 6)모든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효력이 소
멸함
최초 신청자의 제네릭 독점권이 위와 같은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후발 신청자
는 첫 번째 날에 paragraph Ⅳ의 자격으로 ANDA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 신청자가 될 수 없으며 후발 신청자에게 제네릭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음
만약 복수의 최초 신청자 중 일부만 제네릭 독점권 효력이 소멸될 경우, 제네
62) 특허권자인 신약개발사가 직접 또는 타사에 위탁 생산하여 후발의약품 이름으로 판매하는 의약품
63) ANDA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기등재의약품의 특허 또는 7년 독점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품목허가승인
을 받지 못한 상태 (notification to an applicant by FDA that ANDA meets the requirements
but cannot receive effective approval because the application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is subparagraph, there is a period of exclusivity for the listed drug or
there is a 7-year period of exclusivity for the llisted drug under section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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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 독점권 효력이 소멸된 제약사는 후발 신청자에게 판매금지를 적용할 수는
없으나 최초 신청자의 자격은 계속 유지됨. 따라서 제네릭 독점권 효력을 상
실하더라도 다른 최초 신청자에 의한 판매금지에 적용 받지 않음
Ÿ

예를 들어 ANDA A, ANDA B 라는 복수의 최초 신청자 있고 ANDA A
의 제네릭 독점권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가정하도록 함. 이 경우 ANDA B
가 180일 제네릭 독점권을 발동하더라도 ANDA A는 후발 신청자가 아니
므로 자사의 의약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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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0. 한국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미국 제네릭 독점권 제도 비교
한국

미국

1) 최초 허가신청자 이면서
허가요건

2) 특허심판 또는 소송에서 인용 심결 등을 획득하고

Paragraph Ⅳ 자격으로 첫 번째 날 ANDA를 신청한 자

3) 해당 특허심판의 최초 청구 또는 최초 심결/판결을 획득한 자
1)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받는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1) 이면서
독점권의
범위

2) 등재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품목허가 또
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의약품 중 등재의약품과 유효성분이 동일한
의약품

제네릭 독점권을 획득한 의약품과 동일한 기허가된의약품(RLD)을 근거
로 ANDA를 Paragraph Ⅳ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모든 후발 의약품
▷ 기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투여경로, 제형, 함량이 동일해야 함

1) 최초로 우판을 받은 자의 우판 허가일과
독점기간

2) 만료 후 판매하겠다고 한 특허2)의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날

의약품을 시판한 날로부터 180일

중 늦은 날로부터 최장 9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1) 기한 내 시판에 실패하였을 경우

독점권
소멸

1) 심결 또는 판결의 취소 또는 파기하는 취지의 판결이 있을 경우

2) 허가신청이 취소되었을 경우

2)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을 판매 가능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당

3) Paragraph Ⅳ 자격을 수정하였을 경우

한 사유 없이 판매하지 않은 경우

4) 잠정허가 획득에 실패하였을 경우

3) 공정거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의결/판결이 있을 경우

5) 독점 금지법에 위반되는 협정을 다른 ANDA 신청자나 등재 의약품의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특허권자와 맺었을 경우
6) 모든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위임형
후발의약품

위임형 후발의약품 우선판매 품목허가에 의한 판매금지 대상이 될 수

위임형 후발의약품은 독점권에 의한 판매금지 대상이 아님. 180일 독점

있음

권이 발생한 기간에 시장이 출시될 수 있음

1) 주성분 및 그 함량,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가 모두 동일한 의약품
2) 특허관계 확인서의 특허관계 2번: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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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분석
1) 평가 내용 및 대상
□ 제네릭 독점권이 부여된 출시 의약품의 독점권 만료 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변화를 분석함
□ 제네릭 독점권을 획득하고 2014-2015년 미국 시장에 출시된 의약품 중 독점
권 기간이 만료된 후 후발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한 성분 기준 9개, 품목 기준
17개 의약품을 분석 대상으로 함
2016년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시 2011-2015년간 제네릭 독점권 획득
한 의약품 리스트를 FDA 정보공개청구(freedom of information act)를 통해
확보함. 최근 사례 위주로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을 살펴보고자 분석기간을
2014-2015년으로 설정함
Ÿ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네릭 독점권을 획득한 의약품의 유효성분·함량·
제형·투여경로·기허가 등재의약품·ANDA 승인시점·제네릭 독점권 만
료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Ÿ

제네릭 독점권을 획득한 의약품은 성분기준으로 2011년 20개(품목기준
55개), 2012년 19개(품목기준 42개), 2013년 19개(품목기준 47개),
2014년 16개(품목기준 27개), 2015년 7개(품목기준 16개)임

분석 대상인 9개의 유효성분은 1)텔미사르탄(Telmisartan), 2)라록시펜염산
염(Raloxifene HydrochloRide), 3)네비라핀(Nevirapine), 4)디클로페낙나트
륨(Diclofenac Sodium), 5)발사르탄(Valsartan), 6)엔테카비어(Entecavir),
7)세레콕시브(Celecoxib), 8)리네졸리드(Linezolid), 9)이마티닙 메실레이트
(Imatinib Mesylate)임
Ÿ

동일한 유효성분이라도 함량·제형·투여경로가 다를 경우 별개의 의약품
으로 간주하며 제네릭 독점권을 의약품별로 획득할 수 있음

Ÿ

유효성분을 기준으로 9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되, 각 의약품의 함량·제
형·투여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동일한 성분 내에서 함량별로 매출
액과 시장점유율을 계산함

2) 평가 방법 및 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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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S 헬스(intercontinental marketing service health) 데이터를 자료원으로
사용하여 제네릭 독점권 획득 의약품의 출시 시점으로부터 2년간 매출액 및 시
장점유율을 분기 단위로 조사함
IMS 헬스는 1954년 미국에서 설립된 제약 및 헬스케어 관련 글로벌 시장조
사기업으로 종합병원, 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전 세계 29,000개 이상의 공
급자로부터 급여·비급여, 전문 의약품·일반 의약품 등의 매출액 및 사용량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함
Ÿ

2016년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시 참고한 Grabowski et al.(2013)
연구에서도 IMS 헬스 데이터를 사용하여 1995년부터 2012년까지 257
개(성분 기준) 의약품을 대상으로 후발 의약품 출시 후 기허가의약품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분석한 바 있음

IMS 헬스는 매출액 및 판매량 데이터를 분기별로 구분하여 제공함(예: 2017
년 1분기/2분기/3분기/4분기). 제네릭 독점권 획득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한
분기를 분석 시작시점으로 설정함 단, 의약품이 첫 출시된 분기가 3개월(1분
기) 실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 분기부터 분석함
Ÿ

만약 2017년 1월에 제네릭 독점권 획득 의약품이 출시되었을 경우,
2017년 1분기부터 분석함

Ÿ

만약 2017년 2월 또는 3월에 제네릭 독점권 획득 의약품이 출시되었을
경우, 그 다음 분기인 2017년 2분기부터 분석함

제네릭 독점권의 효력은 시장 출시 시점으로부터 180일(2분기) 동안 발생하
므로 독점권 만료 이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이 안정화 될 것으로 판단되는 2
년(8분기)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함
□ 매출액은 IMS 헬스 데이터 중 달러 단위의 의약품 제조사(manufacturer,
MNF) 매출액 수치를 사용함
의약품 제조사의 매출액은 제조사가 도매상에게 판매한 가격(manufacturer
sales price)을 기준으로 산출됨
□ 시장점유율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당 동일의약품(기허가의약품, 해당 기허가의
약품을 근거로 제네릭 독점권을 획득한 의약품, 제네릭 독점권 만료 후 시장에
진입한 후발의약품64)) 중 제네릭 독점권을 획득한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64) 유효성분·함량·제형·투여경로가 해당 기허가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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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량은 IMS 헬스 데이터 중 해당 의약품의 도즈(dose)를 의미하는 표준단
위(standard units, SU)의 수치를 사용함. 예를 들어 표준단위로 경구용 고형
제제의 판매량을 산출할 경우 정제 또는 캡슐이 측정단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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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결과
가) 텔미사르탄
□ 경구용 정제(oral tablet) 텔미사르탄 20mg, 40mg, 80mg에 대한 독점권 획득
의약품의 ANDA는 2014년 1월 6일에 승인되었으며 제네릭 독점권은 2014년
7월 7일에 만료됨
□ 제네릭 독점권이 만료된 2014년 3분기(3Q) 이후부터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텔미사르탄 20mg의 2015년 4분기(8Q) 매출액
과 시장점유율은 2014년 1분기(1Q) 대비 각각 21.0%, 49.4%, 텔미사르탄
40mg은 20.7%, 47.4%, 텔미사르탄 80mg은 21.4%, 48.2% 수준으로 낮아짐
표 171. 제네릭 독점권 획득 의약품의 분기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텔미사르탄)
2014년

2014년

2014년

2014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Q)

(2Q)

(3Q)

(4Q)

(5Q)

(6Q)

(7Q)

(8Q)

421
10.3
(4)

280
9.4
(4)

257
10.9
(4)

250
9.4
(4)

284
11.7
(4)

21.0%
49.4%
-

942
14.3
(4)

927
16.1
(4)

928
15.7
(4)

1,157
15.1
(4)

1,127
17.1
(4)

20.7%
47.9%
-

1,039
15.0
(4)

1,141
15.8
(4)

871
15.5
(4)

893
15.4
(4)

1,344
17.6
(4)

21.4%
48.2%
-

20mg
- 매출액(천 달러)
1,355
1,114
589
- 시장점유율(%)1)
23.8
21.3
13.5
- (후발의약품 수)
(1)
(1)
(4)
40mg
- 매출액(천 달러)
5,447
4,661
2,295
- 시장점유율(%)
35.8
36.4
20.3
- (후발의약품 수)
(1)
(1)
(3)
80mg
- 매출액(천 달러)
6,269
5,941
2,986
- 시장점유율(%)
36.4
39.7
22.7
- (후발의약품 수)
(1)
(1)
(3)
1) 시장점유율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분석함

8Q/1Q

출처: IMS 헬스 데이터(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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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라록시펜염산염
□ 경구용 정제 라록시펜염산염 60mg에 대한 독점권 획득 의약품의 ANDA는
2014년 3월 4일에 승인되었으며 제네릭 독점권은 2014년 9월 24일에 만료됨
□ 제네릭 독점권이 만료된 직후인 2014년 4분기(3Q)부터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이 함께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라록시펜염산염 60mg의 2016년 1분기(8Q) 매
출액과 시장점유율은 2014년 2분기(1Q) 대비 각각 40.9%, 60.2% 수준으로
낮아짐

표 172. 제네릭 독점권 획득 의약품의 분기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라록시펜염산염)
2014년

2014년

2014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6년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1Q)

(2Q)

(3Q)

(4Q)

(5Q)

(6Q)

(7Q)

(8Q)

51,513

49,391

36,810

35,752

25,917

23,158

19,898

21,046

40.9%

75.6

80.2

59.5

53.4

51.0

49.8

44.2

45.6

60.2%

(2)

(3)

(4)

(4)

(4)

(4)

-

8Q/1Q

60mg
- 매출액(천 달러)
- 시장점유율(%)

1)

- (후발의약품 수)

2)

(1)

(2 )

1) 시장점유율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분석함
2) 2014년 3분기 말(2014년 9월 24일) 제네릭 독점권이 만료되고 후발의약품 1개가 시장에 출시됨
출처: IMS 헬스 데이터(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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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네비라핀
□ 경구용 정제 네비라핀 400mg에 대한 독점권 획득 의약품의 ANDA는 2014년
4월 3일에 승인되었으며 제네릭 독점권은 2014년 10월 12일에 만료됨
제네릭 독점권은 2개 제약사가 획득함. 각 제약사의 ANDA 승인일과 제네릭
독점권 만료일은 동일하나 시장에 의약품을 출시하는 시점은 차이가 있음
Ÿ

2014년 2분기에 한 제약사가 의약품을 시장에 먼저 출시하고, 2014년 4
분기에 독점권을 획득한 다른 제약사가 의약품을 시판함

□ 제네릭 독점권이 만료되어 후발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한 2014년 3분기(2Q)부

터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네비라핀 400mg의 2016년
1분기(8Q)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은 2014년 2분기(1Q) 대비 각각 48.4%,
61.7% 수준으로 낮아짐

표 173. 제네릭 독점권 획득 의약품의 분기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네비라핀)
2014년

2014년

2014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6년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1Q)

(2Q)

(3Q)

(4Q)

(5Q)

(6Q)

(7Q)

(8Q)

3,300

2,972

2,046

2,739

1,414

703

1,469

1,598

48.4%

88.0

82.7

61.5

82.7

51.2

30.6

47.7

54.3

61.7%

(1)

(2)

(2)

(4)

(5)

(5)

(5)

(4)

-

8Q/1Q

400mg
- 매출액(천 달러)
- 시장점유율(%)

1)

- (후발의약품 수)

1) 시장점유율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분석함
출처: IMS헬스(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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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디클로페낙나트륨
□ 외용액(topical solution) 디클로페낙나트륨 1.5%에 대한 독점권 획득 의약품의
ANDA는 2014년 5월 27일에 승인되었으며 제네릭 독점권은 2014년 11월 23
일에 만료됨
□ 제네릭 독점권이 만료되어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한 2014년 4분기(2Q)부터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디클로페낙나트륨 1.5%의
2016년 2분기(8Q)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은 2014년 3분기(1Q) 대비 각각
48.4%, 61.7% 수준으로 낮아짐

표 174. 제네릭 독점권 획득 의약품의 분기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디클로페낙나트륨)
2014년

2014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6년

2016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1Q)1)

(2Q)

(3Q)

(4Q)

(5Q)

(6Q)

(7Q)

(8Q)

3,300

2,972

2,046

2,739

1,414

703

1,469

1,598

48.4%

88.0

82.7

61.5

82.7

51.2

30.6

47.7

54.3

61.7%

(1)

(2)

(2)

(4)

(5)

(5)

(5)

(4)

-

8Q/1Q

1.5%
- 매출액(천 달러)
- 시장점유율(%)

2)

- (후발의약품 수)

1) 제네릭 독점권 획득 의약품이 2014년 2분기(2014년 5월 말) 출시됨. 3개월(1분기) 매출액이 모두 반영된
2014년 3분기를 분석 시작시점으로 설정함
2) 시장점유율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분석함
출처: IMS헬스(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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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발사르탄

□ 경구용 정제 발사르탄 40mg, 80mg, 160mg, 320mg 에 대한 독점권 획득 의
약품의 ANDA는 2014년 6월 26일에 승인되었으며 제네릭 독점권은 2015년 1
월 3일에 만료됨
제네릭 독점권 획득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한 시점에 위임형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됨
□ 제네릭 독점권이 만료되어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한 2015년 1분기(3Q)부터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발사르탄 40mg의 2016년 2분기(8Q)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은 2014년 3분기(1Q) 대비 각각 6.8%, 49.3%, 발사르탄
80mg는 3.7%, 28.6%, 발사르탄 160mg은 4.8%, 42.1%, 발사르탄 320mg은
각각 4.4%, 41.2% 수준으로 낮아짐

표 175. 제네릭 독점권 획득 의약품의 분기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발사르탄)
2014년

2014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6년

2016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1Q)

(2Q)

(3Q)

(4Q)

(5Q)

(6Q)

(7Q)

(8Q)

5,426

4,168

1,197

435

411

471

367

367

6.8%

32.0

27.1

40.7

37.3

42.4

45.0

34.6

15.8

49.3%

(2 )

(2)

(9)

(10)

(11)

(13)

(13)

(12)

-

- 매출액(천 달러)

26,732

20,550

5,776

1,719

1,544

1,771

1,246

997

3.7%

- 시장점유율(%)

43.9

46.2

47.0

47.5

47.6

49.6

29.7

12.5

28.6%

- (후발의약품 수)

(22))

(2)

(11)

(13)

(14)

(14)

(14)

(13)

-

8Q/1Q

40mg
- 매출액(천 달러)
- 시장점유율(%)

1)

- (후발의약품 수)

2)

8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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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기

7분기

8분기

80mg(매출액)

80mg(시장점유율)

2014년

2014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6년

2016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1Q)

(2Q)

(3Q)

(4Q)

(5Q)

(6Q)

(7Q)

(8Q)

- 매출액(천 달러)

41,458

34,220

9,177

3,263

3,121

3,121

2,199

1,990

4.8%

- 시장점유율(%)

30.8

30.3

37.5

41.6

45.1

43.7

29.5

13.0

42.1%

- (후발의약품 수)

(22))

(2)

(12)

(13)

(14)

(14)

(13)

(13)

-

- 매출액(천 달러)

35,370

28,113

7,883

2,898

2,814

2,939

2,397

1,570

4.4%

- 시장점유율(%)

30.8

30.0

38.7

42.7

44.4

42.9

31.9

12.7

41.2%

(2)

(10)

(11)

(12)

(13)

(12)

(13)

-

8Q/1Q

160mg

320mg

2)

- (후발의약품 수)

(2 )

1) 시장점유율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분석함
2) 위임형 후발의약품 1개와 제네릭 독점권 획득 의약품 1개
출처: IMS헬스(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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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엔테카비어
□ 경구용 정제 엔테카비어 1.0mg에 대한 독점권 획득 의약품의 ANDA는 2014년
8월 26일에 승인되었으며 제네릭 독점권은 2015년 2월 21일에 만료됨
□ 제네릭 독점권은 2015년 1분기(2Q)에 만료되었으나 2015년 2분기(3Q)까지
후발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이 2015년 2분기
(3Q)까지 증가함. 후발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한 4분기부터 매출액 및 시장점유
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시장진입 후 엔테카비어 1.0mg의 2016년 3분기
(8Q)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은 2014년 4분기(1Q) 대비 각각 75.3%, 60.8% 수
준으로 낮아짐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직전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3분기
와 비교할 경우 8분기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은 각각 66.8%, 42.2% 수준임

표 176. 제네릭 독점권 획득 의약품의 분기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엔테카비어)
2014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6년

2016년

2016년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1Q)

(2Q)

(3Q)

(4Q)

(5Q)

(6Q)

(7Q)

(8Q)

- 매출액(천 달러)

4,695

4,996

5,296

4,704

4,522

4,480

3,560

3,535

75.3%

- 시장점유율(%)2)

34.6

43.1

49.7

45.9

40.8

42.3

22.1

21.0

60.8%

- (후발의약품 수)

(1)

(1)

(1)

(3)

(3)

(4)

(5)

(5)

-

1)

8Q/1Q

1.0mg

1) 제네릭 독점권 획득 의약품이 2014년 3분기(2014년 9월) 출시됨. 3개월(1분기) 매출액이 모두 반영된 2014년
4분기를 분석 시작시점으로 설정함
2) 시장점유율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분석함
출처: IMS헬스(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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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세레콕시브
□ 경구용 캡슐 세레콕시브 100mg, 200mg, 400mg에 대한 독점권은 2개 제약사
가 획득함. 각 제약사의 ANDA가 2014년 5월 30일, 2015년 2월 11일에 승인
되었으며, 제네릭 독점권은 2015년 6월 2일에 만료됨
제네릭 독점권 획득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한 시점에 위임형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됨
□ 제네릭 독점권이 만료한 2015년 3분기(3Q)부터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이 감소
하는 양상을 보임. 세렉콕시브 100mg의 2016년 4분기(8Q) 매출액과 시장점유
율은 2015년 1분기(1Q) 대비 각각 30.9%, 65.6%, 세렉콕시브 200mg는
30.1%, 71.0%, 세렉콕시브 400mg은 47.6%, 92.8% 수준으로 낮아짐
표 177. 제네릭 독점권 획득 의약품의 분기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세레콕시브)
2015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6년

2016년

2016년

2016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Q)

(2Q)

(3Q)

(4Q)

(5Q)

(6Q)

(7Q)

(8Q)

41,976
40.3
(13)

35,576
40.3
(13)

30.9%
65.6%
-

37,279
43.2
(12)

31,198
40.2
(12)

30.1%
71.0%
-

1)

100mg
- 매출액(천 달러)
115,109 121,272 79,256
66,651
62,330
52,601
- 시장점유율(%)2)
61.4
59.5
44.5
40.7
39.3
41.5
- (후발의약품 수)
(3)
(8)
(10)
(10)
(10)
(33))
200mg
- 매출액(천 달러)
103,495 110,655 71,623
60,334
56,353
47,118
- 시장점유율(%)
56.6
60.2
39.6
42.1
40.8
42.9
- (후발의약품 수)
(3)
(9)
(9)
(10)
(11)
(33))
400mg
- 매출액(천 달러)
1,334
1,323
1,103
687
762
641
- 시장점유율(%)
47.6
53.0
42.8
39.3
38.7
38.5
- (후발의약품 수)
(3)
(5)
(6)
(6)
(7)
(33))
1) 제네릭 독점권 획득 의약품이 2014년 4분기(2014년 12월) 출시됨. 3개월(1분기)

8Q/1Q

641
635
47.6%
48.8
44.2
92.8%
(11)
(9)
매출액이 모두 반영된 2015

년 1분기를 분석 시작시점으로 설정함
2) 시장점유율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분석함
3) 위임형 후발의약품 1개와 제네릭 독점권 획득 의약품 2개
출처: IMS 헬스 데이터(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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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리네졸리드
□ 경구용 정제 리네졸리드 600mg에 대한 독점권 획득 의약품의 ANDA는 2015
년 5월 18일에 승인되었으며 제네릭 독점권은 2015년 12월 19일에 만료됨
제네릭 독점권 획득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한 시점에 위임형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됨
□ 제네릭 독점권이 만료된 직후인 2016년 1분기(3Q)부터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리네졸리드 600mg의 2017년 2분기(8Q)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은 2015년 3분기(1Q) 대비 각각 1.9%, 36.7% 수준으로 낮아짐

표 178. 제네릭 독점권 획득 의약품의 분기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리네졸리드)
2015년

2015년

2016년

2016년

2016년

2016년

2017년

2017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1Q)

(2Q)

(3Q)

(4Q)

(5Q)

(6Q)

(7Q)

(8Q)

28,316

29,134

15,464

15,316

3,006

1,947

603

529

1.9%

30.2

37.5

24.1

23.1

20.0

15.1

15.5

11.1

36.7%

(12)

(12)

(12)

(12)

(12)

(12)

-

8Q/1Q

600mg
- 매출액(천 달러)
- 시장점유율(%)

1)

- (후발의약품 수)

2)

(5)
(2 )
1) 시장점유율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함

2) 위임형 후발의약품 1개와 제네릭 독점권 획득 의약품 1개
출처: IMS헬스(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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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마티닙 메실레이트
□ 경구용 정제 이마티닙 메실레이트 100mg, 400mg에 대한 독점권 획득 의약품
의 ANDA는 2015년 12월 3일에 승인되었으며 제네릭 독점권은 2016년 7월
30일에 만료됨
□ 제네릭 독점권이 만료된 2016년 3분기(2Q)부터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이 감소
하는 양상을 보임. 2017년 2분기(5Q)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은 2016년 2분기
(1Q) 대비 이마티닙 메실레이트 100mg이 각각 31.2%, 65.7%, 이마티닙 메실
레이트 400mg이 각각 34.5%, 69.8% 수준으로 낮아짐

표 179. 제네릭 독점권 획득 의약품의 분기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이마티닙 메실레이
트)
2016년
2분기

2016년

2016년

2017년

2017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2)

(2Q)

(3Q)

(4Q)

(5Q)

1)

(1Q)

5Q/1Q

100mg
- 매출액(천 달러)
32,055
26,766
15,360
13,560
10,003
31.2%
- 시장점유율(%)3)
44.3
40.4
28.6
31.4
29.1
65.7%
- (후발의약품 수)
(1)
(5)
(5)
(6)
(6)
400mg
- 매출액(천 달러)
145,372
121,581
71,673
62,931
50,103
34.5%
- 시장점유율(%)
46.0
42.2
30.9
33.8
32.1
69.8%
- (후발의약품 수)
(1)
(5)
(5)
(6)
(6)
1) 제네릭 독점권 획득 의약품이 2016년 1분기(2016년 2월)에 출시됨. 3개월(1분기) 매출액이 모두 반
영된 2016년 2분기를 분석 시작시점으로 설정함
2) 2017년 2분기까지의 매출액, 판매량 데이터가 수집된 상태임
3) 시장점유율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함
출처: IMS 헬스 데이터(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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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기
400mg(매출액)

400mg(시장점유율

바. 소결
□ 제네릭 독점권 대상 요건 및 세부운영절차
제네릭 독점권 허가요건, 판매금지 대상, 판매금지 기간 및 발생시점 등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음
Ÿ

한국은 우선판매품목허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특허심판 또는 소송에서의
인용 심결이 반드시 필요함. 반면 미국은 특허 무효 또는 특허 비침해 소
송에서 승소하지 않더라도, 특허 소송 자체가 제기되지 않거나 특허 소송
을 합의를 통해 해결할 경우 독점권 자격이 유지됨

Ÿ

한국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승인받을 경우, 위임형 후발의약품이 판매금지
대상이 됨. 반면 미국은 독점권에 의한 판매금지 대상에 위임형 후발의약
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Ÿ

한국은 우선판매품목허가일 또는 기허가의약품의 등재특허의 존속기간 만
료일로부터 9개월간 판매금지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미국은 의약품이 출
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180일) 동안 독점권이 유지됨

□ 제네릭 독점권 획득 의약품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분석
제네릭 독점권이 만료된 후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한 시점부터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이 감소함
Ÿ

엔테카비어 1.0mg은 2015년 1분기에 독점권이 만료되었으나, 후발의약
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2014년 4분기부터 2015년 2분기)까지 매출액
과 시장점유율이 증가함

제네릭 독점권 획득 의약품의 8분기 실적을 1분기와 실적을 비교한 결과, 판
매량을 기준으로 산출된 시장점유율보다 매출액이 더 크게 줄어들었음
Ÿ

1분기 대비 8분기 매출 감소가 가장 큰 성분은 리네졸리드 600mg임. 리
네졸리드 600mg은 8분기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은 각각 1분기 대비
1.9%, 36.7% 수준으로 낮아짐

Ÿ

1분기 대비 8분기 시장점유율 감소가 가장 큰 성분은 발사르탄 80mg임.
발사르탄 80mg은 8분기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은 각각 1분기 대비 3.7%,
28.6% 수준으로 낮아짐

각 의약품의 시장상황이 다르다는 점, 표본수가 적다는 점(성분기준 9개, 품목
기준 17개 의약품), 분기별 데이터라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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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국가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 본 절에서는 이태진 등(2016)에서 검토된 미국, 캐나다, 호주의 허가특허연계제
도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각 국의 제도변화, 최근 정책 및 동향 이슈 등을 추가
하여 서술하였음. 또한 기존의 국가 이외에 일본, 중국의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한
국의 제도를 참조하여 의약품특허목록 등재, 품목허가신청사실 통지,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측면에서 정리하였음

가. 미국
1) 허가특허연계제도 개요
□ 미국은 1984년 Hatch-Waxman Act로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하였는데,
Hatch-Waxman Act는 ‘특허권 보호를 통해 신약 개발 투자를 유도하는 것과
‘제네릭 약품의 조기 출시를 통한 소비자의 저가 약품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2가지 목적을 갖고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특
허권 존속기간연장, 제네릭 의약품 허가절차의 30개월 자동중지제도를 들 수 있
고, 그 외에, 제네릭 약품의 조기 출시를 위해서 허가를 받기 위한 의약품의 시
험적 사용에 대한 특허 비 침해 인정, 제네릭 의약품의 간이허가절차인 AND
A65) 제도, 180일 제네릭 독점권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의약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규정으로 허가된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특허
목록등재,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업체의 허가 신청 시
에 그 신청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품목허가신청 사실통지, 특허
권자가 등재된 특허에 근거하여 침해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
절차를 정지시키는 제도인 판매금지, 최초 제네릭 의약품업체에게 독점권이 부
여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65) 약식신약허가신청(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ANDA)은 허가된 의약품의 제네릭 의약품
심사절차로 기 허가된 의약품과 복용량, 함량, 투여경로 등이 동일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FDA의 의약
품 시판허가 신청 시 제네릭 의약품이 신약과 동등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는 것으로 전제하고, 제네
릭 의약품과 대조약목록의약품(Reference Listed Drug, RLD)의 생물학적 동등성 자료제출만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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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목록등재(Orange book)
□ Hatch-Waxman Act는 신약허가(NDA66)) 신청자에게 신약과 관련한 특허의
등록번호와 특허존속기간만료 일자를 미국 FDA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미국 FDA는 제출되는 특허 정보에 대하여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며, 제출
된 특허정보가 실제로 신약 허가 제품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의 판단은 하지
않고 그대로 Orange Book에 등재
따라서 잘못 등재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미국 FDA가 이를 수정할 권한이
없고, 제네릭 의약품업체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받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특허 목록의 삭제가 가능했음
오리지널 의약품업체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품목허가 신청한 신약과 관련
없는 특허를 등재함으로써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를 지연시키는 전략67)으로
활용하였음
□ 이에 2016년 10월 6일 FDA가 공개한 관보(Federal Register68))에 포함된
505(b)(2)와 ANDA와 관련된 개정된 법률에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
용이 포함 되어 있음
의약품 품목 허가 시 제출하는 특허목록에 기술할 수 있는 특허가 기존의 특
허를 허가 받은 혹은 계류 중인 특허에서 허가 받은 특허로 축소됨
다만, 허가 받은 이후에 등록된 특허는 등록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특허정
보를 제출하면 특허의 등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자가 오렌지북에 등제된 특허정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
기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FDA 담당자는 신청
인에게 제출한 특허정보의 확인을 요청하며, 신청자는 30일간 특허목록 등재
와 관련된 이견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해야 함
66) 신약허가신청(New Drug Application)
67) 제네릭 의약품 신청자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오렌지북에 등재된 특허가 품목허가 신청한 신약과 관련
없음을 주장하려면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결과를 제출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음. 따라서 제네릭
의약품이 특허침해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려면 무효심판의 진행이 완료될 때까지 허가가 지연될 수 있음
68) USA Federal Register/Vol. 81, No. 194/Thursday, October 6, 2016/Rules and
Regulations(https://www.gpo.gov/fdsys/pkg/FR-2016-10-06/pdf/2016-22690.pdf
해당 관보는 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of 2003
(MMA)의 XI조 및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A)와 관련된 개정으로 개정안은
2016 년 12 월 5 일부로 발효되어, FDA가 그 날 이후에 제출하는 신규 제출물(품목신청허가신청서)
부터 적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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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품목허가 신청사실통지
□ 약식신약허가신청(ANDA)으로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자가 특허목록에 등재
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근거하여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등재 의약품의 품목 허가권자와 특허권자에게 그 신청사실
을 통지해야 함
□ 2016년 12월에 개정된 법률69)에는 기존에 20일 이내의 기준이 모호했던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려 새롭게 등재된 특허에 대하여 해당 특허가 오렌지북에 등재
된 다음 날부터 통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통지방법 또한 기존 등록된
혹은 공인된 우편에 지정된 배송서비스를 추가하였음

다) 판매금지
□ 약식신약허가신청(ANDA)을 통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자가 해당 신
약의 품목허가(NDA)보유자와 해당 특허권자에게 품목허가신청 사실을 통지하
면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제네릭 의약품 업체에 특허침해소
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FDA는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승인을 30개월 동안 정
지함
□ 대부분의 특허침해소송은 30개월 이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1심까지
4~5년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FDA에 대
해 비록 법이 정한 30개월 기간은 경과되었지만 판결까지 제네릭 의약품의 허
가를 금지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 기존 판매금지 기산점이 신약 품목허가(NDA) 보유자와 해당 특허권자가 통지
받은 날로 되어있었지만 보유자와 특허권자가 상이한 경우 통지받은 날이 서로
달라 기산점을 두고 논란의 소지가 있었으나, 2016년 12월에 개정된 법률에 통
지받은 날 중 늦은 날로 명확히 하였음

69) 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of 2003 (MMA) and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A)관련 USA Federal Register/Vol. 81, No. 194

- 261 -

라) 우선판매품목허가
□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자가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
성 자료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약식신약허가신청(ANDA)를 신청하는 것이라면,
최초의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인은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후순위 신청
자에게 180일 이후에서야 허가를 부여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 받을 수 있음
□ 이는 제네릭 의약품 후순위 업체에 대해 특허권과 상관없이 제네릭 의약품 출시
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매우 강력한 시장 독점권이지만, 기존의 허가된 오리지널
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아 진정한 독점권이라 보기는 어려움
□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응하기 위한 약가 경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보해야 하지
만, 이는 약가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역지불합의 등의 전략
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

2) 허가특허연계제도 운영 현황
□ Hatch-Waxman법은 ‘특허권 보호를 통해 신약 개발 투자를 유도’하는 것과
‘제네릭 약품의 조기 출시를 통한 소비자의 저가 약품 선택권을 확대’라는2가
지 목적을 갖고 있음 그러나 대형 제약회사들이 다양한 회피전략으로 오리지널
신약의 독점권을 유지함으로써 이로 인해 소비자는 여전히 더 많은 비용을 약물
에 소비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DA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
는 중이며 2016년 10월 6일에 발간된 관보(Federal Register)도 그것의 일환
임
2016년 12월 05일부터 이행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법적 소송을 피하고
505(b)(2)70) 혹은 ANDA를 통한 품목신청 허가가 필요 이상으로 지연되는
일(시민청원 등)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사안들임. 이는 신약개발사와 제네릭
의약품 생산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최근의 법적 판례 및 FDA의 실
무경험을 바탕으로 개정된 사안임
□ 위 개정의 배경이 되는 역지불 합의와 시민청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S)71)
70) 신약허가신청(NDA)는 그 신청대상에 따라 505(b)(1)과 505(b)(2)로 나뉘는데 505(b)(2) 대상자는 ①
허가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가 신청자에의해 또는 신청자를 위해 수행되지 않은 시험에서 유래되었고
신청자가 참조권을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② 기 허가 의약품에 대한 변경일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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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불(reverse payment) 합의는 미국의 제약 특허 분쟁 과정에서 도출된
분쟁 종결 수단의 하나로 특허 분쟁을 취하하면서 오리지널 의약품(original
drug)제조사가 제네릭(generic drug)제조 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제네릭의
출시나 판매를 포기 또는 연기하는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특허 등 지식 재산권 분쟁에 있어서 분쟁 종결 수단으로서 종
종 이용되는 합의의 경우, 통상 추정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손해배상 내 지 향
후 실시료(사용료)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역 지급 합의에서는 그와 반대로
권리자가 추정 침해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므로 ‘역 지불’이라고 칭하
며,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의 진입을 지연시키는 합의가 포함되므로
‘Pay-for-delay합의’ 라고도 함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핵심인 Hatch-Waxman Act는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처
방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가격을 낮추기 위함 인데 이러한 역지불합의는
경쟁제한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오리지널 의약품의 장기간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 그러나 Hatch-Waxman Act내에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러한

역지불합의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Actavis 사건의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는데, 2013년 6월 17일, 연
방대법원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Actavis社 사건에서 역지불 합의의 경쟁
제한효과가 대상 특허의 배타적인 범위 내에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경우에는 반독점법에 의한 조사가 면제됨. ‘특허 범위’(Scope of patent)
테스트 기준을 배척하고, 역지불 합의가 특허의 배타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진 경우에도 반독점법에 의한 심사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이는 특허권
보유자가 특허범위에서는 경쟁자를 합법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구하는 모든 방법이 반드시 합법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시사함
□ 시민청원(CITIZENS’PETITIONS)
대중에게 기관의 규정에 대해 청원 할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미국 행정 절
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에 따라 FDA는 505(q)에 시민
청원서를 두고 있음
시민청원은 원래 제약회사를 비롯한 의료 및 안전문제에 관한 문제를 FDA에
제기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수단이지만, 대형 제약회사는 이를 비즈니스
전략으로 변형시켜 경쟁 제네릭 의약품의 FDA의 품목허가 승인을 지연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음72)73),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없음
71)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연방대법원 관련 판결 2013. 6. 17. Actavis 사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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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제약회사는 FDA에505(q)의 시민청원서를 사용하여 약식신약허가신청
(ANDA)에 대한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FDA는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
현재 FDA의 정책은 약식신약허가신청(ANDA)을 승인하기 전에 시민 청원서
에 대한 답변을 줘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ANDA 숭인을 지연시키는 결과
를 초래함
이는 대형제약회사의 약식신약허가신청(ANDA)에 대한 허가 지연 전략으로
활용되어, 제네릭 의약품의 승인을 지연시키기 위해 승인 직전에 시민청원서
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간을 채우기 위해 처리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길고 복잡한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하여 최대150일까지 승인을 지연시키는 역
할을 하고 있음
시민청원을 활용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승인을 지연시킨 대표적인 사례로는
Mylan Pharmaceuticals74)가 자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Epipen75)을 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에서 Epipen의 제네릭 의약품 허가승인 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승인 직전에 시민청원을 제출하여 그 승인을 지연시킨 사례가 있
음
2012년 Teva는 Epipen의 제조사인 Pfizer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고,
2015년 중반부터 Epipen의 제네릭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Mylan은 Teva가 FDA에 신청한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신청에 대해 거의 승인이 나기 직전인 2015년 1월에 승인허가를 해
주면 안 된다는 취지의 시민청원서를 제출했고, FDA는 Mylan의 시민청원서
에 다변을 주기까지 150일이 거의 소요되어 2015년 6월에 해당 시민청원서
를 거절했음
이는 거의 승인 직전이었던 Teva의 Epipen의 제네릭 의약품이 150일동안 승
인이 지연되는 역할을 하였음
72) Citizen Petitions: Long, Late-Filed, and At-Last Denied;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Volume 66, Issue 2 (2017)
(http://digitalcommons.wcl.american.edu/cgi/viewcontent.cgi?article=1956&context=aulr)
73) 미국의 Rutgers University School of Law 교수인 Michael A. Carrier는 최근 발간된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저널을 통해 시민청원이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지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그가 논문에서 저술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FDA는 10건의 시민청원 중 9건 이
상을 거부했고 2011-2015년 사이에 오리지널 의약품 업체가 시민 청원서의 92%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청원서가 유효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단지 경쟁이 되는 제네릭
의약품의 승인 지연을 위해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음
74) 2007년 Merck KGaA를 인수한 제약기업
75) 에피펜은 에피네프린 자가 주사, 즉 아드레날린 주사로 갑작스런 알러지 쇼크로 호흡 곤란과 같은
생명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응급 주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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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대형 제약회사들은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FDA 시민청원의 답변기
한인 150일 이내에 쉽사리 답변을 할 수 없도록 매우 복잡한 내용으로 시민
청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임
□ 위와 같은 부작용을 해결하려 법률을 개정76)함과 동시에 미국 FDA는 최근
(2017년 06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도모하고, 가격이 낮
은 대체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돕고자 “List of off-patent, off-exclusivity
branded drugs without approved generics77)”를 공개하고, 제네릭 의약품
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할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그림 6. 공개된 List of off-patent, off-exclusivity branded drugs without approved
generics 일부발췌

76) 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of 2003 (MMA) and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A)관련 USA Federal Register/Vol. 81, No. 194
77)
https://www.fda.gov/downloads/Drugs/ResourcesForYou/Consumers/BuyingUsingMedicineSafely/
UnderstandingGenericDrugs/UCM5644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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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캐나다
1) 허가특허연계제도 개요
□ 캐나다의

허가특허연계제도는

Patented

Medicines(Notice

특허법(1985)
of

하위명령55.2(4)에

Compliance)

근거한

Regulations(이하NOC

Regulation)로 규정되어 있고, NOC Regulation은 1993년도에 제정되어 몇 차
례의 개정을 거쳤고 2011, 2015년 개정된 것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가) 특허목록등재
□ 캐나다는

미국의Orange

book에

해당하는

특허목록

‘Patentregister’에

‘drug ingredients, 관련 특허, 특허 만료기간, 관련된 정보’를 알파벳순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는 www.Patentregister.ca에서 조회
가 가능함
□ ‘Patentregister’ 등재를 위해 신청된 특허는 모두 실사의 대상이 되며, 정보
가 부정확한 경우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정보를 정정하거나 적절한 정보를 제공
하게 하며,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특허정보는 보건부 장관이 등재를 거부
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

나) 품목허가신청사실통지
□ ‘Patentregister’에 등재된 특허를 활용한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 ․ 판매를 위
해서는 약식허가신청서(Abbreviated New Drug Submission)78)을 제출하여야
함
□ 이 신청서에는 대조약 품목허가권자의 의약품과 동일한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
하여야 하고, 특허목록에 등재된 신약의 임상정보를 활용하여 신약 특허권자가
제출한 안전, 효능, 임상자료를 인용할 수 있음. 또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 신
청자는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하여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를 활용 할 경우 출시
하려고 하는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를 모두 기재하여야 함

78) 약식허가신청서(Abbreviated New Drug Submission)의 제출방법 및 요건은 이태진 등. 의약품 허
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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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등재된 특허권이 만료될 때까지 후발의약품에 대한 시판 승인이 부여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거나 등록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실 주장을 특허권자에 통보하여야 함

다) 판매금지처분
□ NOC regulation 7(1)(e)에 따르면 후발의약품 허가신청권자가 등재된 특허의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의 효력을 부인하는 통보를 하여야 하고, 이 통보를 받은
특허권자는 4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특허권자가 후발의약품 허가신
청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24개월 간 자동 유예됨

그림 7. NOC Regulation 7(1) 규정

□ 이때, 특허권자가 후발의약품 허가신청권자에 제기하는 소송은 미국에서와 같은
특허침해소송이 아닌, Health Minister가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금
지명령’을 구하는 일종의 행정절차임. 따라서 법원은 특허가 침해되었는지 또
는 그 특허가 유효인지에 대한 것은 공개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침해
소송상의 기판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음
□ 그러므로

법원이

후발의약품

허가신청권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Health Minister가 시판허가 한 경우에도 추후 특허침해소송이 별개로 진행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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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운영현황
□ 캐나다 보건부는 허가특허연계제도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공개하고 있으
며, 2017년 7월 14일에 2016/2017년 자료를 추가한 보고서79)를 보건부 홈페
이지에 공개하였음

가) 특허목록등재
□ 보고서는 제약사가 특허목록등재를 위하여 제출한 특허,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
허,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 특허목록에 등재가 거부된 특허의 수를 연도별로
제공하고 있음
□ 제약사가 2016/2017년에 제출한 특허 수는 총 835개임
□ 제출된 특허는 캐나다 특허의약품 사무국 OPML(Office of Patent Medicines
and Liaison)에서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데, 2016/2017년에 OPML에 의해 등
재된 특허는 총 769건이며, 등재가 거부된 특허는 총 74건임
□ 보고서는 개별식별번호(DIN)와 등재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특허의 수에 대한 기
초적인 정보도 제공하고 있음
□ 2017년 3월 31일 현재 1,451개의 식별번호, 583의 등재의약품은 적어도 1개
이상 등재된 특허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포함하고 있는 특허 수의 분포
는 아래 도표와 같음, 참고로 등재의약품은 다양한 함량, 투여경로, 제형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다른 식별번호를 부여 받음

79) 캐나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Therapeutic Products Directorate Statistical Report 2016
/2017“(https://www.canada.ca/content/dam/hc-sc/documents/services/publications/drugshealth-products/therapeutic-products-directorate-statistical-report-2015-2016-patented-me
dicines-health-canada/patmrep-mbrevrap-e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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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등재된 식별번호에 포함된 특허의 수_캐나다

출처: Therapeutic Products Directorate Statistical Report 2016 / 2017

□ 716개의 식별번호는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를 1개 가지고 있음

그림 9. 등재된 의약품에 포함된 특허의 수_캐나다
출처: Therapeutic Products Directorate Statistical Report 2016 / 2017

□ 267개의 등재의약품은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를 1개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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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품목허가사실 통지 현황
□ 보고서는 후발의약품 신청자의 허가 신청, 주장통보서(Notice of Allegation)의
송달, 이에 따른 판매금지 신청의 수를 제시하고 있음
표 180. 품목허가신청사실 통지 현황_캐나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후발의약품 허가신청(A)

300

239

187

138

200

126

주장통보서 송달(B)

206

163

146

118

176

105

69%

68%

78%

86%

88%

83%

60

84

44

53

18

32

29%

52%

30%

45%

10%

30%

허가특허연계 적용률(B/A)
판매금지 신청(C)
판매금지 신청률(C/B)

주) 허가특허연계 적용률은 2016 이태진 보고서의 저자가 산출한 방법을 토대로 2017년 데이터에 근거하여
재 산출함

다) 판매금지 현황
□ 판매금지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신청이 취하되지 않았다면 신청을 인정하거나,
부분적으로 인정하거나, 기각할 수 있음.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2개 이상
의 등재된 특허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이 있을 시에 적어도 1개 이상의 신청에
대하여 판매금지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함
□ 2016/2017년도에는 32건의 판매금지 신청이 있었는데, 15건이 도중에 취하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181. 판매금지 신청현황_캐나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판매금지 신청(A)

60

84

44

53

18

32

취하(discontinued)(B)

34

58

26

38

10

15

57%

69%

59%

72%

56%

47%

판매금지 취하율(B/A)

주) 판매금지 취하율은 2016 이태진 보고서의 저자가 산출한 방법을 토대로 2017년 데이터에 근거하여
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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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
□ 일본은 미국의 Hatch-Waxman Act와 같은 법률을 신설하거나 국제조약에 의
해 도입된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는데, 이는 미국 이외의 국가들
대부분이 의약품 지식재산권의 보호범위가 강력하지 못하여 국제 통상협약을 진
행시에 이를 보완하고자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미 특허
권과 허가상의 행정절차80)로 선발의약품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
본의 의약품 허가제도의 특성과 미국이 제네릭 의약품의 쉬운 시장진입을 유도
하여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국
가에서 약가 개정을 통하여 의약품의 가격을 조절하고 있는 일본 의약품시장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2년에 한번 약가 개정을 진행하는데, 이는 일반적
으로 가격이 인하되는 방향으로 진행됨. 이러한 내부요인으로 인해 일본 제약회
사는 주로 새롭게 개발한 신약을 약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미국시장에
먼저 판매하고 수년에서 10여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일본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허가특허연계제도는 대부분 내수시장에서의 신약개발 장려
와 제네릭의 쉬운 진입으로 의약품 가격경쟁으로 인한 약가 인하로 처방의약품
의 저렴한 제공이라는 목적을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본의 이러한 의약품 시
장의 특성상 굳이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법률로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제네릭을 허가하는 일본의 후생노동성81)의 의약품 허가와 관련된 법률82)
및 행정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특허연계가 실현되고 있어 제네릭 허가과정에
서 특허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또한 의약품이 특허법으로서 보호되는 것 이외에도 재심사기간을 두어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킴으로써 신약개발 기업이 막대하게 투자된 연구 개발비를 회
수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재심사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함

80) 일본은 재심사 제도를 두어 재심사 기간에는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 신청이 아예 불가함으로써 선발
의약품의 독점기간을 제공함
81) 후생노동성은 일본의 의약품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후생노동성 산하 의약식품국과 약
사식품위생심의회에서 주로 의약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의약식품국은 국장, 의약품 담당
고문관, 5개과(총무과, 심사허가과, 안전대책과, 감시지도/마약대책과, 혈액제제과)와 1개의 실로 구성
되어있는데 재심사 업무는 그 증 심사허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www.mhlw.go.jp/english)
82) 의약품, 의료 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기법이라 함)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35AC000
0000145&openerCod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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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심사 제도83)
□ 일본은 미국과 같은 데이터독점권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특허를 획득한 신약
에 대해 일정기간 시장독점을 허용함으로써 신약개발기업에 연구개발비를 회수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재심사 제도임
□ 재심사 제도는 신약에 대한 제조판매를 승인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해당 의약품
의 사용 실적을 조사하고 승인된 효능효과, 안전성에 대한 재확인을 하는 약기
법84)상의 제도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허가신청은 재심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접수될 수 없
음85), 이는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 진입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약에 시장
독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선발의약품은 특허와 재심사 기간으로 보호됨
주요 재심사 기간은 다음과 같음
기간

신약의 종류

10년

희귀의약품, 장기간의 투약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

8년

신규물질 의약품

6년

신규 복합제, 신규 투여경로 의약품

4년

신규 적응증, 신규 용법 용량 의약품

특허권리의 존속기간내의 보호와 재심사 제도는 둘 다 신약의 시장독점을 허
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재심사 제도는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판매 승인
자체를 유보한다는 점에서 특허권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음

2) 제네릭 의약의 심사단계에서 운영되는 특허연계
□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본은 의약품을 승인하는 절차에 있어 선발제품의 특허
가 제네릭 승인에 반드시 관여해야 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음. 다만 실무적으
로 승인을 진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세부지침을 통해 실무적으로 연계가 이루어지
고 있으므로 어떤 범위의 특허가 의약품 승인단계의 어떤 시점에서 고려되고 있
는 것인지 실무적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함
83) 약기법 제14조 4항
84) 의약품, 의료 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함
85) Pharmaceutical Administration and Regulations in Japan(2017);
(http://www.jpma.or.jp/english/parj/whole.html) : 일본제약협회 JPMA (Japan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국제 업무위원회의 English RA Information Task Force에 의해 작
성되는 문서로 매년 업데이트되며, 일본의 의약품 관리, 규정 및 신약 개발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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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네릭 의약의 제조판매 승인에 고려되는 특허범위
□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 시 선발의약품에 관련된 유효특허86)가 존재하
는 경우 해당 유효특허 중 어떤 특허가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판매 승인을 지연
시킬 수 있는지는 후생노동성의 내부운용지침87)(医政経発第0605001号、渓食
帝査発第0605014号, 2009.6.5일자)에서 확인할 수 있음88)
□ “의료용 후발의약품(제네릭 의약품)의 약사법상 승인심사 및 약가에 따른 의약
품 특허의 취급”(발췌)89)
1. 후발의약품의 약사법상 승인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또한 다음에 대해 특허
의 존속여부는 승인 예정일에 판단하는 것임
(1) 선발의약품의 유효성분에 특허가 존재하여 해당 유효성분의 생산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
에는 후발의약품을 승인하지 않는다
(2) 선발의약품의 일부 효능 효과, 용법 용량(이하 효능 효과)에 특허가 존재하고 다른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의약품의 제조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후발의약품을 승인 할 수 있
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특허가 존재하는 효능 효과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
기 때문에 후발의약품 신청자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위 지침의 (1)에서 유효성분의 특허는 물질특허를 의미하며, 실제 실무운용에
서도 신약의 유효성분의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동안은 제네릭 승인이 유보되고
있음
(2)에서 효능 효과는 적응증을 의미하며 효능 효과에 특허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승인된 특정 성분에 대해 적응증의 치료에 사용하는 용도특허를 의미함.
예를 들어, 유효성분을 포함한 신약이 적응증A, 적응증B 라는 2가지 용도에
대해 제조판매 승인을 취득하고 해당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
2용도인 적응증 B에 치료 용도의 특허가 유효한 경우, 제네릭은 적응증A에
대해서만 승인될 수 있음
위와 같이 적응증에 관한 용도특허에 대한 실무사례는 명확하게 운용되고 있
지만, 용법 용량의 경우 실무적으로 어떤 특허들이 승인을 보류하는 효과가
86) 존속기간이 남아있어 특허권이 행사되고 있는 특허
87) 의약품 재심사를 담당하는 후생노동성 산하 의약식품국의 심사허가과의 내부운용지침으로 행정고시
에 해당함
88) 法律時報 89권 8호 “日本におけるパテント・リンケージの運用実務(일본허가특허연계제도의 운용)”,
市橋隆昌
89) http://wwwhourei.mhlw.go.jp/hourei/html/tsuchi/search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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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음
이는 용법 용량에 관한 특허는 주로 제제, 배합제 특허, 투여방법, 복용량 특
허 등이 해당하는데 이러한 특허들은 청구범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문구
가 없고 그 권리 범위가 모호하므로 특허 전문가가 아닌 승인을 담당하는 행
정당국이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에 기인할 수 있음

나) 특허 존재 여부 판단 시점
□ 후생노동성의 약기법에 따르면 유효성분에 대한 물질특허와 적응증에 관한 용도
특허는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판매의 승인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음(재심사의
효과), 또한 내부지침에서는 제네릭의 판매 제조 승인 시 고려되는 특허의 범위
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특허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지에 대한 운용지
침도 두고 있음
□ 2009년 내부지침에 따르면 “특허의 존속여부는 승인 예정일에 판단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제네릭 승인 예정일에 관련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유보사유가 되지 않음
□ 이는 무효심판의 심결로 인해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무효심판의 항
소로 인해 심결이 취소되는 경우 이미 승인된 제네릭 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는 추후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다) 특허 정보공개
□ 우리나라의 경우 식약처와 특허청이 데이터를 교류하여 의약품특허목록을 생성
및 배포하고 있어 의약품 심사 시에 활용할 수 있지만, 일본의 경우 실무상에서
특허권리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승인심사를 담당하는 행정기
관에서 특허청과 연계하여 신약관련 특허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는 않음
□ 신약의 제조판매 승인신청자는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에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승인 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PMDA90))에 유효성분의 물질특허 및 용도특허의
90) 2001년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공기업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는 국립보건과학원의 의약품의료기기 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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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의약품 승인 이후에 특허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행정통지에 따라 재심사
기간 만료까지 연장된 권리 존속기간 등의 특허정보를 PMDA에 제출하게 되어
있음
□ 후생 노동성의 행정통지(薬審 第762号) 발췌 “승인 심사에 따른 의약품 특허
정보의 취급에 대하여”
1. 수집하는 특허 정보의 대상은 기 승인된 의료용 의약품(대외 진단용 의약품 제외)의 유효성분
에 관한 물질특허 또는 용도특허(단,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허는 제외한다.)에 대한 정보이다.
2. 위 1의 특허권자(특허 출원인) 또는 당해 특허에 관한 성분을 유효 성분으로 의약품의 승인을
취득한 자는 재심사 조사 기간 종료 전에(이미 재심사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특허 존속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별지의 의약품 특허 정보 보고서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고 PMDA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임의이며 제출된 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3) TPP 협정에 따른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변화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環太平洋

經濟

同伴者

協定,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
화하는 협정임
□ TPP 협정은 2016년 2월 4일 기준 일본을 포함한 12개 참여국이 협정문에 서
명을 완료했고, 서명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참여국가가 국내절차 완료 시 그
60일 이후 발효되는 협정임,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2016년 12월에 “TPP 협
정체결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을 공표하여 국내단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016년 12월 법률안을 살펴보면 TPP 협정문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강화하
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Evaluation Center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PMDEC), 의약품 안전성 및 조사기관(Organization for Pharmaceutical Safety
and Research, OPSR), 및 재단법인 의료기기센터(Jap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edical Equipment, JAAME)의 일부 업무를 통합하여 2004년 4월 1일 설립 및 출범하였고, 현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심사, 시판 후 안전조치, 부작용에 대한 경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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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간연장제도: 판매승인 절차의 결과에 의한 유효특허기간의 불합리한 단
축에 대해 특허권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특허기간 조정을 인정한 제도임
신약의 데이터보호: 신약의 데이터 보호기간으로 5년, 생물 제제의 경우 8년
까지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특허연계제도(제네릭 의약품 승인 시 유효특허를 고려하는 구조): 제네릭 의
약품의 승인 절차 및 특허권 침해 예방조치의 연계
□ 일본의 경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법률로 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재
심사 제도나 의약품 품목허가의 실무 절차상으로 허가특허연계가 일부분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어서 이번 TPP 협정에 따른 개정 법률안에 지식재산권부분에 허
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음. 다만 실무적으로 어떤 방
법으로

적용될

지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의

내부운용지침91)(医政経発第

0605001号、渓食帝査発第0605014号, 2009.6.5.일자) 등이 업데이트되는 사
항을 살펴보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91) 의약품 재심사를 담당하는 후생노동성 산하 의약식품국의 심사허가과의 내부운용지침으로 행정고시
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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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국
□ 중국은 2002년 제정된 의약품 등록규정(Drug Registration Regulation)92)에
서 의약품 특허 등록 제도를 처음으로 제정한 뒤 2005년과 2007년에 개정을
통해 의약품 품목허가 승인 절차에서 의약품 특허연계제도를 수립했음
□ 중국이 2002년 의약품 등록규정에 의약품 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불분
명한데 다만, 미국이 1992년 중국에 대하여 의약분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한 ‘양해각서(MOU)’의 체결로부터 중국의 의약 관련 법제도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음93)
□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양자 간 혹은 다자간의 조
약 의무에 의해 도입이 된 것과 상이하게 자체적으로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실시
하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며 이에 미국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허가특허연
계제도와는 다른 모형을 가지고 있음
1992년 미국은 중국과 의약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는 ‘양해각서
(MOU)’를 진행하며 의약품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구했고, 중국은 1993

년 1월 중국 특허법을 개정하며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허용함. 이와 동시에
약품관리법이 시행되었고 중국에 도입된 신약에 대한 외국 기업의 7.5년간 행
정적 독점권이 부여되었음
이후 중국이 2002년 TRIPs 협약에 따라 특허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의약품
등록 규정(Drug Registration Regulation)에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항목
을 추가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기존의 행정적인 독점권 이
외에 특허존재여부에 따라 법률 상의 보호에까지 이르게 됨
2002년 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된 ‘약품등록관리방법’94)의 규정에는
약품특허선언조항(제18조), 복제약 신청기한 제한조항(제19조)이 포함되어있
고, 2007년 개정된 “약품등록관리방법”에 허가특허연계제도라 규정할 수
있는 정보공시조항(제8조), 데이터독점조항(제20조), 검사기한 보호조항(제66
조)이 새롭게 도입되었음
92) < 药品注册管理办法>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령 제28호, 2007.07.10일 공표, 2007.10.1일부터 시행
93) 한중 FDA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한국의료법학회지 22(2), 2014, 185-204
94) 중국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主席令第 45号)(이하, ‘약품관리법’이라 함)은
2001년 2월 28일 제9차 전국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01년 12월 1일
부로 시행되었음. 이 법은 의약에 관한 연구개발(R&D)로 부터, 의약의 판매와 유통에 이르기까지 의
약의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약품관리법의 효과적인 이행과 관련된 법률인 ‘약품등록관
리방법’은 약품등록에 대한 관리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관리총국(CFDA의 세부적
인 검토를 거쳐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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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특허연계규정은 특허선언, 판매금지 등 Hatch-Waxman Act 기능을
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과는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의 정의가 다르고, 미
국이 합성의약품과 생물의약품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모든
의약품에 적용된다는 큰 차이점이 있음
2017년5월 CFDA는 허가신청 사실통지의 신설 등이 포함된 정책 55호95)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최근 중국 의약시장의 규모와 기술개발의 고성장에 따라
규제 수준을 평준화하고자 하는 중국당국의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짐
□ 중국의 제도를 이해하려면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의 정의를 이해해야 함
중국법상 신약이란 기존에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은 의약을 말함. 따라서
외국에서는 판매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은 의약을 수입할
경우에는 신약허가신청을 해야 함
여기에는 새로운 적응증, 새로운 제형, 새로운 전달경로 또는 생체 유사제품이
포함
신약허가 신청 시에는 약물 안전성, 효능 및 품질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 데이
터를 제공해야 함
제네릭 의약이란 이미 중국 CFDA의 판매허가가 이루어진 의약을 의미하며,
제네릭 의약품의 신청자는 제네릭 의약품 후보 물질이 이전에 승인 된 의약품
과 생물학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1) 의약품특허목록 등재
가) 약품특허선언조항
□ ‘약품등록관리방법’제18조96)에 따르면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인은 품목허가
신청 시에 신청하는 의약품에 대한 특허보유현황을 설명97)하도록 되어있음98)

95) 정책 55호는 우리나라의 고시와 같은 성격을 가짐. 법률개정안을 발표하는 고시라고 판단됨
96) 약품등록관리방법 제18조: 신청인은 그 등록을 신청한 약물 또는 사용된 처방, 가공법, 용도 등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타인의 중국 국내 특허 및 그 권리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타인이 중국 국내에
특허를 소유한 경우 신청인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설명 또는 성명을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약품
등록과정에서 특허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특허법률 법규에 따라 해결함
97) 특허 비침해선언 및 품목허가와 관련된 특허목록을 제출해야함
98) “Patent Linkage System in Chinese Genetic Drugs Registration Procedure and Its
Improvement”; 34 Biotechnology Law Report 5 Number 1, 2015, LISHENG CAI and WEI LI,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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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 시에 신청인이 제출해야하는 신청서에는 당해 신청의
약 및 그 의약의 사용에 대한 처방, 제작방법, 용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
어있고, 품목허가 대상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가 중국에 등록되어있는지에 대
한 설명을 제출해야 함. 자신이 특허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당해 신청의약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선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약품등록관리방법상의 특허 비 침해 선언 규정(제18조)은 제네릭 의약품 뿐
만 아니라 모든 의약출원에 대하여 요구되는데, 이 때 출원인은 비 침해 증명
을 위해 의약에 관련한 특허검색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타인의 특허권
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보장을 하면서, 후에 침해로 판명될 경우 모든 법적 책
임을 진다는 의미로 규정된 것임.
따라서, 중국의 허가특허규정은 모든 의약 출원인, 즉 신약 출원인과 제네릭
의약 출원인 관계없이 특허검색의무, 특허공개의무, 특허 비 침해 선언의무를
부담
특허 비 침해 선언에 관한 서류는 특허 소유상태, 관련된 특허의 설명 및 등
록 승인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 비 침해 선언 대상에는
중국내의 특허, 외국 특허정보가 포함됨
신약 또는 제네릭 의약을 등록하고자 하는 출원인이 의약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특허 비 침해 선언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공해야 함

나) 정보공시조항
□ ‘약품등록관리방법’ 제18조에 따라 CFDA는 의약등록신청자가 제출 한 특허
에 관한 설명이나 특허 비 침해 선언을 관련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
중국의 의약품 등록과 관련 특허 정보 공개는 CFDA 홈페이지99)에 공시되어
있으며, 2017. 10월 현재 1935건이 등재되어있음

99) http://app1.sfda.gov.cn/datasearch/face3/base.jsp?tableId=65&tableName=TABLE65&title=%
D2%A9%C6%B7%D7%A2%B2%E1%CF%E0%B9%D8%D7%A8%C0%FB%D0%C5%CF%A2%B9%AB%BF
%AA%B9%AB%CA%BE&bcId=12435671107157564623015192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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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FDA 홈페이지에 공시되어있는 의약품 등록과 관련된 특허정보

공개되는 내용은 의약품 등록번호, 의약품 명칭, 의약품 등록신청인, 특허번호,
우편번호, 특허만료일 또는 특허등록일, 외국특허, 외국특허 권리자, 의약품 등
록신청인의 주소, 특허권자명이 포함되어있음
공개되는 특허정보는 의약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정보 그대로 공개하는 것인데
의약등록신청자는 특허 비 침해 선언서 제출시에 특허검색보고서를 따로 증빙
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이러한 특허 비 침해 선언서 제출 여부는 법적 강
제나 오류를 수정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이에 등재된 특허정보에 대한 내용이나 비 침해 선언은 신뢰할 수 없다는 문
제가 있고, 실제로 등재되어있는 특허정보에 대하여 특허 번호를 검색해보면
의약품 정보와 상이한 경우도 있음
특허권자가 의약품 등록 승인 과정에서 침해를 발견한 경우 CFDA가 의약품
등록을 거절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특허권자는 의약품 승인 단계에서 자
신의 권리를 지킬 수 없고 관련 특허분쟁은 특허법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따라서, 의약품등재목록 공개의 가장 큰 기능인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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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승인 단계에서 당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
었으나, 2017년 55호 정책을 통해 품목허가사실통지가 신설되어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품목허가사실통지
□ 기존 중국의 허가특허연계제도에는 품목허가사실 통지에 관한 규정은 없었음.
최근 2017년 5월에 CFDA가 발표한 정책55호100)에는 의약품 등록신청인의 품
목허가사실 통지 내용101)이 포함되어있음
의약품 등록신청인은 의약품 등록 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특허권에 관한 정보
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특허권자에게 20일 이내에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고 통지해야 함
이는 최근에 공시된 법률 개정안으로 어떤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지 등 세부적
인 지침이 마련되지는 않음

3) 판매금지
가) 판매금지 처분102)
□ 품목허가사실 통지 규정에 따라 해당 특허 비 침해선언을 통지받은 특허권자는
의약품 등록신청인의 통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통고
후 20일 이내에 CFDA에 통보해야 함
□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CFDA는 의약품 등록 승인 절차를 최대
24개월 동안 중지할 재량권을 갖게 됨

100) 总局关于征求《关于鼓励药品医疗器械创新保护创新者权益的相关政策（征求意见稿）》意见的公告
（2017年第55号） (http://www.sda.gov.cn/WS01/CL0778/172606.html)
101) 一、建立药品专利链接制度。
药品注册申请人在提交注册申请时，应提交其知道和应当知道的涉及相关权利的声明。挑战相关药品专
利的，申请人需声明不构成对相关药品专利侵权，并在提出注册申请后20天内告知相关药品专利权人；
相关药品专利权人认为侵犯其专利权的，应在接到申请人告知后20天内向司法机关提起专利侵权诉讼，
并告知药品审评机构。药品审评机构收到司法机关专利侵权立案相关证明文件后，可设置最长不超过24
个月的批准等待期；在此期间，不停止已受理药品的技术审评工作。在批准等待期内，如双方达成和解
或司法机关作出侵权或不侵权生效判决的，药品审评机构应当根据双方和解或司法机构相关的生效判决
不批准或批准药品上市；超过批准等待期，司法机关未作出侵权判决的，药品审评机构可以批准药品上
市。受理的药品申请，申请人未声明涉及相关专利，而专利权人提出侵权诉讼的，药品审评机构根据司
法机关受理情况将该申请列入批准等待期。药品上市销售引发知识产权诉讼的，以司法机关判决为准
102) 각주 38 참조, 해당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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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동안 특허 소송이나 합의된 결과가 없는 경우 의약품 등록신청은 승
인될 수 있으며, 이 때 특허권자의 권리는 침해소송의 결과에 의존해야 함

나) 복제약 신청기한 제한
□ 복제약 신청기한 제한조항103)을 두어 타인이 이미 중국 국내 특허를 획득한 약
품에 대하여 의약품 등록신청인은 해당 약품의 특허 기간이 만료하기 2년 전이
되는 시점부터 등록신청을 제출할 수 있음
□ CFDA는 본 조항에 의거 심사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특허기간 만료 이후
해당 약품의 승인을 허가함

다) 데이터 독점
□ 이외에도 약품등록관리방법 제 20조104)에 규정되어있는 데이터독점조항이나,
제66조105)의 검사기한 보호조항에 의해 간접적으로 특허권자의 보호가 이루어
지고있음
□ 데이터 독점조항의 경우 최근 정책 55호106)에 그 기간이 확대되었는데, 기존
103) 약품특허관리방법 제19조 : 타인이 이미 중국 국내 특허를 획득한 약품에 대하여 신청인은 해당 약
품의 특허 기간이 만료하기 2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본 방
법에 의거하여 이를 심사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특허기간 만료 이후 해당 약품의 승인문서 번호
와 《수입약품등록증》또는 《의약제품등록증》을 발급한다.
104) 약품등록관리방법 제20조: 약품관리법실시조례 제35조 규정에 근거하여 신형 화학성분을 포함한
약품의 생산 또는 판매허가를 획득한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제출한 자체 시행하여 얻은 미공개 시험
데이터와 기타 데이터 자료에 대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해당 허가를 승인한 날로부터 6년 이
내에 이미 허가를 획득한 신청인의 동의 없이 그 미공개 데이터를 사용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
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자체 시행하여 얻은 데이터는 예외로 한다.
105) 약품등록관리방법 제66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공중보건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생산 승인
된 신규 약품에 대하여 모니터링 기간을 둘 수 있다. 모니터링 기간은 신규 약품의 생산 승인일로부
터 최대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모니터링 기간내의 신규 약품에 관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기타 기업의 생산, 제형변경 및 수입을 승인하지 않는다.
106) 二、完善药品试验数据保护制度。
申请人在提交药品上市申请时，可同时提交试验数据保护申请。对批准上市的创新药，给予6年数据保护
期；既属于创新药又属于罕见病用药、儿童专用药，给予10年数据保护期；属于改良型新药的罕见病用
药、儿童专用药，给予3年数据保护期；属于创新的治疗用生物制品，给予10年数据保护期。挑战专利成
功和境外已上市但境内首仿上市的药品给予1.5年数据保护期。欧洲药品管理局、美国和日本获准上市后
1年内在中国提出上市申请和数据保护的新药，给予相应类别数据保护期；超过1年到中国提出上市申请
的，按超出时间扣减数据保护期时间；扣除后不足1.5年的，给予1.5年数据保护期。数据保护期自药品批
准上市之日算起。在数据保护期内，审评机构不再批准其他申请人同品种上市申请，申请人自行取得的
数据除外。

- 282 -

신약에게 주어졌던 6년의 데이터 보호기간 이외에 희귀의약품이나 소아의약품의
경우 10년의 데이터 독점기간을 부여함

4) 우선판매품목허가
□ 중국은 허가특허연계 관련 제네릭 독점권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2017년 5월 정
책 55호에 제네릭 독점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특허권자의 특허에 도전하여 침해소송에 승소한 첫번째 제네릭 의약품은 18
개월의 독점권을 부여 받음
또한, 특허를 성공적으로 무효화하는 제네릭 의약품과 해외시장에서 판매된
최초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1.5년의 데이터 보호기간이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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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1.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 본 연구의 두 가지 목적 중 나머지 하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지침을 토대로 본 제도가 국내 제약산업, 보건정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
정량평가, 정성평가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데 있음
관련 현황 및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적인 방법을 통한 정량평가와 이해당
사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와 설문조사 등 정성적인 방법을 통한 정성평
가를 수행함
□ 제도 시행에 따른 산출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의약품 특허권 등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초기인 2012
년과 2013년에 특허권 등재가 집중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매년 100개 가까
운 특허가 신규로 등재되고 있음
Ÿ

등재특허 976개를 특허목록에 신규로 등재된 연도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
우 2012년이 298개(30.5%), 2013년이 384개(39.3%)로 전체 등재특허
의 69.9%를 차지함

Ÿ

등재특허 976개 중 268개가 2017년 6월 7일 기준으로 완전히 삭제되었
으며, 삭제된 268개를 해당 특허가 등재된 연도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2012년이 132개(49.3%), 2013년이 124개(46.3%)로 전체 삭제특허의
95.5%를 차지함

통지의약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등재특허권자를 국가별로 분류할 경우 유럽
특허권자가 가장 많은 후발의약품 품목허가사실을 통지 받았으며 한국 특허권
자는 등재의약품당 통지의약품 수가 가장 높았음
Ÿ

통지의약품 769개를 등재특허권자 국가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유럽
304개(38.4%), 일본 221개(28.0%), 미국 160개(20.2%), 한국 101개
(12.8%), 기타 5개(0.6%) 순(중복포함)임

Ÿ

등재의약품당 통지의약품 수(통지의약품 수/대상 등재의약품 수)는 한국
10.1개, 일본 7.9개, 유럽 5.1개, 기타 5.0개, 미국 4.6개 순임

판매금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판매금지 신청은 외국계 특허권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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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으며 절반 이상의 판매금지 신청이 거부됨.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지
더라도 실제 판매금지 기간은 3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
을 것으로 보임
Ÿ

75건의 판매금지 신청 중 국내 특허권자는 19건(25.3%), 외국계 특허권
자는 56건(74.7%)의 판매금지를 신청함

Ÿ

75건의 판매금지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는 판매금지 26건(34.7%), 거부
41건(54.7%), 취하 8건(10.6%)임

Ÿ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진 26건 중 효력소멸 없이 판매금지가 종료된 4건
(15.4%)의 평균 판매금지기간은 270일(9개월), 실제 판매금지 기간은
66.0일(2.2개월)이며, 심결·판결로 효력소멸이 발생하여 판매금지가 종
료된 22건(84.6%)의 평균 판매금지기간은 147.9일(4.9개월), 실제 판매
금지 기간은 41.5일(1.4개월)임

우선판매품목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80%
이상이 승인 처리되었으며 평균 우선판매기간은 9.7개월임. 우선판매품목허가
평균 신청 건수는 매출액이 5천억 원 이상의 대형 제약사가 가장 많았음
Ÿ

234개의 후발의약품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심사절차가 진
행 중인 20개를 제외한 처리 완료된 214개 중 172개(80.4%)의 후발의
약품이 우선판매품목허가 승인을 받았음

Ÿ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승인된 172건의 평균 우선판매기간(우선판매 시작일
부터 종료일까지)은 292일(9.7개월)임

Ÿ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70개 제약사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류할 경
우, 평균 신청 건수(신청 건수/제약사 수)는 매출액 5천억 원 이상의 제약
사가 9.0건, 매출액 8백억 원 이상 3천억 원 미만 제약사가 3.3건, 매출
액 8백억 원 미만 제약사가 2.2건, 매출액 3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
이 1.0건 순임

특허심판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판매금지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의
약품 대상 특허심판·소송 중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가장 많았으며, 특허
목록에 등재된 전체 의약품 대상 특허심판 중에서는 무효심판이 가장 많았음
Ÿ

판매금지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218건의 심판·소송 중 소극적권
리범위확인심판이 138건(63.3%)이 가장 많았으며,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
판의 결과가 확정된 118건 중 113건(95.7%)의 청구가 인용됨

- 285 -

□ 제도 시행에 따른 직접영향 중 판매금지에 대한 정량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베시케어정 2개 제품의 후발의약품에 대한 판매금지의 직접 영향을 정량적으
로 분석한 결과,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은 약 1.7개월 지연된 것으로 나타남
Ÿ

약품비 지출은 판매금지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최소 9백만원에서 최대
21백만원(모형 1107) 기준, 모형 2의 경우 6-16백만원)정도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남

Ÿ

이는 대부분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 증가(모형 1 기준 85-208백만원,
모형 2 기준 57-161백만원)으로 이어졌으며,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은
감소(모형 1 기준 76-187백만원, 모형 2 기준 51-145백만원)한 것으
로 나타남

Ÿ

판매금지가 만료되고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 후발의약품의 시
장점유율은 전체 경구제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함수 추정값에
비해 조금 높거나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판매금지 처분에 대처하기
위한 제네릭 제약사의 행동전략의 결과로 볼 수 있음

판매금지에 대한 정량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약품비 지출은 판매금지가 없었
을 경우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대부분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고,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제도 시행에 따른 직접영향 중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대한 정량평가 결과는 다음
과 같음
아모잘탄정 3개 제품에 대한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을 시장 진입 후 21개
월 시점까지 관찰한 결과,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9개월) 이후에도 ATC코드
1단계가 동일한 하위그룹 “C”의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 함수 추정치 및 비
교 대상 의약품의 시장점유율에 비해 상당히 낮음
Ÿ

이는 평가 대상 의약품이 일반적인 오리지널-제네릭 관계가 아니고(염
변경 후발의약품),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속하며, 평가대상 의약품의 후발
의약품 수가 비교 대상 의약품의 후발의약품 수보다 적기 때문일 수 있음

스타레보필름코팅정 4개 제품의 후발의약품에 대한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직접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후발의약품은 함량에 따라 4.6~8.0개월 정도

107) 여기서 모형 1은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시장점유율 함수의 추정값이고, 모형 2는 각 의약품에
해당하는 하위그룹을 대상으로 한 추정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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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조기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Ÿ

시장 진입 후 같은 시점에서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은 전 기간 비교 대
상 의약품의 점유율보다 높음
∘ 비교 대상 의약품의 경우 이미 시장에 출시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형
을 바꾼 의약품으로 두 제품의 효능 효과(항파킨슨제)는 같음. 즉 이미
시장에 매우 유사한 의약품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낮을 수 있
음

Ÿ

시장 진입 후 같은 시점의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은 제네릭 의약품 시
장점유율 함수 추정값(ATC코드 1단계가 N인 경구제)에 비해 12개월 시
점까지 낮음
∘ 이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제
한되고, 시장에 진입한 후발의약품의 개수가 적으며, 복합제인 평가 대
상 의약품의 특성 상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음

Ÿ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약품비
지출은 최소 25백만원에서 최대 31백만원(모형 1 기준, 모형 2 기준으로
는 27-35백만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이는 후발의약품이 기존에 비해 4-8개월 정도 조기에 시장에 진입해
비교적 약값이 저렴한 후발의약품으로의 대체가 그만큼 더 일찍 발생
했기 때문임

Ÿ

매출 변화 분석 결과,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은 감소하고 제네릭 제약사
의 매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은 최소 225
백만원에서 최대 289백만원 (모형 1기준, 모형 2 기준으로는 258-323
백만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후발의약품이 조기에
진입하여 조금 더 일찍 시장점유율을 내주었기 때문임

Ÿ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은 최소 200백만원에서 최대 257백만원 (모형 1
기준, 모형 2 기준으로는 231-288백만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이는 후발의약품 조기 진입으로 일찍 시장점유율을 차지했기 때문임

페브릭정 2개 제품의 후발의약품에 대한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직접 영향을 정
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은 4.6개월 조기 진입한 것으
로 나타남
Ÿ

페브릭정 두 제품의 후발의약품의 경우 시장 진입 후 9개월 시점까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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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적으로 비교 대상 의약품의 시장점유율 및 ATC 코드 1단계가 ‘M’
인 하위 그룹에 대한 제네릭 시장점유율 함수 추정치보다 다소 높았음
∘ 평가 대상 의약품(페브릭정과 그 후발의약품)은 통풍치료제로, 해당 시
장의 경우 페브릭정이 2015년 기준 전체 시장 점유율의 44%108)를
차지할만큼 화학적·약물학적특성이 유사한 의약품이 많지 않은 시장
특성상 평가 대상 의약품의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나타났을
수 있음
Ÿ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약품비
지출은 최소 820백만원에서 최대 1,040백만원(모형 1 기준, 모형 2 기준
으로는 823-1,044백만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약품비 지출 감소는 후발의약품이 4-5개월 정도 조기 진입한
것에 기인함

Ÿ

매출 변화 분석 결과,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은 감소하고 제네릭 제약사
의 매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은 최소
1,221백만원에서 최대 1,500백만원(모형 1 기준, 모형 2 기준으로는
1,256-1,535백만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후발의약품이 조기에
진입하여 조금 더 일찍 시장점유율을 내주었기 때문임

Ÿ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은 최소 402백만원에서 최대 460백만원(모형 1 기
준, 모형 2 기준으로는 432-492백만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이는 후발의약품이 조기에 진입하여 일찍 시장점유율을 차지했기 때문
임

심비코트터부헬러 2개 제품의 후발의약품에 대한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직접 영
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의약품의 후발의약품은 시장에 조기 진입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Ÿ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 같은 시점에서의 후발의약품의 시장점
유율은 전체 제네릭 의약품 대상 시장 점유율 함수 추정값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Ÿ

약품비 변화 분석 결과,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약품비 지출은 88백만원 (모형 1 기준, 모형 2 기준으로는 31백만원) 정

108) 신문기사 참조. 출처: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75072&table=article&categor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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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약품비 증가는 심비코트터부헬러의 후발의약품이 조기 진입하
지 못했고 시장 진입 후에도 점유율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Ÿ

매출 변화 분석 결과,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오리지널 제
약사의 매출은 570백만원(모형 1 기준, 모형 2 기준으로는 221백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은 482백만원(모형 1
기준, 모형 2 기준으로는 192백만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대한 정량평가 결과를 종합하면,심비코트터부헬러를 제외
한 모든 우선판매품목허가 평가 대상 의약품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없는 경
우에 비해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약품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은 감소하고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Ÿ

약품비 측면에서 모형 1을 기준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 평가 대상 의약품
의 약품비는 최소 757백만원에서 최대 983백만원 감소함

Ÿ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 변화 측면에서 모형 1을 기준으로 오리지널 제약
사의 매출의 합은 최소 873백만원에서 최대 1,216백만원 감소함

Ÿ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 변화 측면에서 모형 1을 기준으로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의 합은 최소 120백만원에서 최대 235백만원 증가함

한편,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대한 영향평가는 사후 사례-대조군 비교 방법에 의
해서 수행되었는데, 이는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영향에 대한 미시적 접근으로
볼 수 있음. 이와 달리,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과 그 외 영향요인들
(제품 개발, 허가 과정, 시장 상황 등)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사전사후 비교 방법으로 보다 거시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음. 접근 방법에 따
라 후발의약품의 조기 진입 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약품비와 매출
변화 크기 및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자료를 바탕
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도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제도 시행에 따른 간접영향에 대한 정량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매출변화의 크기가 제약 산업(연구개발
비, 고용)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 규모인지 대략적으로 가늠
하기 위해 정량평가를 약식으로 수행함
판매금지로 인한 해당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은 최소 57백만원에서 최대
208백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에 따라 오리지널 제약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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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연구개발비는 최소 4백만원에서 최대 15백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
며, 최소 0.34명에서 최대 1.23명의 정(+)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해당 제네릭 제약사의 경우 매출이 최소 51백만원에서 최대 187백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에 따라 제네릭 제약사 전체의 연구개발비
는 최소 4백만원에서 최대 13백만원 감소하고, 최소 0.30에서 최대 1.11명의
음(-)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해당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은 최소 1,670백만원
에서 최대 22억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에 따라 오리지널 제약사 전
체의 연구개발비는 최소 119백만원에서 최대 155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되며, 최소 9.89명에서 최대 12.89명의 음(-)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해당 제네릭 제약사의 경우 매출이 최소 803백만원에서 최대 1,067
백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에 따라 제네릭 제약사 전체의 연구개
발비는 최소 57백만원에서 최대 76백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소
4.75에서 최대 6.31명의 정(+)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초점집단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한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에 대한 정성평가 결
과는 다음과 같음
특허등재제도와 관련하여, 본래 목적은 특허권자의 특허 보호이나 실제 등재
의 가장 큰 동기는 통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판매금지 효과를 기대하면
서 특허등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허권자 중에는 특
허법 등에 의한 특허 보호, 특허등재로 인한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특허등재
제도의 유용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음
판매금지제도와 관련하여, 오리지널 제약사의 경우 판매금지에서 얻을 수 있
는 이익이 거의 없고(작은 의약품 시장규모, 짧은 판매금지 기간 등) 비용(불
필요한 소송 유발)이 더 크기 때문에 판매금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와 관련하여, 우판권 획득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독점판
매권을 소수 회사가 보유하기보다 다수 회사가 공유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
고 있음. 실제로 여러 회사들에게 우판권이 주어지면서 국내 제약회사들이 기
능적으로 분업화(의약품 개발 및 승인을 주관하는 회사, 우판권 획득 참여를
주관하는 회사, 의약품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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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영향에 대한 고찰
□ 산출 관련 현황
2012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는 976개, 의약품
은 1,275개, 성분은 674개임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28개 등재의약품을 대상으로 769개의 후
발의약품이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그 사실을 통지함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7개 제약사(24개 등재의약품)가 75개의
후발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금지를 신청하였으며, 이 중 26개가 판매금지 처
분이 내려짐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6개의 등재의약품에 대하여 234개의 후
발의약품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 중 172개가 우선판매품목허
가를 승인받음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중 판매금지 또
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의약품 대상 특허심판·소송 218건을 분석함. 심
판·소송 종류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 138건(63.3%)으로 가장 많았으
며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가 확정된 118건 중 113건(95.7%)의 청
구가 인용됨
□ 판매금지의 영향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오리지널
제약사의 판매금지 조치로 인해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 제한 등 제약산업과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이었음
2017년 3월 이전에 판매금지 조치가 종료되어 본 영향평가의 대상이 된 베시
케어정(5mg, 10mg 등 두 가지 함량)의 경우 통지수령일부터 효력소멸일까지
판매금지 일수는 173일로 나타났고, 후발의약품 허가일부터 효력소멸일까지
실제 판매금지 일수는 50일(1.7개월)일로 나타남. 이 경우 실제 판매금지 일
수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 판매금지 일수 9개월보다 단축됨
본 영향평가에서 나타난 것처럼 판매금지는 추가적인 약품비 지출을 초래하
고, 또한 오리지널 제약사에는 매출 증가와 제네릭 제약사에는 매출 감소를
초래하는데, 실제 판매금지일수가 짧아질수록 그 영향은 줄어들 것임
실제 판매금지일수가 최대 판매금지기간인 9개월보다 짧아지는데는 두가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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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첫째는 판매금지 효력 소멸 직후 바로 시판이 가능
하도록 후발의약품에 조건부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고, 둘째는 특허심판/소송에
승소해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앞당기는 사례로, 두 가지 모두 베시케어정
에 해당함
그럼 점에서 특허 심판 및 소송과 관련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 인력 충원, 특
허심판원의 신속 및 적시 처리는 후발의약품의 조기 시장진입을 통해 판매금
지의 영향(약품비 증가, 오리지널 제약사 매출 증가 및 제네릭 제약사 매출
감소)을 줄여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이태진 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2015년 3월
15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67개 통지의약품에 대해 17개의 등재의약품
이 판매금지를 신청하였는데, 2016년 3, 4분기에 7개의 등재의약품이 판매금
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에 따라 판매금지 신청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향후 장기간에 걸쳐 오리지널 제약사의 판매금지 신청 동향과 영향요
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영향
본 영향평가의 분석대상 중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에 한해서 분석을 수행한
아모잘탄정 외 스타레보필름코팅정, 페브릭정, 심비코트터부헬러의 경우 우선
판매품목허가로 인해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각각 함량에 따라 4.6~8.0,
4.6, 0개월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남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약품비 및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결로는 2가지임. 하나
는 우선판매품목허가가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입 시기를 앞당기는 것과 관련있
는 진입시점 효과이며, 다른 하나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후발의약품의
수와 관련 있는 진입 후 경쟁효과임
일반적으로 진입시점 효과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오리지
널 의약품 사용을 대체함으로써 약품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진
이 후 경쟁효과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을
수록 약품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
본 영향평가에서는 스타레보필름코팅정과 페브릭정의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
로 인해 전체적으로 약품비 지출이 감소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오리지널 제약
사의 매출은 감소하고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스타레보필름코팅정과 페브릭정이 각각 4.6~8.0개월, 4.6개월 정도 시장에 조
기에 진입하였기 때문임. 다만, 스타레보필름코팅정의 경우 후발의약품이 시장
에 진입하더라도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는 인하되지 않는 경우로 약가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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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는 경우에 비해 진입시점 효과가 적게 나타나고,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
해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입이 일부 제한되어 시장점유율이 낮제 나타나는 것은
약품비 절감 효과를 다소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함
심비코트터부헬러의 경우 조기 진입 기간이 0으로 나타나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해 오히려 전체적으로 약품비가 증가하고, 세부적으로는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은 증가하고,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Ÿ

이는 조기진입을 못해서 약품비 감소에 영향을 주는 조기진입효과가 없고,
진입 이후 시장점유율이 제네릭점유율 함수로 추정한 기존 시장에 비해
낮기 때문임

최초로 Paragraph IV를 주장하며 후발의약품 허가를 신청한 제약사에 180일
독점권을 부여하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
는 14일의 기간109)과 9개월간의 제네릭 독점권으로 인해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이 매우 많은 편임. 개별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제네릭 독점권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
이 높을수록 약품비 측면이나 국내 제약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Ÿ

제네릭 독점권 기간의 해석에서 주의할 사실은 미국과 한국의 오리지널제네릭 시장 경쟁이 다르다는 것임. 미국의 경우 제네릭이 시판되고 난 후
오리지널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즉, 미국의 경
우 독점권 기간이 짧더라도 초기 시장진입의 측면에서 180일 독점권의
유인이 있음

□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
판매금지와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영향을 평가한 결과 전체적으로 오리지널 제
약사의 매출 감소폭이 증가폭보다 더 크고,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 증가폭이
감소폭보다 더 크게 나타남. 이에 따라 연구개발 및 고용에 미친 영향을 정량
적으로 예측하면 오리지널 제약사의 연구개발 및 고용은 비교적 감소, 제네릭
제약사의 연구개발 및 고용은 비교적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단순 산식에 의한 정량평가 결과와 달리 실제로 제약사의 연구개발이나 고용
은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큼.
중장기적으로 제약사의 매출 변화에 따른 전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이나 고용 변화
는 크지 않더라도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간 차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109) 한국은 우선판매품목허가에서 최초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한 자도 최초 심판청구자의 요건
을 갖춘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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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제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영향평가에서 두드러진 점은 판매금지와 우선판
매품목허가 시행으로 건강보험 약품비 및 제약사 매출액에 직접영향을 미치고
특허 심판·소송이 급증한 것임
약품비 및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 시점
과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임
Ÿ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앞당겨질수록 허가특허연계제도가 건강보험 약
품비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듦. 그런 측면에서 후발의약품에 대한 식품의약
품안전처의 조건부 허가, 특허심판원의 신속 결정,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은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판단됨

Ÿ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허가특허연계제도가 건강보험 약품
비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듦. 현행 우선판매품목허가가 후발의약품의 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데, 이는 시장점유율
증가 및 감소 요인이 혼재하기 때문임

특허 심판·소송이 급증한 것은 우선판매품목허가 요건 중 최초 심판 청구일
로부터 14일 이내 심판 청구해야 한다는 요건과 관련이 있음
Ÿ

그러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최초로 획득한 1개 제약사에게만 제네릭 독점
권이 주어진다면, 과다한 심판·소송 비용은 지금보다 감소할 수 있지만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낮아질 것임

Ÿ

이는 제네릭 독점권을 획득한 1개 제약사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사회
적인 관점에서는 약품비 증가 등의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14일
이내 심판 청구 요건을 유지하는 것 나름의 장점이 있음

Ÿ

다만, 특허목록 등재시점부터 특허 심판·소송을 검토하게 되는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심판 청구 시작 시점(예컨대, PMS 만료 이전 일정 시점부터 청
구 가능)을 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영향평가 관련 제언
본 영향평가의 판매금지에 대한 평가 대상 의약품은 주성분 기준 한 개 사례,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대한 평가 대상 의약품은 주성분 기준 네 개 사례로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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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사례에 대한 분석과 장기간의 관찰이 필요함
특히, 향후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한 영향을 더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 확보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Ÿ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해 약품비를 절감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진입시점
효과와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약품비를 증가시킬
수도 있는 진입 후 경쟁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때 우선판매품목허
가가 약품비 및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임

Ÿ

우선판매품목허가는 특허 심판 및 소송을 많이 증가시켜 제약사의 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만, 한편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
제약사들이 증가할 경우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을 더 높여 진입 후 경
쟁효과 발생으로 약품비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므로 향후 이에 대
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함

한편,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영향평가의 항목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Ÿ

모니터링(monitoring)

측면에서

제도

운영의

1차적

결과물인

산출

(output)에 대해서는 매년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지
만, 산출이 미치는 직·간접 영향(impact)에 대해서는 분석 주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Ÿ

특히, 고용 및 연구개발 등 간접 영향평가 영역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과의 인과성 등을 고려하여 4-5년 간격으로 분석하고, 직·간접 영향에
대한 정성 평가는 FGI 및 설문조사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과 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2-3년 간격으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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