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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 독점문제

○ 의약품 연구개발.생산,공급과정에서 민간 초국적제약사가 압도적 지위를 가짐으로써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음. 
-의약품 연구개발에 있어 필요(needs)에 근거하지 않고 시장이윤을 좇아 이뤄짐. 돈 안되는 
병(neglected disease)과 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이 되지 않음. needs에 대한 결정권 없음. 
-의약품 독점생산(특허권, 자료독점권을 통해)함으로써 생산량, 약가에 대한 결정권 없음.

○ 감염병 유행시기에는 위의 문제에 압축적으로 직면하게 됨. 코비드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생산.분배과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체감하기 힘든 의약품접근성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음. 
-불확실성, 예측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시장실패, 주로 공공연구기관, 대학에서 연구개발. 하지
만 유행하면 단시간내 새로운 기술 필요
-바이러스의 특성과 여러 사회적 요인에 의해 동시다발적 전세계적 유행. 방역, 보건의료부문 
뿐만아니라 전사회적 문제와 천문학적인 비용, 손실 야기 
⇒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문재인대통령 2021년 신년사),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2. 에이즈, 신종플루 유행 대응

에이즈, 신종플루는 판데믹 수준의 전세계적 유행을 경험한 감염병임. 2021.7.14. 유엔에이즈
는 “2021 UNAIDS Global AIDS Update — Confronting inequalities — Lessons for 
pandemic responses from 40 years of AIDS” 발표함. 

“Rich countries in Europe are preparing to enjoy the summer as their populations 
have easy access to COVID-19 vaccines, while the global South is in crisis. We 
have failed to learn the lessons of HIV, when millions were denied life-saving 
medicines and died because of inequalities in access. This is totally unacceptable.”

Winnie Byanyima, Executive Director of UNAIDS 1)

1) 에이즈 유행 대응 

1) 
https://www.unaids.org/en/resources/presscentre/pressreleaseandstatementarchive/2021/j
uly/20210714_global-aids-update 



2)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 나라들이 모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서명한 후 세계무
역기구를 설립하자는 헌장이 1948년 3월, 아바나 회의에서 채택됐다. 당시 세계 무역대상에 농업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우루과이협상을 주도했던 Quad그룹(미국, EC, 일본, 캐나
다 등) 중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처음에는 지적재산권을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다. 우루과
이라운드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는 상당수의 나라들이 특허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
다. 1986년까지 의약품 특허를 인정하지 않던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50개국에 달했다.

3) 1980년대에 IBM과 화이자가 주축이 되어 강제력있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WIPO가 아닌, 무역
제제를 사용할 수 있는 GATT를 이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미국의 저작권 업계는 레이건 정권에
게 개발도상국 각국과 일대일 외교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하여 그 첫 대
상이 된 한국은 1986년 7월 ‘한미지적재산권양해각서(record of understanding between US and 
republic of Korea)’를 체결함으로써 1987년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태국도 마찬가지. 

4) 1997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회는 싼 가격에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 의약품특허에 대한 
강제실시와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약품 관련 물질관리를 위한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이 개정법을 저지하려는 무려 39개의 초국적 제약회사들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포함하여 국회의장, 
보건부 장관, 특허청장 등 10명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의회 기관장들을 고소하였다. 국경없는 의
사회, 치료접근성운동본부(TAC)가 초국적 제약회사들이 개도국이나 최빈국에서 환자에게 값싼 치료약
을 공급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수년 동안의 정치적․전략적 압력을 폭로하고, 전 세계 130여개국에서 
285,000명이 서명에 동참함으로써 전 세계에 알려지자 초국적제약회사들은 2001년에 아무런 조건 없
이 소송을 취하했다. 

5)  2001년 2월에 미국정부가 브라질의 특허법, 특히 강제실시 조항이 TRIPS에 부합하는지 WTO 분쟁 
패널에 제소하자 브라질 정부는 2001년 4월 20일에 UN Human Rights Commission에서 에이즈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었을 때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의약품접근권을 확립할 것을 제안하는 결의안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1/33)을 제출하여 채택되었다. 그러자 미국정부는 
WTO에 제소한 것을 취하했다. 그리고 2001년 6월 UN 총회에서 ‘에이즈에 대한 선언문(Declaration 
on HIV/AIDS)'이 채택되었다.

6) 리스본조약은 유럽연합 헌법을 대체하는 것. 리스본 조약으로 인해 유럽연합과 각 회원국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유럽연합강화)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유럽집행위의 체제를 정비하였음(유럽의회 역할강
화). 유럽연합의 배타적 권한 분야는 관세동맹, 역내시장 경제정책, 유로지역 통화정책, 공동어업정책
하의 해양생물자원 보호, 공동무역정책(기존의 무역+FDI포함), 국제협약체결이 해당됨. 국제통상과 관
련하여 리스본조약을 주목하는 이유는 통상정책이슈(FTA, 국제협정 등)는 유럽의회의 비준절차대상이 
되었고, FDI(외국인직접투자)가 유럽연합의 배타적 권한 분야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재권의 형
사조사권외에는 유럽의회의 동의만 필요. EU집행위의 대외협상권한이 무역뿐아니라 투자에까지 확대
되어 EU집행위가 투자(FDI)협정체결을 담당하게 되었고, FTA는 개별회원국의 의회비준없이 유럽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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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의절차만 거치면 발효됨. 유럽집행위원회는 ISD framework를 제안했다. 그리고 유럽의회의 역
할이 커졌는데 입법, 예산집행과 더불어 역내시장, 공동통상정책(반덤핑, 세이프가드, 공정거래, 일반
특혜관세, 무역협정 등) 등 70개 영역에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되었
고, 각료이사회와 EU집행위에 권고 및 감독권한을 갖는다. 

   삼성경제연구소. 리스본조약발효이후 EU의 변화와 시사점. 2009.12.1
7) https://www.tiplo.com.tw/en/tn_in.aspx?mnuid=1284&nid=44077 
8) 2015년까지 달성해야할 8가지 목표 중 
GOAL 6: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Target 1: Have halted by 2015 and begun to reverse the spread of HIV/AIDS
Target 2: Achieve, by 2010, universal access to treatment for HIV/AIDS for all those who need it
Target 3: Have halted by 2015 and begun to reverse the incidence of malaria and other major 

diseases
9) 2010년부터 글로벌펀드의 재정은 축소되었다. 이는 예정된 것이기도 한데, 이러한 기존의 재원조달과 

국제프로그램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에이즈환자를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재원조달메카
니즘을 마련하게 되었다. 2006년 9월 UN총회에서 창설된 UNITAID(국제의약품구매기구)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치료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있는 환자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의약품 및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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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이즈(2021 UNAIDS Global AIDS Update)에 따르면 시민사회운동(Civil society 
activism)과 제네릭 생산 경쟁(competition from manufacturers of generic drugs)으로 
90년대 부유한 국가에서 연간 1인당 14000달러였던 1차 에이즈약이 2003년에 중저소득국가
에서 연간 1인당 1200달러로 인하시킬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에이즈약(ARV, 항레트로바이러
스제)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음. 2020년에는 3770만명 PL(people living with HIV) 생존 추
산. 이중 73%(2740만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를 받고 있고, 66%(2480만명)이 바이러스 억
제상태11). 20년간 ARV공급과 치료가 획기적으로 증가했지만 약 35%는 바이러스 억제되지 
않은 상태. 이는 치료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의미이고(치료지연, 치료불충분, 다른 항바이러
스제 필요), 바이러스 전파의 가능성 있어 예방 저해. 어린이 치료는 더욱 문제(성인 74% 치
료, 어린이 54% 치료). 80만명의 어린이가 치료를 받지 못함. 2018년 기준 16만명의 어린이
(0~14세) 신규감염, 10만명 어린이가 에이즈로 사망. 진단을 받지 못하거나 치료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충격적 폐단.  
  

-2000년대: 
각국 정부의 강제실시 도입(특허법 개정)과 강제실시 발동, 공공연구소나 국영제약회사에서 항
레트로바이러스제(ARV) 자체 생산, 인도 제약사들의 제네릭 생산을 통해 약가 인하와 생산량 

단기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은 항공권에 일정 수준의 부
담금을 부과해서 마련한 기금(air-ticket solidarity levy)으로 의약품을 구매하여 유엔에이즈, 유니세
프, 글로벌펀드, 세계보건기구 등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10) 2009년 12월 UNITAID(국제의약품구매기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개발도상국에서의 
에이즈치료제 접근권을 향상시키기위해 특허풀을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0년 6월에 독립적인 
스위스 foundation으로서 의약품특허풀(MPP, medicines patent pool)이 설립되었다. 특허풀은 다수
의 특허권자(제약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특허를 공동으로 위탁관리토록 하는 형태의 특허권
의 집합체(pool)로서, 특허권자간의 상호교차 사용계약(cross-licensing), 제3자에 대한 특허사용계
약, 로열티 징수 및 배분 등의 포괄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이다. 

11) HIV treatment access isn't rising fast enough to reach 2020 targets, UNAIDS report 
shows.

https://www.devex.com/news/hiv-treatment-access-isn-t-rising-fast-enough-to-reach-2020-ta
rgets-unaids-report-shows-96113  



확대할 수 있었음. 그러나 WHO 등 국제기구가 강제실시와 같은 트립스 유연성(TRIPS 
flexibilities) 활용을 지지한 것은 2011년 이후임. 2007년 1월 태국정부가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에 강제실시를 발동하자 2007년 2월 1일 WHO 사무총장 마거릿 챈은 태국정부가 특허권을 
가진 초국적제약회사와 사전협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태국정부에게 
제약회사와 협상을 시도할 것을 촉구했음.12) 한편 UN, WHO 등의 국제기구는 기금 모금
(2002년부터 글로벌 펀드, UNITAID), 중저소득국가에 무상공급(3by5. 2005년까지 300만명에
게 ARV공급하겠는 계획) 계획을 세웠음. 미국은 2003년 각국에 양자간 지원하는 방식의 에이
즈 구호를 위한 대통령 비상계획(PEPFAR)을 설립하여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 기금 모금은 늘 
필요량에 미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었
던 것은 값싼 제네릭을 공급했기 때문. 더욱 중요한 것은 중저소득국의 에이즈대응을 위한 재
정적 역량이 증가함. 값싼 제네릭 생산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나 국가재정을 통해 에이즈치료
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었기 때문.  

(출처:　Lawyers Collective HIV/AIDS Unit, 국경없는의사회)

12) 누가 태국민중의 생명을 하찮다하는가? 권미란.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nid=39661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nid=39661


-2010년대: 
2011년 6월 유엔총회에서 “15by15"를 채택. 2015년까지 1500만명의 PL에게 에이즈약을 공
급하겠다는 것. 2010년 말 중저소득국가에서 ①여전히 2/3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2010년대 중반부터 WHO가 모든 HIV감염인에게 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를 시작하도록 권고하
여 치료대상이 더 확대됨)13) 와 ②1차 에이즈약에 대한 내성문제도 심각하여 2차 치료제 약값
과 접근성문제를 안고 있었음. 
2011년 3월 WHO/UNDP/UNAIDS가 TRIPS 유연성을 잘 활용하라고 권고했던 배경은 2000
년대들어 브라질과 인도에서 제네릭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1차 에이즈약의 가격이 약 1/100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였다는 점, 하지만 2차, 3차 에이즈치료제는 여전히 고가여서 중저소득국  
환자들은 절대 접근할 수 없다는 점, 태국(강제실시), 브라질(약가협상과 강제실시), 남아공(반
경쟁법), 르완다(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인도(특허자격의 범위를 엄격히 규정한 특허법 
Section3(d)) 등 성공한 예가 있었다는 점 때문. 그러나 2001도하선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초국적제약회사는 TRIPS협정상의 유연성을 활용하려고 할 때마다 무역제제와 압력, 소송으로 
무력화 하였고, 2000년대 중후반 양자간,다자간 FTA협상이 본격화되면서 TRIPS유연성 제한
과 금지가 협상의 대상이 되었으며, 초국적제약사의 자발적 실시계약을 통해 강제실시 요건을 
회피함. 
2011년 11월 시민사회운동은 “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Global Kaletra Campaign)‘을 벌여 
대표적 2차 에이즈약인 칼레트라에 대한 강제실시, 특허반대신청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촉구하

13) 2011년에 5월에 미 국립보건원(NIH)에서 수행한 연구(HPTN 052)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감염상
태가 다른 커플에 있어 CD4 수치가 350~550인 HIV감염인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일찍 시작하
면 비감염인 파트너에게 전파를 96%까지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감염인 치료는 에이즈예
방에 직결된다는 것. 이에 유엔에이즈와 WHO는 즉각 새로운 예방.치료가이드라인을 예고했고, 2013
년 WHO의 가이드라인은 CD4 수치가 350이상인 HIV감염인에게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고, 2015년 WHO 가이드라인은 CD4 수치와 상관없이 모든 HIV감염인에게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바뀐다. 즉 모든 HIV감염인에게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 이
전까지의 가이드라인은 CD4 수치가 350미만일 경우에 시작할 것을 권고하였다. 



여 초국적제약사 애보트에 의한 독점을 깨기 위한 투쟁을 벌임.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
아,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브라질,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페루, 신트마르턴의 운동단체들이 
참여. 2012년 9월 3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Susilo Bambang Yudhoyono이 칼레트라를 포함
하여 7개의 에이즈치료제와 B형간염치료제의 특허에 대해 정부사용(government use)을 허용
하는 법령(decree)에 서명하기도 했지만 ’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이 성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음. 한편 초국적제약사 애브비(AbbVie. 2013년 애보트에서 분사)는 2014.11과 2015.12에 
소아용 칼레트라, 성인용 칼레트라에 대한 특허사용계약을 특허풀(MPP)과 맺음. MPP가 2010
년에 설립된 이후 2011년 길리어드가 테노포비어, 엠트리시타빈 특허사용계약을, 2014년 4월 
ViiV Healthcare(화이자, GSK, Shionogi의 연합회사)가 돌루테그라비어 특허사용계약을 맺었
고, 지금까지 13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1개 HIV기술플랫폼, 3개 C형간염약, 1개의 결핵약의 
특허사용에 대해 계약함.14) 현재 중저소득국가에 가장 많이 공급되는 에이즈약은 테노포비어/
라미부딘/에파비렌즈와 테노포비어/라미부딘/돌루테그라비어로 중저소득국가에 공급되는 에
이즈약의 80%를 차지. 이것은 모두 MPP를 통해 제네릭 생산하고 있고, 약 80%는 인도에서 
제조됨. 

(출처:　UNAIDS Global AIDS Update 2020)

2) 신종플루 유행 대응

14) https://medicinespatentpool.org/progress-achievements/licences/ 

한국15) WHO16)

유행 시
기

09.7.21. 경계단계→09.11.3. 심각단
계→09.12.11. 경계단계→10.3.8. 주

09.4.29. 5단계→09.6.11 6단계→
10.8.10. 판데믹 종식



 

-국내: 
2009.7 백신 입찰이 이뤄지지않았고, 2009.8 백신 구매를 위해 정부가 직접 GSK 등의 본사
를 찾아갔으나 구매가능성이 불투명했으며, 항바이러스제의 비축분은 약 250만명분으로 WHO
의 조류독감 대비 권고 비축분(인구의 20%)에 미치지 못하자 시민사회운동은 강제실시를 통
해 오셀타미비르 생산을 확대해야한다고 촉구. 10여곳의 국내제약사가 제네릭 생산 가능한 상
황이고, 로슈의 독점생산으로 전세계 필요량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 산자부와 전남이 약 200
억원을 지원하고 총 800억원을 들여 2006.12 착공한 녹십자 화순 공장이 2009.7 완공함에 
따라 백신 생산을 서둘러 2009.10.27.부터 접종을 시작함. 국내 신종플루 대응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모두 실현됐지만, 요행히도 타이밍이 기가 막히
게 맞아떨어졌다"며 "항바이러스제도 넉넉하지 않고 백신주권도 확보하지 못한 채 방역에 뛰
어들었지만 간신히 고비고비를 넘겨왔다"고 평가하기도 함18). 

15) 질병관리본부. 정부의 신종플루엔자A 대응.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March 2010, Vol. 43, No. 2, 99-104 
16) WHO. Report of the WHO pandemic influenza A(H1N1) vaccine deployment initiative. 

2012. WHO. Pandemic influenza A Donor Report. 2011.3. 
17) 1300만명 신종플루 백신 확보 `시작부터 삐거덕`. 이데일리. 2009.7.16.

의단계→10.4.1 관심단계

백신

-09.7.2. 적십자 화순공장 완공
-09.7.6~14 조달청, 박스터·노바티스·
사노피파스퇴르·GSK를 대상으로 `지
명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한곳도 참
가하지 않음17).
-09.10.21 성인백신 허가
-09.10.27 의료인부터 접종시작
-09.11.4 소아백신 허가
-09.11.11 학생 집단접종 시작
-09.12.7 영유아 접종시작
-09.12.21 임산부 접종 시작
-10.1.4. 면역증강제 백신 허가
-10.1.8 만성질환자 접종 시작
-10.1.25 건강한 노인 접종 시작
-10.2.19 국내거주자 중 원하는 사람 
15000원에 접종 시작 
-10.3.14까지 총 1262만명 접종. 백
신 물량의 100%(2500만명분)를 녹십
자에서 조달

-2009.9 GSK, 사노피 백신 미국, 유
럽에서 허가
-2009.9.18 WHO deployment 
initiative 발족
-2009.9~2010.6. 재정적 기부. 총 
5600만달러(약 650억원). 백신 안전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훈련, 소통, 
폐기방법, 피해대처 등)에 사용.
-2009.11~12월 GSK, 사노피, WHO
와  백신기부 계약
-2010.1.19.부터 중저소득국가에 백
신 배분. 주로 2010.3~8월에 배분됨. 
총 77개국에 7800만 도스 배달.

치료제 1369만명분 항바이러스제 구매 

-09.4.29 Antiviral Task Force 발
족
-09.5월 72개국에 470만명분 타미플
루 분배 



-WHO:
처음으로 감염병 유행에 대한 전세계 대응 역량 평가.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음. 
항바이러스제와 백신의 불평등한 공급으로 중저소득국가에서의 대응이 어려워지자 WHO가 타
미플루와 백신을 배분하기위한 기구를 만듦. 2005년 타미플루 비축분 470만명분을 72개국에 
배분했고, 백신생산역량을 파악하고(09년말까지 5억도스 생산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추산), 
주로 GSK, 사노피파스퇴르의 백신기부량과 시기에 맞춰 77개국에 7800만도스 배분함. 태국
GPO, 인도SII가 2009.12월말에 백신임상시험을 시작하도록 지원하기도 함.  

○ WHO, Antiviral Task Force: 타미플루 배분 담당
-09.4.29 Antiviral Task Force 발족. 타미플루 비축분을 배분하기 위함.
2005.8. Rapid Responce Global Stockpile 300만명분 타미플루 기부받아 비축(스위스와 미
국에 있는 로슈 공장), WHO아프리카지역사무소 비축분
-09.5.7~25 멕시코+71개 저소득국가에 470만명분 타미플루 배분   
-09.9월 주요개도국에서 항바이러스제의 조달과 접근을 위해 WHO의 지원 요청. 위중한 환자 
치료를 위해 최소자원국가(least resourced country)의 3~6% 인구에게 항바이러스치료가 필
요할 것으로 추산, 약 780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 WHO는 기술적 지
원과 수송 담당.   

○ WHO influenza A(H1N1) deployment initiative: 백신 배분 담당  
▪ 기부과정
-09.5.15 GSK, 5000만 도즈 기부 약속(후에 6000만도즈로 상향)
-09.6.11 WHO 6단계 판데믹 선언, 빈곤층에 백신 지원 요청
-09.6.15 노바티스 기부 거부 의사 밝힘
-09.6.18 사노피파스퇴르 1억 도즈 기부 약속
-09.7.6 유엔사무총장, WHO사무총장 최빈국 지원 공개요청  
-09.9.18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9개국이 
10%캠페인(각국이 보유한 백신의 10%를 WHO에 기부)을 하겠다고 밝힘. 
-09.9.18 WHO deployment initiative 발족
-09.9월 미국, 유럽, 중국에서 백신 허가. 9.3 시노백 백신 허가, 9.29 GSK, 노바티스 백신 
허가, 
-09.10.28. 미 보건장관은 미국인 모두가 예방 접종을 받기 전에는 신종플루 백신을 다른 국
가에 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GSK, 사노피, 국가별 약속한 기부 총량은 2억도스(이중 GSK, 사노피가 1억6천 도스). 최
종적으로 계약된 것은 1억 2250만 도스. 기부 계약 시기는 2009.11~12월, 제약사가 WHO품
질인증(PreQualification) 위해 백신 제출한 시기는 2009.11~2010.1임. 주요 선진국에서는 백
신 접종이 완료될 때이고, 2010.1월 백신 잉여분 처리문제 생김19) 

18) 신종플루 1년… 남은 과제 "더 독한 바이러스 올수도… 철통방역해야". 조선일보.2010.4.2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4/24/2010042400072.html 
19) 선진국들, 잉여 백신 할인판매, 기부, 계약조정 시도: 
2010.1.4. 프랑스는 공급 과잉 때문에 당초 주문했던 9천400만 회분(도스) 가운데 5천만 회분을 취소한

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원래 접종 대상자 1명에 2회씩 접종하는 것을 예상해 9천400만 회분을 구입



▪ 분배과정 

하는 데 8억6천900만 유로(한화 1조4천200억원)를 지출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접종을 받은 사람은 
전체 국민 6천500만명 가운데 7.7%인 500만 명 안팎에 그쳤다. 2009.12. 스위스는 수요를 초과한 
450만 회분을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기부하거나 다른 나라에 팔겠다고 밝혔다. 
인구 약 770만 명인 스위스의 경우 국민 1인당 2회분씩 총 1천300만 회분, 8천400만 스위스프랑(약 
923억원) 상당의 백신을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와 노바티스에 주문했다. 독일 역시 과잉 주문한 백
신 팬덤릭스 5천만 회분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협상을 제약사인 GSK와 진행 중에 있고, 네덜란드
는 이미 2009.11. 총 주문량 3천400만 회분 가운데 1천900만 회분을 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페인 
보건당국은 노바티스(2천200만 회분)와 GSK(1천470만 회분), 사노피-아벤티스(40만 회분) 등과 주문 
계약을 체결할 당시 불필요한 초과분이 발생하면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2010.1.29. 캐나다는 국내에 남아도는 신종플루 백신 500만회 분을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 기부해 
저개발국의 예방접종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2009년 12월이후 신종플루 확산세가 
꺾이면서 남아돌게 된 백신처리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며, 2010년 1월 초 멕시코에 500만회 분
의 백신을 대여하기도 했다.



적합 국가 결정: 백신 생산 역량이 없거나 백신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는 등의 취약성에 기반
하여 결정. 백신량의 제한 때문에 인구의 10%에게 접종하기로 하고 보건의료인력(인구의 2%)
에 우선접종. 필수인력+고위험그룹(보건의료인력, 임산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2009.8 WHO, 기부대상국을 정하기 위해 지역사무소와 상의 시작
-2009.9.22. WHO, 95개국에 기부여부에 대한 공식 서한
-2009.9~12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부 시기와 조건에 대한 답변 보냄
-2009.11.23.~. 87개국이 기부협약 완료. 11.23 첫 서명. 대부분 2009.12~2010.3에 서명
-2009.12~각 국가별 분배계획(NAP) 수립
-2010.1.7. 백신 첫 배달. 주로 2010.3~8월에 배달됨. 2010.8 피크는 아프리카에 배달된 것
임. 총 77개국에 7800만 도스 배달. 70%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에 전달. 2010.5 
WHO는 제약사들에게 백신 폐기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생산을 중단할 것을 요청, 대신 기존 
재고품을 추가 기부해달라고, 이것으로 2010.8 아프리카에 배달.  



3. 결론

-에이즈유행 대응에서 시민사회운동의 영향으로 WHO 등의 국제기구가 강제실시를 포함한 트
립스 유연성 활용을 권장하고, 제네릭 생산확대를 통해 약가인하와 생산량 확대하여 의약품접
근성을 높인 점은 매우 중요한 교훈임. 2010년이후 의약품특허풀(MPP)을 통해 제네릭 생산 
확대, 복용편이를 위한 복합제 생산 가능, 소아용 제형 공급 확대의 성과가 있었고, 각국이 개
별적으로 강제실시 절차의 어려움과 방해압력을 회피할 수 있었지만, 자발적 실시는 제약회사
의 결정에 의존해야하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 생산역량 확보, 생산량.생산시기.약가에 대한 결
정권을 가질 수 있는 강제실시와 달리 MPP를 통한 자발적 실시는 참여하는 제약회사에 따라 
에이즈약의 종류가 한정되고, 생산시기, 공급대상 등은 특허권자와의 계약조건에 달려있음. 

-신종플루는 호흡기감염이라는 감염경로의 특성상 빠른 전파에 대처해야했는데, 5개월만에 백
신이 개발되면서 치료제의 활용보다 백신접종에 집중하게 됨. 선진국의 기부는 약속과 달리 
많지 않았고, 제약사의 기부는 선진국에서의 접종이 거의 완료될 무렵 이뤄져 저소득국가에는 
선진국에서 유행이 끝날 무렵부터 백신분배가 가능했음. 무엇보다 기부된 백신의 양이 제한적
이어서 WHO는 보건의료인력+고위험그룹 접종을 목표로 배분할 수밖에 없었음.  

-코비드19는 신종플루 유행과는 달리 새로운 백신.치료제 생산기술이 필요하고, 빠른 변이에 
대처하기위해 단시간내에 전세계 인구의 80%까지 접종해야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음. 강제
실시, 자발적 실시, 기부를 통해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전세계적 대처 불가능. 
치료제와 백신 생산역량 확대를 위해 트립스유예와 실질적 기술이전으로 대응방향을 전환해야 
함. 

“We are 40 years into the fight against HIV. Both the successes and the failures 
have taught us that we cannot prepare for or defeat a pandemic unless we tear 
down inequalities, promote people-centred, rights-based approaches and work 
together with communities to reach everyone in need,”

Winnie Byanyima, Executive Director of UNAI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