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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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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엇이 문제인가?
미소곡선(smile curve)과 A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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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13). Interconnected economies: Benefiting from global value chains. OECD 
Publishing (original by Shih, 1996).

독점↑, 경쟁↓

의약품접근성↓

의약품가격↑



2. 무엇이 문제인가?(cont.)
의약품 특허의 인센티브는 반드시 독점적 형태여야 하는가?

• 돈이 되지 않는 질환에 대해서는 R&D 진행되지 않음.

• 지적재산권의 행사 없이도 기술혁신을 발생함.

• 특허권을 무력화하는 정책들이 오히려 기술혁신에 도움이 됨.

• 지적재산권 행사로 인해 기술혁신 저해.

• 지적재산을 통한 권리 보호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함.

• 지적재산권은 기술혁신이 정체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함.

• 지적재산권을 강화할수록 의약품의 가격이 높아짐.

•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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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엇이 문제인가?(cont.)
TRIPs Agreement = IP Monopoly Capitalism

트립스 협정 = 지적재산권 독점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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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지적재산권 논의
3.1. 지재권 옹호론자의 논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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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X = 혁신 X”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 ”못 사는 나라들의 생산 역량 부족”

• “기술이전에 시간 多”

• “효능과 안전성 보장 X”

• etc.

자발적 실시(VL)



3.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지적재산권 논의(cont.)

3.2. 지재권 독점 체제에 대한 도전과 대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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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실시
• 배경: 트립스 유연성 조항과 강제실시.

• 뜻: 각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유보하는 것.

• 문제점: 조건 까다로움, 절차 복잡하고 시간 많이 걸림, 무역 제재.

• C-TAP
• 배경: 오픈소스접근법, MPP.

• 뜻: 코로나19 기술들에 대한 R&D 노하우, 데이터 등을 공동관리하자는 제안.

• 문제점: 강제력 X, 참여율↓.

• 트립스 유예안
• 배경: 도하선언, 트립스 모라토리움.

• 뜻: 코로나19 기술들에 대한 트립스 협정의 일시적 유예.

• 문제점: 고소득 국가들의 반대, 트립스 이사회 통과 X.



3.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지적재산권 논의
3.2. 지재권 독점 체제에 대한 도전과 대안들(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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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시민사회의 의약품접근권 투쟁
4.1. 최근의 논의들

• 90년대 중후반 – 2000년대 중후반

• 국제연대↑, 승리의 경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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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제2기

현재

• 2010년대

• 의제 다변화, 분절화(North vs. South)

• COVID-19 하에서의 A2M 투쟁



4. 세계시민사회의 의약품접근권 투쟁
4.1. 서구에서의 최근의 논의들(cont.)

• 단절모델(delinkage)
• 뜻: R&D와 약가를 분리시키자.

• 방법: 다양함.

• 건강영향기금(Health Impact Fund)
• 뜻: 민중의 건강 개선에 실제 영향을 미친 신약이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자.

• 방법: 신약 등록시 10년간 기금으로 인센티브를 줆. QULY 기반.

• 문제점: 강제력 X, 참여율↓, 현실적으로 20여 개 질병 & 의약품만 가능함.

• 연구개발협정(R&D Treaty)
• 뜻: WHO가 각국을 압박하여 각국의 법으로 지적재산권 체제를 재편하자.

• 방법: WHO 헌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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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시민사회의 의약품접근권 투쟁
4.2. 코로나19 국면에서의 글로벌 A2M 운동들

• 참여단체
• 민중건강운동(People’s Health Movement), 제3세계네트워크(Third World 

Network), 남반구센터(South Centre) 등 다수. 

• 주요활동
• 코로나19 초기 – 2020년 9월: IP 제거, 강제실시 등.

• 2020년 10월 – 2021년 1월: 트립스 유예안 지지.

• 2021년 2월 – 현재: 의제 분화

(트립스 유예안 지지 vs.

단절모델, local manufacturi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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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며

• 답보상태의 운동과 운동에너지 소진.

• ’끼어있는(in-between)’ 한국 맥락에서의 A2M운동.

• 특허 유예 이후에도 갈 길이 멂.

• 도둑맞은 ‘의약품접근권’.

• 체제와의 싸움→전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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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almer (2014)



Questions? So Hyung Lim (lims@uwm.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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