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의약산업 개요/의약 접근성 이슈 진단

의약접근성 세미나 모임 자료

발제자 Dr. K



제약산업은 전산업 평균
보다 순이익 2배, 영업익

3배 (영업이익율
50~80% 수준)

중장기 성장성은
8~10% 수준으로 예상

독과점 체제가 장기존속
하는 원인은?

고수익 독점산업



신약개발 비용구조

총 개발비용 1조원(후기 임상에 60% 집중)
총 개발기간 10년 + 시장진입 3년 = 13년 소요

마케팅 비용 1조원 내외

신규진입자 전과정 개발 불가능
신규진입 기업 성장경로 3가지



허가신약 중 수익
창출 가능한 경우

는 30% 내외

고수익 독점산업성공적 신약개발의 어려움

신약개발 성공율 2% 이내 (발굴-시판)
총 투자비용 4조원 (개발+영업)

투자 후 회수기간 13년
상업적 성공비율 0.7%



제약산업에서 혁신경쟁의 중요성

First In Class 최소 40%, 최대 100% 시장 점유율
Me better second follower >58%
Me too second follower >36%

개발속도 1년 차이=시장 점유율 2배 차이 발생



제약기업 비용구조



https://www.forbes.com/sites/matthewherper/2013/08/11/the-cost-of-
inventing-a-new-drug-98-companies-ranked/?sh=412a347e2f08

비임상 4%
임상 16%

개발비용 20%
영업비용 50%
생산비용 5%
수익율 30%

고수익 독점산업신약개발 비용과 수익



Biologics Sales 205B USD (2014)
Total Marketing Cost 110B USD (53.3%)

Marketing cost reversely related to differentiation
Rebate Rate = ~45%

제약기업 영업비용 구조



Biosimilar
Average 
Rebates

제약기업 리베이트 비율과 기술혁신성



제약산업의 특징 - 종합

제약산업 수익성 여타 산업의 2~3배 (영업익 50% 이상)
장기 성장성 8~10%로 고성장 산업 지속
신규 진입자에 불리한 기술-산업 특성

15년 투자회임, 2-3조원 투자 필요
First In Class가 시장장악

마케팅-기술혁신 기반의 독과점 체제

기술혁신은 항상 진화 (Evolution) 
모달리티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및 Biz Model 개발이 중요 (Revolution)

독점적 시장경쟁으로 신규진입의 어려움 (마케팅 비용은 혁신의 정도에 반비례)

지금 어느 사이클에 있나? 어떤 모달리티인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인가?



의료비 지출 GDP의 18%(미국), 8%(한국)
연평균 증가율 8.7% (OECD평균 4.4%)

어디에서 비용을 절감할 것인가?

고수익 독점산업의료비 지출 - 지속가능한가?



Fluzone High-Dose
개발비용: 5천억 연구개발 투자, 실패비용 포함 3조원

연간 매출액: 60.89USD, 2조 1500억 (2018)
특허만료: 2038년

고수익 독점산업신약개발 비용 대비 수익 – 글로벌 제약사의 탐욕 ?



JAMA Intern Med. 2017;177(11):1569‐1575. doi:10.1001/jamainternmed.2017.3601

평균 648M USD
+

Failure Cost (1/5 성공) 
=

Tuft: 2.7B USD

320M USD
Citizen’s Watch

고수익 독점산업신약개발 진짜 얼마가 소요되는가?

최소 10억 달러
우리나라 7억 달러



생명연장 1~3개월
5만 달러

고수익 독점산업개발신약의 진짜 가치

Willingness to Payment?
Not Satisfactory

Who Decide ?
How to Decide ?

NICE
ICER
CER



2019년 기준 치료비용

테센트릭 13만 달러
옵디보 15만 달러

키트루다 23만 달러
킴리아 40만 달러

예스카타 37만 달러

고수익 독점산업신약가격 결정과 등재 사례- 가격결정력의 근원

Need Intensity
Substitutibility

=

Negotiation Power



NRDD, 2010, Dec

세금으로 만든 정부
R&D 지원으로 만들어

진 신약

수익은 제약사가 가져
가는게 맞나?

고수익 독점산업신약개발과 공적투자



비임상 개발비용은 전체 개발비용의 20% 이내
비임상에서 임상으로 이행하는 비율은 20% 내외

NIH 7년간 1000억 달러 연구개발 투자
90% 이상 기초과학 지원

정부 지원금이 신약개발에 차지하는 경제적 기여도는?
제약기업의 세금부담으로 보상 가능한가?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기여분담금으로 요구해야 하나?

결과적으로 얼만큼의 기여분담금 ?

고수익 독점산업공공 연구개발이 신약개발에 미치는 영향



제네릭 약품가격은 국가별 차이가 별로 없음

제네릭 약품 가격차이가 작기 때문에 특허를 단축시

키면 약가가 인하 될 것인지

제네릭 가격이 충분히 빠르게 하락하기 위해서는 FDA 

심사 프로세스를 단축시켜야 함. 미국의 경우 심사과정

에 1년 이상 소요

특허만료 될 경우 제네릭 가격인하폭은 80~64%. 바이

오시밀러나 세포치료제의 경우 가격인하폭은 상대적으

로 낮아짐(30~50%)

고수익 독점산업특허문제가 약가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신약 특허를 불인정

신약 특허 존속기간 단축

제네릭 시장출시 촉진

합성의약 제네릭 가격은 오리지날의 5~10% 수준
바이오의약 제네릭 가격은 오리지날의 50~70% 수준

세포치료제의 제네릭 가격은 오리지날의 70~90% 수준



The list prices of multiple sclerosis drugs like Rebif and 
Avonex increased 600% in the decade ending in 2013. The 
amount spent on insulin by diabetics tripled between 
2002 and 2013. The cost of Gleevec, the breakthrough 
cancer drug from Novartis, more than tripled in the 15 
years since its 2001 introduction. The list price of Abilify, 
a top-selling psychiatric drug, more than doubled in the 
eight-year period ending in 2013

고수익 독점산업신약가격은 시간이 지남에 떨어지지 않는다. 왜?



• Cost Based
• 생산비용은 5% 이내
• 실패비용을 포함해야 하는지(성공율 9%), 실패비용은 총 비용의 70% 내외로 추정
• 출시된 약물 중 30%만이 1조원 매출 달성
• 그래도 영업이익율은 40~50%

• Value Based
• NICE/ICER QLAY Price = 가치산정 로직 보다는 협상근거
• Accessibility 제약에 대한 솔루션 필요
• 정치적 합의 + 힘의 균형을 변화시킬 사회적 구조가 전제되어야

• Power Based
• 약물가격 협상자: 빅파마<>메디케어or 심평원(NICE)<>의사 or 병원<>환자
• Automatic substitution->Competition
• 특허만료: 처방의약의 86%가 제네릭. 특허보호 대비 70~80% 절감(2019)

고수익 독점산업약가결정의 기준/근거



• 의약가 인하는 고위험 신약개발 초기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듦
• 의약품 비용은 헬스케어 비용의 10%에 불과
• 리베이트/가격책정 프로세스 투명화
• 더 빠른 제네릭 도입
• 국가간 의약가격 격차 해소
• 가치기반 의약품 가격설정

고수익 독점산업신약개발 업계의 반응



연구개발 생산성의 위기
연구개발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모달리티 변화의 필요성

특허기간 단축 등 지재권 제한?
혁신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와해성 R&D로 방향전환?

Pharmaceutical drug development high drug prices and the hidden role of public funding, 2020 
https://doi.org/10.1007/s42977‐020‐00025‐5

특허단축->가격인상
특허제한->혁신저해

Delink->Why?

혁신인센티브->중복경쟁 생산성 악화
와해성 전환->창조적 파괴

고수익 독점산업신약개발 생산성 위기와 그 대안



노르웨이, 캐나다, 영국의 약물 가격이 왜 미국보다 1/3 정도 수

준인가?

신약개발비용은 국가별 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음

미국의 의료시스템 문제. 분화된 마켓채널, 제약사의 로비, 보험

사의 시장가 가격설정

미국의 공적보험사는 가격협상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

고수익 독점산업약가결정의 비밀 시장협상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