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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동향

1. 노르웨이
노르웨이 및 크로아티아는
오리지널 신약 및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선호현상이
우세하고 향후 이러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국적 제약기업과의 경쟁을
회피하여 바이오시밀러 및
희귀질환 치료제 등 전략품
목으로 진출이 필요함

노르웨이 및 크로아티아 시장
진출 시, 중장기적으로 각각
스웨덴, 덴마크, 및 핀란드 등
북유럽 4개국 시장과 슬로베
니아 및 세르비아 등 구 유고
연방 7개국 시장과 연계하여,
가격경쟁력이 있고 품질이

가. 제약시장 동향

노르웨이
제약산업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27.8억불로, 적은 인구로 인해 서유럽 15개 시장
가운데 소규모 제약시장에 속하고 있으나, 연평균 2.8% 이상 꾸준히 성장하여 2020년
31.8억불 규모를 형성할 전망
- 1인당 의약품 지출액은 2015년 약 533달러로 매우 높은 편이며, 2020년에는 약 579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5년 전문의약품의 매출은 총매출의 89.2%, 이 가운데 오리지널의약품은 73.8%, 제네릭의약품은
15.4%및 OTC 의약품은 10.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고가 오리지널의약품에 대한 선호도를 잘
보여주고 있음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 치료제 수요의 증가, 정부의 생명의학산업 발전 장려정책 및
의약품의 고부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상환제도 개혁은 노르웨이 제약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노르웨이 제약시장의 성장은 오리지널의약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에 따라 주로 전문의약품 시장의
성장에 기인하고 있음
- 성장 잠재력을 제한하는 약 500만명의 소규모 인구 및 정부의 비용억제 정책에 따른 낮은 약가는
성장의 주요한 장애요인임

보증된 제품으로 진출하는
권역별 시장 접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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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1-2025 노르웨이 제약시장 추이(의약품 매출)
<표 1> 노르웨이 제약시장 추이
2012

2013

2014

2015

2016f

2017f

2018f

2019f

2020f

의약품 매출액(10억 달러)

3.54

3.51

3.52

2.77

2.70

2.90

3.03

3.10

3.18

1인당 의약품 소비액(달러)

705.7

692.3

685.2

532.7

512.7

545.5

563.4

569.8

579.5

의약품 매출액, GDP 대비(%)

0.69

0.67

0.71

0.75

0.76

0.75

0.74

0.73

0.72

자료: LMI, AESGP, BMI

나. 경제 및 정책 동향

노르웨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며 시장 규모는 작으나 구매력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서 대표적인
북유럽 선진국
- 노르웨이 인구는 약 500만명에 불과하여 시장 규모는 작으나, 1인당 GDP는 7만불 수준으로 세계 3위에 속하기
때문에, 구매력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16)
• 세계 1위 수준의 높은 물가, OECD 평균(46.7)을 상회하는 높은 시간당 노동생산성(81.3, 세계 3위,‘15), 재정
건전성 세계 1위(‘15), 부패 및 언론자유도 관련 높은 사회수준 및 최고수준의 복지혜택으로 세계 행복지수 1위의
국가
• 1990년부터 원유고갈에 대비해 수입을 축적하고 향후 연금 등 공공지출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국부펀드(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를 조성하여 부를 관리하여 왔으며, 세계1위 규모를 자랑함
(약 1조달러, ‘17.9)

- 노르웨이는 석유·천연가스 생산과 해운, 해양플랜트 및 수산업 분야의 강국이며, 특히 1969년대 북해연안에서
원유를 발견한 이래로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은 노르웨이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노르웨이는 세계 13위 원유 생산국이자 세계 11위 수출국, 세계 7위 천연가스 생산국이자 세계 3위 수출국으로서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은 노르웨이 산업의 주요한 근간으로 자리잡고 있음(‘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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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및 가스 산업은 노르웨이 GDP의 12%, 국가 재정수입의 13%, 수출액의 약 47%를 차지하며, 2016년 수출액
중 석유 부문은 약 25%, 천연가스는 약 21.4%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였음
• 세계 6위 선박 보유국으로서 선박․해양 산업은 GDP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중소 규모
조선소가 50여개 존재하며, R&D 투자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선박․해양 산업이 발달함
• 수산업은 유럽 최대 규모로 연간 어획량은 250만 톤에 달하며, 주요 생산 어종은 연어, 대구 및 청어 등으로, 2016년
수산물 수출액은 사상 최대로 전년 대비 23.9% 증가한 약 110억불을 기록함


노르웨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2030년까지 ‘제로 탄소 배출
사회’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중
- 노르웨이는 과거에는 원유수출에 의존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유가 하락, 원유고갈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대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개발 정책 중심으로 전환 중
- 노르웨이 의회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로 탄소제로 달성을 2030년 까지로 수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최종
승인(‘16.6)
• 이에 앞서 노르웨이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효율적인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 확대, 기후친화적인 에너지 이용
및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부가가치 창출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정책 백서 ‘Power for
Change’를 발표하였음(‘16.4)
• 탄소 제로 목표는 배출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정 수준의 감축과 더불어 산림흡수 및 배출권 거래 등
상쇄를 통한 중립을 의미함

- 저탄소 발생 등 친환경 기술을 이용한 원유·가스 생산을 위한 R&D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석유·가스 수입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하여,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
- 노르웨이는 EU회원국이 아니지만 EU 예산 기여금도 지불하고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으며, EU
노동자들처럼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여러 분야에서 EU법을 따르고 있음
• 하지만 적지 않은 노르웨이 국민이 영국처럼 EU와 관계를 단절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임

- 한국과의 FTA는 EFTA의 범주 내에서 체결하여 2006년 9월1일부로 발효되었음

<노르웨이 국부펀드(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
- 지난 1990년 노르웨이 원유 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운용자산이 약 1조달러(1천128조원)에
달하는 세계1위 국부펀드로서, 500만 노르웨이 국민 1인당 약 2억원의 규모를 자랑함
- 노르웨이는 원유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자국 내 석유·천연가스 생산 및 운송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에 대해
27%의 법인세 및 특별세 명목으로 50%의 석유세를 부과하여 징수 후 펀드 재원으로 활용
- 정부가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투자관리부문(NBIM)이 운영을 맡고 있음
• 2017년 2분기 말 기준으로 전체의 65.1%를 주식, 나머지는 채권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음
• 노르웨이는 리스크 분산을 위해 운용자산의 97%를 자국이 아닌 글로벌 78개국, 9천여개 기업에
분산투자하고 있으며, 세계 주가총액의 1.3%, 유럽 주가총액의 2.3%를 차지함
- 노르웨이 정부는 펀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중도에 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정부가 임의로 인출할 수 없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하였음
• 특히, 펀드의 실질 기대 수익률 수준인 4% 이내로 인출하는 전략을 통해, 펀드의 원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음
자료: 주 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관 자료, 언론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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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질환

노르웨이는
기타 중동유럽 회원국 및 선진국과 비슷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전염성 질환이
사망률의 대표적 원인에 속함
- 2015년 암, 신경장애, 당뇨병 및 내분비 질환 등과 같은 비전염성 질환은 질병 부담 가운데 대부분인 9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만 급증 및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향후 이러한 수준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2015년 노르웨이 사망원인 1위는 관상동맥질환이나 뇌졸중 및 고혈압 등과 같은 심혈관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함(‘15)
* 주요 사망원인 : 심혈관 질환(39%), 암(29%), 신경장애(8%), 만성호흡기질환(7%), 내분비질환(6%) 등

1

관상동맥 질환
6
(Coronary Heart Disease)

결장-직장암
(Colon-Rectum Cancers)

2

뇌졸중(Stroke)

7

독감 및 폐렴
21억불 암에 부담하는 의료서비스 비용(‘16)
(Influenza and Pneumonia)

3

알츠하이머
(Alzheimers/Dementia)

8

전립선암
(Prostate Cancer)

6% 비전염성 질병 부담 증가(2015→2030)

4

폐암(Lung Cancers)

9

기타 질병(Other Injuries)

82세 평균 기대수명

5

폐질환(Lung Disease)

10 당뇨병(Diabetes Mellitus)

39%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0.6:9.4 전염성 : 비전염성 질병부담(DALYS)

자료 : Worldlifeexpectancy.com., BMI 등

[그림 2] 주요 사망원인 및 관련 통계

2. 크로아티아
가. 제약시장 동향

크로아티아
제약산업은 2016년 기준 11억불 규모이며, 적은 인구로 인해 소규모 제약시장에 속하고
있으나, 연평균 6.3% 이상 꾸준히 성장하여 2021년 16억불 규모를 형성할 전망
- 2016년 크로아티아의 의약품 비용 지출은 전체 보건의료 지출의 30.2% 및 GDP의 2.35%를 차지하였음
- 1인당 의약품 지출액은 2016년 약 283달러에서 2021년에는 약 395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6년 전문의약품의 매출은 총매출의 92.6%, 이 가운데 오리지널의약품 및 제네릭의약품은 각각 약 46%,
그리고 OTC 의약품은 7.4%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오리지널의약품에 대한 선호도 및 제네릭의약품의
강세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음


고령인구
및 만성질환에 따른 의약품 수요 증가, 브랜드 의약품 구매 선호현상 및 의약품 규제환경 선진화를
위한 EU규정과의 조화 등은 크로아티아 제약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크로아티아 제약시장의 성장은 주로 전문의약품(오리지널+제네릭)시장의 성장에 기인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성장 잠재력을 제한하는 약 430만명의 소규모 인구, 경기 침체 및 관광·서비스업에 크게 의존적인 경제구조 등은
제약시장 성장의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크로아티아 경제상황은 크로아티아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건강보험(HZZO)의 보건의료지출과 매우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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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약품 지출 비용억제 정책, 제네릭 처방 장려, 일괄 약가 인하 및 건강보험재정의 국가 예산으로부터의
독립에 따른 제약기업들에 대한 국가건강보험사의 구매력 증가로 인한 가격인하압력 등은 제약시장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크로아티아의 의약품 비용 지출은 비교적 낭비되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정부는 이를 줄이려고 노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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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rmaceutical sales, USDbn (LHS)
  Pharmaceutical sales constant exchange rate, USDbn (LHS)
  Pharmaceutical sales, % of GDP (RHS)

자료: HALMED, AESGP, HZZO, BMI

[그림 3] 2012-2026 크로아티아 제약시장 추이(의약품 매출)
<표 2> 크로아티아 제약시장 추이
2013

2014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2021f

의약품 매출액(10억 달러)

1.27

1.21

1.07

1.19

1.30

1.33

1.45

1.55

1.62

1인당 의약품 소비액(달러)

297.1

286.0

253.7

283.2

310.8

320.2

351.9

377.1

395.9

의약품 매출액, GDP 대비(%)

2.20

2.14

2.20

2.35

2.36

2.37

2.38

2.38

2.38

자료: HALMED, AESGP, HZZO, BMI

나. 경제 및 정책 동향

크로아티아
인구는 약 430만명에 불과하나, 구 유고연방 7개국 중 하나로서 인구 약 2천만명 규모의
구 유고연방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경제적 거점 국가인 점을 감안할 때 높은 전략적 가치를 지님
- 남동유럽 중심지에 지리적 입지조건 ‘13년 EU가입으로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동부 유럽 및
구 유고연방국가로 철도 및 차량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인근지역으로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이점이 있음
• 구 유고연방 7개국에는 GDP 규모 순으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마케도니아,
코소보, 몬테네그로가 포함되며, 이 중 크로아티아의 GDP는 약 500억불으로 최대 규모(‘17)
* 구 유고연방 7개국의 GDP 총합은 1700억불 및 1인당 GDP 평균은 8349달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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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아티아는 관광 및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고 일반 제조업의 비중이 작아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수입국가로서 특히 자동차, 의약품, 및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수입 비중이 매우 높음
• 전체 GDP중, 도소매·호텔·식당업은 21.8%, 제조업 등 일반산업은 21.2%, 공공서비스 및 국방 15.2%,
부동산업은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 및 관련 산업이 전체 GDP의 2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15)
• 2016년 누계기준, EU 국가들이 전체 FDI 투자의 80% 상회할 정도로 절대적이며, 그 중 오스트리아 21.2%,
네델란드 20.1% 및 독일 8.8% 등의 비중으로 對크로아티아 직접투자가 이루어졌음
* 투자분야는, 금융업 30.7%, 도매업 8.8%, 부동산 중개업 6.8% 및 통신업 6.1% 등이며 서비스업에 편중되어 있음

<2017년 구 유고연방국가 경제규모 현황>
구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마케도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몬테네그로 합계 및 평균

인구
(백만)

4.29

1.97

7.11

3.86

2.10

1.86

0.64

21.83

GDP
(10억달러)

50.08

43.50

37.74

16.78

10.95

6.81

4.19

170.05

1인당GDP
(달러)

12,046

21,062

5,397

4,365

5,276

3,580

6,718

8,349

자료: 2017-2018 크로아티아 진출전략(코트라), 코트라 국가정보, CIA The World Factbook, IMF, 언론보도 등

크로아티아 침체된 경기 부양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연정 경제·재정정책 기조 2018-2020’ 추진 중
- 2017년 5월 아그로코르社 파산위기에 따른 연쇄효과로 크로아티아 민주연합(HDZ)과 독립연대(MOST)연정이
붕괴되었고, 민주연합은 국민당(HNS)와 신연정을 구성하여 집권을 지속함
* 아그로코르(Agrokor)社는 크로아티아 GDP의 15%를 담당하는 크로아티아 최대 유통기업으로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부채로 파산위기에 놓여 ‘17년 4월 정부에 의해 회생 절차 및 구조조정 진행되고 있음

- 2017년 6월 출범한 크로아티아 민주연합&국민당 신연정은 7월 2018-2020 경제·정책 기조를 통해 기존의
친기업적 정책 방향성을 유지할 것을 공표함
- EU 기금 활용률 제고에 따른 프로젝트 시장 활성화 추진에 따라 인프라 투자 및 입찰 프로젝트 진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크로아티아는 ‘13년 7월 EU에 가입하였고, 이외에 다양한 양자 협정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이루고
있으며, 크로아티아 대외무역의 약 80%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EU,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및 터키 등 세계 32개 국가와 FTA를 체결함

- 한국과의 FTA는 2011년 7월11일에 발효된 한-EU FTA의 이후, 크로아티아의 EU가입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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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정 경제·재정정책 기조 2018-2020>
- 2016년 9월 총선에서 승리한 크로아티아 민주동맹(HDZ)은 투자환경 개선 및 경기부양을 위해 15가지
세제개혁과 2억 3천만불 규모의 고용창출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친기업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음
① 주요 목표: GDP 5% 성장, 신규 일자리 18만개 창출, EU 프로젝트 조기추진을 통한 투자·경제 활성화,
공공부채 ‘20년까지 10% 감소 등을 포함
② 주요 전략: 법인세 18% 인하, 부가세 24% 및 금리 2% 인하, 공공부문 효율성 개선, 자본시장 발전 등을 포함
- 2017년 7월 신연정은 기존의 경제활성화 정책 방향성을 유지한 2018-2020 경제·정책 기조를 공표
• EU 초과재정적자 감축 및 ‘20년까지 공공부채를 GDP대비 약 72%로 감축하여 재정흑자 상태로 전환을
목표
• 2차 EU 기금 중 74%를 에너지, 수송, IT 및 환경 프로젝트 등 공공분야 투자를 통해 경제활성화 추진
* EU본부는 크로아티아에 인프라개선 및 경쟁력 제고 자금으로 ‘20년까지 총 106억7천만 유로(약 13.6조원
규모)를 배정하였음
자료: 2017-2018 크로아티아 진출전략(코트라), 코트라 국가정보, 언론보도 등

다. 주요 질환

크로아티아는
기타 중동유럽 회원국 및 선진국과 비슷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전염성 질환이
사망률의 대표적 원인에 속함
-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 및 향후 인구 감소 등을 통해 비전염성 질환의 질병부담은 2030년까지 4%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6년 심혈관질환, 암, 정신질환, 행동장애 및 신경질환 등과 같은 비전염성 질환은 질병 부담 가운데 대부분인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좋지 않은 식습관, 고혈압 및 흡연의 3가지 요인으로 부터 기인함
* 주요 사망원인(‘14) : 관상동맥질환(27.5%), 뇌졸중(16.5%), 폐암(6.6%), 결장-직장암(4.9) 등

1

관상동맥 질환
6
(Coronary Heart Disease)

폐질환(Lung Disease)

75% 심혈관 질환 및 암으로 인한 사망률(‘16)

2

뇌졸중(Stroke)

7

당뇨병(Diabetes Mellitus)

8.6% 전체인구 중 당뇨병 환자 비율(‘14)

3

폐암(Lung Cancers)

8

간질환(Liver Disease)

15% 전염성 질병 부담 감소(2016→2030)

4

결장-직장암
(Colon-Rectum Cancers)

9

낙상(Falls)

78세 평균 기대수명(‘15)

5

고혈압(Hypertension)

10 유방암(Breast Cancer)

0.3:9.7 전염성 : 비전염성 질병부담(DALYS)(‘16)

자료 : Worldlifeexpectancy.com., BMI 등

[그림 4] 주요 사망원인 및 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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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약시장 분석

1. 노르웨이
	(주요정책) 노르웨이 정부는 의약품의 접근성 및 가격적정성 제고를 위해 약가 인하 및 제네릭 장려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10월 노르웨이의약품청은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및 해외 웹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약물 도입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처방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전문의약품을 구입 가능하게 하였음
- 2016년 11월 노르웨이 보건의료위원회는 난치성 질환 치료제 신약에 대한 비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 정부는 고가 오리지널의약품보다 저가 제네릭의약품의 소비 진작을 추진하기 위해, 신약의 비용효과에 대해 더욱
엄격한 평가를 수행함에 따라 특허 전문의약품의 수요와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오리지널의약품에 시행되는 엄격한 약가 규정과 함께, 참조약가 및 제네릭의약품 대체제조 규정에 따른 제네릭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는 장려책 등을 통한 노르웨이의 약가는 유럽의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유지되고 있음

일반의약품 7.4%

일반의약품 10.8%

제네릭

오리지널

전문의약품 89.2%

15.4%

73.8%
전문의약품 92.6%

자료 : BMI, KHIDI 재가공

[그림 5 ] 2015년 의약품 분류별 제약시장 점유율(노르웨이)

	(전문의약품) 2015년 노르웨이 전문의약품 시장은 24.7억불 규모이며, 2020년까지 연평균 2.7%로
증가하여 28.3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 2015년에는 암, 관절염, C형 간염 및 천식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이 노르웨이 시장에서 가액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차지하였음
• 특히, 고가약을 포함한 2015년 약국 매출 증가는, 보건당국이 기금을 지원하였으나 병원 외부에 사용된 의약품을
지칭하는 ‘h-전문의약품 매출’의 지속적 증가로부터 기인하였다고 노르웨이약사협회는 발표하였음

- 전문의약품(처방약) 매출액은 전체 제약시장의 8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수준은 향후 5년 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
• 2015년 노르웨이제약업협회(LM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르웨이 인구 총 348만 명이 전문의약품을
소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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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노르웨이 전문의약품 시장 전망
2012

2013

2014

2015

2016f

2017f

2018f

2019f

2020f

전문의약품 매출 (10억 달러)

3.17

3.13

3.14

2.47

2.40

2.59

2.70

2.75

2.82

총 매출 대비, 전문의약품 매출(%)

89.7

89.1

89.2

89.2

89.1

89.1

89.0

88.9

88.8

자료 : LMI, AESGP, BMI

단위 : 천명
2,500
  Female      

Male
2,000

1,500

1,000

500

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료 : FHI, BMI

[그림 6] 2010-2015 노르웨이 전문의약품 사용자 증가 추이

- 2016년 노르웨이 연금인구는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였으며 2026년 19%로 증가세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르웨이의 전문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16년 노르웨이에서 60세 이상 환자는 조제된 총 전문의약품의 46%를 소비하였으며, 그 중 60-69세 환자는
19.7%, 70-79세 환자는 16.6%를 각각 사용하였음

단위 : 백만크로네, 약국 소매가 기준
0-9 years
10-19 years
20-29 years
30-39 years
40-49 years
50-59 years
60-69 years
70-79 years
80+ years
0

1,000

  2,000

    3,000

       4,000

자료 : Norwegian Prescription Database, BMI

[그림 7] 2015년 전문의약품 연령별 매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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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현황) 노르웨이 제약시장은 규모는 작지만 보건에 대한 공공지출의 확대, 안정적인 정치 환경 및
투명한 규제구조는 노르웨이 제약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및 기업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다국적 기업의 경우, 노르웨이 제약업협회(LMI)에 따르면 노르웨이에 설립된 제약회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노르웨이에 의약품을 수입 및 공급하고 아울러 R&D 활동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음
• Novartis, Pfizer, Merck, GlaxoSmithKline 및 AstraZeneca 등 대다수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는 노르웨이에
진출했지만 자체 제조시설을 설립한 제약회사는 일부에 그침
• 2016년에는, GE Healthcare, Fresenius Kabi, Curida 및 Takeda 등 주요 제약 수출기업 11개社가 노르웨이
국내에서 의약품을 생산하였음
• LMI 59개 회원사에는 약 3,800명이 채용되어 있으며, 이들은 의료연구, 임상시험, 제조, 등록, 유통, 약물감시, 판매
및 마케팅뿐 아니라 약가 및 상환 문제 등과 같은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음

- 현지 로컬 기업으로는, Lytix, Targovax, Vaccibody, Bionor, Ultimovacs 및 Nordic Nanovector이 있음
• Lytix, Targovax, Vaccibody, Bionor 및 Ultimovacs는 노르웨이 신생기업에 속하고 있음
• 생명공학회사들의 경우, 암 치료제 분야 및 신경장애 분야 등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16년 10월, Nordic Nanovector는 백혈병 치료를 위한 신형 ADC를 개발하기 위하여 항체-약물 결합체(ADC)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제약회사 Wilex의 자회사 Heidelberg Pharma와 협력계약을 체결하였음

- 현지 유통사로는, 노르웨이의학협회(NMA)에 따르면 노르웨이 주요 3대 도매업자의 경우 유럽 거대 제약 유통
기업에 소속되어 있으며, 각 도매업자는 자체 약국망을 보유하고 있음
• 2014년 최대 도매업자는 Norwegian Medical AS로서, 시장점유율 시장 점유율 52.3%를 차지하였으며,
Apokjeden Distribusjon 및 Alliance Healthcare Norge가 각각 33.0% 및 14.7%로 뒤를 이었음

순위

제약기업

매출액

1

Pfizer

1,141

6.6%

2

Novartis Norge

1,099

6.3%

3

MSD (Norge)

891

5.1%

4

GlaxoSmithKline

793

4.6%

5

Roche Norge

638

3.7%

6

AstraZeneca

633

3.7%

7

Sanofi

589

3.4%

8

Takeda Nycomed

564

3.3%

9

Bayer

517

3.0%

10

Abbvie

509

2.9%

구분

시장점유율

유통
업체

* 2016년 기준, 단위: 백만 노르웨이 크로네
자료: LMI, Wikipedia, BMI 등

[그림 8] 노르웨이 제약산업 주요 기업 현황

10

2. 크로아티아
	(주요정책) 크로아티아 정부는 높은 의약품 지출에 대한 대책으로 약가 인하 및 제네릭 장려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의약품 규제환경 선진화 및 개혁을 위해 EU규정과의 조화를 추진하였음
- 2013년 7월 EU가입 이후, EU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정부재정 적자 감소를 위한 긴축정책을 시행하면서,
과열성장된 보건의료지출에 대한 비용억제 정책을 추진하였음
- 2014년에는 상환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전문의약품 매출이 다소 감소하였음
- 2015년 1월 크로아티아 식약처 HALMED는 대체 가능한 의약품 리스트를 도입하였고, 의사에게 제네릭
대체조재를 의무화였음
- 국가건강보험 예산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 예산으로부터의 분리 및 국가건강보험社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음
- 의약품 규제 선진화를 위해 크로아티아 법의 EU 규정과의 조화를 시행함에 따라 의약품 등록 카테고리 전환이
추진되었음
- 국가건강보험社는 고가의 브랜드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브랜드 이름이 아닌 유효성분
중심의 처방을 의사들에게 의무화하는 정책을 도입할 예정에 있음

일반의약품 7.4%

8%

제네릭

46%

오리지널

46%

전문의약품 92.6%

자료 : BMI, KHIDI 재가공

[그림 9] 2016년 의약품 분류별 제약시장 점유율(크로아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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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약품) 2016년 크로아티아 전문의약품 시장은 11억불 규모이며, 2021년까지 연평균 4.6%로
증가하여 14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
- 2016년 전문의약품(처방약) 매출액은 전체 제약시장의 9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수준은 향후 5년 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
• 2014년에는 상환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조치에 따라 전문의약품의 매출이 다소 감소하였음

- 크로아티아의 전문의약품 시장은 오리지널의약품이 주로 지배하였으나, 정부의 제네릭 처방 장려정책으로 인해
처방의약품 시장에서 제네릭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장기적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고령인구 및 만성질환에 따른 의약품 수요 증가에 따라 향후 전문의약품 시장은 전체 제약시장을 계속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나, 규제 환경의 변화 등은 이러한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크로아티아 법의 EU 규정과의 조화에 따른 일부 전문의약품의 OTC로의 카테고리 변화는, OTC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여 OTC 매출의 성장과 함께 전문의약품 매출을 잠식시킬 수도 있음
• 단기적으로, 건강보험 예산의 국가 예산으로부터의 분리 및 국가건강보험社에 대한 독립의 부여는, 전문의약품시장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건강보험사가 구매력 증가를 활용하여 제약기업과의 협상에서 의약품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
• 2017년 크로아티아 건강보험정책의 주요한 목표는 약가 인하였음
• 유럽 전역의 가격에 민감한 특징을 갖춘 크로아티아의 참조가격시스템은 전문의약품 시장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표 4> 크로아티아 전문의약품 시장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2021f

전문의약품 매출 (10억 달러)

1.18

1.13

0.99

1.10

1.20

1.23

1.34

1.43

1.49

총 매출 대비, 전문의약품 매출(%)

93.5

92.8

92.7

92.6

92.5

92.4

92.3

92.2

92.2

자료 : HALMED, AESGP, HZZO, BMI

	
(오리지널의약품) 2016년 크로아티아 오리지널의약품 시장은 5.5억불 규모이며, 2021년까지 연평균
3.7%로 증가하여 6.6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
- 2016년 오리지널의약품 매출액은 전문의약품시장의 약50%, 전체 제약시장의 약 46%를 차지하였음
• 대부분의 오리지널 의약품은 다국적 제약기업으로부터 공급되고 있으며, 크로아티아의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은
전통적인 로컬 제네릭 의약품 산업의 강세를 고려하였을 때, 아직 성장 가능성의 여지가 있는 시장임

- 크로아티아에서 오리지널의약품(브랜드의약품)은 여전히 비교적 인기가 있으며, 특히 크로아티아는 대체로
유럽에서 의약품 사용량(Volume)기준으로 제네릭의약품을 가장 저조하게 복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임
- 오리지널의약품 시장은 전체 제약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규제 환경의 변화 등은 이러한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국가건강보험社의 고가의 브랜드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지출을 억제하려는 정책은 오리지널의약품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국가건강보험社는 브랜드 이름이 아닌 유효성분 중심의 처방을 의사들에게 의무화하는 정책을 도입 예정
• 취약한 경제 상황 및 혁신 의약품 출시 후 다국적 제약기업의 크로아티아 시장 진출에 대한 도외시는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015년 1월 크로아티아 식약처 HALMED는 대체 가능한 의약품 리스트를 도입하였고, 의사에게 제네릭
대체조재를 의무화함에 따라 오리지널의약품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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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크로아티아 오리지널의약품 시장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2021f

오리지널 매출 (10억 달러)

0.64

0.60

0.50

0.55

0.58

0.58

0.62

0.64

0.66

처방의약품 대비, 오리지널 매출(%)

54.7

53.2

51.0

49.8

48.7

47.6

46.4

45.3

44.3

총 매출 대비, 오리지널 매출(%)

51.1

49.4

47.2

46.1

45.0

44.0

42.9

41.8

40.8

자료 : HALMED, AESGP, HZZO, BMI

	(제네릭의약품) 2016년 크로아티아 제네릭의약품 시장은 5.5억불 규모이며, 2021년까지 연평균 8.2%로
증가하여 8.1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
- 2026년까지 제네릭의약품 매출액은 오리지널의약품시장을 잠식하며, 전문의약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시장 및 오리지널의약품시장의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2016년 제네릭의약품 매출액은 전문의약품시장의 약50%, 전체 제약시장의 약 46%를 차지하였음
• 비교적 적은 수의 오리지널의약품이 상환 가능 하다는 것은 제네릭 의약품이 단중기적으로 주요하게 시장 점유율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함
• 정부의 보건의료 부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과 향후 2~3년동안의 주요 의약품 특허 만료는 제네릭의약품 시장의
성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제네릭의약품 시장은 전체 제약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규제 환경의 변화 등은 이러한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크로아티아 법의 EU 규정과의 조화에 따른 일부 제네릭의약품의 OTC로의 카테고리 변화는, OTC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여 OTC 매출의 성장과 함께 제네릭의약품 매출을 잠식시킬 수도 있음
• 중기적으로는 의약품에 대한 전면적인 약가 인하 및 정부의 최저가 제네릭 의약품 처방을 장려하고자 하는 노력은,
제네릭의약품시장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항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장기적으로는 가격압박이 시장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로 계속 작용할 수 있음
<표 6> 크로아티아 제네릭의약품 시장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2021f

제네릭 매출 (10억 달러)

0.54

0.53

0.48

0.55

0.61

0.64

0.71

0.77

0.81

처방의약품 대비, 제네릭 매출(%)

45.8

47.5

48.4

49.9

51.1

52.2

53.2

54.1

54.8

총 매출 대비, 제네릭 매출(%)

42.8

44.1

44.8

46.2

47.3

48.0

49.1

49.9

50.5

자료 : HALMED, AESGP, HZZO,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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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의약품) 2016년 크로아티아 일반의약품 시장은 0.8억불 규모이며, 2021년까지 연평균 7.5%로
증가하여 1.2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
- 2016년 OTC의약품 매출액은 전체 제약시장의 약 7.4%를 차지하였으며, 장기적으로 OTC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 제약시장에서 여전히 비교적 작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장기적으로, 크로아티아 법의 EU 규정과의 조화에 따른 일부 전문의약품의 OTC로의 카테고리 변화는, OTC 시장
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OTC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 및 의약품 접근성 향상효과는 전문의약품시장을 조금씩 잠식하여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음
* 하지만, OTC에 대한 25%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어 있어 기업과 소비자들 모두에게 가격 부담이 되고
있으며, OTC의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어 OTC시장 성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17.5)
•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크로아티아 OTC시장 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OTC를 공급하는 소규모
업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크로아티아에 등록된 OTC 의약품의 대부분은 다국적 제약회사로부터 공급되었음
<표 7> 크로아티아 일반의약품 시장 전망

OTC 매출 (10억 달러)
총 매출 대비, OTC 매출(%)

2013

2014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2021f

0.083

0.087

0.079

0.088

0.098

0.101

0.112

0.120

0.127

6.5

7.2

7.3

7.4

7.5

7.6

7.7

7.8

7.8

자료 : HALMED, AESGP, HZZO, BMI

	(기업현황) 크로아티아 제약시장은 규모는 작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 현지 주요 로컬 제약기업은
부재하며, 향후 다국적 제약기업의 강세로 인하여 현지 로컬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할 것으로 전망
- 다국적 기업의 경우, J&J, BMS, Bayer, Abbott, Baxter 등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는 대다수 크로아티아에
진출했지만, 대부분 현지사무소만을 설립하였고, 제조시설이나 R&D 연구센터는 거의 없음
• 2014년, 유일하게 Teva社만 크로아티아內에 R&D 투자를 하였고, 자회사 PLIVA를 통하여 새로운 제조시설을
설립하였음
* 2013년 10월에 설립된 Teva社의 비교적 큰 의약품 제조시설은 1억불 규모로서, 미국 및 유럽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음
• 거대 다국적제약기업들은 크로아티아에서 R&D센터 등을 철수하였는데, 크로아티아內 산학협력을 통한 R&D의
부족으로, R&D센터를 중국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른 곳에 설립하는 경향이 있음
* 2010년에 GSK는 자그레브에 있는 연구센터를 벨기에 Galapagos社에 매각하였음
• 크로아티아內의 R&D투자는 크로아티아가 영토나 시장규모면에서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는 자국內 우수한 연구기관을 통한 혁신의약품 생산에 대한 명성을 가지고 있음

- 현지 로컬 기업으로는, Belupo 및 JGL 등이 있으며, 현지에서 생산되는 제네릭의약품은 크로아티아內 전체
의약품 수요 중 매출액기준으로 약 35%, 판매량 기준으로 약5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현지기업이었던 PLIVA가 유일하게 그나마 크로아티아 제약시장에서 우위를 점하였으나, 2006년도에 미국
Barr社에 인수되었고, 미국 Barr社는 2008년 다시 Teva社에 인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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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제네릭 제조기업에는 미국 Hospira社 및 자그레브에 있는 면역연구소가 있음
* Belupo社의 경우, 특히 심혈관 및 피부과 분야에서 명성을 가지고 있음
• 크로아티아내의 바이오시밀러 생산은 크로아티아 의약품 수출을 증가시키고, 오리지널의약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크로아티아內 제약시장의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자그레브에 있는 Hospira社 및 Teva社의 의약품 제조공장은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음
• 현지 제약기업들은 글로벌 진출을 위해 투자금의 대부분을 의약품 제조역량을 향상시키는 데에 집중하여 투자하고
있음
* Teva社의 경우, 자회사 PLIVA社의 80% 이상의 의약품은 수출되며, 그 중 미국은 주요 시장중의 하나임

- 현지 유통사로는, 최근 몇년간 합병을 통하여 비교적 소수의 의약품 유통사가 존재하는 매우 집중되어진 경향이
있으며, 약 20개의 유통업체 중 가장 큰 4개社가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크로아티아內에 7개의 주요 유통사가 존재하며, 그중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 중의 하나는 범-유럽기업인
German Phoenix社가 있음
* German

Phoenix社는 2000년대 중반에 당시 매출액 기준 16%를 차지한 현지기업 Croatian Farmacija 및
9%를 차지한 Medifarm Velebit을 인수하면서 성장하였음
* 특히 현지자회사 Phoenix Famacija는 크로아티아 시장에서 현재 2번째로 큰 유통사로 활동 중
• 의약품 소매기업인 Agrokor konzum은 수직적인 합병 및 통합을 통해 최근에 의약품 도매유통업으로 진출하였음
• 이미 약국과 도매유통부분에 있어서 크로아티아 시장은 소수에 집중되어져 있으나, 정부의 추가적인 가격제한 및
상환의약품에 대한 이윤마진의 제한은, 약국체인들과 유통기업들간에 수직적인 통합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유럽 전역에서 이러한 수직적인 인수합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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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에는 46개의 의약품 제조기업이 존재하였음

2014*

약국
체인

자료: Statista, BMI

[그림 10] 크로아티아 제약산업 주요 기업 현황

15

보건산업브리프

Ⅲ

무역환경

1. 노르웨이
가. 제약시장 SWOT 분석

장점

약점

- 강력한 지적 재산권 규제 환경

- 성장 잠재력을 제한하는 소규모 인구

- 비교적 체계적인 의료제도

- 약가 인하

- 관대한 상환 제도
- 고가 브랜드의약품에 대한 수요 강세

기회

위협

- 비전염성 질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비만인구의 급증

- 정부가 의약품 지출에 대한 약가 억제 대책을

- 중기적으로 고가약 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높은 일인당 GDP
- 정부가 비용 억제를 강화함에 따라 제네릭시장의
성장잠재력 증가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
- 가구 부채, 수출 경쟁력 및 20년 부동산 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 증가하는 정책 불확실성

- 서유럽 국가의 규범이 되고 있는 첨단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약품 시장의 우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알츠하이머병이나 암과 같이 만성 비전염성 질병
치료제에 대한 수요 증가세를 이끌 가능성이 높은
인구 고령화
-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한
핵심 우선 정책으로, 생명공학 및 제약부문의
발전을 중시하는 정부의 방침
자료 : BMI, KHIDI 재가공

나. 의약품 수출입 현황
	(수출) 노르웨이 의약품 수출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6.2억불이며, 2020년에는 7.9억불로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 약 4.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노르웨이의 주요 수출 교역국에는 싱가포르와 독일, 덴마크, 아일랜드 및 영국 등이 포함됨

	(수입) 노르웨이 의약품 수입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17억불 규모이며, 2020년에는 21억불로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 약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노르웨이의 주요 수입 교역국에는 독일,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및 영국 등이 포함됨
- 의약품 무역수지 적자는 2015년 기준 약 11억불 규모로, 2020년에는 13억불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으로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
• Novartis, Pfizer 및 Merck 등 대다수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는 노르웨이에 진출했지만 자체 제조시설을 설립한
제약회사는 미미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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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노르웨이 의약품 수출입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2014

2015

2016f

2017f

2018f

2019f

2020f

의약품 수출액

824

629

621

679

723

755

798

의약품 수입액

1,957

1,712

1,684

1,829

1,927

1,988

2,061

△1,133

△1,083

△1,063

△1,150

△1,204

△1,232

△1,263

의약품 무역수지

자료: UN Comtrade Database DESA/UNSD, BMI

2. 크로아티아
가. 제약시장 SWOT 분석

장점

약점

- 고령화와 높은 만성 질병 부담과 관련된 인구 특징

- 의료서비스를 위한 공동보험료의 최근 도입을

- 규제환경 및 개혁의 신속한 향상을 촉매한 EU 가입

포함한, 가격 및 소비 절감에 집중된 정부의 약가

- 브랜드 제네릭 의약품의 높은 가격

및 상환 정책

- 상환리스트에 고가의 특허의약품 제품들의 최근 추가

- 장기적인 시장 성장에 주요한 제한 요소인 보통수준의
인구 규모
- 보건의료지출 성장을 제한하는 평범한 실질 GDP
성장률
- 상환제도에 신약의 추가를 축소시키는 보건의료
기술평가의 도입

기회

위협

- 잘 알려진 서양 브랜드 의약품 구매를 여전히

- 높은 실업률과 낙후된 경제성장 전망은 국가 건강

선호하는 소비자
- 당뇨병, 심혈관 질환 및 암과 같은 높은 만성 질병 부담
- 사람 당 발행된 처방전 수의 매년 지속적인 증가
- 현지 주요 제약기업의 부재(현지기업인 PLIVA社는
Barr社에 인수되었고 결과적으로 Teva社에 인수됨)
- 최근의 재원 조달의 위기를 경감시키고 보건의료
시스템의 현대화에 도움이 될 구조적인 원조를
제공할 EU 가입 절차
- 건강보험부문의 독점화 해소를 위해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부가적인 보험 가입 권장
- 규제 및 지재권 환경의 점진적인 개선

보험의 수입에 영향을 끼치면서, 필연적으로 계속
적인 재원 조달의 부족을 가져올 수 있음
- 비용억제 정책으로 인해 로컬기업의 경우 계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제조사들과 협상을 통한 상환 기준의 긴축 강화 및
상환금액의 감소
- 상환리스트 적용의 새로운 비용에 대한 도입은
시장의 진입을 희망하는 몇몇의 기업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크로아티아 건강보험의 독립은, 의약품 가격 협상과
관련하여 보험사들은 건강보험의 구매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자료 : BMI, KHIDI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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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약품 수출입 현황
	(수출) 크로아티아 의약품 수출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6.2억불이며, 2021년에는 8.1억불로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 약 5.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크로아티아의 주요 수출 교역국에는 미국과 러시아 및 기타 서유럽국가 등이 포함됨
- 대다수 현지 기업들을 포화된 로컬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을 도모하고 있음
* 특히 PLIVA와 JGL은 중동유럽(CEE)시장에 활발히 진출하였음

- 장기적으로, EU와의 규제조화는 현지로컬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2008년말, Teva社의 크로아티아 현지기업 PLIVA社의 인수는, 경영전반의 구조조정과 PlIVA의 사업부문을
Teva社의 글로벌 제네릭 의약품 부분에 포함시키면서 크로아티아의 수출을 상당히 제고하였음
* 현지기업인 PLIVA社는 미국 기반의 Barr社에 인수되었고 결과적으로 Teva社에 인수됨

- Teva社 및 미국 제네릭 회사인 Hospira社의 의약품제조 역량 확장 및 고부가가치 제품인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통해 향후 5년간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수입) 크로아티아 의약품 수입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8.8억불 규모이며, 2020년에는 12억불로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 약 6.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크로아티아의 주요 수입 교역국에는 독일, 프랑스, 영국 및 슬로베니아 등이 포함됨
* 특히, 독일의 경우 전체 수입의 약 20%를 차지함
<표 9> 크로아티아 의약품 수출입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2021f

의약품 수출

570

620

679

696

752

791

813

의약품 수입

797

885

966

990

1081

1152

1202

△226

△265

△286

△293

△328

△360

△389

의약품 무역수지

자료: United Nations Comtrade Database DESA/UNSD,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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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약시장 진출현황 및 전략

1. 노르웨이
가. 한국 제약기업 진출 현황

對노르웨이
의약품 수출액은 2010년 이래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매우 저조한 실정이나, ‘14년
이후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 추세
- 노르웨이 TNF-α 억제제 시장에서 램시마 점유율이 ‘14년 9% → ’15년 37% → ‘16년 1분기 59%로 증가
* ‘14년 1월 셀트리온은 마케팅 파트너사 오리온파마社를 통해 노르웨이 국가 의약품 입찰(LIS) 선정으로 노르웨이
시장에 진출함
* 경쟁제품인 레미케이드(36% → 18% → 5%), 엔브렐(28% → 23% → 17%) 및 휴미라(27% → 22% → 19%)는
같은 기간 동안 각각 시장 점유율 감소

- 공식 집계된 對노르웨이 의약품 수출액은 저조하나, 실제로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등이 헝가리 법인을 통해
노르웨이 제약시장에 진출하였음
* 램시마의 유럽시장 유통은, 보통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헝가리 법인을 통해 다국적 제약사 등과의 유통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１)

<국내 제약사의 노르웨이 제약시장 주요 진출 현황>
-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노르웨이 노르딕 나노벡터社와 백혈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ADC(항체·약물 결합체)
공동개발협약 체결(‘16.10)
* 노르딕 나노벡터사는 시총 약 3200억원 규모의 혈액암 관련 항체 및 항체-방사선 물질 치료제 전문기업
- 셀트리온의 램시마, 노르웨이 TNF-α 억제제 시장에서 처방받은 환자 수가 59%를 차지해 오리지널의약품
(J&J, 레미케이드, 인플릭시맵)을 뛰어넘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16년 1분기 기준)
* 뒤를 이어, 휴미라(19%), 엔브렐(17%) 및 레미케이드(5%)의 순서로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베네팔리, 마케팅 파트너사 바이오젠社를 통해 노르웨이 국가의약품 입찰(LIS)
선정(‘16.1)
* 베네팔리는 미국의 다국적제약사인 암젠이 개발한 바이오의약품 ‘엔브렐(에타너셉트)’의 바이오시밀러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노르웨이 파마테크 그룹(Pharmatech AS Group)과 노르웨이 등 북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MOU 체결(‘12.9)
자료 : 언론보도

<표 10> 對노르웨이 의약품 수출 현황

구분

수출액(천불)

2013

2014

2015

2016

원료

완제

원료

완제

원료

완제

원료

완제

0

0

33

0

7

0

0

0

0

33

7

0

자료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Facts & Survey Report, KHIDI 재가공

１) 對헝가리 의약품 수출액은 ‘13년 이후로 최근 3년간 202%의 고성장 중: 4,871(‘13) → 9,470(’14) → 173,513(’15) → 135,034(’16), 단위: 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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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르웨이 제약시장 진출 전략
	(전략품목에 집중) 노르웨이는 오리지널 신약 및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선호현상이 우세하고 향후 이러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국적 제약기업과의 경쟁을 회피하여 바이오시밀러 및 희귀질환
치료제 등 전략품목으로 진출이 필요함
- ‘15년 총 매출 대비 전문의약품 매출은 90%에 육박하며, 그 중 특히 오리지널 의약품은 73.8%를 차지하였으며,
500만명의 적은 인구, 인구의 고령화 및 높은 구매력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이 수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Novartis, Pfizer, Merck, GlaxoSmithKline, Roche 및 AstraZeneca 등 대다수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는
노르웨이에 진출하여, R&D투자, 마케팅 및 신약판매 등을 통해 노르웨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
• 2015년에는 암, 관절염, C형 간염 및 천식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오리지널 및 제네릭)이 노르웨이 시장에서
가격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차지하였음

- 가격 대비 품질이 보증된 바이오시밀러 및 희귀질환 치료제 등을 통해 틈새시장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전략 필요
•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이미 현지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는 것은 이러한 수요를 반영함(‘16년
1분기)
* 향후

추가적인 바이오의약품 특허만료 및 높은 의료지출에 대한 비용 억제를 중시하는 정부정책은, 바이오시밀러
제품 진출에 기회가 될 수 있음
• 노르웨이의 고부가 혁신 치료제에 대한 선호 현상은, 한국의 희귀질환 치료제 진출에 기회가 될 수 있음
* 2016년

11월 노르웨이 보건의료위원회는 난치성 질환 치료제 신약에 대한 비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북유럽시장 연계 진출) 노르웨이시장 진출 시, 중장기적으로 스웨덴, 덴마크, 및 핀란드 등 북유럽 4개국
시장과 연계하여 가격경쟁력이 있고 품질이 보증된 제품으로 진출하는 권역별 시장 접근이 필요함
- 노르웨이의 소규모 인구, 생활수준, 오리지널제품의 강세 및 ‘15년 전체 매출에서 제네릭의약품 시장점유율이
15.4% 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다국적 제약기업 및 로컬기업 등과의 경쟁을 통한 시장 진출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다만, 노르웨의 정부의 비용 억제 정책 및 저가의 제네릭의약품 소비 진작은, 향후 오리지널의약품 시장을 잠식을
통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판매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진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
* 정부는

고가 오리지널의약품보다 저가 제네릭의약품의 소비 진작을 추진하기 위해, 신약의 비용효과에 대해 더욱
엄격한 평가를 수행함에 따라 오리지널의약품의 수요와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제네릭의약품 대체제조 규정에 따라 제네릭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는 장려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양질의 제품으로 노르웨이 뿐만아니라 스웨덴, 덴마크 및 핀란드가 포함된
북유럽 4개국 의약품 시장을 염두한 권역 단위의 진출 전략이 필요함
* ‘16년

북유럽4개국 의약품 시장은 총 141.7억불 규모로서, 노르웨이 스웨덴 47.7억불, 핀란드 34.2억불, 덴마크
32.2억불 및 노르웨이 27.6억불을 차지함(BMI)
• 한국유나이티드제약社의 경우, 노르웨이 포함 북유럽 4개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 노르웨이
현지기업인 파마테크 그룹社와 협력 MOU를 체결하였음(‘12.9)
• 스위스 제약기업인 Basilea Pharmaceutica International社는 북유럽 4개국 시장 진출을 위해, 스웨덴
제약기업인 Unimedic Pharma社와 라이선스 및 유통계약을 체결하였음(‘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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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입찰 참여) 노르웨이는 대부분 국영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약회사가 노르웨이에 의약품을
수출하려면 정부 입찰 선정 과정을 통과해야하므로, 공공 입찰 참여를 통한 시장 진입이 필요
- 최고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노르웨이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100%를 국가가 부담하는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영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15년 총 의료지출 대비 정부의료지출은 85% 및 민간의료지출은 15% 수준이며 향후 이 비율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15년 노르웨이의 병원 개수는 427개이며 그중 공공병원은 417개, 나머지는 민간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 가격경쟁력이 있고 품질이 보증된 의약품으로 공공 입찰 참여를 통한 진출이 필요함
• 셀트리온社의 ‘램시마’의 경우, 마케팅 파트너사 오리온파마社를 통해 노르웨이 정부 입찰(LIS) 선정으로 노르웨이
시장에 진출함(‘14.1)
• 삼성바이오에피스社의 ‘베네팔리’의 경우, 마케팅 파트너사 바이오젠社를 통해 노르웨이 정부 입찰(LIS) 선정으로
노르웨이 시장에 진출함(‘16.1)

	(현지기업과의 협력) 노르웨이의 작은 인구규모(500만명) 및 높은 구매력 등의 성향에 고려할 때, 진출 판로
확보를 위해 유통망을 보유한 유럽 현지 기업 등과의 신뢰 구축 및 협력이 중요함
- 현지 헬스케어 분야에서 넓은 유통망과 마케팅 역량을 지닌 노르웨이 등 유럽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품질을 통한 신뢰도 제고 및 제품 인지도 형성을 통한 진출이 필요함
• 한국유나이티드제약社는 노르웨이 파마테크 그룹社와(‘12.9), Basilea Pharmaceutica International社는
스웨덴 Unimedic Pharma社와(‘16.9)의 협력을 통해 노르웨이 및 북유럽 4개국 시장에 진출하였음
• 셀트리온社는 오리온파마社와(‘14.1), 삼성바이오에피스社는 바이오젠社(‘16.1)와의 협력을 통해 노르웨이
시장에 진입하였음

2. 크로아티아
가. 한국 제약기업 진출 현황

2016년
對크로아티아 한국 의약품 수출액은 약 3.9억불 규모로 일본에 이어 2위의 주요 수출국이며,
바이오시밀러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최근 4년간 256%의 고성장률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
* ‘16년 의약품 수출액 상위 10개국은 일본 4.6억불, 크로아티아 3.9억불, 아일랜드 2.3억불, 중국 2.0억불, 베트남
1.8억불, 헝가리 1.3억불 및 미국 1.1억불, 브라질 1.1억불, 독일 0.8억불 및 인도 0.7억불 순

<국내 제약사의 크로아티아 제약시장 주요 진출 현황>
- 셀트리온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램시마’ 단일품목으로 약 3.9억불 규모 매출 달성(‘16)
• 특히 ‘15년 대비 356.1%로 크게 증가하여 ’16년 對크로아티아 수출 상위 1위 품목 차지
* ‘15년의 경우, 램시마 전체 매출은 5951억원으로서, 헝가리(30.3%), 일본(22.1%), 크로아티아
(15.4%), 터키(8.9%) 및 핀란드(8.5%) 순이며, 그중 크로아티아는 3위를 차지
자료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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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對크로아티아 의약품 수출 현황
구분
수출액(천불)

2013
원료
2,701

2014
완제
6,102

8,803

원료
3

완제
56,671

2015
원료
42

56,674

완제
87,192

2016
원료
28

87,234

완제
397,830

397,858

자료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Facts & Survey Report, 2017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KHIDI 재가공

나. 크로아티아 제약시장 진출 전략
	(전략품목에 집중) 크로아티아는 관습적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특히 오리지널) 의약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선호현상이 우세하고, 향후 이러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국적 제약기업과의
경쟁을 회피하여 전략품목으로 진출이 필요함
- ‘16년 오리지널의약품 매출액은 전문의약품시장의 약50%, 전체 제약시장의 약 46%를 차지하였으며, 전통적인
로컬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강세를 고려하였을 때, 아직 성장 가능성의 여지가 있음
• 크로아티아에서 오리지널의약품은 여전히 비교적 인기가 있으며, 특히 크로아티아는 대체로 유럽에서 의약품
사용량(Volume)기준으로 제네릭의약품을 가장 저조하게 복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임

- 다국적 기업의 경우, J&J, BMS, Bayer, Abbott, Baxter 등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는 대다수 크로아티아에
진출하였으며, 현지사무소를 설립하여 오리지널의약품 시장을 주도 하고 있음
- 품질이 보증된 바이오시밀러, 희귀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 등에 대하여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현지 진출이
용이함
•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이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판매되고 있음은 이러한 수요를 반영함
* 향후 추가적인 바이오의약품 특허만료 및 높은 의료지출에 대한 비용 억제를 중시하는 정부정책은, 오리지널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 바이오시밀러 제품 진출에 기회가 될 수 있음

	(구 유고연방시장 연계 진출) 크로아티아시장 진출 시, 중장기적으로 슬로베니아 및 세르비아 등 구 유고연방
7개국 시장과 연계하여 가격경쟁력이 있고 품질이 보증된 제품으로 진출하는 권역별 시장 접근이 필요함
- 크로아티아의 소규모 인구, 다국적기업의 오리지널 시장 지배 및 로컬기업의 제네릭 시장 강세인 점을 고려할 때,
현지 제품과 직접 경쟁을 통한 시장 진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2016년 크로아티아 의약품 전체 매출 중, 오리지널 및 제네릭의약품은 각각 약 4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오리지널의약품에 대한 선호도 및 제네릭의약품의 강세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음
* 현지에서

생산되는 제네릭의약품은 크로아티아內 전체 의약품 수요 중 매출액기준으로 약 35%, 판매량 기준으로
약5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다만, 크로아티아 정부의 의약품 지출 비용억제 및 제네릭의약품 처방 장려 정책은, 향후 오리지널의약품 시장을
잠식을 통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판매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진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
* ‘16년 크로아티아의 의약품 비용 지출은 전체 보건의료 지출의 30.2% 및 GDP의 2.35%를 차지하였으며,
크로아티아의 의약품 비용 지출은 비교적 낭비되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정부는 이를 줄이려고 노력중
* ‘15년 1월 크로아티아 식약처 HALMED는 대체 가능한 의약품 리스트를 도입하였고, 의사에게 제네릭
대체조재를 의무화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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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크로아티아시장內의 브랜드 제네릭의약품은 혁신의약품에 비해 겨우 5%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정도로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정부는 최저가 제네릭 의약품 처방을 장려하고 있음
* 정부는 고가의 브랜드의약품(오리지널 및 제네릭)에 대한 의약품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브랜드 이름이 아닌
유효성분 중심의 처방을 의사들에게 의무화하는 정책을 도입할 예정에 있음

- 중장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양질의 제품으로 크로아티아를 포함한 구 유고연방 7개국 시장시장을 염두한
권역 단위의 진출 전략이 필요함
• 구 유고연방 7개국에는 GDP 규모 순으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마케도니아,
코소보, 몬테네그로가 포함되며, 이 중 크로아티아의 GDP는 약 500억불으로 최대 규모(‘17)
* 구 유고연방 7개국의 GDP 총합은 1700억불 및 1인당 GDP 평균은 8349달러 규모

	(일반의약품 등) 크로아티아의 일반의약품 시장은 EU규정과의 조화에 따른 전문의약품의 OTC전환, 정부의
의료비 지원 감소 추세 및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비진작으로 인해 성장이 전망되며, 일반의약품, 비타민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진출이 유망함
- 2016년 크로아티아 일반의약품 시장은 0.8억불 규모이며, 2021년까지 연평균 7.5%로 증가하여 1.2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
• 장기적으로, 크로아티아 법의 EU 규정과의 조화에 따른 일부 전문의약품의 OTC로의 카테고리 변화는, OTC 시장
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OTC에 대한 25%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어 있어 기업과 소비자들 모두에게 가격 부담이 되고
있으며, OTC의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어 OTC시장 성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17.5)
• 정부의 광범위한 의료비 지원제도 및 브랜드 의약품 선호 현상으로 인하여 일반의약품에 대한 소비율은 낮으나,
의료비 지원 규모의 점진적인 감소는 OTC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한국산 제품이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현지의 약국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 현지의 약국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일반의약품,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체중조절 및 웰빙제품 등의 다양한
제품의 공급을 통한 진출 가능
* (비타민·건강기능식품) 향후 정부의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서 진출기회로 활용 필요
* 체중조절 및 웰빙 제품은 크로아티아 비만인구 감소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을 토대로 수요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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