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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시장 진출정보
제약바이오산업단

변정훈

Ⅰ

최근동향

1. 브라질
브라질은 의약품 인허가 장벽이
높고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가. 제약시장 동향

회피하여 바이오시밀러 및

	브라질 제약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99억불로, 중남미 지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연평균 8.3% 이상 꾸준히 성장하여 2021년 297억불 규모를 형성하면서 중남미 최대의
제약시장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

희귀질환 치료제 등 전략품목

- 2016년 GDP 대비 의약품 비용 지출은 전 세계 평균인 1.3%보다 낮은 1.1%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선호현상이 우세하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기업과의 경쟁을

중심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적절함

향후 브라질 제약시장의 추가적인 성장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2016년 1인당 의약품 지출액은 약 95.7달러로, 전 세계 평균인 212달러에 비해 낮은 편이며,
2021년에는 약 138.1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콜롬비아는 고가 혁신의약품에

* 푸에르토리코를 제외한 라틴아메리카에서 브라질은 지역 평균보다 약간 더 많이 소비하고 있음

대한 공격적인 의약품 가격

- 2016년 전문의약품의 매출은 총매출의 69.1%, 이 가운데 오리지널의약품은 47.4%,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네릭의약품은 21.7%및 OTC 의약품은 30.9%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오리지널 및 OTC 의약품에

신뢰할 만한 파트너사 발굴

대한 선호도를 잘 보여주고 있음

및 협력을 기반으로, 제네릭
의약품과 OTC의약품을 포함한
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진출할 경우, 수입
창출에 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전망됨

	인구고령화, 비전염성 질환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 치료제 수요의 증가, 경기 회복에 따른 다국적
제약사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는 브라질 제약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최근 몇 년간, 브라질 제약시장은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달러화 기준으로 현저하게 시장규모가
감소하였고,１) 이에 따라 다국적 제약사로부터의 진출 또한 저조하였으나 2017년에는 244억불
규모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브라질 제약시장의 성장은 주로 브랜드의약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에 따른 오리지널의약품 및 편리한
접근성과 저렴한 가격으로 인한 OTC 의약품의 성장에 기인하고 있음
-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지출에 대한 비용 억제 정책에 따른 약가 인하는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１) 브라질 통화인 헤알(Real)화 기준으로, ‘13년 이후 의약품 매출액 또는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1

보건산업브리프

60

2

45

1.5

30

1

15

0.5

0
2026f

2025f

2024f

2023f

2022f

2021f

2020f

2019f

2018f

2017f

2016

2015

2014

2013

2012

0

Pharmaceutical sales, USDbn (LHS)
Pharmaceutical sales constant exchange rate, USDbn (LHS)
Pharmaceutical sales, % of GDP (RHS)

자료: Febrafarma, Grupemef, BMI

[그림 1] 2012-2026 브라질 제약시장 추이(의약품 매출)
<표 1> 브라질 제약시장 추이
2013

2014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2021f

의약품 매출액(10억 달러)

26.18

27.17

20.54

19.87

24.41

25.01

25.97

27.71

29.72

의약품 매출액(10억 헤알)

56.61

63.97

68.84

73.65

77.63

82.64

89.44

97.76

107.72

1인당 의약품 소비액(달러)

129.4

133.1

99.8

95.7

116.7

118.6

122.3

129.6

138.1

의약품 매출액, GDP 대비(%)

1.06

1.11

1.14

1.11

1.18

1.20

1.21

1.23

1.27

자료: Febrafarma, Grupemef, BMI

나. 경제 및 정책 동향
	브라질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중남미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경제대국
- 브라질은 인구 2억명에 달하는 거대한 내수시장 및 남미대륙의 47%를 차지하는 넓은 국토면적을 토대로, 남미
전체 GDP의 약 40%(1.7조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중남미 1위의 경제대국(‘16)
- 지리적으로는 남미 10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인접국가로의 진출이 용이하여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브라질에 본부를 두고 중남미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음
* 남미 10개국에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파라과이, 우루과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프랑스령
기아나 및 수리남이 포함됨

- 특히, 중남미 국가 중 제조업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어서, 제조업 수준이 취약한 인근 국가로의 수출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큼
- 풍부한 지하자원 및 수력자원을 기본으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다변화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음
* 세계 최대 규모의 식량 생산대국으로서 설탕, 오렌지 및 커피(세계 1위), 쇠고기(세계 2위), 닭고기, 담배 및
옥수수(세계 3위) 등이 포함됨
* 제화 생산(세계 3위), 청량음료 생산(세계 3위), 상업용 항공기 생산(세계 4위), 자동차 생산(세계 5위), 철강
생산(세계 9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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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은 ‘14년 말부터 이어진 저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14년 말부터 시작된 저유가와 함께 철광석 및 석탄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폭락하면서, 주요 자원 수출국인
브라질의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었음
* 실질 GDP 성장률 : 3.0%(‘13) → 0.5%(’14) → -3.8%(‘15) → -3.6%(’16) → 0.9%(‘17.12 예측)

- ‘16년 8월 출범한 테메르 신정부는 정부지출 확대 동결, 노동법 개정, 연금 개혁, 민영화 및 대외개방 확대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
• (예산 동결) 과도한 정부 지출 억제 및 공공부채 감소를 위해 2020년까지 예산 지출 확대를 동결함
• (노동법 개정) 쉬운 해고 규정, 노동조합 권한 축소 및 노동소송 심사기준 강화 등 친기업 성향으로 노동법을
개정하여 기업의 노무부담 감소를 통한 경제 활성화 유도(‘17.11월 발효)
* 노동법 개정안이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시장의 요구만 충족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음
• (연금 개혁) 정부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중 하나인 과도한 연금 지급액의 개선을 위해 보다 강화된 연금 수령 기준
마련 및 시행
• (민영화) ‘16년 9월 이후, 3차례 총 146건의 민영화 프로젝트를 발표를 통해 공항, 항만 터미널 및 송전선 등 관련
인프라 투자 유치 추진
• (대외개방 확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해오던 기존 브라질 시장의 적극 개방을 목표로, 남미공동시장을 토대로
멕시코, EU 및 한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 확대를 통해 시장 활성화 도모(‘18.2)
* 브라질은 이스라엘, 이집트, 팔레스타인, 우루과이 등 4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나, 이중 이스라엘과 체결한
무역협정만 발효 중(‘16.7)
* 한국-메르코수르 FTA 추진 현황 : 대통령 순방 계기 공동 연구 합의(‘04) → 제4차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공동
연구(’09) → 무역협정 재개 발표(‘17.3) → 협상 대상 품목 관련 산업계 의견 수렴 공청회 실시(’17.4)

- ‘14년 이후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등에 힘입어 ’17년 1분기부터
경제가 점차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며, ‘18년 부터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
* 브라질 중앙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년 2% → 3% 및 ’19년 2.5% → 3.5% 상향 예정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MERCOSUR)>
-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ún del Sur)은 중남미 전체 면적의 71%, 인구는 중남미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3억6500만 명, 경제규모는 4조 달러에 달하는 중남미 최대의 경제통합체
• 회원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및 파라과이의 남미 4개국이며, 1995년 1월 1일 관세 등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하고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동맹으로 출범하였음
• 베네수엘라의 경우, ‘12년 7월 31일 가입 승인이 나면서 정회원국이 5개국으로 확대되었으나, 공동관세
적용 등 정회원국이 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16년 말까지 이행하지 못해 현재 자격이 정지된 상태임
• ‘17년 8월 볼리비아가 메르코수르 가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가이아나,
수리남 등이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 메르코수르는 회원국과 준회원국 사이의 정치와 경제를 통합ㆍ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물류ㆍ인력ㆍ자본을
자유롭게 교환하도록 촉구하며, 단순한 경제블록을 넘어 EU와 같은 통합체제를 지향
① 역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회원국간 재화,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추진
② 대외공동관세 등 공동경제정책 시행: 역외 수입품에 대한 공동 세이프가드·반덤핑 규정 도입 및 역내 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조구조조정기금(FOCEM) 조성·운영 및 회원국간 기금 분배·투자
③ 거시경제 정책상의 협력: 재정수지, 공공부채, 인플레이션, 에너지 및 화폐사용 등 관련 공동 정책 목표 합의
④ 역내 정치, 사회분야 통합 추진: 노동자 권리보호 선언, 사회문제 해결, 비례대표제 도입 등 협력 방안 합의
자료: 2018 브라질 진출전략(코트라), 코트라 국가정보, 외교부 중남미 개황 자료, 언론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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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질환
	브라질은 주변 라틴아메리카 개도국과 비슷하게 만성질환 등 비전염성 질환부담이 전염성 질환부담을
대체하여 증가하고 있음
- 신경정신질환, 당뇨병, 암 및 심혈관 질환 등 비전염성 질환 부담의 증가는 향후 브라질 제약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신경정신질환은 브라질 만성질환 부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우울증 및 알츠하이머 질환
등에서 기인하고 있음
* 브라질 국민의 우울장애 관련 평생유병률은 17%로서 높은 편이며, 그 중 66%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음 → 치료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으로 전체 환자 중, 오직 15.3%만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있음

- 2016년 신경정신질환 및 심혈관 질환 등과 같은 비전염성 질환은 질병 부담 가운데 대부분인 87%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사망원인(‘14) : 관상동맥질환(12.8%), 뇌졸중(11.3%), 독감 및 폐렴(7.4%), 당뇨병(6.7%) 등

1

관상동맥 질환
6
(Coronary Heart Disease)

폐질환(Lung Disease)

476,200건 암 발병 건수 (‘15)

2

뇌졸중(Stroke)

폐암(Lung Cancers)

130,700명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15)

3

독감 및 폐렴
8
(Influenza and Pneumonia)

간질환(Liver Disease)

13% 전염성 질병 부담 감소(2016→2030)

4

당뇨병(Diabetes Mellitus)

9

알츠하이머
(Alzheimers/Dementia)

75세 평균 기대수명('15)

5

고혈압(Hypertension)

10

결장-직장암
(Colon-Rectum Cancers)

1.2:8.7 전염성 : 비전염성 질병부담(DALYS)('16)

7

자료 : Worldlifeexpectancy.com., BMI 등

[그림 2] 주요 사망원인 및 관련 통계

2. 콜롬비아
가. 제약시장 동향
	콜롬비아 제약산업은 2016년 기준 31.4억불 규모로서, 라틴아메리카 시장에서 5위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6.1% 이상 꾸준히 성장하여 2021년 41.9억불 규모를 형성할 전망
- 2016년 콜롬비아의 의약품 비용 지출은 전체 보건의료 지출의 14.6% 및 GDP의 1.11%를 차지하였음
- 1인당 의약품 지출액은 2016년 약 64.5달러에서 2021년에는 약 82.8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6년 전문의약품의 매출은 총매출의 83.2%, 이 가운데 오리지널의약품은 39.2%, 제네릭의약품은 44%및
OTC 의약품은 16.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선호도를 잘 보여주고 있음

	국민 소득 및 인구 증가, 심혈관 질환 및 신경정신장애 등 비전염성 질환에 따른 의약품 수요 증가, 정부의
보건의료현대화 및 접근성 개선 노력은, 콜롬비아 제약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콜롬비아 제약시장의 성장은 주로 전문의약품(오리지널+제네릭)시장의 성장에 기인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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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가 ‘인권’이라는 인식개선(‘14)은, 필수적인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의약품 소비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
- 콜롬비아의 의약품 승인 소요기간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진출에 이점을 제공함
• 진출 희망 기업들은 비교적 빠른 의약품 승인에 따른 이점과 약가 및 상환에의 어려움 사이에서 균형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정부의 의약품 지출 비용억제 정책, 제네릭 처방 장려 및 혁신의약품 부문에 대한 공격적인 의약품 가격 정책 및
의조의약품 문제는, 향후 제약시장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콜롬비아 시장이 직면한 어려움으로 인해, 향후 성장률(6.1%)은 거의 모든 남아메리카 제약시장의 성장률 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
•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은 부분적으로 위조의약품 생산과 판매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였기 때문에, 제약시장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위협을 주었음
* 과거 FARC(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는 비즈니스 환경의 기반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정치적인 안정성을 저해하기 위한 전술로서 위조의약품을 이용한 전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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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ational sources,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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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매출액(10억 달러)

２)

2013

2014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2021f

4.34

4.31

3.31

3.13

3.48

3.60

3.84

4.01

4.18

의약품 매출액(10억 페소) 8,162.2 8,643.3 9,101.1 9,580.8 10,092.4 10,650.7 11,251.2 11,909.9 12,620.9
1인당 의약품 소비액(달러)

91.8

90.3

68.7

64.5

70.9

72.9

77.1

79.9

82.8

의약품 매출액, GDP 대비(%)

1.14

1.14

1.14

1.11

1.08

1.08

1.06

1.05

1.04

자료: AFRIDRO, IMS Health, AESGP, BMI

２) 콜롬비아

경제의 경기불황 등으로 인하여 달러화 기준으로는 시장규모가 최근 몇 년간 감소하였으나, 콜롬비아 통화인 페소(Peso)화 기준으로는,
‘13년 이후 의약품 매출액 또는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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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 및 정책 동향
	콜롬비아 인구는 ‘17년 기준 약 5천만명, GDP는 3,074억불로 중남미지역 3위(세계39위)의 비교적 큰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서, 중남미지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전망
- 지난 반세기 동안, 내부적으로는 무장반군(FARC)과의 대립, 외부적으로는 유가·원자재가격 하락 및 금융위기
등에 따라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기가 어려웠음
•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패범죄자에 대한 느슨한 사법처리, 낮은 처벌수위 및 정부의 공권력 남용
등으로 전 영역에서 부패가 만연해 있는 상황임
*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에서 176개국 중 90위(한국은 52위)를 차지(‘16)
• 콜롬비아의 비즈니스 환경은 전 세계 190개국 중 59위(한국은 4위)로 비교적 낮은 편이며, 정부는 최근 11년간
34개의 관련 법안 마련을 통해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음(World Bank Doing Buiness 2018)

- 콜롬비아는 기존 광업 및 석유 등 1차 산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12년부터 제조업 및 건설업 등 2차 산업 성장을
위해 투자하고 있으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전자제품, 의료기기 및 IT제품의 경우 수입 비중이 높음
• 전체 GDP 중, 금융서비스는 21.8%, 공공서비스 18.6%, 유통·요식·호텔 13.6%, 제조 12.1% 및 건설업 9.8%를
차지하고 있음(‘17년 2분기 기준)
* 1차 산업 관련하여, 세계 3위의 커피 생산국(약9.4%비중) 및 세계 4위 석탄 수출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
• 여전히 제조업 기반이 중간재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서 소비재 생산 기반이 취약함에 따라, 내구성 소비재 및 일반
생활소비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음
* 콜롬비아의 제조업은 남미 3위의 규모로, 주요 수출품으로는 플라스틱 포장재, 자동차 및 건축자재 등이 포함

	콜롬비아 정부는 침체된 경기 부양 및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국가개발계획(PND) 2015-2018’ 추진 중
- ‘평화’롭고 ‘균등’하고 ‘교육’받은 새로운 콜롬비아 건설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3대 강령의 선순환 구조 조성을
통해 빈부격차, 취약한 인적자원 및 치안불안을 개선하고자 노력함
• (주요 목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4.5%, 1인당 GDP 1만불, 실업률 7.6% 및 중산층 10% 증가를 포함하며,
이를 위해 약 77조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 인프라 및 교통 등의 분야에 투자
(평화) 무장혁명군(FARC)과의 내전종식(‘16.11.30)이후, 이해 조정 역할을 위해 국민연대보증기금(Fosyga) 조성
•
• (균등) 농지개혁, 낙후된 인프라 개선, 도농간 격차 해소, 투명한 정부 구현 및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
• (교육) 고교 의무교육제 도입, 교육향상을 통한 고용증대 및 중산층 육성, 교육인프라 금융지원기금 조성 등

- 이외에도, 지역개발정책 2009-2023, 인터넷 환경 개선 정책 2010-2018 및 도로인프라 확대정책 20142020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 및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경제활성화 도모
- 콜롬비아는 인근국가와의 경제동맹 구축 및 다양한 양자협정을 통해 경제 교류를 확대해왔음
•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및 페루로 구성된 안데스 공동체(CAN, Comunidad Andina de Naciones)는
회원국간 관세동맹 구축 및 공동시장 형성을 통한 점진적 지역통합을 목적으로 1969년 5월 출범하였음
•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및 칠레로 구성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은 남미공동시장과는 반대인 개방주의
노선으로 회원국간 교류증진을 통한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2012년 6월 출범하였음
• ‘17년

9월 기준, 미국 및 EU 등 12개국과 FTA를 체결하였고(2개국은 발효 대기 중), 일본 및 터키와 FTA 협상 논의
중에 있음
• 한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하여 '16년 7월 15일 발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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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과의 평화협정 의회 승인(‘16.11.30)>
- 콜롬비아 정부와 최대 반군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이 남미 역사상 최장기 내전으로 기록된 52년간의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
•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은 무장 농민군 지도자 출신들로
구성된 약 1만 6000여 명의 병력을 보유한 좌익 반군 단체로서 공산주의 정권을 세울 목적으로 1964년
창설되었음
• 초창기부터 반미주의를 표방하면서 콜롬비아군의 훈련과 군수 및 반군 진압을 위한 작전을 지원해 온 미국을
군사적 목표로 삼았으며, 남미 전체의 반군 단체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 기존 정부와 기득권층을 타파하고 좌익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테러와 요인 납치ㆍ암살 등 반정부 투쟁을
벌이면서, 22만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음
• 오랜 내전에 지친 콜롬비아 정부와 FARC는 ‘99년부터 평화협상을 시작하였고, ’12년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FARC 지도자 론도뇨가 평화협정에 합의하고 세부 조건을 조율 후, ‘16년 11월 30일 최종 합의안
의회 승인
* 산토스 대통령은 반세기 내전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이끈 주역으로서 2016년 노벨 평화상 수상
- 평화협정 이후, 콜롬비아 정부는 내전 피해지역 복구 및 다양한 경제활성화 관련 프로젝트 및 투자 추진
① 교육: 120억불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43만명의 학생들에게 지원금 제공 및 2만개의 교실 건축 추진 등
② 의료: 3억불을 투자하여, 어린이 예방접종 430만명 제공 및 여성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③ 인프라: 1700만불 투자를 통해, 51개의 내전 피해지역에 2,500km 도로 개선 추진 등
④ 관광: 2억불 투자하여, 관광 인프라 개선, 치안 강화를 위한 CCTV 설치 및 경찰 약 1300여명 배치 등
⑤ 농업: 2억불 투자를 통해, 60만 헥타르의 농지를 1만2천명에게 보상 등
자료: 2018 콜롬비아 진출전략(코트라), 코트라 국가정보, 언론보도 등

다. 주요 질환
	콜롬비아는 주변 라틴아메리카 개도국과 비슷하게 비전염성 질환부담이 전염성 질환부담을 대체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고칼로리 위주의 식습관 변화 및 흡연 등에 의해 기인하고 있음
- 심혈관 질환, 암 및 당뇨병 등 비전염성 질환 부담의 증가는 향후 콜롬비아 제약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HIV 및 결핵 등 전염성 질환 부문은, 정부 정책을 통해 해결이 필요한 공공 보건 문제로 여전히 남아 있음
- 2016년 정신·행동장애 및 심혈관 질환 등과 같은 비전염성 질환은 질병 부담 가운데 대부분인 83%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사망원인(‘14) : 관상동맥질환(17.1%), 뇌졸중(7.8%), 폐질환(6.0%), 독감 및 폐렴(4.0%) 등

79,660건 암 발병 건 수 (‘15)

1

관상동맥 질환
6
(Coronary Heart Disease)

고혈압(Hypertension)

2

뇌졸중(Stroke)

7

위암(Stomach Cancer)

29,069명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14)

3

폐질환(Lung Disease)

8

태아기형
(Congenital Anomalies)

26% 전염성 질병 부담 감소(2016→2030)

4

독감 및 폐렴
9
(Influenza and Pneumonia)

폐암(Lung Cancers)

74.8세 평균 기대수명(‘15)

5

당뇨병(Diabetes Mellitus) 10 신장질환(Kidney Disease)

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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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주요정책) 브라질 정부는 자국 제약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이전 및 투자 유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네릭 장려 정책 등을 도입하였으며, 의약품 규제환경 선진화 및 개혁을 위해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추진 중
- 브라질 정부는, 백신, 인슐린 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자국내 제네릭 생산을 주요 산업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 생산 기술 및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보건의료기술의 자국내 이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PDP(Productive Development Partnership) 프로그램을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2012년 브라질 정부는 슈퍼마켓, 백화점 및 편의점에서의 OTC의약품 판매를 허용하였음
- 2017년 7월 ANVISA는 약국에서의 백신 판매에 대한 최소 요구조건을 규정하는 법안을 입안하였으며, 향후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백신 제조기업의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2017년 10월 브라질 보건부는, SUS의 필수의약품 목록을 확대하여 2018년에는 현재 목록에서 25%가 증가된
약 1,100개의 의약품이 포함 될 예정에 있다고 발표하였음
- 브라질의 보건의료기술평가(HTA) 제도의 실행은, 장기적인 실행에 관한 어려움이 있을 지라도 의약품 상환제도
개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브라질이 보건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엄격한 상환기준을 도입하면서 더 신속하고 투명한 평가과정으로 의약품
제조기업에게 이점을 제공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

- 브라질의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은, 규제환경의 개선으로 인하여 브라질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기업에게 이점을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
- 브라질 정부는 경증 치료를 위한 OTC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OTC 판매에 대한 더 엄격한 법안을 도입하였으며,
처방의약품으로부터 OTC의약품을 구분하기 위한 더 명확한 정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기 제안된 지재권 법안의 폐지 가능성은, 최근 몇 년간 브라질의 지재권 환경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의약품 시장 성장에 주요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브라질의 보복 조치로 특정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실행 시, 특정 미국
특허의약품에 대한 매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일반의약품 16.8%

오리지널

47.4%

일반의약품 30.9%

전문의약품 69.1%

제네릭

전문의약품 83.2%
21.7%

자료 : BMI, KHIDI 재가공

[그림 5 ] 2016년 의약품 분류별 제약시장 점유율(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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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약품) 2016년 브라질 전문의약품 시장은 137억불 규모이며, 2021년까지 연평균 8.2%로
증가하여 204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
- 2016년 전문의약품(처방약) 매출액은 전체 제약시장의 6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수준은 향후 5년 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
- 브라질의 경우, 비만, 대사증후군 및 암 등 선진국 형 질병 프로파일 상태의 발병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혁신적인
의약품 및 널리 처방되는 제네릭의약품이 전문의약품(처방약)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일반적으로, 소화 및 대사제제는 중기적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중추신경계, 심혈관 및 호흡기 관련 의약품은 브라질 국민의 구매력 증가와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정부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에 따른 가격 인하는 전문의약품 시장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표 3> 브라질 전문의약품 시장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2021f

전문의약품 매출 (10억 달러)

18.30

18.92

14.21

13.73

16.85

17.24

17.88

19.05

20.41

총 매출 대비, 전문의약품 매출(%)

69.9

69.7

69.2

69.1

69.0

68.9

68.8

68.8

68.7

자료 : Febrafarma, Grupemef, BMI

	(오리지널의약품) 2016년 브라질 오리지널의약품 시장은 100억불 규모이며, 2021년까지 연평균 7.1%로
증가하여 141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
- 2016년 오리지널의약품 매출액은 전문의약품시장의 약72.9%, 전체 제약시장의 약 47.4%를 차지하였음
• 비교적 빠른 속도의 만성질환에 대한 부담 증가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수입을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오리지널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것으로 예상

- 브라질은 2000년대 이후로 시작된 제네릭과의 경쟁으로 인한 잠식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연구개발 현황과
수입된 혁신의약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최근 경기 회복에 따른 다국적 제약기업이 투자 확대 및 국민소득 증가는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브라질의 혁신적인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은, 규제환경의 개선으로 인하여 브라질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기업에게 이점을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
* 브라질 보건부와 ANVISA는,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및 신장암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제로, 전자를 위해
Zemplar(Abbott社) 및 Sensipar(Amgen社), 후자를 위해 항암제인 Opdivo(BMS社)를 각각
승인하였음(‘16.12)
• 장기적으로 브라질 민간보건의료 부문의 성장은, 첨단의약품, 브랜드 의약품 및 혁신적인 의약품 매출 성장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오리지널의약품 시장 규모는 전체 제약시장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2026년까지 이 비율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규제 환경의 변화 등은 이러한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제안된 지재권 법안의 폐지 가능성은, 최근 몇 년간 브라질의 지재권 환경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의약품 시장 성장에 주요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브라질의 보복 조치로, 특정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실행 시, 특정 미국
특허의약품에 대한 매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9

보건산업브리프

<표 4> 브라질 오리지널의약품 시장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2021f

오리지널 매출 (10억 달러)

12.40

12.88

9.79

10.01

11.57

11.86

12.32

13.15

14.11

처방의약품 대비, 오리지널 매출(%)

67.7

68.1

68.9

72.9

68.7

68.8

68.9

69.0

69.1

총 매출 대비, 오리지널 매출(%)

47.3

47.4

47.4

47.4

47.4

47.4

47.4

47.5

47.5

자료 : Febrafarma, Grupemef, BMI

	(제네릭의약품) 2016년 브라질 제네릭의약품 시장은 45.8억불 규모이며, 2021년까지 연평균 6.6%로
증가하여 63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
- 향후 제네릭의약품의 매출은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체의약품에서 제네릭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리지널의약품 매출의 강세로 인해, 2016년 21.7%에서 2026년 20.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6년 제네릭의약품 매출액은 전문의약품시장의 약33.4%, 전체 제약시장의 약 21.7%를 차지하였음
* 브라질 제네릭의약품협회(ProGenericos)는, ‘15년 1월에서 5월까지 제네릭의약품 승인 건수가 ’14년 한해의
승인 건수와 동일함을 근거로, 제네릭의약품 제조사들에게 현지 시장 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 공공부문의 경우, 제네릭의약품 처방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브라질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이러한 처방에 접근이 가능함
• 제네릭의약품의 브라질內 판매량은, 인구규모 차이 등에 의해 지역적으로 큰 편차의 수요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남동쪽(65.6%)에 소비가 집중되어 있고 북쪽에는 상당히 적은 소비량을 보이고 있음
* 그 뒤를 이어 제네릭 판매량은, 남쪽 15.5%, 북동쪽 11.4%, 서쪽중앙 4.8% 및 북쪽 2.7%를 차지함
* 브라질 인구는, 남동지역 42.5%, 남쪽 15.3%, 북동쪽 28%, 서쪽 중앙 6.8% 및 북쪽 7.5% 비율로 거주하고 있음
• 경기침체에 따른 의약품 소매 부문에의 영향 및 정부의 비용억제조치에 따른 제네릭 장려 정책에 의해,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선호에도 불구하고 향후 제네릭의약품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의약품 분야는 자동차, 에너지 및 전기통신 등 다른 산업에 비해 더 나은 실적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용억제계획은 우세하게 계속될 것으로 전망
* 특히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의 경우, 국가재정의 긴축정책에 따른 보건의료예산의 축소로 인하여, 비용절감을 위한
제네릭 처방 대체에 대한 의존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ANVISA의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공공 인식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처방의사들은 여전히 품질 관리
기준 관점에서 제네릭은 브랜드 및 오리지널의약품에 비해 뒤쳐진다고 믿고 있음
• 1999년 브라질은 제네릭 법(Lei Do Generico)을 도입하여,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오리지널의약품 보다 적어도 35% 저렴하게 브라질에서 판매되도록 하였음
• 2009년 제네릭의약품 법은 제네릭 대체처방의 안전함을 홍보하여 제네릭의약품의 선호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음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 브라질의 ICTQ(Institute of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ial
Quality)는, 브라질 소비자의 30%가 여전히 제네릭의약품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의 42%인
고소득자들의 경우 브랜드 의약품 구매를 선호한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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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브라질 제네릭의약품 시장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2021f

제네릭 매출 (10억 달러)

5.93

6.04

4.50

4.58

5.27

5.37

5.55

5.90

6.30

처방의약품 대비, 제네릭 매출(%)

32.4

31.9

31.7

33.4

31.3

31.2

31.1

31.0

30.9

총 매출 대비, 제네릭 매출(%)

22.6

22.3

21.8

21.7

21.6

21.5

21.4

21.3

21.2

자료 : Febrafarma, Grupemef, BMI

	(일반의약품) 2016년 브라질 일반의약품 시장은 61억불 규모이며, 2021년까지 연평균 8.7%로 증가하여
93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
- 2016년 OTC의약품 매출액은 전체 제약시장의 약 30.9%를 차지하였으며, 이 수준은 향후 5년 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
• 그간 브라질 OTC시장의 성장은, OTC 판매와 홍보에 있어서 주요 수단의 역할을 한 체인약국 부문의 지속된 확대 및
성장에 기인하고 있음
• 편리한 의약품 접근성 및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많은 브라질 국민들이 OTC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확대 및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OTC 소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
* 2012년 브라질 정부는 슈퍼마켓, 백화점 및 편의점에서의 OTC의약품 판매를 허용하였음
• 현지 업체들은 처방의약품의 소비자 광고 제한으로 인해, OTC 의약품 부문을 주요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OTC 의약품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브라질 정부는 경증 치료를 위한 OTC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OTC 판매에 대한 더 엄격한 법안을 도입하였으나,
약사를 포함한 보건 전문가들은 OTC의약품을 치료를 위한 주요한 원천중 하나로 여전히 사용할 전망
• 2014년 8월, Journal of Adolescent Health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OTC의약품 사용을 통해 브라질 인구의
10.3%가 자가 치료를 하였음
* 브라질의 가난한 소비자들의 경우, 경증치료를 위해 의사를 방문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음
• OTC 판매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처방 의약품과 순수 OTC 사이의 경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는 불법적인
매출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이러한 가능성은 덜 개발된 지역에서 특히 우세한데, 거기에서는 적격약사에 의한 의약품 조제가 항상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처방의약품과 OTC 사이의 차이점이 분명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브라질 정부는 처방의약품으로부터 OTC의약품을 구분하기 위한 더 명확한 정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표 6> 브라질 일반의약품 시장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2021f

OTC 매출 (10억 달러)

7.87

8.24

6.32

6.13

7.56

7.77

8.09

8.66

9.31

총 매출 대비, OTC 매출(%)

30.1

30.3

30.8

30.9

31.0

31.1

31.2

31.2

31.3

자료 : AESGP, Febrafarma,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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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현황) 브라질에는 대략적으로 550개의 제약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약 230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특히 다국적 제약기업과 현지 기업간 제네릭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 다국적 기업의 경우, Sanofi, Norvatis, Medley(Sanofi가 ‘09년 인수), 및 Bayer 등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
대부분이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였음
• 2016년 기준 브라질 제약시장은, 대다수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진출에도 불구하고 10개중 6개가 현지기업이며,
이는 현지 제네릭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브라질기업: 1위 Ache(10.4억불), 2위 EMS(8.8억불), 4위 Eurofarma(6.9억불) 및 5위 Neo Quimica(4.8억불) 등
* 다국적기업: 3위 Sanofi(7.8억불), 6위 Norvatis(4.2억불), 7위 Medley(3.8억불) 및 8위 Bayer(3.7억불) 등
• Sanofi社는 상파울루에 2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된 의약품은 브라질, 남미공동시장 및 다른
라틴아메리카 시장에 공급하고 있음
• Norvatis社는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및 파라나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네릭기업인 산도즈社의 브랜드
효과로 브라질에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브라질 제약시장의 현재의 낮은 수준의 혁신은 지재권에 관한 법률이 취약했기 때문이며, 특히 1996년
산업재산법(Lei 9279/96)이 도입되기 전까지 어떤 제제, 유효성분 및 제조과정이라도 자유롭게 복제가
가능하였음
* 이러한 규제환경은 혁신적인 제약기업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고, 제네릭 제조기업이 팽창하게 되는
유인으로서 작용하게 되었음
• 그 후, 지재권법은 한층 진보되었고, 브라질 정부는 혁신적인 R&D에 대해 활발히 투자하고 있음
* 브라질 의약품-화학 산업 협회(Abiquif)에 따르면, 1996년 지재권법 도입 이후로 브라질 R&D투자가 1000%
이상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하지만, 브라질 제약산업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유인 정책을 아직 충분히 활용
못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히려 후퇴할 여지가 있음

- 현지 로컬기업의 경우, Ache社, EMS社, Eurofarma社 및 Neo Quimica社가 있으며, 브라질內에는2,600개
이상의 의약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약 80개의 현지 제조사들이 있음
• 브라질에 등록된 전체 제네릭의약품의 약 80%는 자국산이고, 외국에서 300여개의 제네릭 의약품 수입을 통해
나머지 의약품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데, 그 중 약 66%는 가격이 저렴한 인도산이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8월 국가 제약기업 협회(Alanac) 자료에 의하면, 브라질 제약회사들은 전체 제약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를 차지하였던 2013년 이후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음
• 브라질 제약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제약기업들로 하여금 이윤 창출의 상당한 기회를 제공하나, 브라질 정부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들은 주로 현지 제네릭 회사들에게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브라질 제네릭 시장에 진입을 위해 제약기업들은 현지 기업 인수를 통해 전략적으로
진출하였음
* Sanofi社는 현지기업 Medley社(‘09.4), Pfizer社는 현지기업 Teuto社(’10.10), 현지기업 Hypermarcas社는
Neo quimica社(‘09.12)를 각각 인수하였음
• 브라질 정부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인수합병 제한을 고려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조치는 아직 없으며, 오히려 브라질의 경기 침체 및 재정 부족은 향후 추가적인 외국인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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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유통사의 경우, Panarello社, Profarma社, Santa cruz社 및 Athos farma社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유통사간의 경쟁 심화로 인해 수직적 통합이 점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Panarello社는 브라질의 1위 유통사이며 ‘09년 7월 Celesio는 Panarello를 소유한 Panpharma 그룹을
인수하였음
• 특히 4개의 유통사 중 Profarma社는 개인이 소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11개의 유통센터를 통해 14개 주의
3,800개 도시 및 지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음
* 2016년 9월, Profarma社는 Drogaria Rosario社를 5300만불에 인수하였고, 기존의 의약품 소매 네트워크의
두 배가 되어 대략 279개의 소매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게 되었음
• Athos社는, ‘02년 Intermed社와 Ita Representatives社의 합병으로 설립되었고, ’07년 ANB Farma社를
인수하여, 브라질 전체 26개주에 진출하였으며, 17개의 유통센터를 통해 26,000개의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음
• 브라질의 의약품 유통 산업은, 선진국 시장의 수직화된 집중형구조 또는 소수 과점 형태의 멕시코의 사례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거의 없는 이윤을 창출하는 지역기반의 유통사들로 특징지을 수 있음
* 역사적으로, 브라질의 의약품 유통부문은 모든 주요한 서반구 시장에서 가장 파편화된 시장 중의 하나에 속하였음
• 유통사들은 경쟁으로 인해, 브랜드의약품 보다 제네릭 및 OTC의약품에서 협상에 의한 더 좋은 마진을 가져가는
경향이 있음
• 많은 유통사들은 매년 4월1일 정부 규제기관이 의약품 가격 인상을 허용함에 따라, 더 높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이날 전에 추가적으로 의약품을 구매하여 비축하는 경향이 있음
* 지역 약국 의회(CRF, Conselho Regional de farmacis)에 따르면, 유통사들은 보통 의약품 가격의 약 12%의
마진을 가져감
• 브라질의 경우, 남미 지역의 의약품 공급 거점으로서의 중요성 부상 및 브라질 정부의 소매가의 대략 19%에
해당하는 최대 마진 제한에 따라, 유통사간의 통합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현지 제조사들은 점점 더 남아메리카 등 다른 시장으로 의약품 공급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사들은 늘어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의약품을 공급해야할 것으로 전망
* 정부의 최대마진 설정은 유통사간의 경쟁을 증가시키면서, 소규모 기업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대형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와 약간의 마진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

순위

제약기업

매출액

시장점유율

1

Ache

1,048

6.56%

2

EMS Pharma

889

5.56%

3

Sanofi

788

4.93%

4

Eurofarma

695

4.35%

5

Neo Quimica

480

3.01%

6

Novartis

421

2.64%

7

Medley

385

2.41%

8

Bayer Pharma

375

2.35%

9

LIBBS

367

2.30%

363

2.27%

10 Biolab Sanus Farmacêutica

구분

유통
업체

* 2016년 기준, 단위: 백만불
자료: INTERFARMA, BMI, 언론보도 등

[그림 6] 브라질 제약산업 주요 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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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콜롬비아
	(주요정책) 콜롬비아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강화 및 의약품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약가 인하 및
제네릭 장려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9월, 콜롬비아 정부는 항암제 글리벡을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기존 가격의 45%로 인하하였음
* 글리벡의 강제 가격 인하는, 향후 콜롬비아 및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공공의 이익 선언(DPI) 및 그에 따른
가격인하가 되풀이 될 수 있는 선례를 제공하고 있음

- 2016년 11월, 콜롬비아의 ‘국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 위원회’는 공공의 이익 선언(DPI, Declaration of
Public Interest)과 관계된 모든 의약품에 적용될 일반적인 가격 결정 방법론을 마련하였음
* 이 방법론은, 혁신의약품의 관련된 특허들을 효과적으로 무단 사용하기 위한 것임

- 2017년 6월, 콜롬비아 ‘국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 위원회’는 직접적인 가격통제 및 가격인하의 대상으로서
의약품 148개의 목록을 발표하였음
* 위원회는 2007년에서 2017년 사이에 콜롬비아 시장에 진입한 의약품을 평가하였으며, 그 중 2013년과 2014년의
가격 상한 업데이트는 포함시키지 않았음
• 이러한 가격인하조치는, 의약품 평균가격을 기존에서 36%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며, 9840만불을 절감하여
보건부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가격 통제에 있는 의약품의 수는 978개로 증가 예상되며, 2017년 말 3,230개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위원회에 따르면, 이 리스트에 포함된 대부분의 제품은 독점의약품으로서, 암, 갑상선기능항진증, 수막염,
다발성경화증, 빈혈 및 만성신장질환 등과 관련된 치료제가 포함됨

- 콜롬비아 경제인협회(ANDI)는, 합법적인 OTC의약품의 이미지에 위협을 주는 위조의약품에 대하여 무감각한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캠페인을 시작하였음
* ANDI는 다른 산업 협회들과 협력하여, 위조의약품을 판매하는 모든 약국들에 대해 봉쇄조치 등 엄정 대응 입장을
표명하였음

- 사실상, 생물학적 동등성과 관계된 현대화된 법과 규정이 없어서, 콜롬비아內 여전히 모호한 경향이 있으나,
콜롬비아 법은 공공부문에서 오리지널의약품에 대한 제네릭의약품의 대체를 규정하고 있음
*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생물학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복제의약품과 특허가 만료되어 복제된 합법적인 의약품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OTC 규정 관련하여, 콜롬비아는 유효성분 중심의 폭 넓은 전환 메커니즘이 아닌, 브랜드 대 브랜드 전환
메커니즘을 시행함에 따라, 자가치료시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 두 가지 동일한 의약품이라도 하나는 처방전이 있어야, 다른 하나는 처방전이 없어도 구매가 가능함

일반의약품 16.8%

오리지널

39.2%

약품 30.9%

전문의약품 83.2%

제네릭

44%

자료 : BMI, KHIDI 재가공

[그림 7] 2016년 의약품 분류별 제약시장 점유율(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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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약품) 2016년 콜롬비아 전문의약품 시장은 26.1억불 규모이며, 2021년까지 연평균 6.0%로
증가하여 34.9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
- 2016년 전문의약품(처방약) 매출액은 전체 제약시장의 8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수준은 향후 5년 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
•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확대는, 향후 전문의약품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제네릭의약품 부문은 정부의 제네릭 가격 인하 정책에 따른 콜롬비아 국민의 선호도 증가를 통한 의약품 접근성
개선으로 향후 성장 전망
* 대통령 산토스는 2014 법령을 통해 제네릭의약품 가격을 30%~60%까지 일괄 인하하였음
• 콜롬비아는 여전히 전염성 질환 및 기생충에 의한 질병의 발병이 우세함에 따라 관련 의약품 제조기업의 진출에
상당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 에이즈 등 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제는 수요가 높으나, 국가규제기관 및 보험펀드 등 사이의 정책적인 연결의 부재로
인해 그간 의약품 접근성이 개선되지 못하였음

- 향후 전문의약품 시장은 전체 제약시장을 계속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의 의약품 가격통제 및 규제
환경의 변화 등은 이러한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고가의 혁신의약품에 대한 가격통제는 전문의약품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지재권의 경우, 지난 몇 년간 현저한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하여 혁신적인 의약품의 시장 출시를
계속적으로 방해할 것으로 예상
<표 7> 콜롬비아 전문의약품 시장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2021f

전문의약품 매출 (10억 달러)

3.60

3.58

2.75

2.61

2.89

3.00

3.20

3.34

3.49

총 매출 대비, 전문의약품 매출(%)

82.9

83.0

83.1

83.2

83.3

83.3

83.4

83.5

83.6

자료 : AFRIDRO, IMS Health, BMI

	(오리지널의약품) 2016년 콜롬비아 오리지널의약품 시장은 12.3억불 규모이며, 2021년까지 연평균
8.2%로 증가하여 18.2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
- 2016년 오리지널의약품 매출액은 전문의약품시장의 약47.1%, 전체 제약시장의 약 39.2%를 차지하였음
• 콜롬비아 국민 소득 증가, 보건의료 현대화, 규제 개선 및 미국-콜롬비아간의 FTA 발효(‘12.5)에 따른 여파는,
오리지널의약품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대부분의 오리지널 의약품은 다국적 제약기업으로부터 공급되고 있으며, 콜롬비아의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은
전통적인 로컬 제네릭 의약품 산업의 강세를 고려하였을 때, 아직 성장 가능성의 여지가 있는 시장임

- 오리지널의약품 시장은 향후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의 제네릭 처방 장려 정책 및
규제 환경의 변화 등은 이러한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콜롬비아 공공부문의 경우, 건강보험 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영 보건의료기관에서는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체하여 제네릭 의약품을 적극 처방하고 있음
* 최근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공공부문의 약국들은 오리지널의약품을 전혀 비축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약국들도
가장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의약품을 비축하고 있음(‘17)
• 콜롬비아 정부는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를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네릭 의약품은 핵심 요소로서 작용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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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제약산업 연구개발 연합’의 대표이사인 프란시스코 고메즈는, 콜롬비아 보건부의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및 유효성보다 가격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에 대하여 ‘실수’라고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하였음

- 콜롬비아 정부의 고가의 혁신의약품에 대한 가격통제 및 강제 가격인하 정책은, 기업의 오리지널의약품 시장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미국제약협회(PhRMA)는 오리지널의약품의 콜롬비아 진출의 주요한 진입장벽으로, 취약한 특허시행·조정,
불투명한 참고 가격 결정 방법론 및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음
* 미국제약협회는 콜롬비아를 2016년에 이어서 2017년에도 연례 특별 301 보고서에 ‘우선 감시 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하였음
• 2016년 9월, 콜롬비아 정부는 항암제 글리벡을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기존 가격의 45%로 인하하였음
* 글리벡의 강제 가격 인하는, 향후 콜롬비아 및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공공의 이익 선언(DPI) 및 그에 따른
가격인하가 되풀이 될 수 있는 선례를 제공하고 있음
• 2016년 11월, 콜롬비아의 국가 가격 위원회는 공공의 이익 선언(DPI, Declaration of Public Interest)과 관계된
모든 의약품에 적용될 일반적인 가격 결정 방법론을 마련하였음
* 이 방법론은, 혁신의약품의 관련된 특허들을 효과적으로 무단 사용하기 위한 것임
• 2017년 6월, 콜롬비아 ‘국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 위원회’는 직접적인 가격통제 및 가격인하의 대상으로서
의약품 148개의 목록을 발표하였음
* 위원회는 2007년에서 2017년 사이에 콜롬비아 시장에 진입한 의약품을 평가하였으며, 그 중 2013년과
2014년의 가격 상한 업데이트는 포함시키지 않았음
<표 8> 콜롬비아 오리지널의약품 시장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2021f

오리지널 매출 (10억 달러)

1.68

1.67

1.28

1.23

1.37

1.43

1.55

1.68

1.82

처방의약품 대비, 오리지널 매출(%)

46.8

46.6

46.8

47.1

47.4

47.8

48.6

50.4

52.2

총 매출 대비, 오리지널 매출(%)

38.8

38.7

38.9

39.2

39.5

39.8

40.6

42.1

43.6

자료 : AFRIDRO, IMS Health, BMI

	(제네릭의약품) 2016년 콜롬비아 제네릭의약품 시장은 13.8억불 규모이며, 2021년까지 연평균 3.9%로
증가하여 16.7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
- 제네릭의약품 시장은 전체 제약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보건의료지출을 감소시키려는 노력
및 그에 따른 제네릭 처방 장려 정책에 따라, 향후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16년 제네릭의약품 매출액은 전문의약품시장의 약52.9%, 전체 제약시장의 약 44%를 차지하였음
• 제네릭의약품의 약국부문에서의 판매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간 병원부문에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었음
* 약국: 현지 제약기업들의 대부분은 제네릭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의약품은 약국부문에서 매출액기준으로
45%, 판매량 기준으로 70%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병원: 현지 제약기업들은 병원부문에서 판매량 기준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음 → Bayer, GSK 및
Sanofi(Winthrop社를 통한 공급) 등 시장을 선도하는 외국 기업들은 병원 부문로의 진출을 강화하고 있음
• 많은 공공부문의 약국들은 특허의약품을 전혀 비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계속적으로 촉진 시킬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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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보건의료 기관에서의, 가격이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는 단기적으로 제네릭 의약품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2021년까지 매출액 기준에서, 제네릭의약품 시장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기업간 심화된 경쟁, 다국적 제약기업의 강세 및 낙후된 규제환경 등 에 기인하고 있음
• 콜롬비아 현지 기업들의, 브라질과 멕시코에 기 도입된 더 엄격해진 생물학적동등성 기준에 대한 저항은,
제네릭의약품 시장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생물학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복제의약품과 특허가 만료되어 복제된 합법적인 의약품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사실상, 생물학적 동등성과 관계된 현대화된 법과 규정이 없어서, 복제의약품과 순수 제네릭의약품 사이의 구별에
대한 것은 콜롬비아內 여전히 모호한 경향이 있음 → 이러한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 법은 공공부문에서
오리지널의약품에 대한 제네릭의약품의 대체를 규정하고 있음
• ‘글리벡’ 사례와 같이 콜롬비아 정부의 ‘공공의 이익 선언(DPI)'을 통해 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규제환경의
악화를 초래함에 따라 제네릭의약품 시장의 성장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표 9> 콜롬비아 제네릭의약품 시장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2021f

제네릭 매출 (10억 달러)

1.91

1.91

1.46

1.38

1.52

1.56

1.64

1.66

1.67

처방의약품 대비, 제네릭 매출(%)

53.2

53.4

53.2

52.9

52.6

52.2

51.4

49.6

47.8

총 매출 대비, 제네릭 매출(%)

44.1

44.3

44.2

44.0

43.8

43.5

42.8

41.4

40.0

자료 : AFRIDRO, IMS Health, BMI

	(일반의약품) 2016년 콜롬비아 일반의약품 시장은 5.2억불 규모이며, 2021년까지 연평균 5.5%로
증가하여 6.8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
- 2016년 OTC의약품 매출액은 전체 제약시장의 약 16.8%를 차지하였으며, 장기적으로 OTC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최근 몇 년간, 콜롬비아 소비자들의 건강 및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 증가는, 진통제 및 보충제 등의 OTC 의약품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저가 제네릭과의 경쟁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음
• 콜롬비아에서 OTC의약품은 ‘필수 건강 계획(POS, Plan Obligatorio de Salud)’에 포함되는 의약품이 아니라면,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이점이 있음
* POS에 속한 OTC의약품의 경우, 정부는 많은 양의 의약품을 구매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강한 시장 침투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매년 한번만 그리고 물가상승률 수준으로만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제네릭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브랜드 OTC 기업들은 꾸준하게 제품 광고 지출을 증가시켜왔음
* OTC의약품은 소비자 직접 광고(DTC, Direct-To-Consumer)가 허용되나, 처방의약품의 경우는 금지됨
• 콜롬비아 경제인협회(ANDI)는, 합법적인 OTC의약품의 이미지에 위협을 주는 위조의약품에 대하여 무감각한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캠페인을 시작하였음
* ANDI는 다른 산업 협회들과 협력하여, 위조의약품을 판매하는 모든 약국들에 대해 봉쇄조치 등 엄정 대응 입장을
표명하였음
• 대부분의 주요 다국적 기업들은 콜롬비아 OTC 시장에 진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자국기업으로는
Tecnoguimicas가 진출하여 주요한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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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까지 OTC의약품 시장의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낙후된
규제환경, 공공 보건의료 보장범위의 확대에 따른 시장 잠식 및 치열한 가격 경쟁 등에 기인하고 있음
• 콜롬비아에서 OTC 의약품의 분명한 기준 및 정의를 마련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음
* 저소득층들은 의사와의 상담을 통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약사들이 종종 진단 및 처방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많은 소비자들은 OTC 구입 만큼 쉽게 처방의약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비율의
가난한 소비자들에게 2가지 카테고리 사이의 차이점은 종종 불분명하게 남아 있음
• OTC 규정 관련하여, 콜롬비아는 유효성분 중심의 폭 넓은 전환 메커니즘이 아닌, 브랜드 대 브랜드 전환 메커니즘을
시행함에 따라, 자가치료시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 두 가지 동일한 의약품이라도 하나는 처방전이 있어야, 다른 하나는 처방전이 없어도 구매가 가능함
• 처방의약품의 지속적인 시장 지배, 저가의 제네릭의 시장 잠식 및 OTC시장 진출 기업간의 경쟁심화 등의 요인은,
OTC시장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표 10> 콜롬비아 일반의약품 시장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2021f

OTC 매출 (10억 달러)

0.74

0.73

0.56

0.52

0.58

0.60

0.63

0.66

0.68

총 매출 대비, OTC 매출(%)

17.1

17.0

16.9

16.8

16.7

16.7

16.6

16.5

16.4

자료 : AFRIDRO, IMS Health, BMI

	(기업현황) 콜롬비아 제약시장은 제네릭 시장을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과 현지 기업간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서, 향후 다국적 제약기업의 강세로 인하여 현지 로컬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할 것으로 전망
- 다국적 기업의 경우, Novartis, Roche 및 Sanofi 등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는 대다수 콜롬비아에 진출했지만,
콭롬비아內 투자는 미미한 수준으로 제조시설이나 R&D 연구센터는 거의 없음
• 현지에서 생산된 의약품은 판매량 기준으로 의약품 소비의 약 2/3를 차지하며,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매출액
기준으로 의약품 매출의 약 3/4를 차지함
* 글로벌 제약 Top 50 기업 중, 현지 의약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전무함
• 주요한 제네릭 제조기업으로는 Aspen Pharmacare, Bayer, Boehringer Ingelheim, GSK 및 Novartivs(Sandoz)
등이 있음
• 1957년 외국의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제약연구개발제조사협회(AFIDRO)를 구성하여, 지재권 및 FDA·WHO
기준에 근거한 의약품 생물학적동등성 등 의약품 규정을 방어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 AFIDRO(Asociación de Laboratorios Farmacéuticos de Investigación y Desarrollos)는, 24개의 회원社를
가지고 있으며, Novartis, Roche, Pfizer 및 Sanofi 등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포함됨(‘18.2)
• 2012년 이래로, 다국적 기업과 현지 기업간의 시장 경쟁은 강화되었으며, 이는 Sanofi의 현지기업GENFAR社 인수
및 칠레 Recalcine社의 현지기업 Lafrancol社 인수로 촉발되었음
* Sanofi는 ‘09년 브라질 제네릭 제조기업 Medley를 인수하였고, ’12년 콜롬비아에 진출하였으며, ‘13년 콜롬비아
2위의 제약기업 GENFAR를 인수하였음
* 또한 ‘12년 Merck KGaA社는 현지 제조 공장을 현지기업 Altea farmaceutica社에게 매도하였으나, Merck
KGaA의 제품은 해당 공장을 통해 계속 생산되면서 현지 매출을 올리고 있음
• 콜롬비아 인구의 숙련된 노동력 및 산업부문에서의 노동자 임금은, 다른 개도국 및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경쟁력이
있으며, 정부는 수많은 자유경제지대 설립을 기반으로 각종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투자 유치를 장려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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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1개의 자유경제지대(Free Trade Zone)가 있으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에 의한 의약품 생산은 최근 몇 년간 감소하였으며, 이는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
제공하는 더 매력적인 세제혜택 및 비교적 더 적은 품질·절차상의 인허가규정을 주요원인으로 언급하였음
* 동 보고서(‘16년 5월, European Journal of Management and Business)는, 불안정한 보건의료시스템,
위조의약품과 밀수의 만연함 및 통제와 감시의 결핍을, 콜롬비아 시장의 구체적인 약점으로 지적하였음
• 최근 몇 년간,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 및 대내외적인 어려움 증가는, 제약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감소를 초래하였음
• 2017년 3월, 미국제약협회(PhRMA)는 혁신 의약품에 대한 주요한 시장 진입 장벽으로, 취약한 특허시행·조정,
불투명한 참고 가격 결정 방법론 및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음
* 콜롬비아 시장 진출 시 제네릭의약품과 OTC의약품을 포함한 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진 제약기업의 경우,
혁신의약품 진출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면서, 수입 창출에 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전망

- 현지 로컬 기업으로는, 매출액 기준으로 Tecnoquimicas, Procaps, La Sante 및 Tecnofarma가 있으며,
제네릭 의약품 시장을 중심으로 상당한 수의 주요 다국적 제약기업과 과열 경쟁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17.5월 콜롬비아 소매시장 기준으로, 주요 현지 제네릭 기업인 Tecnoquimicas는 Top 3위, Procaps 7위, La
Sante 8위 및 Tecnofarma는 16위의 시장점유율을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제네릭의약품시장은 의약품에 대한 민간 지출의 높은 비율로 인해, 콜롬비아 제약 시장을 판매량 기준으로 지배하고
있음
*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의 절반 이상은 소매 매출(현금 지출), 반면에 절반 이하는 제네릭의 저렴한 가격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기반으로 기관 매출(병원 및 다양한 상환제도)이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제네릭의약품 매출은, 약국부문에서 매출액기준으로 대략 45% 및 판매량 기준으로 대략 70%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병원부문에서는 판매량 기준으로 대략 80%를 차지하고 있음
• 제네릭의약품 부문에서 규모가 큰 기업들의 수를 고려하였을 때,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심화된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대단히 압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
• 콜롬비아

의약품 제조사들은, 제네릭을 중심으로 콜롬비아 제약산업협회(ASINFAR, Asociación de Industrias
Farmaceuticas)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음
• 콜롬비아

경제인 협회(ANDI)의 제약지부(Chamber)는, 규제환경 개선, 공정한 가격 정책 및 건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추구하면서, 지부에 속한 회원社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1993년 ANDI(Asociación Nacional de Empresarios de Colombia)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제약지부(Chamber)를 운영해왔음
* 2017년 제약지부는, 주요한 다국적 제약기업 및 콜롬비아 기업을 포함한 46개의 회원社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전체 의약품 매출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

- 현지 유통사로는, 약국체인들을 중심으로 매출액 순으로는 Copidrogas, Audifarma, Copservir,
Farmasanitas 및 Episfarma가 있음
• 민간

약국 부문의 유통채널은 약국체인, 하이퍼마켓(대형소매점), 개인약국 및 도매유통사로 구성되며, 기관부문의
유통채널은 병원, 클리닉, 건강센터 및 건강 진흥 기업(EPS, Entidades Promotoras de Salud) 등으로 구성됨
• 최근

몇 년간 약국체인과 하이퍼마켓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하였으나, 개인약국과 도매유통사는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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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브리프

순위

제약기업

시장점유율

1

Abbott

13.3%

2

Sanofi

8.7%

3

Tecnoquimicas

8.5%

4

Bayer

5.8%

5

Pfizer

5.0%

6

GSK

4.8%

7

Procaps

3.4%

8

La Sante

2.8%

9

Novartis

2.2%

10

Merck

2.0%

구분

약국
체인

* 2017년 5월 기준
자료: HCLS Review Colombia OCT 2017, BMI, 언론보도 등

[그림 8] 콜롬비아 제약산업 주요 기업 현황

Ⅲ

무역환경

1. 브라질
가. 제약시장 SWOT 분석

장점
- 브라질 제약시장은 중남미 최대 규모
- 지재권 개혁 등 의약품 규제환경을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려는 정부의 노력
- 외국기업들에게 수많은 기회들을 제공하는 현지
생명공학 산업의 급속한 발전

약점
- 최근의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기관들과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여전히 가격에 민감함
- 정부정책은 로컬 의약품 제조사로 편향되어 있고,
정부 자체가 주요한 의약품 생산자이자 소비자임
- 브라질의 가혹한 과세체계는 여전히 다국적 기업의
투자에 장애가 되고 있음

기회

위협

- 높은 정부의 공공지출은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 경제
 및 정치의 불안정은 정책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음

- 정부의 의약품에 대한 비용효과제고 및 의조의약품을

- 추가적인 지재권 개선에 대한 계속되는 저항

억제하려는 노력에 비추어 볼 때,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부문은 큰 역할을 차지함
- 로컬 및 외국 기업들이 브라질을 중남미 지역 거점으로서
진출 및 활용하려는 경향에 따른, 수출의 지속적 증가
- 수많은 CRO가 중남미지역 임상을 진행하기 위한 진출
확장을 고려할 때, 브라질은 임상시험에 대한 기회가
풍부함
자료 : BMI, KHIDI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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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기술 평가(HTA)에 대한 중요성의 증가는,
비록 더 투명한 평가 과정을 통한 기회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혁신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 할 수 있음
- 현대화에 대한 비용은 현지 규제의 추가 발전을
억제할 수 있음
- 통화의

불안정성은 의약품 소비를 급속히 감소시킬 수 있음

나. 의약품 수출입 현황
	(수출) 브라질 의약품 수출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4.8억불이며, 2021년에는 약 25억불로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 약 1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5년 브라질의 주요 수출 교역국은 규모 순으로 미국(2억불), 덴마크(1.89억불), 아르헨티나(1.47억불) 및
베네수엘라(1.09억불) 이었음
• 의약품 무역수지 적자는 브라질에게 있어서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로서, 정부는 의약품 수출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수입 의약품에 대한 높은 의존으로 인해 향후 무역수지 적자 ‘21년 까지 심화될 것으로 전망
* 2014년 11월, 브라질 연방정부의 제약산업 경영자 및 대표자들은 의약품 수출 확대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를
발표하였음
• 브라질 의약연구산업협회(Interfarma)의 주요 관계자는, 브라질의 의약품 무역수지 적자는 제약부문의 혁신의
결핍에 따라 의약품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한다고 언급함
* 미국제약협회(PhRMA)는 브라질의 혁신을 제한하는 요인으로서, 특허법의 글로벌 기준과의 부조화를 지적하였음

	(수입) 브라질 의약품 수입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51.4억불 규모이며, 2021년에는 86.5억불로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 약 10.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5년 브라질의 주요 수입 교역국은 규모 순으로 미국(13억불), 독일(11억불), 스위스(6.4억불) 및
영국(4.2억불) 이었음
• 2016년에는 경기 불황 및 통화가치 하락으로 의약품 수입규모가 감소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점진적인 경제
회복의 영향으로 의약품 수입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경우, 브라질에게 있어서 주요한 의약품 수입국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 브라질의 수입의약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 및 첨단의약품에 대한 수요 증가는,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다국적
제약기업들에게 있어서 진출의 동인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표 11> 브라질 의약품 수출입 현황 및 전망

의약품 수출액

2015
1,349

2016
1,489

2017f
1,868

2018f
2,037

2019f
2,183

2020f
2,352

2021f
2,508

의약품 수입액

5,323

5,147

6,118

6,549

7,086

7,838

8,650

△3,973

△3,657

△4,250

△4,511

△4,903

△5,485

△6,141

의약품 무역수지

자료: UN Comtrade Database DESA/UNSD, BMI, 단위: 백만 달러

2. 콜롬비아
가. 제약시장 SWOT 분석

장점

약점

- 경제성장의 영향에 따른 지속적인 제약시장의 성장

- 대폭 약가 인하 및 특정 고가 혁신 의약품에 대해 제정

-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의 지난 몇 년간 투자 강화로
인한 의약품 접근성 향상
- 보건의료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비영리기관의 증가
- 예측불가능한 정치적 및 안보 안정성의 향상으로
인한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및 그에 따른 건강보험

된 강제 실시권
- 콜롬비아 인구의 약 14%의 경우 여전히 미보험가입자
이며, 보험시스템은 제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음
- 건강보험시스템은 최근에 붕괴 직전임을 선언하였음
- 대부분의 현지 생산은 수입된 API에 의존하고 있음

개혁의 실행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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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위협

- 생물학적 동등성에 대한 엄격한 규정 이행은, 생물학적

- 현지

산업의 현대화를 위한 높은 비용은 규제 개혁과

으로 동등한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실행에 있어서 계속된 정치적인 저항을 초래할 수 있음

유인할 전망

-특
 허 기준을 약화시키고 가격 인하를 실시하는, 필수의약품

-소
 득 증가는 더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더 종합적인 건강보험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함
-전
 염성 질환의 부담 증가 및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심각한 사망자 비율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시도는 혁신적인 제약기업의
진출을 제한할 수 있음
- 브라질 및 멕시코와 같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시장의
경우, 대량생산을 위한 큰 내수 시장 및 인프라를 통해,
다국적 제약기업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자료 : BMI, KHIDI 재가공

나. 의약품 수출입 현황
	(수출) 콜롬비아 의약품 수출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4.7억불이며, 2021년에는 7.3억불로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
약 8.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콜롬비아의 주요 수출 교역국에는 베네수엘라(1.3억불), 에콰도르(1.2억불), 페루(0.5억불), 파나마(0.4억불) 및
칠레(0.26억불) 등이 포함됨(‘14)
* 뒤를 이어, 멕시코(0.24억불), 미국(0.21억불) 및 브라질(0.1억불)이 차지하고 있음
• 콜롬비아의 주요 의약품 수출 대상국으로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의존은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취약한 제조 품질 규정으로 인해 다른 선진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제한하기 때문임

- 현지 의약품 제조 부문은 수출량 기준으로 상당한 양을 생산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제품이 가치가 낮으며, 현지
제조사들은 수입된 API에 의존하고 있음

	(수입) 콜롬비아 의약품 수입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21.9억불 규모이며, 2021년에는 30.6억불로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 약 7.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콜롬비아의 주요 수입 교역국에는 미국(4.1억불), 독일(4.0억불), 스위스(2.0억불), 프랑스(1.7억불) 및
이탈리아(1.2억불) 등이 포함됨(‘14)
* 뒤를 이어, 멕시코(1.0억불), 벨기에(0.98억불) 및 브라질(0.95억불)이 차지하고 있음

- 콜롬비아는 정부의 다국적 제약기업에 대한 높은 선호도, 다른 국가와 우호적인 무역협정을 성사시키려는
의지는, 의약품 수입의 증가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콜롬비아의 국내 의약품 생산에 대한 취약한 규제 기준은, 다국적 제약기업의 콜롬비아 시장內 추가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이에 따른 의약품 수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인구 증가, 당뇨병, 암 및 신경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부담 증가 및 콜롬비아의 취약한 의약품 제조 역량은,
의약품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 의약품 무역수지 적자는 2016년 17.0억불에서 2021년 23.3억불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표 12> 콜롬비아 의약품 수출입 현황 및 전망
2015
의약품 수출
의약품 수입
의약품 무역수지

475

2016
479

2017f

2018f

559

614

654

2020f
694

2021f
732

2,189

2,181

2,487

2,626

2,825

2,949

3,067

△1,714

△1,702

△1,928

△2,012

△2,171

△2,25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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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시장 진출현황 및 전략

1. 브라질
가. 한국 제약기업 진출 현황
	2016년 對브라질 한국 의약품 수출액은 약 1.1억불 규모로 8위의 주요 수출국이며, 완제의약품을 중심으로
최근 3년간 9.7%의 성장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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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제약시장 주요 진출 현황>
- 대웅제약, 미국에 본사를 둔 중추신경계 전문기업인 Moksha8社와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의 브라질에 5년간
1600만불 규모 의약품 공급 계약 체결(‘18.1)
- 크리스탈지노믹스, 압센파마슈티카社와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아셀렉스' 수출 MOU 체결(‘17.11)
- 셀트리온헬스케어, 바이옴社와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인 ‘허쥬마’ 브라질 독점 유통계약 체결(‘17.10)
- 녹십자, 브라질 정부 의약품 입찰에서 혈액제제인 ‘면역 글로불린 IVIG-SN’ 약 470억원 규모 수주(‘17.11) 및
약 301억원 규모 수주(’16.6)
- 알테오젠, 크리스탈리아社 및 브라질 국영제약사와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브라질 정부 공급을
위해 PDP 연계 3자간 공급계약 체결 → 개발 성공시 브라질 정부 구매 물량의 40% 구매 확약(‘16.4)
- 동아에스티, 유로파마社와 당뇨병 치료제 신약 ‘에보글립틴’의 브라질 포함 라틴아메리카 17개국에 대한
라이센싱 아웃 계약 체결 → 계약금 및 개발 진행단계에 따른 기술료, 시판 후 원료 수출(‘15.4)
- 셀트리온, 브라질 위생감시국(ANVISA)로부터 자가면역질환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판매허가 획득(‘15.4)
- 씨엘팜, EBX社와 합작을 통한 설비, 공장교육 및 구강붕해제제의 제품 수출 등에 대한 MOU 체결(‘15.4)
* ‘14년 6월 브라질 대기업 중 하나인 EBX社와 5000만달러 규모의 합작 제약회사 설립에 합의 → 합작회사
설립 후 ODF(구강붕해필름제) 제조기술을 지원하고, 댓가로 30%의 지분을 확보
자료 : 언론보도

<표 13> 對브라질 의약품 수출 현황

구분
수출액(천불)

2013
원료
15,349

2014
완제

원료

70,440

15,759

85,789

2015
완제

원료

71,279

13,845

87,038

2016
완제

원료

완제

76,999

18,325

94,873

90,843

113,198

자료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Facts & Survey Report, KHIDI 재가공

나. 브라질 제약시장 진출 전략
	(전략품목에 집중) 브라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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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72.9%, 전체 제약시장의 약 47.4%를 차지하였으며,
일반의약품(OTC) 시장 강세(30.9%)의 독특한 현상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성장 가능성의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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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적 빠른 속도의 만성질환에 대한 부담 증가는, 첨단의약품, 브랜드 의약품 및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수입을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오리지널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것으로 예상
* 소화, 대사제제, 중추신경계, 심혈관 및 호흡기 관련 의약품이 향후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

- 다국적 기업의 경우, Sanofi, Novartis 및 Bayer 등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는 대다수 브라질에 진출하였으며,
현지공장 운영을 통해 오리지널의약품 시장을 주도 하고 있음
- 품질이 보증된 바이오시밀러, 희귀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 등에 대하여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현지 진출이 용이함
•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는 ‘15년 4월 ANVISA로부터 판매허가 획득 이후 화이자社를 통해 유통 중(’17.)
• 셀트리온헬스케어社는 현지 회사인 바이옴社와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인 ‘허쥬마’에 대한 브라질 독점
유통계약을 체결하였음(‘17.10)
• ANVISA는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및 신장암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제로, 전자를 위해 Zemplar(Abbott社) 및
Sensipar(Amgen社), 후자를 위해 항암제인 Opdivo(BMS社)를 각각 승인하였음(‘16.12)
• 대웅제약은 미국에 본사를 둔 중추신경계 전문기업인 Moksha8社와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의 브라질에
5년간 1600만불 규모의 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음(‘18.1)

	(공공입찰 참여) 브라질은 정부 자체가 주요 의약품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정부 의약품 구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공공 입찰 참여를 통한 시장 진입이 필요
- ‘88년 국가공공의료보헙(SUS, Sistema Unico de Saude) 시행 이후, 국민의 약 80%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무료로 의사진료, 투약, 수술 및 의약품 제공 등이 포함됨
- ‘17년 10월 브라질 보건부는, SUS의 필수의약품 목록을 확대하여 2018년에는 현재 목록에서 25%가 증가된
약 1,100개의 의약품이 포함 될 예정에 있다고 발표하였음
• 2016년 총 의료지출 대비 정부의료지출은 44.8% 및 민간의료지출은 55.2% 수준이며 향후 5년간 정부지출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6년 브라질의 병원 개수는 6,712개이며 그중 공공병원은 2,396개, 민간병원은 4,316개 운영되고 있음

- 가격경쟁력이 있고 품질이 보증된 의약품으로 공공 입찰 참여를 통한 진출이 필요함
• 녹십자社는 브라질 정부 의약품 입찰에서 혈액제제인 ‘면역 글로불린 IVIG-SN’을 ‘16년 6월 약 301억원 및 ’17년
11월 약 470억원 규모를 수주하였음
• 또한,

세계보건기구(WTO) 산하 범미보건기구(PAHO)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를 포함한 ‘17년도 남반구 의약품
입찰에서 약 410억원 규모 독감백신(‘17.3) 및 ’17~‘18년도 공급분 약 725억원 규모의 수두백신을
수주하였음(’17.1)

	(현지기업과의 협력) 브라질은 의약품 인허가 장벽이 높기 때문에, 진출 판로 확보를 위해 유통망을 보유한
브라질 현지 기업 등과의 신뢰 구축 및 협력이 중요함
- 브라질 위생감시국(ANVISA) 허가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현지업체가 아니면 불가능함
* 외국기업의 경우, 현지법인을 설립 후 ANVISA에 등록하거나, 수입업체 등 현지 전문 대행업체를 통해야 등록이
가능함

- 현지 헬스케어 분야에서 넓은 유통망과 마케팅 역량을 지닌 브라질 등 중남미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품질을 통한 신뢰도 제고 및 제품 인지도 형성을 통한 진출이 필요함
• (의약품수출) 크리스탈지노믹스社는, 압센파마슈티카社와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아셀렉스' 수출 MOU
체결하였음(‘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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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수출) 동아에스티社는, 유로파마社와 당뇨병 치료제 신약 ‘에보글립틴’의 브라질 포함 라틴아메리카
17개국에 대한 라이센싱 아웃 계약을 체결하였으며(‘15.4), 시판 후 원료 수출 추진 예정임
• (합작법인) 씨엘팜社는, EBX社와 5000만달러 규모의 합작 제약회사 설립에 합의하였고(‘14.6), 합작회사 설립
후, 설비, 공장교육 및 구강붕해제제의 제품 수출 등에 대한 MOU 체결하였음(‘15.4)

-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브라질 시장에 진입을 위해 현지 기업 인수를 통한 전략적 진출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인수합병) Sanofi社는 현지기업 Medley社(‘09.4), Pfizer社는 현지기업 Teuto社(’10.10), 현지기업
Hypermarcas社는 Neo quimica社(‘09.12)를 각각 인수하였음
* 브라질 정부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인수합병 제한을 고려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조치는 아직 없으며, 오히려 브라질의 경기 침체 및 재정 부족은 향후 추가적인 외국인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중장기적으로는 브라질을 중남미지역 진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함
• (거점활용)지리적으로는 남미 10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인접국가로의 진출이 용이하여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브라질에 본부를 두고 중남미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음
* 남미 10개국에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파라과이, 우루과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이 포함됨
* 수많은 CRO가 중남미 지역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였음

	(PDP 프로젝트 진출) 민관합작투자(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일종인 PDP(Productive Development
Partnership)제도를 활용하여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브라질 정부는, 백신, 인슐린 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자국내 제네릭 생산을 주요 산업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 생산 기술 및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보건의료기술의 자국내 이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PDP 프로그램을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브라질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브라질 국영 제약社가 해외제약社와 기술이전·합작투자를 통해 현지 생산할 경우,
→ 계약 조건에 따라 기술이전료, 기술이전 중 완제품 수출, 기술이전 완료 후 일정 비율의 구매 보증 등이 가능함

- 알테오젠社는, 브라질 국영제약사 및 크리스탈리아社와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의 PDP 연계
3자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개발 성공 시 정부 구매량의 40% 구매를 보증 받았음(‘16.4)

	(일반의약품 등) 많은 브라질 국민들이 편리한 의약품 접근성 및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OTC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확대 및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의약품, 비타민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진출이 유망함
- 2016년 브라질 일반의약품 시장은 61억불 규모로서 전체 제약시장 매출액의 상당한 부분인 약30.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연평균 8.7%로 증가하여 93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
• 그간 브라질 OTC시장의 성장은, OTC 판매와 홍보에 있어서 주요 수단의 역할을 한 체인약국 부문의 지속된 확대 및
성장에 기인하고 있음
* 2012년 브라질 정부는 슈퍼마켓, 백화점 및 편의점에서의 OTC의약품 판매를 허용하였음
• 현지

업체들은 처방의약품의 소비자 광고 제한으로 인해, OTC 의약품 부문을 주요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OTC 의약품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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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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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브리프

2. 콜롬비아
가. 한국 제약기업 진출 현황
	2016년 對콜롬비아 한국 의약품 수출액은 약 0.2억불 규모로 30위의 수출국이며, 원료 및 완제의약품이
골고루 진출하여, 최근 3년간 2.7%의 성장률을 기록
<국내 제약사의 콜롬비아 제약시장 주요 진출 현황>
- 셀트리온헬스케어, 다국적제약사인 먼디파마社와 혈액암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의 콜롬비아內
유통·판매계약 체결(‘18.2)
- 휴온스, CPhI Worldwide참가를 계기로 콜롬비아, 파나마, 멕시코 등의 국가와 관절주사제 등 총 15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 체결(‘16.10)
- 일양약품, 바이오파스社와 국산 18호 신약 백혈병치료제 ‘슈펙트’ 기술 수출 및 완제품 공급계약 →기술 수출료
및 임상 단계별 마일스톤으로 약 260억 원(2,200만 달러) 규모(‘16.6)
- 보령제약, 콜롬비아 식약청(INVIMA)로부터 고혈압 신약 ‘카나브’ 시판허가 획득(‘15.12)
- 셀트리온헬스케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J&J, 레미케이드, 인플릭시맵) 클롬비아에 출시(‘15.11) → 2년만에
콜롬비아 인플릭시맵 시장의 약 30%를 점유
자료 : 언론보도

<표 14> 對콜롬비아 의약품 수출 현황

구분
수출액(천불)

2013

2014

원료
13,462

완제

원료

7,764

12,087

21,226

2015
완제

원료

14,389

20,580

26,476

2016
완제

원료

10,780

15,446

31,361

완제
7,539

2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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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콜롬비아 제약시장 진출 전략
	(전략품목에 집중) 콜롬비아의 고가 혁신의약품에 대한 가격통제에도 불구하고, 심혈관 질환 및 암 등
비전염성 질환 부담의 증가로 인한 의약품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국적 제약기업과의 경쟁을
회피하여 바이오시밀러 및 희귀질환 치료제 등 전략품목으로 진출이 필요함
- ‘16년 오리지널의약품 매출액은 전문의약품시장의 약47.1%, 전체 제약시장의 약 39.2%를 차지하였으며,
전통적인 로컬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강세를 고려하였을 때, 아직 성장 가능성의 여지가 있음
• 심혈관 질환, 암 및 당뇨병 등 비전염성 질환 관렴 의약품이 향후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
* HIV 및 결핵 등 전염성 질환 부문은, 정부 정책을 통해 해결이 필요한 공공 보건 문제로 여전히 남아 있음

- 다국적 기업의 경우, Novartis, Roche 및 Sanofi 등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는 대다수 콜롬비아에 진출하였으며,
현지사무소를 설립하여 오리지널의약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가격 대비 품질이 보증된 바이오시밀러 및 희귀질환 치료제 등을 통해 틈새시장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전략 필요
• 셀트리온헬스케어社는, 다국적제약기업인 먼디파마社와 혈액암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의 콜롬비아內
유통·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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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가적인 바이오의약품 특허만료 및 높은 의료지출에 대한 비용 억제를 중시하는 정부정책은, 오리지널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 바이오시밀러 제품 진출에 기회가 될 수 있음
• 또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J&J, 레미케이드, 인플릭시맵)를 콜롬비아에 출시하였고(‘15.11), 2년 만에 콜롬비아
인플릭시맵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였음
* 콜롬비아 시장 진출 시 제네릭의약품과 OTC의약품을 포함한 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진 제약기업의 경우,
혁신의약품 진출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면서, 수입 창출에 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전망

	(현지기업과의 협력) 콜롬비아의 의약품 승인 소요기간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빠른 편에 속하나,
위조의약품 등의 부패문제가 만연한 점을 고려할 때, 진출 시 신뢰할 만한 파트너사 발굴 및 협력이 매우
중요함
- 콜롬비아 등 중남미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비교적 빠른 의약품 승인에 따른 이점과 약가 및 상환에의
어려움 사이에서 균형있는 전략 수립을 통한 진출이 필요함
• (기술수출) 일양약품社는, 바이오파스社와 국산 18호 신약 백혈병치료제 ‘슈펙트’의 약260억원 규모의 기술 수출
및 완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16.6)

- 다국적제약기업들은 콜롬비아 시장에 진입을 위해 현지 기업 인수를 통해 전략적으로 진출하였음
• (인수합병) Sanofi는 ‘09년 브라질 제네릭 제조기업 Medley를 인수한 후, ’12년 콜롬비아에 진출하였으며, ‘13년
콜롬비아 2위의 제약기업 GENFAR를 인수하였음

	(원료의약품) 현재 한국 의약품의 상당부분이 콜롬비아 제약시장에 원료의약품 형태로 수출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이후 원료의약품의 수출은 연평균 101%３)의 매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다국적 제약사가 오리지널의약품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제네릭시장의 경우도 다국적 제약사와 로컬 기업간
경쟁이 과열되어 있어서, 한국 제약기업의 진출이 쉽지는 않음
• 하지만, 콜롬비아의 경우 대부분의 현지 의약품 생산을 수입된 원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료 의약품
시장을 공략하여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함
* 콜롬비아는 제조업 기반이 중간재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서 생산 기반이 취약함에 따라 수입의존도가 높음
* 글로벌 제약 Top 50 기업 중, 콜롬비아 현지 의약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전무함

３) 對콜롬비아 원료의약품 수출실적(천불): 233(‘10) → 15,446(’16), 출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Facts & Surve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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