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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Belgium)·덴마크(Denmark)
제약시장 진출정보
제약바이오산업단

변정훈, 정순규

제약바이오 강소국인 벨기에

Ⅰ

최근동향

및 덴마크는, 정부의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 및 전폭적인

1. 벨기에

지원을 기반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
하여, 경이로운 의약품 무역
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기록
하고 있음

가. 제약시장 동향
	벨기에 제약시장은 2017년 기준 67.7억불 규모로, 글로벌 제약산업을 선도하는 리더 중에
하나에 속하는 신흥 제약강국으로서 연평균 2.4% 이상 꾸준히 성장하여 2022년 약 76.1억불
규모를 형성할 전망
- 2017년 벨기에의 의약품 비용 지출은 전체 보건의료 지출의 13.6.% 및 GDP의 1.37%를

벨기에 및 덴마크 등 제약

차지하였음

선진국의 신약개발 전략 및

- 1인당 의약품 지출액은 2017년 약 592.4달러에서 2022년에는 약 650.5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 오리지널의약품에 대한 높은 지출을 토대로, 세계적으로 1인당 의약품 지출액이 가장 높은 나라 중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하나에 속함

적극적인 기술교류 및 공동

- 2017년 전문의약품의 매출은 총매출의 88.6%, 이 가운데 오리지널의약품은 75.9%,

연구 확대를 통한 혁신

제네릭의약품은 12.7% 및 OTC의약품은 11.4%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오리지널의약품에 대한

추구가 필요함

선호도를 잘 보여주고 있음

중장기적으로,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인 벨기에
FlandersBio/BioWin 및
덴마크 Medicon Valley와
한국의 바이오클러스터간
교류를 토대로, 양국간
R&D 협력 및 상호 투자 관련
수요 발굴 등의 지속적인

	급속한 인구고령화, 만성 비전염성 질환에 따른 의약품 수요 증가, 전통적으로 오리지널의약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 정부의 과감한 제약분야 투자확대는, 벨기에 제약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벨기에 제약시장의 성장은 주로 오리지널의약품시장의 성장에 기인하고 있으며, 오리지널의약품에
대한 환자와 의사들의 강한 편향성을 토대로 향후 10년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기반으로 정부의 신약개발 R&D 투자 확대로 인해, 유럽의 가장 중요한
제약분야 혁신의 중심지로서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정부의 의약품 지출 비용억제 정책, 제네릭·바이오시밀러 처방 장려 및 브렉시트 등은, 향후
제약시장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협력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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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벨기에 제약시장 추이
2014

2015

2016

2017

2018f

2019f

2020f

2021f

2022f

의약품 매출액(10억 달러)

7.74

6.50

6.55

6.77

6.98

7.09

7.34

7.47

7.61

1인당 의약품 소비액(달러)

690.1

576.6

576.7

592.4

607.5

613.7

632.1

640.8

650.5

의약품 매출액, GDP 대비(%)

1.46

1.43

1.40

1.37

1.34

1.32

1.30

1.28

1.27

자료: AESGP, Pharma.be, BMI

나. 경제 동향
	벨기에는 시장규모는 작으나, 정치・경제・사회 등의 개방 및 교류 증대를 통해 글로벌화를 이룬 대표적인
북서유럽 선진국
- 벨기에는 인구 약 1100만명, 국토면적은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 규모에 불과하여 시장 규모는 작으나, 1인당
GDP 약 49,271$(세계 18위,‘18)의 북서유럽 선진국
• 내륙으로는 네델란드, 프랑스, 독일 및 룩셈부르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해상으로는 제부르게, 겐트, 안트워프의
3대 주요항을 통해 북해와 인접해 있어서, 물류를 통한 유럽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음

- 수도 브뤼셀에는 EU본부가 위치해 있어 유럽의 수도라 불리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 등 약 120개의
국제기구, 1500여개의 NGO 및 2000여개의 다국적기업이 위치하고 있음(‘18)
• 스위스 경제연구소(KOF)의 2018년 세계화지수(Index of Globalization)에서 벨기에는 세계 1위(한국은
36위)를 차지하여, 전 세계에서 정치·경제·사회의 개방 및 확산 정도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로 선정됨(‘18)

- 전체 GDP 중에서, 서비스업 77%, 제조업 17%, 건설업 5% 및 농업 1%를 차지하여, 서비스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음(‘16)
• 작은 내수시장으로 인해 소비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며, 천연자원의 부재로 인해 중계무역 등 서비스업이
발달하였음
• 원료 및 부품의 수입을 통한 반제품 및 완제품 등을 제조하여 발달된 물류를 통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음

<벨기에 왕국(Kingdom of Belgium)>
- 벨기에는 왕위를 세습하는 입헌군주국으로서 내각책임제로 운영되며, 연방정부(중앙정부), 3개의 지방정부 및
3개의 언어별 공동체로 구성되어 각각 고유의 행정부와 의회를 가지는 연방국가
• 입헌군주국: 현재 국가원수는 필립(Philippe) 제7대 국왕으로, ‘13년 7월 21일 취임하였음
• 연방정부: 샤를 미셸 총리(Charles Michel, ‘14.10.11 취임)가 내각을 책임지고 있으며, 국가간 외교, 국방,
사회보장, 통화, 세제, 치안, 사법 분야 등을 담당함
• 지방정부: 수도 브뤼셀, 북쪽의 플란더스 및 남쪽의 왈로니아 지역의 3개 지방정부가 있으며, 지역경제, 외국의
지방당국과의 경제·과학·문화적 외교, 지역고용, 도로·항구 등 공공사업 등을 담당함
• 언어공동체: 공용어로 네델란드어, 프랑스어 및 독일어를 채택하여 3개의 공동체로 구성되며, 독일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각 언어공동체는, 교육, 문화 및 장애인· 청소년 보호 등 복리후생 등을 담당함
* 북쪽의 플란더스 지역은 네델란드어(56%), 남쪽의 왈로니아 지역은 프랑스어(32%), 수도 브뤼셀은
네델란드어·프랑스어 공용(11%) 및 서쪽의 독일어 공동체에서는 독일어(1%)를 사용하고 있음
* 벨기에의 인구는 약 1100만명으로 그중, 플란더스 지역에 620만명, 왈로니아 지역에 350만명, 브뤼셀에
120만명, 독일어 공동체에 10만명 정도 거주하고 있음(‘18)
자료 : 2018 벨기에 진출전략(코트라), 코트라 국가정보, 언론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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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질환
	벨기에는 주변 유럽회원국 및 선진국과 비슷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의료지출을
바탕으로 서유럽에서 비교적 건강한 국가에 속함
- 2017년 관상동맥질환 및 알츠하이머 등과 같은 비전염성 질환은 질병 부담 중 95%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사망원인(‘17): 관상동맥질환(16.7%), 알츠하이머(9.0%), 뇌졸중(7.8%), 폐암(7.6%) 및 폐질환(7.4%) 등

1

관상동맥 질환
6
(Coronary Heart Disease)

32.14 인구 십만명당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17)
독감 및 폐렴
(Influenza and Pneumonia)

2

알츠하이머
(Alzheimers/Dementia)

7

결장-직장암
(Colon-Rectum Cancers)

3

뇌졸중(Stroke)

8

유방함(Breast Cancer)

4

폐암(Lung Cancers)

9

자살(Suicide)

5

폐질환(Lung Disease)

10 신장질환(Kidney Disease)

15,206명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17)
23.1:21.0 인구 십만명당 남녀 비만율(%)(‘17)
81.1세 평균 기대수명(‘15)
0.5:9.5 전염성 : 비전염성 질병부담(DALYS)(‘17)

자료 : Worldlifeexpectancy.com., BMI 등

[그림 1] 주요 사망원인 및 관련 통계

2. 덴마크
가. 제약시장 동향
	덴마크 제약시장은 2017년 기준 34.5억불 규모로, 서유럽 국가들 중에서 다소 작은 시장에 속하지만
우수한 제약기업을 다수 보유한 제약강소국이며, 연평균 2.9%로 지속 성장하여 2022년 49.9억불 규모로
성장이 예상됨
- 2017년 덴마크의 의약품 비용 지출은 전체 보건의료 지출의 10.7.% 및 GDP의 1.07%를 차지하였음
- 1인당 의약품 지출액은 2017년 약 602.2달러에서 2022년에는 약 684.0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7년 전문의약품 매출액 중 오리지널 의약품의 비중은 약 69%이며, 제네릭의약품 및 OTC의약품은 각각
21%, 10% 정도로서, 정부 정책에 따라 제네릭의약품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덴마크는 인구 고령화 및 비만에 따른 만성질환이 늘어나고 있어 자국의 제약산업 혁신에 대하여 관심이
높으며, 높은 규제 수준 및 1인당 의약품비용 지출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장기 전망이 우세함
- 대표적 자국 제약기업인 Novo Nordisk, LEO Pharma 및 Lundbeck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생명과학 기업의 본거지 역할을 함
• 기초적인 연구 기관, 학계의 연구원, 기업연구소 및 제약기업 등이 밀접하게 협력하는 오랜 전통을 유지하고 있음

-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노동시장과 노동탄력성을
가지고 있어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 제약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개발 환경, 잘 발달된 인프라, 높은 수준의 노동력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음
• 덴마크 제약협회(LIF)에 따르면 제약산업 분야에서 신약 R&D 투자는 매년 약 15억불 규모이며 국가 전체 민간
R&D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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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덴마크 제약시장 추이

의약품 매출액(10억 달러)

2014
3.81

2015
3.26

2016
3.31

2017
3.45

2018f
3.59

2019f
3.67

2020f
3.82

2021f
3.90

2022f
4.00

1인당 의약품 소비액(달러)

672.7

572.5

580.0

602.2

623.9

635.2

658.4

670.8

684.0

의약품 매출액, GDP 대비(%)

1.08

1.08

1.08

1.07

1.05

1.04

1.03

1.02

1.01

자료: SSI, BMI

나. 경제 동향
	덴마크는 친환경, 하이테크, 디자인 집중 강소선진국으로, 고부가 기술제품의 수출에 집중되어 있고, 일반
공산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덴마크의 정식 명칭은 덴마크 왕국(Kingdom of Denmark)이며, 2017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54,655$으로, 1973년 EU에 가입하였으나 유로(Euro)화는 채택하지 않고 있음(덴마크크로네(DKK))
•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중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이며, 글로벌 대기업의 틈새시장 공략에 특화되어 있음
* 전 세계 친환경 선박시장, 풍력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로봇, 기계, 가구, 식기 및 신발 등의 분야에 유명한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
• 대부분 공산품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외국산 조달에 관대한 편이나, 단독 수주보다는 현지 네트워크에 강한 로컬
벤더를 통한 간접조달로 진출하는 것이 적절함

- 경기 회복에 따라 수출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슐린 등의 의약품, 선박용 엔진 등의 기계류, 전자기기 및
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음
• 주요 수출국은 독일, 스웨덴 및 미국 순이며, 한국은 연간 수출액 1만 달러 미만으로 20위 권 밖을 유지하고 있음
• 주요 수입국은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및 중국 순으로, 고용 및 민간소비의 확대로 인해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 들어 노르웨이산 원유 및 폴란드에서 제조된 제네릭의약품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다. 주요 질환
	덴마크는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질병 통계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고령화에 따라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병 등의 발병률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고혈압 등 심혈관 질병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암 발병률을 가진 나라로 10만명당 338명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음
• 암으로 인한 사망률의 경우, 폐암·전립선암·유방암·대장암·췌장암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변 서유럽 국가에 비해서 비만율은 높지 않은 편이나(2016년 13%), WHO는 2025년 기준으로 국민의
58%가 과체중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덴마크 정부는 국민건강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017년 관상동맥질환 및 폐질환에 대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종 암에 대한 발병률이 높음
• 주요 사망원인(‘17): 관상동맥질환(12.8%), 페질환(9.4%), 폐암(9.3%), 알츠하이며(8.9%), 뇌졸중(7.8%)
1

관상동맥 질환
6
(Coronary Heart Disease)

독감 및 폐렴
34.82 인구 십만명당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17)
(Influenza and Pneumonia)

2

폐질환(Lung Disease)

7

결장-직장암
(Colon-Rectum Cancers)

3

폐암(Lung Cancers)

8

당뇨병(Diabetes Mellitus)

22.3:17.0 인구 십만명당 남녀 비만율(%)(‘17)

4

알츠하이머
(Alzheimers/Dementia)

9

전립선암(Prostate Cancer)

80.6세 평균 기대수명(‘15)

5

뇌졸중(Stroke)

10 유방함(Breast Cancer)

5,410명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17)

0.4:9.6 전염성 : 비전염성 질병부담(DALYS)(‘17)

자료 : Worldlifeexpectancy.com., BMI 등

[그림 2] 주요 사망원인 및 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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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약시장 분석

1. 벨기에
	(주요정책) 벨기에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강화 및 의약품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약가 인하 및 제네릭
장려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15년 7월, 보건부 장관 Maggie De Block은, 일련의 정부의 노력으로 약 9억유로(약1.1조원)의
국가질병장애보험(INAMI, 한국의 건강보험에 해당)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언급하였음
• 2016년 1월, 보건부장관 Maggie De Block은, 특허절벽 이후 더 공정한 가격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약산업계와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사용 장려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 2017년 3월, 벨기에 보건부는 벨기에 약사협회(APB)와 처방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처음으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처방의약품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일반의약품 11.4%

오리지널

제네릭

전문의약품 88.6%

약 75.9%

약 12.7%

자료 : BMI, KHIDI 재가공

[그림 3] 2017년 의약품 분류별 제약시장 점유율(벨기에)

	(오리지널의약품) 2017년 벨기에 오리지널의약품 시장은 51.3억불 규모이며, 2022년까지 연평균
2.2%로 증가하여 57.3억불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 2017년 오리지널(특허)의약품 매출액은 전문의약품시장의 약 85.7%, 전체 제약시장의 약 75.9%를
차지하였음
• 벨기에의 급속한 인구고령화, 전통적으로 높은 의약품 소비량 및 비교적 잘 발달된 보건의료시스템은
오리지널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것으로 예상

- 오리지널의약품 시장은 향후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의 제네릭 처방 장려 정책 및
규제 환경의 변화 등은 이러한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당면한 경기침체로 인한 정부의 재정긴축의 필요성 증가 및 이에 따른 제네릭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사용 장려
정책은, 특허의약품의 시장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표 3> 벨기에 오리지널의약품 시장 전망
2014

2015

2016

2017

2018f 2019f 2020f 2021f 2022f

오리지널 매출 (10억 달러)

6.02

4.98

4.99

5.13

5.28

5.35

5.53

5.63

5.73

처방의약품 대비, 오리지널 매출(%)

87.1

86.4

86.0

85.7

85.4

85.3

85.2

85.2

85.1

총 매출 대비, 오리지널 매출(%)

77.8

76.6

76.2

75.9

75.6

75.5

75.4

75.3

75.3

자료: AESGP, EGA, Pharma.be,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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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의약품) 2017년 벨기에 제네릭의약품 시장은 8.6억불 규모이며, 2022년까지 연평균 3.1%로 증가하여
10.0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
- 2017년 제네릭의약품 매출액은 전문의약품시장의 약14.3%, 전체 제약시장의 약 12.7%를 차지하였음
• 정부는 다른 서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 및 이에 따른 급증하는 보건의료비용
지출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품 상환과 관련 공공지출의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처방의사들의 브랜드의약품 선호현상,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보편적으로 낮은 인기도, 완전경쟁의 결핍 및
역지불합의 등은 제네릭의약품 시장 성장에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벨기에의 제네릭의약품 시장 진입율은 유럽지역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하며, 독일과 함께
계속적으로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
<표 4> 벨기에 제네릭의약품 시장 전망
2014

2015

2016

2017

2018f 2019f 2020f 2021f 2022f

제네릭 매출 (10억 달러)

0.89

0.78

0.81

0.86

0.90

0.92

0.96

0.98

10.0

처방의약품 대비, 제네릭 매출(%)

12.9

13.6

14.0

14.3

14.6

14.7

14.8

14.8

14.9

총 매출 대비, 제네릭 매출(%)

11.5

12.1

12.4

12.7

12.9

13.0

13.1

13.1

13.2

자료: AESGP, EGA, Pharma.be, BMI

	(기업현황) 벨기에는 독일·영국·프랑스 등 EU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잘 발달된 보건의료시스템,
숙련된 전문인력 및 우호적인 세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많은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유럽지역 비즈니스를
위한 근거지로 활용하고 있음
- 벨기에內에는, 약 15개의 주요제약기업 본사가 위치한 가운데 총 200여개의 바이오제약기업이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14개의 R&D단지, 31개의 생산기지 및 14개의 바이오 인큐베이터가 조성되어 있음(‘17)
• 벨기에 제약산업 협회(Pharma.be)는 약 130개社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벨기에內 제약산업 관련
종사자 기준으로 약 84%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유관단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17)

- 다국적기업의 경우, 거대 다국적기업 대부분이 진출하여 현지 자회사를 통해 비스니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몇몇의 경우에는 벨기에 자국기업을 통하여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음
* 적은 인구 대비 큰 시장 규모, 엄격한 규제환경, 오리지널의약품에 대한 높은 수요, 안정성과 투명성이 있는 비즈니스
환경, 높은 1인당 의약품 지출액 등의 진출 시 이점을 활용하고 있음
• Novartis社는 벨기에內 약 1,800명 종사자가 생산, 임상연구, 판매 및 마케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Pfizer社의 1952년 진출하여 현재 약 2,5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벨기에 본부는 Ixelles지역에 있음
• Roche社는 1897년 진출하였으며, Vilvoorde지역에 진단기기 관련 Roche Diagnostics Belgium社 및
Anderlecht지역의 의약품 관련 NV Roche SA社의 2가지 주요 분야로 운영되고 있음

- 벨기에 자국 기업으로는, UCB Pharma, Galapagos, Omega Pharma, Besins, Laboratoires SMD, Sterop
및 Sanico 등이 있음
• UCB

Pharma社는, 바이오제약기업으로서 중추신경계 및 면역시스템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R&D에 집중하고
있으며, 1928년 설립되어 현재 Braine-l'Alleud 지역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음
• Galapagos社는,

벨기에內 유명한 바이오텍 기업 중 하나로서, 약 55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1999년 네델란드
Crucell社와 아일랜드 Tibotect社의 합작법인(JV)의 형태로 설립되었음
• Laboratoires SMD社는, 호흡기, 심혈관 및 통증관리 등의 분야 치료제와 OTC의약품에 집중하고 있음
• 벨기에內에서 생산된 의약품 중 약 40%는 자국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소규모 기업에서
제조되었으며, 그 외 나머지 60%는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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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덴마크
	(주요정책) 덴마크 정부는 타 서유럽 국가들처럼 예산 적자 및 높은 의약품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필수 의약품을 중심으로 비용지출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덴마크 의약품 가격은 덴마크 제약협회(Danish Association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LIF))와
보건부간의 협약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음
• 약국에서의 의약품 가격은 덴마크에서 제조 혹은 수입하는 제약기업이 결정하며, 모든 약국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해야 함
* 고정된 가격은 14일 동안 지속되며, 이후 가격 변경은 덴마크 의약청(DMA, Danish Medicines Agency)에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 병원에서의 의약품 가격은 덴마크 제약협회와 보건부 간의 2012년 12월에 맺은 의약품 가격 절감 협약에 따르며,
주변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영국 등의 국가와 비교하여 개별 병원 의약품에 대한 가격 상한선을 결정하고 있음

- 덴마크 의약품 규제는 보건의약부(Danish Health and Medicines Authority)에서 담당하고 있음
• 덴마크 의약품 시판 허가를 받는 방법은 4가지가 있음:
CP(Centralised Procedure, EMA를 통한 EU 전체 절차), DCP(Decentralised Procedure, EU 내 동시 승인
절차), MRP(Mutual Recognition Procedure, 타 EU 국가 허가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인증), NP(National
Procedure, 개별국가 승인)
• 2017년 기준, 덴마크 전체 의약품 시장 중 전문의약품의 비율은 90.3%, OTC의약품은 9.7%이며, 전문의약품 중
제네릭의약품의 비중은 22.5%로서 증가 추세에 있음

	(오리지널의약품) 2017년 덴마크 오리지널의약품 시장은 24.2억불 규모이며, 2022년까지 지속 증가하여
27.6억불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 2017년 오리지널(특허)의약품 매출액은 전체 제약시장의 약 70.0%를 차지하였으며, 벨기에는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임
- 오리지널의약품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보건의료 재정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제네릭의약품 장려 정책 등으로 인해 전체 비중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
<표 5> 덴마크 오리지널의약품 시장 전망
2014

2015

2016

2017

2018f 2019f 2020f 2021f 2022f

오리지널 매출 (10억 달러)

2.72

2.31

2.33

2.42

2.50

2.55

2.64

2.70

2.76

처방의약품 대비, 오리지널 매출(%)

79.2

78.6

78.0

77.5

77.2

76.9

76.8

76.7

76.7

총 매출 대비, 오리지널 매출(%)

71.4

71.0

70.4

70.0

69.7

69.4

69.2

69.1

69.0

자료: EFPIA, BMI

	(제네릭의약품) 2017년 덴마크 제네릭의약품 시장은 7.0억불 규모이며, 2022년까지 8.4억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17년 제네릭의약품 매출액은 전문의약품시장의 약14.3%, 전체 제약시장의 약 12.7%를 차지하였음
• 덴마크는 유럽의 주요 제네릭 시장중 하나로서, 약국에서도 가능한 오리지널 의약품을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체처방하고 있으며, 특히 핀란드 및 스웨덴 등 주변국 보다 제네릭의약품 점유율이 높음

- 덴마크 약국협회는, 덴마크內 제네릭의약품이 노르웨이보다 86%, 스웨덴보다 12% 저렴하다고 발표하였음
• 대부분의 제네릭은 수입하고 있으며, Teva, Sandoz 및 Allergan을 비롯한 다국적기업이 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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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덴마크 제네릭의약품 시장 전망
2014

2015

2016

2017

제네릭 매출 (10억 달러)

0.71

0.63

0.66

0.70

2018f 2019f 2020f 2021f 2022f
0.74

0.76

0.80

0.82

0.84

처방의약품 대비, 제네릭 매출(%)

20.8

21.4

22.0

22.5

22.8

23.1

23.2

23.3

23.3

총 매출 대비, 제네릭 매출(%)

18.7

19.3

19.9

20.3

20.6

20.8

20.9

21.0

21.0

자료: EFPIA, BMI

	(일반의약품) 2017년 벨기에 일반의약품 시장은 3.6억불 규모이며, 2022년까지 4.0억불로 증가 예상
- 덴마크의 OTC의약품은 노인들을 위한 의약품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보건의약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시장에 판매가 가능하고, 향후 2년 동안의 약국內 판매를 거쳐 약국外 판매가 가능함
•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덴마크內 234개의 약국이 등록되어 있고, 약 500개의 OTC 판매점이 있음

	(기업현황) 덴마크에는 매출액 기준 세계 20위 내의 기업인 Novo Nordisk(‘17년 매출액 187.7억불) 뿐만
아니라, R&D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인구의 80% 이상이 고등교육과정을 이수(EU 1위)한 우수한 인적 인프라 및 숙련된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혁신 의약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Novo Nordisks社는 대표적인 덴마크 제약기업으로 31,5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당뇨병치료제로서, 세계 인슐린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 Lundbeck社는 57개국에 약 6,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글로벌기업(‘17년 28.7억불 매출)으로, 우울증 및
정신분열증 등 다양한 뇌질환 관련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중국, 프랑스 등에 생산 기지가 있음
* 2018년, Vanderbilt University와의 정신분열증 치료에 대한 협력 및 네델란드 Prexton社 인수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덴마크

제약협회(LIF)에 속한 기업으로는 AbbVie, Eisai, Norpharma, Alk, Eli Lilly, Novartis, Almirall, Ferring
Pharmaceuticals, Novo Nordisk, Amgen, Fertin Pharma, Orion Pharma, Astellas, Galderma, Pfizer,
AstraZeneca, Genmab, Roche, Baxter, GSK, Sanofi, Bayer Schering Pharma, Grunenthal, Smart
Practice, Berlin Chemie Menarini, Lundbeck, Takeda, Biogen Idec, Janssen-Cilag, UCB Nordic,
Boehringer Ingelheim, Leo Pharma, BMS, Merck Sharp & Dohme社 등이 있음

- 덴마크 Medicon Valley는 스위스 바젤 및 영국 캠브리지와 함께 유럽 생명공학 혁신 기지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음
• 비임상 및 임상 개발부터 제조에 이르는 의약품 가치 사슬 전체를 대표하고 있음
• 생명과학

분야의 100개 이상의 기업, 25개의 제약기업 및 100개의 의료기술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약 4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용되어 있음
• 덴마크는 GDP의 3%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공공투자는 1%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음

	(임상시험) 덴마크 정부는 학계와 제약기업 간의 임상시험 및 연구협력을 증진시키는 강력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특히 숙련된 노동력과 첨단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1인당 임상시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덴마크에서 등록된 임상시험 수는 199건이며, 대부분 임상2상 단계(73건)이며, 임상 3상의 경우
59건이 등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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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무역환경

1. 벨기에
가. 제약시장 SWOT 분석

장점

약점

- 오리지널의약품에 대한 높은 지출을 기반으로,

- 헬스케어 부문에서 예산 절감과 관련된 정치적인 정쟁

세계적으로 1인당 의약품 지출액이 가장 높은 나라

- 선진국 제약시장으로서 비교적 낮은 성장 잠재력

중 하나에 속함

- 비처방의약품의 판매 제약으로 인해, OTC의약품

- 국제적인 의약품 유통의 중심지

부문이 덜 발달되었음

- 의약품 등록, 가격·상환제도의 선진화로 인한 빠른
처리 시간

기회

위협

- 정부의 지출비용억제에 대한 관심도 증가에 따른,

- 헬스케어펀드의 감소 등 정부의 비용절감정책은 시장

제네릭의약품시장의 높은 성장 잠재력
- 인구고령화로 인한, 알츠하이머 질환 및 암과 같은
만성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의약품 수요의 증가
- 바이오시밀러 투자를 위한 정치적 의지는, 의약품
및 가격압박과 관련된 경쟁 환경에 유리한 영향을

성장을 단중기적으로 늦출 수 있음
- 높은 공공부채부담은 보건의료인프라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계획에 위협이 되고 있음
- 브렉시트는 벨기에의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의약품 및
화학물질의 수출입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미칠 수 있음
자료 : BMI, KHIDI 재가공

나. 의약품 수출입 현황
	(수출) 벨기에 의약품 수출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425억불이며, 2022년에는 641억불로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 약 8.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벨기에의 주요 수출 교역국에는 미국(65.3억불), 독일(41.6억불), 영국(39.1억불), 이탈리아(34.1억불) 및
프랑스(33.0억불) 등이 포함되며 한국(3.3억불)은 22위 수준임(‘17, ITC)
• 벨기에는, 서유럽內 운송의 허브 역할 뿐만 아니라, EU에서 독일 다음으로 의약품 및 화학물질 등과 관련된 제품의
주요한 수출국이며, 발달된 산학연 네트워크를 토대로 연구개발 강국의 입지를 굳히고 있음

	(수입) 벨기에 의약품 수입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56억불 규모이며, 2022년에는 521억불로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 약 7.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벨기에의 주요 수입 교역국에는, 미국(70.9억불), 아일랜드(70.3억불), 이탈리아(46.2억불),
스위스(33.6억불) 및 프랑스(33.0억불) 등이 포함되며 한국(135만불)은 48위 순위로서 미미한 수준임(‘17,
ITC)
- 벨기에의 의약품 수출입 무역 규모는 자국 의약품 시장규모(판매량)를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의약품제조기업들이 벨기에를 의약품 유통의 중심지로 활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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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벨기에 의약품 수출입 현황 및 전망

의약품 수출

2016
40,203

2017
42,520

2018f
45,302

2019f
48,327

2020f
52,987

2021f
58,072

2022f
64,107

의약품 수입

33,051

35,649

38,382

40,908

44,594

48,077

52,101

의약품 무역수지

7,151

6,870

6,919

7,418

8,393

9,994

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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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덴마크
가. 제약시장 SWOT 분석

장점

약점

- 강력한 지적 재산의 보호 환경

- 시장의 성숙에 따른 성장률 감소

- 전체 의료비용에 대한 정부의 조정과 잘 발달된

- 일부 서유럽과 비교하여 작은 시장 규모

의료시스템

- 시장 성장을 제한하는 정부의 의료비 절감 정책

- 고가의 특허 제품에 대한 큰 수요
-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 환경
- 기초 연구기관, 학계 연구소, 기업 연구소간의
밀접한 협력
- OTC 제품에 대한 모든 미디어 광고 가능

기회

위협

- 비만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 의약품 소비에 대한 비용 절감 정책을 추구하려는

부담이 증가
- 높은 1인당 GDP로 고가의 의약품 소비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

정부의 노력
- 인구가 천천히 증가함에 따라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 소비 증가의 효과가 상쇄됨

- 인구 통계학 및 질병분포에 따른 만성 질환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유지됨
자료 : BMI, KHIDI 재가공

나. 의약품 수출입 현황
	(수출) 덴마크의 의약품 수출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29억불이며, 세계 의약품 수출액의 2.4%(10위)를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덴마크의 주요 수출 교역국에는 독일, 스웨덴, 미국, 이탈리아 순이며, 한국은 한국(11.7백만불)으로
30위 수준임(‘17, ITC)
• 덴마크는 시장규모가 크지 않지만, 의약품 분야에서 수출이 수입보다 3배 이상 많은 제약 중소강국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수입) 덴마크의 의약품 수입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41억불 규모로서, 세계 의약품 수입의 0.7%(26위)를
차지하고 있음
- 덴마크의 주요 수입 교역국에는, 독일(6.2억불), 체코(3.73억불), 네덜란드(3.4억불), 아일랜드(2.6억불) 등의
순이며, 한국은 170만불(39위)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17, ITC)

10

<표 8> 덴마크 의약품 수출입 현황

의약품 수출

2013
11,735

2014
12,172

2015
11,721

2016
12,487

2017
12,943

의약품 수입

4,378

4,650

3,809

3,794

4,097

의약품 무역수지

7,358

7,522

7,912

8,693

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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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제약시장 진출현황 및 전략

1. 벨기에
가. 한국 제약기업 진출 현황
	2017년 對벨기에 의약품 수출액은 약 3310만불 규모로 25위의 수출국이며, 원료 및 완제의약품이 골고루
진출하여, 최근 3년간 6.0%의 성장률을 기록
* 특히 완제의약품 수출의 경우, 최근 3년간 약 64% 급증하였으며, 이는 셀트리온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의
바이오시밀러 진출에 기인하였음

<국내 제약사의 벨기에 제약시장 주요 진출 현황>
- 삼성바이오로직스, 벨기에 UCB社와 약 450억원 규모(향후 3,200억원까지 증가 가능)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
체결(‘18.7)
- 셀트리온헬스케어, 먼디파마社, 컨파마社 및 오리온社와, 유방암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의 벨기에 등
유럽 전지역을 위한 유통·판매계약 체결(‘18.3)
- 파미셀, 벨기에 UCB Pharma 사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심지아(Cimzia)’ 생산에 필요한 API인 mPEG20k의 약 3억8천만원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18.3)
- 삼성바이오에피스, 다국적제약사인 바이오젠社를 통해, 벨기에 포함 전 유럽지역에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플락사비’의 2017년 약 99억원 규모 매출 달성(‘18.1)
- 셀트리온헬스케어, 다국적제약사인 먼디파마社 등을 통해, 혈액암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의 벨기에 등
유럽7개국 출시(‘17.2)
- 큐어셀, 벨기에 MaSTherCell社 및 美 Orgenesis社와 세포·유전자 치료제 공정개발과 대량생산 서비스를 위한
개발 및 생산대행(CDMO) 합작사업 계약 체결(‘16.3)
- 셀트리온헬스케어, 다국적제약사인 먼디파마社와 자가면역질환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J&J, 레미케이드,
인플릭시맵)의 벨기에 등 유럽 5개국 유통·판매계약 체결(‘14.3)
자료 : 언론보도

<표 9> 對벨기에 의약품 수출 현황
구분
수출액(천불)

2014
원료
24,747

2015
완제
3,003

27,750

원료
24,047

2016
완제
1,961

26,008

원료
10,532

2017
완제
1,941

12,473

원료
19,847

완제
13,257

33,104

자료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Facts & Survey Report, 2017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KHIDI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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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벨기에 제약시장 진출 전략
	(전략품목에 집중) 벨기에는 잘 알려진 오리지널 의약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선호현상이 우세하고,
향후 이러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국적 제약기업과의 경쟁을 회피하여 전략품목으로
진출이 필요함
- 다국적 기업의 경우, Sanofi, Novartis 및 Roche 등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는 대다수 벨기에內 진출하였으며,
현지 자회사, R&D센터 및 생산공장 운영 등을 통해 오리지널의약품 시장을 주도 하고 있음
- 품질이 보증된 바이오시밀러, 희귀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 등에 대하여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현지 진출이 용이함
• 셀트리온헬스케어社는, 먼디파마社, 컨파마社 및 오리온社와, 유방암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의 벨기에 등
유럽 전지역을 위한 유통·판매계약 체결하였음(‘18.3)

- 향후 추가적인 바이오의약품 특허만료 및 높은 의료지출에 대한 비용 억제를 중시하는 정부정책은, 바이오시밀러
제품 진출에 기회가 될 수 있음

	(현지기업과의 협력) 벨기에의 작은 인구규모(1100만명), 높은 구매력 및 의약품 R&D 기술격차 등을
고려할 때, 시장 진출을 위해 벨기에 등 유럽 현지 기업 등과의 신뢰 구축 및 협력이 중요함
- 현지 헬스케어 분야에서 넓은 유통망과 마케팅 역량을 지닌 벨기에 등 유럽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품질을 통한 신뢰도 제고 및 제품 인지도 형성을 통한 진출이 필요함
• (의약품수출) 셀트리온社는 먼디파마社와, 삼성바이오에피스社는 바이오젠社와 바이오시밀러 유통·판매 계약을
각각 체결을 통해 벨기에 등 유럽지역에 진출하였음(‘14~’18)

- 현지 제품과 직접 경쟁을 회피하여, 우선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CDMO, 공동연구 및 합작투자(JV) 등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교류 및 혁신 추구가 적절함
• (위탁개발·생산) 큐어셀社는, 벨기에 MaSTherCell社 및 美 Orgenesis社와 세포·유전자 치료제 공정개발과
대량생산 서비스를 위한 개발 및 생산대행(CDMO) 합작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음(‘16.3)
• (공동연구) 한국화학연구원(KRICT)은, 벨기에 Rega 연구소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항바이러스 치료제
후보물질을 2014년 Novartis社에 기술이전 하였음
• (합작법인) Galapagos社는, 벨기에內 유명한 바이오텍 기업 중 하나로서 본사는 Mechelen지역에 있고, 1999년
네델란드 Crucell社와 아일랜드 Tibotect社의 합작법인(JV)의 형태로 설립되었음
• (인수합병) SK바이오텍社는, 벨기에와 함께 또 다른 제약강소국인 아일랜드의 스워즈에 있는 BMS社의
원료의약품 생산공장을 2017년 6월 인수하여 합성의약품 CMO사업 확장을 통해 유럽 및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였음

- 중장기적으로는 벨기에를 유럽시장 진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함
• (거점활용) 지리적으로 독일·영국·프랑스 등 EU內 경제 및 제약산업 강대국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유럽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음
* 주요 다국적 기업인 Novartis, Pfizer, Roche, Sanofi 및 AbbVie 등이 진출하였음

	(원료의약품) 현재 한국 의약품의 상당부분이 벨기에 제약시장에 원료의약품 형태로 수출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천만불 규모를 기록하였음１)
-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의약품 글로벌 생산기지 및 진출 거점으로서 벨기에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원료 의약품 시장을 공략하여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함
１) 對벨기에

원료의약품 수출실적(천불): 28,909(‘13) → 24,747(‘14) → 24,047(‘15) → 10,532(‘16) → 19,847(‘17), 출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Facts & Surve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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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의 의약품 수출입 무역 규모는 자국 의약품 시장규모(판매량)를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의약품제조기업들이 벨기에를 의약품 유통의 중심지로 활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2017년 벨기에 제약시장 규모는 약 67.7억불, 수출은 425억불 및 수입은 356억불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의약품
무역수지 흑자는 2017년 68.7억불에서 2022년 120.1억불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원료의약품 공급) 파미셀社는, 벨기에 UCB Pharma社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심지아(Cimzia)’ 생산에 필요한
API인 mPEG-20k의 약 3억8천만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18.3)

<신흥 제약바이오 강국 ‘벨기에’>
- (Input) 벨기에는, 정부의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 및 전폭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을 주력산업으로
발전시켰음
• (R&D 투자) 제약분야 R&D 투자 규모는 약 35.1억 유로(약 4조5천억원) 규모를 나타내고 있음(‘17)
* 투자규모(유로): 18.0억(2.3조원)(‘10) → 24.5억(3.1조원)(‘14) → 25.9억(3.3조원)(‘15) →
28.9억(3.7조원)(‘16)
* 투자규모는 2010년에 이후로 연평균 10.1% 증가하여, 2017년에는 약 2배 수준에 도달하였음
* 벨기에의 투자규모는 유럽 전체 투자 규모의 10%를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16)
* 신약개발 정부R&D 투자비중: 벨기에(1.8조원, 40%), 미국(34.2조원, 37%), 일본(3.5조원, 19%),
한국(1천억원, 8%)(언론보도)
• (행정간소화) 임상 1상의 경우, 서류 제출 후 보통 15일內 실험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여타 유럽 국가에 비해
가장 빠른 편에 속하고 있음
• (세제혜택) R&D 지출의 비용 공제, 연구인력에 대한 원천징수세 최대 80%면제, 특허수익 최대 80%면제,
스타트업기업 인센티브 및 혁신활동 관련 보조금 지급 등 각종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① R&D 지출 비용 공제: R&D 지출에 대해 비용공제 또는 세액공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함
1) 비용공제: 당기비용공제(R&D 지출액의 13.5%) 또는 무기한 이월공제 중 선택 가능함
→ 미사용 공제가 발생한 경우 세액공제로 전환이 가능하며, 세액공제 전환 시 5년간 미사용 공제에 대한
환급이 가능함
2) 세액공제: 현재 적용되는 법인세(33.99%)에 따른 세금 납부액에서 13.5%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됨
② 연구인력 원천징수세 감면: R&D 연구원을 채용하는 경우, 소득 원천징수액의 80%까지 세금납부를 면제하고 있음
③ 특허수익 공제법(Patent Box): 자국기업 또는 다국적기업의 지사 등의 경우, 총 납세대상 특허 수익 중 유효
특허수익의 최대 80%까지 수익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0%만 표준 세율로 납부 가능
④ 스타트업 투자 인센티브: ‘15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에 대해 초소형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45%, 중소기업의 투자액의 30% 세액 공제를 제공함
⑤ 이외에도, R&D 투자에 대해 잔존가치의 40%까지 가능한 가속상각 허용, 지방정부의 R&D 보조금에 대한
세금 면제, 외국인 연구인력에 대한 세금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Output) 산학연-벤처-다국적기업 등으로 긴밀하게 조성된 바이오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클러스터)

약 15개의 주요제약기업 본사가 위치한 가운데 총 200여개의 바이오제약기업이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14개의 R&D단지, 31개의 생산기지 및 14개의 바이오 인큐베이터가 조성되어 있음(‘17)
* 민간: 중소제약사들조차도, 제네릭보다는 신약개발에 매진하는 연구풍토를 형성하며 발전하였음
* 정부:1996년 플란더스생명공학연구원(VIB) 출범을 통해, 대학-병원-연구소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약개발, 기술이전 및 창업을 지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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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브리프

• (신약개발) 글로벌 신약의 5%를 개발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100대 핵심의약품 중 5개가
벨기에에서 개발되었음(‘17, 언론보도)
• (임상시험) 유럽에서 실시되는 새로운 임상실험의 12%는 벨기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16)
* 임상시험 건수 또한 약 1,399건 규모로 유럽 2위이며, 인구당 임상실험 수는 세계 1위 수준임(‘17, 코트라)

- (Outcome) 제약바이오산업의 성장은, 수출증가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여, 전체 벨기에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수출) 벨기에 제약시장 규모는 약 67.7억불, 수출은 425억불 및 수입은 356억불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벨기에 총
수출액에서, 제약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0.6%에 이르고 있음(‘17)
* 벨기에의 의약품 수출액은 유럽 전체 수출의 13%를 차지하고 있음(‘16)
* 의약품 무역수지 흑자는 2017년 68.7억불에서 2022년 120.1억불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17)
• (일자리) 벨기에 전체 제약산업 종사자는 약 35711명 및 연구자는 5098명으로 추산되고 있음(‘17)
* 벨기에의 제약산업 종사자수는 유럽 전체 종사자의 5.2%를 차지하고 있음(‘16)
* 종사자(수): 34,075명(‘14) → 34,698명(‘15) → 35,250명(‘16) → 35,711명(‘17)로 최근 3년간 약 1.6%
씩 증가하여 약 163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 연구자(수): 4,119명(‘14) → 4237명(‘15) → 4472명(‘16) → 5098명(‘17)로 최근 3년간 약 7.4% 씩
증가하여 약 979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 2017년 10월 12일 벨기에 샤를미셸 총리는, 제약바이오산업이 벨기에의 주요 국가산업인 만큼 앞으로
신약개발지원을 더욱 늘려서 세계적인 제약강국의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향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제약바이오산업의 성장은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
자료: 2018 벨기에 진출전략(코트라), 코트라 국가정보, Pharma.be, BMI, 언론보도 등

2. 덴마크
가. 한국 제약기업 진출 현황
	2017년 對덴마크 의약품 수출액은 완제의약품을 중심으로 약 289만불 규모로서 73위의 수출국임
- 2017년을 기준으로 의약품 수출이 급등하였으며, 이는 셀트리온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의 바이오시밀러
진출에 기인하였음
• 덴마크 고가병원의약품 사용협의회(RADS)는 오리지널 처방 환자들에게 램시마 등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권고(‘15년)하였으며, 특히 삼성의 베네팔리는 덴마크 시장의 87%를 점유하고 있음(’17.4)

<국내 제약사의 덴마크 제약시장 주요 협력 현황>
- 다이나 테라퓨틱스(부광약품 자회사), 덴마크 바이오벤처 솔루랄파마社(Solural Pharma)의 전립선암 항암제
후보물질 ‘MLR-1023’의 라이센스 취득(‘16.7)
- 부광약품, 덴마크 바이오벤처 ‘콘테라파마社(Contera Pharma)’ 인수 및 자회사 편입을 통해 파킨슨병
치료신약 등 파이프라인 강화(‘14.11)
자료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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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對덴마크 의약품 수출 현황

구분
수출액(천불)

2014

2015

2016

2017

원료

완제

원료

완제

원료

완제

원료

완제

95

0

58

3

25

2

507

2,384

95

61

27

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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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덴마크 제약시장 진출 전략
	(공동 R&D) 제약 강소국인 덴마크와의 기술교류 및 협력연구 확대를 통해 선진국의 신약개발 노하우 습득
및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진출이 필요함
- 국내 제약산업은 국내의 기술, 정보 및 인력만으로는 단기간 내 도약할 수 없으며, 덴마크 등 선진국의 신약개발
전략 및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 공동연구 등의 협력이 필요함
* 국내 제약산업은 기술·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을 보유하고 있음→
노하우는 쉽게 이전될 수 없는 암묵지(Tacit Knowledge)로서 빈번한 기술교류 및 방문연구 등을 통해 습득가능
• (공동연구1) 카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은, 덴마크 Novo Nordisk社와 당뇨·비만 치료 관련 공동 연구개발,
임상연구 육성 및 관련 학술정보 및 기술정보 교류를 위한 협력 MOU를 체결하였음(‘17.11)
• (공동연구2) 부광약품社는, 자회사 덴마크 콘테라파마社를 통하여, 덴마크 솔루랄파마社, 독일 에른스트 모리츠
아른트 대학, 독일 시험용 장비공급사 에르베카社와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 이상증인 아침 운동불능(morning
akinesia) 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한 유로스타(Eurostar) 프로젝트에 선정되었음(‘15.5)

- 중장기적으로,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인 덴마크 Medicon Valley와 한국의 바이오클러스터간 교류를 토대로
양국간 R&D 협력 및 상호 투자 관련 수요 발굴 등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함
• (협력MOU) 코스닥 협회는, Medicon Valley협회와 양 기관에 소속된 바이오업체 간 상호협력 및 기술교류,
정보교환 등을 지원하기로 양해각서(MOU) 체결하였음(‘10.6)

	(공공입찰 참여) 덴마크內 의사 및 병원들은 통상 국가 입찰에서 선정된 의약품 처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공입찰 참여를 통한 시장 진입이 필요함
- 특히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경우, 덴마크 고가병원의약품 사용협의회(RADS)는 기존 오리지널 처방 환자들에게
램시마 또는 인플렉트라 등 바이오시밀러 대체처방을 권고하고 있음
* 덴마크는 유럽內 비교적 소규모 시장이지만 여타 국가에 비해 바이오시밀러 처방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정부입찰) 삼성바이오에피스社의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 바이오시밀러 ‘베네팔리’가 덴마크 의약품 국가 입찰에서
에타너셉트(etanercept) 치료물질 부문의 대표 의약품으로 선정되었음(’16.4)

	(M&A)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덴마크 시장 진입을 위해 현지 기업 인수를 통한 전략적 진출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유망신약 후보물질 확보 및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바이오벤처를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 필요
* 덴마크에는, 생명과학분야 100개 이상의 기업, 25개 제약기업 및 100개의 의료기술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약
4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음
• (인수합병) 부광약품社는, 덴마크內 중추신경계 전문 바이오벤처인 콘테라파마社를 인수 및 자회사로 편입하여
파킨슨병 치료신약 등 파이프라인을 강화하였음(‘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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