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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신약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제약 혁신
인구 고령화 및 의료적 수요 증대로 유럽의 의료 지출은 증가추세. 무엇보다 의료비 감소의 핵심
열쇠는 신약 개발에 있는데, 개발부터 시장 출시까지 막대한 시간 및 비용 소모, 높은 R&D 실패율,
환자 신약 접근성 유예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 따라서 과학 및 보건 투자, 사업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지속가능한 제약 생태계 구축이 필요

유럽은 연구 기반 제약 산업의 선두주자...하지만 2000년대 이후 제약 R&D 지출 부문에서
미국이 유럽을 추월
Ÿ 유럽 제약 부문에 대한 EFPIA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관련 일자리 수는 250만 개이며,
총부가가치는 2,060억 유로(노동자 1인 기준 156,000유로) △2018년 무역수지흑자 규모는 910억이며,
R&D 투자는 365억 유로
Ÿ 정책 입안자들은 과학 및 공중보건에 대한 투자,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통해 보건 증진, 지속가능한 보건 시스템 구축, 생산성 제고,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
❙제약 정책의 3개 핵심 축❙
과학 투자
·기초과학
·고등 교육
·아카데미 센터
·민·관 파트너십

공중보건 투자
·헬스 기금
·환자 중심
·증거 기반 의료
·가치에 역점 두기
·환자에 대한 신속 접근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조성
·지식 재산
·연구개발 세액 공제
·안정된 규제 프레임워크
·혁신에 대한 보상

[혁신의 원천]
제약 혁신의 3대 핵심 동력은 과학적 발전, 미충족된 의료적 니즈, 기업가정신
Ÿ 위 동력은 정부의 강력한 ‘조력 장치(enablers)’로, △지식재산권 보호 △보건 시스템을 통한
신약 보급 △혁신 보상 차원에서의 가격 책정 및 상환 시스템 등을 통해 구현
Ÿ 한편 신약은 ‘연구개발→임상시험→승인 획득’까지 평균 13년이 소요, 비용 총액은 약 23억3,000만 유로
(26억 달러)로, 시간 및 비용이 크게 소요되며, R&D 실패율 또한 높아 제약 혁신에 또 다른
난관으로 작용
Ÿ 그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활성신물질(NAS) 68종이 출시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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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2000년 이후 출시된 혁신 신약 및 백신은 총 757종
❙활성신물질 및 백신 출시 추이(2000-2018년)❙

출처: Pharmaproject®

신약개발 혁신 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장 필수...반면 인센티브 약화는 신약 개발에 대한 투자
감소를 야기
Ÿ 연구에 따르면, 28개국 558종의 의약품 중 ‘특허’에 의존해 지적재산을 보호받는 약품은
51%이며, 나머지 49%는 ‘추가적 보호증명(SPC)’ 혹은 ‘기타 인센티브 및 보상’ 등에 의존
- 2000년 이후 다양한 보호 장치의 평균 보호 기간이 15년에서 13년으로 2년 단축
* 동 연구는 2018년 5월 ‘코펜하겐 경제 보고서(Copenhagen Economics Study)’에 게재되었으며, 추가적 보호증명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SPC)은 의약품 허가 등 절차상 소요된 시간으로 인해 손실된 특허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유럽의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의미

❙신약 개발 관련 보호 장치❙
보호 장치
특허
추가적
보호증명(SPC)
규제 데이터 보호

희귀의약품 지정

내용 요약
·20년 간 독점 권리 보장
·특허 지원 후 18개월 내 발명 내용 공개
·0-5년 간 보장하며, 규제 승인 후
특허·SPC를 합쳐 최대 15년을 보장
·8년 간의 데이터 독점권 + 2년 간의
시장 독점권 보장
·규제 승인에 요구되는 ‘임상 전 데이터 및
임상 데이터’ 발생에 필요한 투자 보장
·하나의 특정 희귀의약품에 대해 10년 간
시장 독점권 보장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기타 사항
·공개를 통한 혜택으로 여타 발명자들은
자체 연구 진전이 가능
·모든 SPC 승인은 그 지속 기간이
평균 3.5년
·특허나 SPC 승인과 겹치는 경우가
흔히 발생
·특정 의약품에 시장 독점권을 부여 했어도,
상당한 이점이 증명된다면 그와 유사한
제품도 희귀의약품으로 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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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6개월 연장

·‘소아대상임상검증계획

소아과 의약품

·또는 희귀의약품 시장 독점권 2년 연장

혜택 기간 연장

·소아 의약품의 안전성 및 효과성 관련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

(Paediatric Investigation Plan, PIP)’은
유럽의학기구(EMA)의 동의 절차를 거쳐
완료

[혁신의 가치]
1995-2012년 간 유럽 내 암 발생률이 30% 증가...인구 증가 및 고령화가 주요인
Ÿ 2012년 기준 암이 사망 요인 중 2위를 차지했지만, 진단·치료·선별에 있어서 발전을
거듭함으로써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하락
- 2014-2018년 89종의 증상을 취급하는 새로운 분자 57종이 승인을 획득
- 치료 옵션과 관련해 폐암 치료 의약품의 수가 1996년에는 4종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19종으로 증가했으며 현재 신약으로 치료 가능한 암이 23종으로 확대
Ÿ 한편 혁신 의약품 및 백신의 가치를 열거하자면, △백신 접종에 1달러 지출 시 투자환수
금액은 16-44달러 △유럽 내 C형간염보균자 1,500만 명의 95%가 치료 가능 △임산부의
백일해 예방접종으로 2012-13년 간 영국 내 유아 사망률이 79% 감소

[헬스 비용]
현재 OECD 국가의 헬스케어 비용은 GDP 대비 6%로 2030년에는 9%, 2060년에는 14%로 증가할 전망
Ÿ 비용 증가의 주요 요인은 △기술발달로 인해 질병 치료 범위 및 역량 확대 △인구
고령화로 인한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Ÿ 사회에 부담을 주는 것은 치료비가 아니라 ‘질병 자체’라는 사실이 중요한데, 이유인즉
질병으로 인한 결근 또는 생산성 약화는 사회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
* 독일연방통계국(Statistisches Bundesamt)에 따르면, 2015년 독일에서 질병으로 인한 비용이 3,382억 유로

- OECD는 2015년 EU 28개국의 정신질환 관련 총 비용이 GDP 대비 4%(6,000억
유로) 이상을 차지한다고 추산했으며, 세부 항목별로는 △헬스케어에 1,900억 유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1,700억 유로 △노동시장에 400억 유로 등이 지출
* 특히 노동시장에 헬스 비용이 간접 지출된 근거는 낮은 고용률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생산성 약화

따라서 유럽 각 정부는 비용절감 정책 실행을 촉진...특히 의약품 지출 감축에 역점
Ÿ OECD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2008-2012년 사이 유럽의 소매 의약품 지출이 연평균
0,7% 감소했으며, 그 후 2012-2016년 사이 연평균 0.8% 증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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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지난 10년 간 헬스케어 비용 상승은 주요인은 의약품이 아닌, 입원환자 치료·외래환자
치료·장기(long-term) 치료·예방 등 타 부문으로, 신약은 비용이 높은 지출 항목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이를 통해 입원치료 등 보건시스템 내 보다 고비용 항목의 지출이 감소
❙심혈관 치료 신약과 입원과의 상관관계(1995-2004년)❙

출처: Health Economics

[의약품 가격 투명성]
OECD에 따르면, 2016년 유럽인들의 소매 의약품 지출 규모는 1인당 417유로...한편 의약품 정가에 대한
투명성을 두고 논란이 가열
Ÿ 의약품 정가 투명성은 가격 책정의 차별성을 약화시키는데, 특정 니즈 및 저소득 국가의
지불 능력 등에 근거해 가격을 조정하는 제약기업의 자율적 역량을 저해
- 예를 들어 저소득국에서 정가를 공개할 경우, 제약업체들은 큰 폭의 할인을 중지하게
되고 이로써 시민들의 약품 구매력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됨
Ÿ 효과적인 가격 책정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니즈 및 경제력에 다른 다양한 가격 부과가 필요

[제약산업이 직면한 도전]
유럽 제약산업은 항생제내성, 환자의 신약 접근성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
Ÿ (항생제 내성) 2017년 5월 기준, 항생제 51종과 생물제제(biologicals) 11종이 임상
과정에 있었으나 그 중 5종만이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
Ÿ (환자 접근성) 유럽의회가 시장 출시를 승인해도 환자의 신약 접근성이 유예되는 주된 이유는
시장 출시 승인 이후 ‘가격책정 및 상환 결정’에 119일에서 최장 925일이 소요되기 때문
[MSD &Brussels Policy Centre, PHARMACEUTICAL POLICY PASSPORT, 2019.10.17.]

※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해외동향을 요약한 것으로 기관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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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생의료 동향과 민관산학의 협력을 견인하는
일본재생의료학회의 대응

재생의료는 기존 방법으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의 근본 치료가 될 가능성이 있어 실용화가
기대되는 새로운 의료기술이며,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실용화로 연결하려면 임상연구의
촉진 및 기업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산업화가 필요.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 재생의료의 동향을
개관하고, 민관산학의 협력 모델 구축을 통한 재생의료의 임상연구 및 산업화를 촉진하는 일본재생의료
학회(JSRM)의 독특한 사업 활동에 대해 소개

일본재생의료학회(JSRM)는 국비투입형 사업인 ‘재생의료 등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재생의료 국가
컨소시엄의 실현’을 통해 재생의료의 임상연구 및 산업화를 가속화
Ÿ 사업은 5개의 유닛으로 구성, 주요 활동은 △재생의료 등 임상 연구 지원 △재생의료에 종사하는
인재 육성 및 교육의 추진 △재생의료의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 △산학 협력을 통한 재생의료의
사회적 구현 추진 △환자·시민이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실시 등
Ÿ 이 사업은 국가 규모의 지식·경험 공유화를 추진하고 재생의료를 가속시키는 협동 모델을 구축해
전국 규모의 컨설팅과 전문인력 육성 등 폭넓은 활동을 선도하면서 2019년 3월에는 제1회 일본
오픈 이노베이션 대상을 수상

[재생의료의 추진]
재생의료는 평생 치료해야 하는 만성질환, 고령화에 따른 질환 등 기존 방법으로는 치료가 곤란한
조직·장기의 근본 치료가 될 수 있어 사람·환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증가
Ÿ 일본의 장기 이식 희망 등록자 수는 약 14,000명에 달하나, 1997년 10월에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2019년 5월 말까지 뇌사자 장기 기증은 누계 603건이며 기증자 부족과
거부 반응 위험 등이 장벽
Ÿ 재생의료는 환자 자신의 세포·조직 또는 다른 사람의 세포·조직을 배양·가공한 것을
이용하여 손상된 조직·장기를 복구, 재생하는 의료
- 재생의료 치료법은 △체외에서 인공적으로 배양한 줄기세포로 구축한 조직 △산 세포를
주입한 기기 등을 환자의 체내에 이식하는 세포치료 △내재성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약물치료로 크게 구분

5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19.11.18

일본의 재생의료는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의 3개 부처를 중심으로 기초 연구에서부터
산업화, 실용화까지 일관된 추진 체제를 구축
Ÿ 특히 문부과학성은 2003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재생의료의 실현화 프로젝트’를 실시, 줄기세포·
재생의료 연구를 교토대, 게이오기주쿠대, 도쿄대, 이화학연구소의 4대 거점에서 중점 추진
- 2006년에 새로운 줄기세포로 iPS세포(인공만능줄기세포)가 개발되고, 2007년에 인간 iPS세포가
수립되면서 획기적인 신기술로 재생의료연구 분야를 선도하였으며, 2012년에는 iPS세포 연구로
교토대 야마나카(山中) 교수가 노벨상을 수상
Ÿ 2013년 5월에는 일명 ‘재생의료추진법’이 시행되고, 그 후 2014년 11월에 ‘재생의료의
신속하고 안전한 연구개발 및 제공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기본 방침’이 각의 결정
Ÿ 2014년 11월에는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법’)’및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Ÿ 새로운 심사 제도 또한 신설되어 치험(치료)부터 유효성을 ‘추정’ 후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에,
조건 및 최장 7년까지 한시적으로 조기에 제조·판매가 승인되는 ‘조건 및 한시적 승인 제도’가 도입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의 재생의료 사업은 기초연구부터 임상연구·치험까지 빈틈없는
연구지원체제를 구축
Ÿ 의료 분야의 국가 연구지원체제는 종래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에 예산이 배분되어
각 성에서 운용하여, 이들을 집약하고 기초부터 실용화까지의 연구개발 업무를 일체화하기 위해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법’이 시행되어 2015년 4월에 AMED가 창립
Ÿ AMED의 재생의료 사업에는 ‘재생의료 실현 프로젝트’가 있는데, 문부과학성은 기초 및
응용 연구와 비임상연구를, 후생노동성은 임상연구·치험(治験)을, 경제산업성은 기초연구부터
임상연구·치험 일체를 담당하는 형태로 각 소관부처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

[재생의료의 실용화 동향]
재생의료의 실용화 상황은 크게 의료의 실용화, 제품의 실용화, 산업계 동향의 세 가지로 나뉘며,
의료의 실용화 현황은 다음과 같음
Ÿ 재생의료 등의 실시에 관해서는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법’에 근거해 공개 데이터가
후생노동성에서 발표되는데, 2019년 5월 말까지 제출된 재생의료 등 제공 계획 수는
치료 3,723건, 연구 139건
Ÿ 2019년 AMED가 추진하는 ‘재생의료 실현 프로젝트(再生医療研究開発)’ 중 ‘재생의료
실용화 연구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임상 연구·치험 과제 48건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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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생의료 및 관련 제품의 실용화를 촉진시키는 제도는 ‘조건과 한시적 승인 제도’ 외에
‘선구적 심사지정제도’가 있음
Ÿ 선구적 심사지정제도는 세계 최초로 혁신적인 의약품, 의료기기, 재생의료 및 관련
제품을 일본에서 조기 실용화하기 위해 조기 치험 단계에서 유효성이 예상된 경우에
선구적 심사지정을 받고 승인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제도
- 심사지정을 받은 재생의료 및 관련 제품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이 있고, 근본적 치료법이
없는 증상이 지속되는 등 실용화가 시급한 의약품으로 ‘STR01’ 등 11개 품목
- 2019년 7월 현재 일본에서 승인된 재생의료 및 관련 제품은 7개 품목
Ÿ 재생의료 및 관련 제품 외에 세포가공물을 제조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법’에 근거한 승인 절차가 필요

재생의료의 사회 구현에는 재생의료 및 관련 제품의 개발 이외에 배양지나 시약류 등의
주변 산업도 필요한데, 일본의 재생의료 산업화 촉진은 재생의료혁신포럼(FIRM)이 주도
Ÿ FIRM에서는 제품화를 목표로 한 연구개발로부터 임상치료·시험, 승인 취득, 국내외 보급을
원스톱으로 촉진하기 위해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을 연결하는 기반 조성과 주변 산업과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제 정비를 추진
Ÿ FIRM에 등록된 기업 수는 2019년 4월 현재 250개 이상이며, 산업화와 국제표준화 추진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할 계획

[일본재생의료학회(JSRM)의 대응]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을 잇는 학회 총회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Ÿ JSRM은 2001년 출범, 2018년도 현재 회원수는 약 6,000명으로, 제18회 학회 총회 (2019년 3월)에서
발표된 연구 내용은 기초연구, 임상연구, 치험, 의약품·주변기기 개발, 윤리·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세포
보존·수송기술 개발, 지자체 지원 정책 등 다양
Ÿ 또한 최신 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는 전시실을 마련해 사업 소개 및 기술 상담의 장을 제공했으며,
참여한 171개 기업 중 건설업·제조업 58.5%, 서비스업 41.5%, 외국계기업 17.5%, 대학 벤처기업 9.2%
등이며 FIRM 소속은 약 40%

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산업화의 추진 활동은 다음과 같음
Ÿ 재생의료를 실용화할 경우 임상연구·치험 단계에서 산업계와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며,
2019년 3월 학회 총회에서 JSRM의 ‘재생의료 등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재생의료 국가
컨소시엄의 실현’ 사업(이하 ‘국가 컨소시엄 사업’)이 큰 이슈가 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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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JSRM의 국가 컨소시엄 사업은 AMED의 ‘재생의료 실현 프로젝트’의 ‘재생의료 임상연구 촉진 기반
정비 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으로, 일본 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시작,
이 사업은 다음 5개의 유닛으로 나눠 활동을 추진
❙JSRM의 국가 컨소시엄 사업의 주요 활동❙
유닛
임상연구
지원

인재 육성

재생의료 등
데이터베이스
산학 협력

환자·시민
참여

활동 내용
·재생의료 등 임상연구의 지원
- 임상연구 프로토콜(규정 및 절차), 연구 환경·설비 운용에 관한 제언
- 재생의료 등 제공계획서 작성 지원 및 제공계획 서식의 공개
·재생의료 인재 육성 및 교육의 추진
- 의사, 세포배양가공기술자 등을 양성하는 커리큘럼 등 작성 및 연수회 실시
- 재생의료에 관한 법제도의 교육, 의사에 대한 윤리 교육, 재생의료 승인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교육, 세포배양가공기술자에 대한 지도
- 교과서 ‘재생의료: 창조, 실시, 지원 제1판’ 발간(2019.3)
- ‘세포배양가공시설의 무균조작에 관한 고려방안’ 공개(2018.3)
·사례 데이터베이스(National Regenerative Medicine Database: NRMD) 구축 및 운용
- 임상 연구(Clinical Research: NRMD/CR)(2017.10~)
- 시판 후 조사(Post Marketing Study: NRMD/PMS)(2018.3~)
·산학 협력을 통한 재생의료의 사회적 구현 추진
- 재생의료 산학 협력 밸류체인 세미나 개최(연 2회)(2017~)
- 재생의료 산학 협력 테크노 옥션 개최(연 1회)(2018~)
- 재생의료 표준화 검토
·환자·시민이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
- 일반용 사이트 ‘재생의료 포털’ 개설(2019.3~)
- 재생의료의 위험 계발을 목적으로 한 일반용 인터넷 동영상 제공(2018.3~)
- 재생의료의 환자 상담 창구 개설: 월수금 10~13시/14~16시(2018.3~)
- 환자, 일반용 재생의료 첨단기술 강연회
- 시민과 연구자와의 대화를 목적으로 한 그룹 워크숍

일본 재생의료의 실용화는 의료의 실용화와 제품의 실용화 두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한 사업화·산업화가 필요
Ÿ JSRM은 2016년부터 ‘국가 컨소시엄 사업’ 활동을 통해 일본에서 실시하는 재생의료의
임상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에 기여
Ÿ 재생의료의 실용화는 기대가 크지만 과제도 많은데, 안전성 및 유효성의 문제 이외에도
임상연구·치험용 배양지나 시약류 등의 소모품이 고액화되고 있어 경제성 논의도 필요
Ÿ 재생의료의 실용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학관이 협력한 국가 총력 체제로의 정책 검토나
조정이 지속적으로 필요
[NISTEP, 再生医療の推進状況と産学官民の協働を牽引する日本再生医療学会の取組, 2019.9.25.]

※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해외동향을 요약한 것으로 기관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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