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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2)

⊙⊙ “K-임플란트 러시아 시장 1위 ”, “러시아에 부는 K-뷰티 열풍, 한국 화장품 수입 5년 새 9배 ”, 이는 러시아
보건의료 시장과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의 제목임

⊙⊙ 하지만 국제 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등 국제 정세가 악화되면서 보건산업 기업들은 물론 국내 산업 전반적으로 對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국가로 다수의 제약기업들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의료기기 및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화장품 기업들은 과도한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대체 국가로서 러시아의 수출 비중을 늘리는 추세였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 보건산업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국내 보건산업 구조적
특성상 대부분 의료기기 및 화장품 기업들은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해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기업이 상당 수 존재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번 사태가 시장 축소, 환율 증가 및 루블화 결제에 따른 유동성 위기 등 실제 對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유가 및 원자재, 물류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상승 등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국내 보건산업 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실제로 글로벌 시장분석 기관인 Fitch Solutions(2022)는 이번 사태로 인해 원유 및 천연가스, 석탄 및
금속류, 물류 산업이 받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표 1>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글로벌 산업에 미치는 영향
Industry

International Disruption

Industry

International Disruption

Oil & Gas

High

Mining & Metals

High

Agribusiness

High

Food & Drink

High

Consumer & Retail

High

Tourism

Medium

Autos

High

Logistics & Shipping

High

출처: Fitch Solutions(2022)

⊙⊙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의 對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규모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1) 덴탈아리랑(2021.12.9.)
2) 기계신문(20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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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경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배경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2.24)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 확장과 러시아의 팽창주의가
부딪혀 발생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NATO 및 유럽연합(EU) 가입을 막고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비나치화를 위해
침공함
* 푸틴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으로부터 러시아가 안전함을 느끼고 발전하고 존재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괴롭힘과 집단 학살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 비나치화”하는
것이라고 밝힘
* (비나치화)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돈바스 지역의 집단 학살자의 책임을 규명, (비무장화) 러시아를 위협하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시설 파괴
3)

--러시아는 군사적 요충지인 우크라이나가 일종의 군사동맹체제인 NATO 가입을 추진하자 크게 반발함

출처: SBS(2022.2.26.)

[ 그림 1 ] 유럽의 NATO 가입국 변화

⊙⊙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NATO 비가입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이나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비나치화 문제는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는
4)
장기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정식 EU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사태는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임

3) SBS(2022.2.26.)

4) 김학기(20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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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러시아 제재 현황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주요국들은 러시아의 금융자산 동결 및 실물 거래
5)

제한을 추진하고 있음

■■금융 제재
⊙⊙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① 러시아 은행과 거래 중지 ②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 ③ SWIFT 배제
6)

조치를 단행했거나 단행할 예정이고, 우리 정부 역시 이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발표함

⊙⊙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 중지)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함
--(’22.2.22)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과 군사특수은행(PSB) 및 그들이 소유하는 42개 자회사를
특별지정제재대상(SDN*)으로 지정하였으며 미국에 소재하거나 미국인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제재대상자들의 모든 자산과 이익은 차단되고 이들과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금지됨
  *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22.2.24) 러시아 최대 금융기관인 Sberbank에 대해서는 미국 금융기관 내 환거래계좌를 금지시키고 두
번째 큰 금융기관인 VTB Bank에 대해서는 SDN으로 지정
--EU와 일본도 Rossiya Bank, VEB, PSB에 대해 자산동결 및 금융거래 중단 조치를 취함

⊙⊙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 미국은 러시아 중앙은행, 국부펀드, 재무부가 3월 1일부터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22.2.22)
--기존에도 거래 제한은 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국가 부채에 대한 유통 시장(Secondary
market)까지 거래 제한을 강화하여 자금 조달 방안을 모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SWIFT 배제) 미국과 EU,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들은 러시아를 SWIFT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EU는 3월 12일부터 SWIFT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함
--회원 은행간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결제시스템인 SWIFT에서 러시아가 배제됨에 따라 타 국가와의
원활한 금융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함

■■무역 제재
⊙⊙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對 러시아 수출관리규정(EAR) 대상 품목 수출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를
7)

발표함(’22.2.24)

* BIS는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및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EAR)에 따라
수출을 통제하고 있음
* 미국 안보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단체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들을 수출통제
제재리스트(Entity List)에 등재하고 이들에게 EAR 대상 품목을 수출할 경우 사전 허가 필수

⊙⊙ (對 러시아 이중용도통제품목 리스트 요건 강화) 이중용도통제품목 리스트(Commerce Control List,
CCL)의 카테고리 3∼9*에 속하며 수출통제 분류번호(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가 부여된
품목 및 기술을 대상으로 총 7개 분야, 57개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내림

5) 김바우(2022.3.22.)

6) 금융제재 내용은 법무법인 태평양(2022.3.4.) 자료 정리
7) 무역제재 내용은 법무법인 태평양(2022.3.4.)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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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3(전자공학), 카테고리 4(컴퓨터), 카테고리 5(통신 및 정보보안), 카테고리 6(센서 및 레이저), 카테고리
7(운항시스템 및 항공전자공학), 카테고리 8(해양), 카테고리 9(항공우주산업 및 추진체)

--7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의 수출 시 사전 허가가 요구되며, 러시아를 수출통제 관리대상국가
그룹인 D:5(US Arms Embargoed Countries, 포괄적 무기금수 대상국)에 포함(’22.3.2)시켜, 특정
제품에 미국산 부품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는 경우, 모두 EAR 통제를 받게 됨

⊙⊙ (FDPR 적용) BIS는 외국산직접제품규정(Foreign-produced direct product rule, FDPR)에 따라 미국
외 제3국에서 생산된 외국산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직접 제품으로 취급하여 수출 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러시아에도 이를 적용함
--군사최종용도(Military End User, MEU) FDPR은 최종 사용자가 특정 군사 최종사용자인 경우,
비전략물자인 소비재 수출 시에도 FDPR을 적용받도록 함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對 러시아 제재를 취하기로 한 EU, 영국, 캐나가, 호주, 뉴질랜드, 일본에 대해서는
FDPR 적용을 면제했고 최근(’22.3.3) 우리나라도 면제국에 포함됨

⊙⊙ (돈바스 지역 수출 통제) 분쟁 지역인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으로의 총체적인 수출 역시 통제되며 수출 시
BIS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EO 14065)을 발령함(’22.2.21)
--제재 대상 지역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제재 대상 지역에서 미국으로의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의 직·간접적
수출, 재수출, 판매 또는 공급 금지 등

⊙⊙ 이 외에도 미국은 러시아산 석유 및 가스, 에너지의 모든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도 금지(’22.3.8)하였고, 미국 달러 지폐의 수출, 판매, 공급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22.3.11)

⊙⊙ EU도 에너지 부문 신규 투자 금지, 러시아산 철강 및 금속 제품의 수입 금지, 사치품 수출 금지, 국영회사와의
거래 금지 조치를 취함(’22.3.15)
--다만 러시아 의존 비율이 매우 높은 석유,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 금지 등 제재를 산유국인 미국처럼 쉽게 가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됨

⊙⊙ 일본도 분쟁지역 대상 수출·입 금지, 러시아 국채 발행 금지, 러시아 은행의 자산 동결 및 러시아 기업에 대한
수출 제재,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 금지 결정뿐만 아니라 자산 동결 등 개인에 대한 제재도 가하고 있음

⊙⊙ 주요 국가들의 對 러시아 수출·입 제재 조치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 표 2 > 주요국의 對 러시아 수출·입 제재 현황
국가

수입 제재

MFN 대우 철회

미국

(절차 강화) 이중용도 통제품목(CCL 3~9)
(통제) 시추장비 관련 제품
(금지) 사치품(의류, 자동차 외)
(역외 수출 제한) FDPR 강화

(금지) 에너지(원유, 석유, 석탄), 해산물,
주류, 음료, 비공업용 다이아몬드
(검토 중) 우라늄

검토 중

EU

(금지) 사치품(고가 자동차, 보석류 등), 에너지
관련 장비 및 기술

(금지) 철강

영국

(금지) 항공, 우주산업 관련 품목, 사치품

-

O

일본

(금지) 국 제수출관리대상품목, 석유정제장치,
이중용도 통제품목

-

검토 중

캐나다
호주

수출 제재

O

(금지) 석유 시추장비

(금지) 원유 및 에너지원

검토 중

(금지) 무기 또는 관련 물자, 군용 물품, ⊙
석유 탐사 및 생산 관련 품목

(금지) 무기 및 관련 물자

검토 중

주: 2022.3.21. 기준
출처: 김바우(20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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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대응 현황
⊙⊙ 러시아 정부는 3월 7일,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EU 등 48개 국가를 비우호 국가(Unfriendly
Countries)로 지정하고,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를 부과하도록 함
--한국 기업 및 개인의 모든 거래는 러시아 정부 위원회의 승인이 필수이며, 특히 비우호 국가에 채무를 지고
있는 러시아 기업은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채무 이행을 해도 되도록 함

< 표 3 > 러시아 지정 비우호국가 리스트
한국, 알바니아, 안도라, 호주, 영국(저지, 안길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지브롤터), EU 국가, 아이슬란드,
캐나다, 리히텐슈타인,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싱가포르, 미국,
대만, 우크라이나, 몬테네그로, 스위스, 일본

⊙⊙ 이후 서방국들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는 수출 규제와 관련된 3개의 조치들도 발표하였으며 해당 규제들은
2022년까지 적용됨
--대통령령 제100호에 따른 정부령 제311∼313호에 따른 수출 규제를 발표함(’22.3.9)

⊙⊙ 제311호 및 312호 명령을 통해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HS 코드 기준 500개 품목을 발표함
--(수출 금지) 러시아 연방에서 EAEU,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로의 219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였는데 보건산업과 관련된 5개 품목이 존재함
* 대상 품목: 러시아 관세청 수출 통제 219개 품목 중 보건산업 품목(HS 3006, HS 9018, HS 9019, HS 9021, HS 9022)

--(수출 제한) 러시아 연방에서 EAEU,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로의 수출을 제한함
* 대상 품목: 러시아 산업통상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에서 관리하는 281개 품목

⊙⊙ 하지만 이들 조치는 러시아에서 이전에 수입한 제품·장비에 대한 재반출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8)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수출 제한 조치는 일부 국가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로 러시아 현지 및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수출 금지 조치의 경우, 러시아에서 이전에 수입한 제품·장비에 대한 재반출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러시아 현지 및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제313호의 경우, 한국을 포함해 러시아가 지정한 48개 비우호국으로의 일부 목재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9)

담고 있으나 규제 품목의 對 세계 수출 규모는 연 14억 달러에 불과해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가 발표한 수출 규제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8) 산업통상자원부(2022.3.16.)
9) 산업연구원(20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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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러시아 수출 규제 현황
차수

법령번호(발효일)

원산국 적용 범위

상대국 적용 범위

품목 범위(품목 수)

조치(기한)

1차

제302호(’22.3.6)

외국산

전세계

의약품/의료기기
(불상)

수출 금지

2차

제311호(’22.3.9)

외국산

EAEU, 압하지야 및
남오세티야 외 모든 지역

ICT, 자본재 등
(3,132개)

수출 금지
(~’22.12.31)

2차

제312호(’22.3.9)

외국산

EAEU, 압하지야 및
남오세티야

상동

수출 통제
(~’22.12.31)

2차

제313호(’22.3.9)

자국산

미국, EU, 한국 등 48개
비우호국가

일부 목재
(132개)

수출 금지
(~’22.12.31)

3차

제361호(’22.3.15)

자국산

전세계

설탕(70개)

수출 금지
(~’22.8.31)

3차

제362호(’22.3.15)

자국산

전세계

밀, 호밀, 보리 및
옥수수(16개)

수출 금지
(~’22.6.30)

출처: 김바우(2022.3.22.)

⊙⊙ 최근(’22.3.23)에는 비우호 국가에 판매하는 천연가스의 대금은 루블화로만 결제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서방국들의 경제제재로 인해 폭락한 루블화의 가치를 방어하고 서방의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Ⅲ

對 러시아•우크라이나 보건산업 수출 규모10)
10)

■■의약품 수출 규모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의약품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로, 우리나라의 對 러시아·우크라이나 의약품 수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은 매우 적음
--러시아는 의약품 수입 비중이 56.3%에 달할 정도로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이며 바이엘, GSK 등 글로벌
11)
제약사의 비중이 높고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40위권 수준으로 나타남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의약품 수출액은 각 약 1억 달러 및 약 0.2억 달러 규모로
전체 의약품 수출액(99.15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약 1.0%, 0.2%로 매우 작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연도별 對 러시아·우크라이나의약품 수출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10) 보건산업의 정의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분류(HSK) 10단위 기준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에 해당하는 714개 품목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분류(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2.3.28.)
11) KOTRA(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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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최근 5년간 對 러시아·우크라이나의약품 수출 규모
2017

2018

2019

2020

(단위: 억달러, %)

2021

CAGR

러시아

0.32

0.38

0.40

0.41

1.02

33.6

우크라이나

0.05

0.05

0.04

0.14

0.18

37.7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 對 러시아 의약품 수출 기업의 수는 많지 않으며 일부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기업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20년 기준 러시아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14개이며, GC녹십자(67.5%)와 한미약품(9.4%),
12)
한독약품(3.3%) 상위 3개 기업이 전체 수출액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이들 제약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러시아 수출액 비중은 1% 미만으로 매우 작음

< 표 6 > 2020년 국내 제약기업 러시아 수출액 및 매출액 대비 비중
제조사
녹십자

수출액(달러)

매출액(백만원)

비중(%)

6,331,500

1,504,115

0.51

한미약품

884,279

1,075,854

0.10

한독

315,839

497,227

0.07

메디톡스

285,907

140,827

0.24

삼성바이오로직스

251,563

1,164,777

0.02

한국유나이티드제약

239,827

215,950

0.13

바이넥스

138,000

132,968

0.12

셀트리온

134,021

1,689,786

0.01

동아에스티

117,180

586,728

0.02

일양바이오팜

82,705

10,939

0.92

유영제약

75,000

111,221

0.08

종근당바이오

34,500

124,600

0.03

동국제약

25,187

559,103

0.01

비씨월드제약

1,150

56,933

0.00

출처: KOTRA(2021), 각 사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의료기기 수출 규모
⊙⊙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로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의 주요
수입국임
--러시아는 70%, 우크라이나는 90% 가량의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국가로 우리나라는 중국, 독일, 미국,
일본과 함께 주요 수입국임
12) KOTRA(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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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수출액은 각 약 2.7억 달러 및 약 0.4억 달러
규모로 수출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의료기기 수출액(66.39억 달러)의 각 4.1%, 0.7%를 차지함

< 표 7 > 최근 5년간 對 러시아·우크라이나 의료기기 수출 규모
2017

2018

2019

2020

(단위: 억달러, %)

2021

CAGR

러시아

1.07

1.56

1.94

2.69

2.69

25.9

우크라이나

0.16

0.18

0.22

0.31

0.44

28.8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 의약품과 달리 의료기기는 수출 기업의 수가 270개로 많게 나타나는데, 수출액 대비 기업 수를 고려할 경우
영세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2021년 기준, 對 러시아 수출액 상위 의료기기 품목은 임플란트(27.2%), 초음파 영상진단기(16.0%),
방사선 촬영기기(14.4%) 순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진단용 시약 수출도 2020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2020년 기준, 국내 270개 기업이 약 2.58억 달러 규모의 의료기기를 러시아에 수출한 것으로
13)
나타났는데 , 상위 품목의 수출 규모와 주요 수출 기업의 규모 고려 시, 대부분 기업은 수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 것으로 보임

< 표 8 > 최근 5년간 한국의 對 러시아 의료기기 수출 주요품목 및 수출액
(단위: 달러)

2017

2018

2019

2020

2021

임플란트

33,780,387

45,436,989

52,681,057

51,225,647

73,456,018

초음파 영상진단기

11,665,869

20,240,162

34,166,062

36,858,807

43,199,381

방사선 촬영기기

10,921,696

19,060,684

23,176,308

24,759,911

38,931,054

전기식 의료기기

11,752,376

19,296,194

17,192,038

16,038,897

20,568,306

방사선 촬영 및 치료기기

1,717,686

4,773,790

9,240,442

16,128,700

14,550,322

치과용 드릴 엔진

3,428,699

4,831,937

7,871,187

8,936,446

14,144,764

진단용 시약

2,617,526

3,160,918

2,661,003

57,741,628

13,092,073

의료용 레이저 기기

4,180,704

5,053,154

4,674,211

3,908,487

7,104,397

치과처치용 재료

2,669,416

3,394,461

4,280,410

4,999,246

6,503,757

시력보정용 렌즈

3,706,779

4,479,713

4,766,913

4,090,617

5,970,046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2021년 기준 러시아는 임플란트 시장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약
14)
40%로 1위로 나타남
* 러시아 치과용 임플란트 수입 시장 점유율(’21): 한국(39.8%), 스웨덴(19.3%), 이스라엘(12.8%), 독일(11.0%),
스위스(7.3%)

--초음파기기의 수입 비중도 높은데,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2위 수입 국가임
13) 조선비즈(2022.3.4.)

14) 덴탈아리랑(20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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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출 규모
⊙⊙ 우리나라의 對 러시아·우크라이나 화장품 수출액은 각각 2.90억 달러와 0.48억 달러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비해 수출 규모가 큰 산업임
--러시아의 경우, 유럽 지역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 큰 규모의 뷰티 시장으로 화장품법 등이 유럽
15)
지역과 유사해 러시아에서 성공한 제품은 유럽 국가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음
--對 러시아·우크라이나 화장품 수출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 수출액은 2.90억 달러와
0.48억 달러로 전체 화장품 수출액(91.84억 달러)의 약 3.2%,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액 기준
6위와 14위로 주요 타겟 국가임

< 표 9 > 최근 5년간 對 러시아·우크라이나 화장품 수출 규모
2017

2018

2019

2020

(단위: 억달러, %)

2021

CAGR

러시아

0.97

1.59

2.12

2.44

2.90

31.5

우크라이나

0.07

0.14

0.31

0.32

0.48

61.8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특히, 우리나라는 프랑스에 이어 러시아 화장품 수입액(’21) 상위 2위 국가임
* 러시아 화장품 수입 시장 점유율(’21): 프랑스(23.6%), 한국(13.6%), 이탈리아(8.2%), 폴란드(8.1%), 중국(7.9%)

⊙⊙ 對 러시아 화장품 수출의 경우, 수출액 대비 수출 기업 수가 보건산업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영세한 규모의 기업들이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
16)

--2021년 기준 러시아 화장품 수출 기업의 수는 444개로 러시아 수출 품목 기업 중 그 수가 가장 많음

< 표 10 > 2021년 품목별 對 러시아 수출 기업수
(단위: 개, 백만달러)

화장품

기타플라스틱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아연도강판

기업수

444

239

201

137

30

수출액

290

175

1,509

476

211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2)

--국내 중소기업들의 對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품목 현황을 통해서도, 화장품은 2021년 기준 러시아의
2위(9.9%), 우크라이나의 3위(13.3%) 수출 품목이며 그 성장률 또한 높아 중소기업의 러시아 사업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음

15) 서울경제(2022.3.8.)

16)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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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 2021년 對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품목 현황(중소기업)
러시아
수출 품목

우크라이나
수출액

금액

(단위: 백만달러, %)

비중

증감률

수출 품목

수출액
금액

비중

증감률

자동차

672

24.4

23.1

자동차

86

26.2

66.0

화장품

273

9.9

17.3

철강판

66

20.1

139.5

철강판

140

5.1

44.0

화장품

43

13.3

52.6

자동차 부품

130

4.7

11.4

자동차부품

26

8.0

15.6

플라스틱 제품

104

3.8

19.7

전자응용기기

17

5.2

41.7

전자응용기기

77

2.8

△11.9

의약품

15

4.5

31.3

합성수지

65

2.4

95.5

의료용기기

11

3.5

21.9

운반하역기계

54

2.0

△4.1

플라스틱 제품

11

3.5

4.4

석유제품

54

1.9

2.5

기타정밀화학제품

8

2.5

162.9

종이제품

49

1.8

3.3

수산가공품

3

0.9

253.9

출처: 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2)

Ⅳ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

1.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사업 축소
■■제약 산업
⊙⊙ 국내 제약기업들의 對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수출 규모는 크지 않으며 수출 기업의 수도 적어 타 산업에 비해
단기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임
--對 러시아 의약품 수출액은 약 1억 달러 수준(’21)으로 전체 의약품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로
매우 작음
--또한 러시아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제약기업은 14개(’20)로 적은 편이고 기업들의 규모도 의료기기,
화장품에 비하면 큰 편이나 기업별 매출액에서 러시아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미비해 기업들이 받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러시아와 긴밀하게 추진하고 있던 백신 관련 사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국내 2개 컨소시엄*은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스푸트니크 V, 스푸트니크 라이트)을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함
* 휴온스 글로벌 컨소시엄(휴메딕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보란파마), 한국코러스 컨소시엄(이수앱지스, 큐라티스,
보령바이오파마, 제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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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각종 제재와 러시아 코로나19 백신*의 WHO, EMA 심사가 중단되는 등
국내 기업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스푸트니크V는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백신으로 러시아에서 승인(’20.8)되었으나 WHO, EMA에서는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임

--휴온스 글로벌은 컨소시엄은 시제품 생산 단계에 있었지만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비우호국가로 지정하고
각종 국제 사회 제재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 우려로 인해 위탁생산 사업 중단 결정(’22.3.10)
  * 휴온스는 위탁생산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계약도 체결하였고, 이수앱지스도 기술이전을 추진 중이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관련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한국코러스 컨소시엄은 상업생산물량을 러시아가 아닌 최종 목적지로 출하 등 사업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지만 WHO, EMA의 평가 중단*, 국제적 보이콧 등 요인으로 인해 장기적인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최근 WHO는 항공편, 신용카드 사용 등 기술적 문제로 인해 스푸트니크V 평가를 중단한다고 발표(’22.3.16)하였고,
EMA도 심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평가 절차 보류(’22.3.18)

■■의료기기 산업
⊙⊙ 우리나라는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의 주요 수입 국가이며 일부 의료기기의 비중은 매우 높아 이번 사태로 인해
받는 영향은 의약품 대비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임
--치과용 임플란트의 경우, 주요 수출기업인 오스템 임플란트는 매출액 기준으로 미국, 중국에 이어 큰
시장이며 모스크바에 현지 법인도 설치하는 등 핵심 수출 국가인데 매출액 감소 등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초음파 영상진단기기도 러시아 내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삼성메디슨 등 주요 수출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 소형 의료기기와 달리 고가 의료기기는 보통 주문 후 제작 방식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對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기업의 상당 수가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판단되며, 이들 기업은
규모가 큰 기업들과 달리 수출 대상 국가가 한정적일 가능성이 높아 이번 사태로 인해 기업에 따라서는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실제로 2020년 기준, 중소기업의 對 러시아 상위 수출 품목에 의료용 기기(10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對
18)
우크라이나 수출 품목에는 8위(’20)와 7위(’21)에 포함됨
--또 한 수 출 품 목 도 초 음 파 영 상 기 기 와 같 은 선 주 문 - 후 제 작 방 식 의 고 가 의 료 기 기 가 아 닌
치료재료,저부가가치 의료기기일 가능성이 높아 러시아·우크라이나수출이 제한되면서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러시아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 대해 500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발표(’22.3.13)하였고 의료기기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보임
19)
--500개 품목 중, 보건산업과 관련된 HS Code 기준 5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음

* HS 3006(의료용품), HS 9018(전기식 의료기기), HS 9019(치료용 호흡기), HS 9021(정형외과기기), HS
9022(전리방사선기기)

--5개 품목의 對 러시아 수출·입 현황을 분석해 보면, 수입액은 매우 적고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큰 품목들로
러시아의 조치로 인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17) 조선비즈(2022.3.4.)

18) 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2.3)
19) 한국바이오협회(20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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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 러시아 제재 품목의 2021년 국내 수출•입 현황
(단위: 천달러)

구분

러시아
수출액

우크라이나

수입액

무역수지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HS 3006

9,671

14

9,657

2,022

2

2,019

HS 9018

97,577

1,071

96,506

19,767

242

19,525

HS 9019

4,983

118

4,865

215

0

215

HS 9021

79,595

174

79,421

8,745

14

8,731

HS 9022

56,048

278

55,770

4,342

24

4,318

합계

247,874

1,655

246,219

35,091

282

34,808

출처: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화장품 산업
⊙⊙ 국내 전체 화장품 수출액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로 크지 않으나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화장품은 의약품, 의료기기와 달리 OEM, ODM 제품이 많아 직접 공장을 보유할 필요가 적은 특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참여률이 높은 분야임
--실제로 러시아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수는 444개로 전체 러시아 수출 품목 기업 중 가장 많으며
산업의 특성상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판단됨
* 2021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의 對 러시아 수출 품목 중 화장품은 2020년에 이어 2위로 나타났으며 우크라이나도 2위(’20)와
20)
3위(’21)로 높은 순위를 보임

⊙⊙ 특히, 러시아 시장은 2017년 사드(THAAD) 사태·한한령 조치가 시행된 이후,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시작한 국가로, 이번 사태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대기업은 영향이 적을 수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을 하고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발주량 감소, 재고 증가, 미수금 발생,
대금 결제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유니레버, 에스티로더 등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며 러시아 내 판매 중단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수출을 지속하게 될 경우 자칫 국제적 불매 운동의 역풍을 맞을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으로서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음

2. 임상시험 감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다수의 다국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임
21)

--러시아에서 진행 중인 다국적 임상시험은 842개, 우크라이나는 502개임

--다른 유럽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가 덜 하고, 잘 갖춰진 공공의료 대비 치료접근성은
높지 않아 임상시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구도 많은 편임
20) 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2.3)

21) HealthWorld.com(202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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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우크라이나의 경우, EU 임상시험 규정을 따르고 있어 EU 경제권 내에서 적용되는 의약품 허가 트랙을
밟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제약기업들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임
--EU 규정(Directives), 가이드라인(Guidelines)을 준수하는 동시에 헬싱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 ICH(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표 13 > 우크라이나 임상시험 장점
• 미국이나 다른 유럽국가 보다 3배 이상 높은 임상시험 대상자 등록률과 등록을 돕는 의료기관의 중앙집중적 시스템
• 유럽 연합 표준에 맞게 조정된 규제당국의 규정
•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며 잘 정의된 계약 절차와 능률적인 승인 절차
•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매우 잘 구조화된 형태의 의료체계
• 현대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여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환자가 많음
• 환자당 평균 비용 절감이 서유럽에 비해 28%, 영국에 비해 47% 낮음
출처: 배수연(2017)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2017년 EMA에서 승인한 94개 신약 중 우크라이나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한 신약은
49개이며 FDA에서 승인한 151개 신약 중에서도 28개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임

⊙⊙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다수의 임상시험이 중단 또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음
--머크, 로슈 등 글로벌 제약기업들은 우크라이나 내 의료시설 파괴, 환자 피난 등 요인으로 인해 신규 환자
등록 중단 등 임상시험에 차질이 발생함
--러시아 임상시험도 임상의사의 러시아 입국 어려움, 제재의 일환으로 신규 임상시험을 중단하는 등 향후
러시아에서의 임상에 많은 난제가 존재함

⊙⊙ 국내 여러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다국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동유럽 국가 시장 진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여러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다국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신풍제약은 임상시험 실시국가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콜롬비아를 추가했고 종근당도 국가 조정을 검토 중임
--우크라이나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SK바이오사이언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티움바이오, 종근당, 일양약품이 있는데, 이들 기업들도 다국적 임상시험의 특성상 전체 임상 진행에는 큰
22)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하지만 당장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는 영향이 적다고 하더라도 임상시험 실시 국가로서의 높은 가치와
동유럽을 비롯해 유럽권 시장에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국가로서의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위치에는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임

⊙⊙ 러시아는 전쟁 종식의 요구사항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최근 우크라이나는
EU 정식 가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우크라이나 내 의료시설의 파괴, 환자 모집 등 임상시험 환경도 훼손되어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따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신약개발 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대신할 새로운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임상시험 전략 국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2) 이코노믹리뷰(20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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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WIFT 배제 및 루블화 결제에 따른 기업 유동성 위험 증가
⊙⊙ 對 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SWIFT 결제망*에서 러시아 금융기관들을 배제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은 결제대금
지연 및 중단에 따른 손해가 예상되며, 유동성이 낮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우회 결제에
23)
대한 추가비용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SWIFT는 송금 자체가 아닌 송금 정보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보조(메시징) 수단이나, 글로벌 자금거래 실무에서 차지하는
24)
비중이 워낙 커 결국 자금거래 자체를 제한

--對 러시아 보건산업 교역 규모를 볼 때, 상당수 의료기기 및 화장품 기업이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판단되며 이들 기업들에게는 무역대금 회수 지연, 송금 제한 등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러시아는 제재의 일환으로 2022년 3월 5일 이후부터 비우호국가의 채권자에 대한 외화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러시아 정부나 기업, 지방정부, 개인(이하 ‘채무자’) 등은 월 1,000만 루블을 초과하는 금액의 채무 상환과
관련하여 비우호국가 채권자에 대한 외화 채무를 루블로 상환 가능
--러시아의 채무자는 러시아 은행에 채무자 명의로 된 특별 루블 계좌인 C 타입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로
25)
변제일 기준 러시아 중앙은행 환율에 따라 외화 채무액의 루블화 환산액을 송금 요청할 수 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루블화 가치는 폭락하고 있는데 루블화로 채무를 상환받게 될 경우 기업들은
큰 환자손을 감당해야 함
--특히, 중소 수출기업은 대부분 달러로 물건을 팔고 송금해 원화로 환전한 뒤 이를 회사 경영 자금으로 활용해
26)
왔는데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루블화로 받으면 손해가 너무 커 회사가 존폐 위기에까지 놓일 수 있음

출처: Washington Post(2022.3.31.)

[ 그림 2 ] 달러-루블화 가치 변화 추이
--최근 폭락한 루블화 가치를 높이기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은 루블 매입을 강화하고 매도를 억제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수출 대금을 루블화로만 받겠다고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여전히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급등한 천연가스와 원유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루블화 가치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이지는 못할
27)
것으로 전망됨
28)

  * 해외 IB들은 2022년말까지 루블화 전망치를 달러당 100 루블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23) 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2.3.3.)
24) 국제금융센터(2022.2.28.)

25)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2.3.21.)
26) 서울신문(2022.3.9.)

27) 글로벌이코노믹(2022.4.7.)
28) 국제금융센터(202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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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율·물류비 증가에 따른 기업 채산성 악화
⊙⊙ 이번 사태로 인해 환율과 물류비가 증가하고 있어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와 거래를 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체 보건산업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러시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과 미국 금리 인상, 중국의 선전시·상하이 봉쇄 등 환율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리스크로 인해 안전 자산으로서의 달러화 선호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경제 위기 지표인 원·달러 환율 1,200원을 넘어 유지되고 있으며 1,25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원·달러 환율의 상방 지지선으로 여겨진 1,250원선이 무너진 적은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뿐임

출처: 우리은행(2022.4.13.)

[ 그림 3 ] 원-달러 가치 변화 추이
--이번 사태로 인해 독일을 비롯한 EU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가격과 소비자물가가 급등하는 등 글로벌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존재함

⊙⊙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보건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환율 변동을 대비에 기업들이 원재료 또는 도입 의약품 구매를 연간 단위로 미리 체결한 경우는 단기적으로
영향이 적을 수 있으나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원가 부담이 커져 제품 가격·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제약산업의 경우, 원료의약품의 국내 자급도는 2019년 기준 16.2%로 2008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완제의약품의 국내 자급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19년 74.1%
29)
수준을 보임

29)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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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의약품 국내 자급도

완제 의약품 국내 자급도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1)

[ 그림 4 ] 국내 의약품 자급도 추이
--완제의약품은 원료의약품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자급도를 보이나 국내 자급도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이는 매년 허가되는 신약의 대부분은 수입 신약이라는 점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표 14 > 연도별 신약 허가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제조

6

2

2

2

4

5

8

수입

28

23

27

13

31

35

29

품목 수

34

25

29

15

35

40

37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2022.4)

⊙⊙ 장기적 환율 상승은 원료의약품 수입 의존도 및 각종 원·부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기업들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져 기업의 영업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국내 원료의약품 수입국: 중국(36.7%), 일본(13.0%), 인도(10.2%), 프랑스(6.5%), 이탈리아(6.0%) 순

--코로나19 이후 원료의약품 수요가 증가한 데 반해, 중국과 인도 내 일부 공장이 폐쇄되고 각국 정부가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원료의약품 가격이 급상승하였는데, 중국산 원료의약품 및 출발 물질 가격은
30)
코로나19 이전 대비 평균 20∼30% 상승함
--특히,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생산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배지, 레진 등 원·부자재의 약 90% 가량을 미국과
31)
유럽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환율 상승으로 원료의약품 및 출발물질, 각종 원·부자재의 수입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외국 제약기업으로부터 도입하는 의약품이 많은 제약기업의 경우, 대금 결제 수단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달러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도 늘어나 영업이익에 손해가 커질 수 있음

⊙⊙ 현재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수입 비중은 약 60% 이상으로 환율 상승에 따라 수입 기업들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부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기기로 제조, 판매하는 기업들도 원가 상승이 불가피할 수 있음

30) 산업연구원(2022.1.14.)
31) 한국일보(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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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국내 의료기기의 수입 점유율은 약 62.1%로 2018년(62.8%)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5년 이후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의료기기 수입 대상 국가: 미국(46.6%), 독일(17.1%), 일본(9.3%), 중국(4.2%) 순

--국산 의료기기의 원자재 및 부품도 해외 의존도가 높아 환율 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는
구조임

⊙⊙ 화장품 산업도 원료 자급률을 높이고는 있으나 유기농·기능성 화장품 등 화장품 원료의 70% 이상을 일본,
미국, 독일, 중국, 프랑스 등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어 환율 증가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 특히,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및 영업이익 손해는 국내 건강보험 급여 체계의 특성,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국민건강보험의 의약품 등재방식은 선별등재 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치료적·경제적으로 가치가
32)
있는 의약품만을 선별해 보험급여목록에 등재하고 있어 약가가 정해져 있음
--필수 치료재료의 경우도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치료재료 비용을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라 지불하되, 품목별로
33)
상한금액을 정해놓고 있음
--또한 정부는 약품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절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환율 변동에 따른 약가를
인상한 것은 1998년, IMF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이 1,700원대까지 급등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약품비 일괄 인상을 시행한 것이 거의 유일함

⊙⊙ 즉,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 반면 생산 및 수입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이는 필수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생산 및 수입 중단, 수익 보전을 위한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 기업 경영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의약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대형 제약기업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부담이
덜 할 수 있으나 전문의약품만을 판매하는 중소형 제약기업들은 영향이 클 수 있음
--실제로 다수 제약기업들은 환율 및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요인으로 인해 일반의약품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옴

⊙⊙ 이번 사태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고 있던 유가와 물류비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코로나19 회복 추세 속에 증가 추세를 보이던 유가 증가가 이번 사태로 인해 가속화·장기화될 것으로 보임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움츠러들었던 민간 소비가 점차 회복되고, 승용차 등을 이용한 활동도 늘면서 국제
원유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수급 불안과 여러 지정학적 요인들로 인해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국제 유가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코로나19 이전 서부텍사스유(WTI)는 배럴당 약 51달러 수준이었다가 급락하여 2020년 4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지만 점차 증가하여 2022년 2월에는 90달러 수준으로 증가함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 유가는 급증하여 WTI는 배럴당 140달러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비축유 방출 등 조치로 인해 다소 내려감
--하지만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제한적인 국가에만 공급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유가가
34)
150달러 이상으로 치솟는 오일 쇼크의 우려도 있음

32)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33)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행위·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34) 국제금융센터(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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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ilPrice.com(2022.4.12.)

[ 그림 5 ] 최근 1년간 WTI 유가 추이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물류 운임 폭등이 러시아의 지리학적 특성과 이번 사태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국내 보건산업 기업들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임
--중국 봉쇄 등 각종 변수로 인해 최근 해운운임이 물류 수급 상황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이며 현장에선 대부분 기업이 여전히 배를 구하기 어려운 물류대란이 이어지고 있음
* 글로벌 해운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최근 하락세를 보임

출처: 한국관세물류협회(2022.4.12.)

[ 그림 6 ]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추이
--항공 운임도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 12주 기준, 세계 평균 항공화물 운임은 4.13달러/Kg으로 수요는
35)
감소하는데 반해 운임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35) 카고뉴스(2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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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카고뉴스(2022.4.2.)

[ 그림 7 ] 상위 10대 노선 기준 최근 2주간 운임 추이36)

⊙⊙ 특히, 미국과 캐나다, EU 국가들이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항공기의 자국 영공 비행을 금지한데 이어
러시아도 36개 국가의 항공기 자국 내 비행을 금지함에 따라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와 더불어 물류비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비행 금지 대상 항공기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러시아를
경유하는 유럽행 화물기를 경유 없이 운행하기로 함
--우회 항로를 이용함으로써 비행 시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유류비 증가로 인해 물류 비용과 기업들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임

출처: Bloomberg(2022.3.12.)

[ 그림 8 ] 러시아 상공 우회에 따른 추가 항공 시간37)
36) 카고뉴스(2022.4.2.)

37) Bloomberg(202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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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고가 의료기기는 항공 운송의 비중이 높은데 항공 운임 증가로 인해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1)

[ 그림 9 ] 2020년 주요 품목의 운송 수단별 수출액 비중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해운운임이 급상승하면서 상당수 물류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이동을 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육상 루트도 원활해지지 못하면서 많은 물류가 다시 해상으로 몰리면서 해상 물류 대란이
심화되는 와중 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글로벌 주요 선사들은 물론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도 러시아
물류업무를 중단함으로써 해상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 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38)

⊙⊙ 코로나19에 이어 이번 사태로 인한 공급망 문제가 완화되기까지 최대 2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어 국내
보건산업 기업들의 장기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보건산업 기업들의 생산비용 증가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보건제품 생산에 석유화학 물질과 각종 원자재들이 사용되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유가는 물론 이들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러시아·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는 일부에 불과해 당장 수급에는 영향은 없겠으나 국제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기업의 원가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임
--특히,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유럽의 상당수 제련 공장들이 감산에 돌입했고 러시아를 대신할 호주 등
시장에 수요가 몰리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 국내 대부분 제약기업들의 생산하는 의약품은 합성화학의약품(Chemical drug)인데, 이들의 성분이 되는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생산과 제조·생산에 필요한 많은 물질들이 석유에서
추출되는 화학물임
--특히, 대부분 원료의약품이 중국, 인도 등 해외에서 수입되는데 국제 유가의 증가는 물류 비용 뿐만 아니라
국내·외 원료의약품의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8) CNBC(20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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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1)

[ 그림 10 ] 의약품 제조 과정

⊙⊙ 현재 러시아가 자국에서 생산되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출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유럽 국가의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비용이 급상승할 경우, 주요 제약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럽발 원료의약품, 항암제 등 완제의약품, 백신 원부자재 등 완제품 등 다양한 항목의
39)
생산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 석유와 각종 원자재들은 의료기기 생산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들의 가격 상승은 기업들의 부담 가중
및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對 러시아 수입액 1위 품목인 나프타는 플라스틱의 기본 원료로 마스크 필터, 의료용 가운,
주사기 등 각종 의료기기 생산에 활용되는데 최근 그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플라스틱 종류

의료기기 용도

폴리 염화
비닐

혈액 투석 튜브, 호흡 마스크, 산소 튜브

폴리 에틸렌

인공 엉덩이, 무릎 및 어깨 커넥터

ABS

수술 도구, 플라스틱 바늘 등

출처: FCS(2020.12.04)

출처: 헤럴드경제(2022.3.7.)

[ 그림 11 ] 의료용 플라스틱 종류 및 나프타 가격 추이
--러시아 수입 비중이 높은 백금은 반응성이 낮고 고온에서도 잘 부식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해 인공 심장
박동기, 치아 보철 등 각종 의료기기 제작에 생산되는데,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타
국가로 대체하더라도 국제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음
--이외에도 알루미늄, 팔라듐, 티타늄 등 의료기기용 원자재들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의료용 모니터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생산에 사용되는 네온가스는 우크라이나의 수입 비중이 높은데 우크라이나 네온가스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요인으로 인해 네온가스 가격도 급등하고 있음

39) 의학신문(20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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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IKKEI Asia(2022.3.8.)

[ 그림 12 ] 주요 원자재 국제 가격 추이

⊙⊙ 유가 상승은 화장품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다수의 화장품 원료, 화장품 용기 재료가 석유에서 추출되기
때문임
--파라핀, 바세린, 글리세린, 히알루론산, 미네랄 오일, 계면 활성제 등 많은 화장품 원료는 물론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PP, PE 등 플라스틱도 석유로부터 추출됨
40)

--화장품 용기의 경우 이미 원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Ⅴ

결론 및 시사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속적인 공격도 이뤄지고 있어 사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악화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에는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최근 OECD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1%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그 여파가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번 사태가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보건산업의 경우, 對 러시아·우크라이나 무역 비중이 크지 않고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및 철강 등 기간
산업에 비해 기업들의 교역 규모도 크지 않아 국가적 관점에서는 그 영향이 작을 수 있음

⊙⊙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시장은 동유럽 국가, 나아가 유럽 국가로의 진출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하는 전략적
국가로서 많은 보건산업 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있으며 그 성장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對 러시아 제재가 심화되고 환율·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국내 보건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대부분 기업이 영세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내 사업 중단 및 환율 및 유가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 등 이번 사태로 인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중소기업의 수가 많은 의료기기와 화장품 산업은 단기·중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의약품의 경우, 기업 규모 대비 수출액 비중이 매우 적어 단기적인 영향은 적겠으나 임상시험, 유럽 진출 등
중장기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40) 코스인(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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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에서도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지원방안이 보다 면밀하고 신속하게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 또한 기업 차원에서도 수출 대상국 경기 상황, 원·부자재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해 재고 확대 및 수입선 다변화 등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보다 장기적으로는 대외 환경 변화에 덜 민감하고 국내 보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원료의약품,
의료기기 부품, 화장품 원료 등 국내 보건산업 제품들의 국산화율 제고와 함께 새로운 수출 시장 발굴을 위한
시장 분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제조업 중심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러시아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상대 국가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 국제의료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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