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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제법 및 국제협약에 나타난 지식재산권 규정의 변화, 이

에 따른 국내법 개정, 개정된 국내법이 실제 지식재산 제도 운영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법 및 국내법에는 구조적

모호함(constructive ambiguities)이, 법과 실제 제도 운영에는 괴리(gap)

가 있기 때문에 국제법과 국내법만을 가지고 제도의 효과를 예측하는 것

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식재산 제도

를 국제법 및 국제협약이라는 공통된 맥락에서 국내법 개정, 실제 제도

운영으로 나누어 파악한다. 다만, 후자에서는 지식재산 제도의 광범위한

범위를 고려하여 논의를 의약품 강제실시 제도로 한정하였다. 이는 강제

실시 조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호함과 그것이 의약품 접근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분석 1에서는 아시아 5개국을 중심으로 국제법 및 국제협약에 나타난

지식재산권 규정의 변화 양상과 이러한 내용이 국내법 개정으로 연결되

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를 아시아 5개국으로 선정한 이유

는 아시아 국가는 중남미 국가와 더불어 지식재산의 주요 수요 국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중남미 국가를 대

상으로 한 연구와 다르게 양적 및 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분석 1에서

는 먼저 국제법 및 국제협약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

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조항들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개별 국가가

가입한 국제법 및 국제협약이 당사국의 전반적인 지식재산 제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국제법 및 국제협약으로 인하여 개정

된 국내법의 내용과 개정된 시기는 국가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근거로 첫째, 지식재산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의약품 제

도 내에서 지식재산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음, 둘째, 이로 인하여 지식재

산의 의약품 제도 내의 적용을 규정하는 특허법 이외의 법률이 중요해지

고 있음, 셋째, 국제법 및 국제협약의 구조적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한 적



극적 해석 및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특히 분석 1

에서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여러 조항 중, 강제실시에 주목하였다. 이는

모든 분석 대상 국가에서 강제실시와 관련된 내용을 국내법에 포함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하였기 때문이다. 즉, 강제실시

규정은 국제법 및 국제협약의 구조적 모호함과 이에 따른 적극적 해석

및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석 2에서는 분석 범위를 확장하여 1995년 이후 강

제실시 청구 및 실시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은 국가, 의약품,

청구 주체 및 결과에 따라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1995년부터 현재까지

27개 국가에서 108건의 강제실시 청구 사례가 있었다. 청구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첫째, 강제실시는 2005년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활용이 저하되

고 있으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중상위 소득 국가에서, 지역을 기준으

로 아시아 국가에서 보다 활발히 청구되고 있음, 둘째, 강제실시를 청구

한 국가는 청구 대상 의약품을 기준으로 HIV/AIDS 의약품을 주로 청구

한 국가(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와 HIV/AIDS 이외의 의약품을 주로

청구한 국가(태국, 에콰도르)로 구분할 수 있음, 셋째, 강제실시의 청구

주체를 정부와 정부 이외로 구분할 경우 전자에서 강제실시, 할인, 자발

적 실시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는 사실을 발견

하였다. 또한 청구 주체와 청구 결과를 중심으로 강제실시를 유형화 하

였을 경우 브라질과 태국은 청구 주체가 정부인 측면에서 동일하였으나

그 결과가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분석 3에서는 분석 2의 발견을 고려하여 브라질과 태국의 강제실시 제

도 운영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강제실시는 복잡한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개입(intervention)이기 때문에 강제실시와 관련된 맥락, 기제,

효과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하여 Realist Review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브라질의 강제실시는 HIV/AIDS 의약품을 중심으로 청구되고 있었다.

HIV/AIDS 의약품은 1차 치료제와 2차 치료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2차

치료제의 높은 가격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는 태국에서도 유사하게 나



타났다. 다만, 태국은 HIV/AIDS 이외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강제실시를

청구하였는데, 이들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는 강제실시의 위협으

로 작용하였다. 국가 요인에는 정치적 상황, 경제 현황, 법과 제도가 중

요한 맥락이었다. 정치적 상황에서는 민주화의 과정, 사회정책의 강화가,

경제 현황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이에 따른 자유화, 소득 수준,

제약 시장과 의약품 생산 능력이, 법과 제도에서는 지식재산 제도와 보

건 제도가 중요한 맥락이었다. 특히 보건 제도의 형성에는 헌법에 명시

된 구체적 건강권과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였

다. 또한 분석 3에서는 강제실시의 현상을 운영, 위협, 옹호의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경제적 유인과 규범적 정당성이라는 기제

로 설명할 수 있었다. 경제적 유인이란 무역질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profit)을 규범적 정당성은 무역질서에 나타난 정의(justice)를 의미

한다. 강제실시의 위협이라는 현상은 경제적 유인을 얻기 위한 미국의

무역정책과 미국무역대표부의 활동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며, 강제실시의

운영과 옹호라는 현상은 규범적 정당성과 관련된 정의의 내용, 당사자,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제법 및 국제협약에 나타난 지식재산권 규정의 변화, 이

에 따른 국내법 개정, 개정된 국내법이 실제 지식재산 제도 운영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국제법 및 국제협약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개별 국가의 국내

법 개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며 개정된 국내법이 개별 국가의 강제실

시 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세

계화라는 구조적 변화에 있어서 개별 국가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요어: 세계화, 의약품 접근, 구조적 모호함, 지식재산권, 강제실시,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학번: 2013-3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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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세계화와 이에 따른 무역장벽의 완화로 재화 및 서비스의 국가 간 이

동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소득 국가에서 논의 되었던 지식재산 등의

산업 및 무역 규범이 중·저소득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Blouin et al.,

2009). 이러한 현상은 의약품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데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화로 국민 건

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의약품은 비록 그 형태는 재화이지만 특

허 및 미공개정보 등의 지식재산이 체화된 것으로 일반적인 재화와는 다

른 특성을 갖는다. 즉, 의약품은 가치재로의 성질과 지식재산이 체화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다른 재화와 구분되는 독특한 논의

가 세계화를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공적 권리인 의약품 접근

권과 사적 권리인 지식재산권의 갈등인데, 세계화와 이에 따른 지식재산

권의 국제적 보호로 인하여 사적 권리가 강화되고 있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의 성질로 인하여 의약품 접근(access to

medicine)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의약품 접근은 일종의 권리(right)

로 건강권(right to health)의 세부 항목인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right to

health care)로 이해할 수 있다. 의약품 접근권은 비차별성, 물리적 접근

성, 정보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차별성이란 의약

품 접근권의 일반 원칙으로 의약품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차별이나 제

한 없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 접근성, 정보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물리적 접근성이란 의약품은

취약계층 등을 포함하여 모든 계층에 필요한 시간 내에 이용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보 접근성이란 의약품과 관련된 안전성, 유효성 등의

정보가 이용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경제적 접근성이란 의약품은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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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가격에 이용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재인용 손경복, 2014).

의약품과 관련된 지식재산으로는 특허권, 상표권, 미공개정보 등이 있

는데, 이들은 의약품 접근권의 주요 내용인 물리적 접근성과 경제적 접

근성에 영향을 준다. 특히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의약품은 특허권이 보장

하는 독점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접근성의 측

면에서 환자의 의약품 접근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Commis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CIPR, 2002). 지식재산의 일반적인 내

용인 지식재산의 범위, 지식재산의 제한, 특허의 요건, 특허의 보호기간,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허가특허 연계, 자료독점, 의약품 급여 단계에서 급

여 및 가격 결정, 의약품 유통 단계에서 강제실시와 병행수입은 의약품

의 물리적 접근성과 경제적 접근성에 모두 영향을 준다. 지식재산이 물

리적 접근성과 경제적 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경로로는 급여목록 등재 이

전과 등재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등재 이전에는 높은 약가로 인한

등재의 지연 및 거부, 등재 이후에는 독점으로 인한 높은 약가가 의약품

접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자는 물리적 접근성을, 후자는 경제적 접근

성을 제약한다.

지식재산의 보호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의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최근에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PP)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손경복과 이태진, 2015). TRIPs 협정문 이후

지식재산권 논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약품 분야는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특허 제도에서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분야이

며, 생산자가 시장독점권을 갖는지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이며,

국민 건강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복제 등이 심정적으로 용인될 수 있

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오근엽, 2010).

본 연구는 국제법 및 국제협약에 나타난 지식재산권 내용의 변화를 의

약품 접근의 측면에서 고찰한다. 그런데 지식재산이 의약품 접근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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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은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다. 일국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해당

국가의 의약품 접근에 영향을 준다는 단순한 가정은 지식재산 제도에 내

재된 역동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국제법 및 국내법에는 구조적 모호

함(constructive ambiguities)이(Drahos et al., 2004), 법과 실제 제도 운

영에는 괴리(gap)가 있기 때문에(Ginarte and Park, 1997) 국제법과 국내

법만을 가지고 제도의 효과를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식재산 제도를 국제법 및 국제협약이라는

공통된 맥락의 변화, 이에 따른 국내법 개정, 그리고 실제 제도 운영으로

나누어 파악하고자 한다. 다만, 후자에서는 지식재산 제도의 광범위한 범

위를 고려하여 논의를 의약품 강제실시 제도로 한정하였다. 이는 강제실

시가 의약품 접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조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호함 때문이다.

강제실시 제도란 공적 권리와 사적 권리의 갈등 상황에서 공적 권리인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률적으로 강제실시 제도는 정

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한 지식재산

권의 사용을 허가하기 위하여 정부가 특허권자에게 부과하는 비자발적인

실시권 설정 계약을 말한다(특허청 홈페이지). 의약품 분야의 강제실시

제도는 국제적으로 그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파리협약), TRIPs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은 의약품 특

허권의 강제실시(의약품 강제실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고소득 국가뿐

만 아니라 많은 중·저소득 국가들도 국내법에서 의약품 강제실시 근거를

완비하고 있다(Cerón and Godoy, 2009; Chaves and Oliveira, 2006;

Oliveira et al., 2004). TRIPs 제31조는 권리자의 승인 없는 다른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강제실시, 비자발적 라이선스(non-voluntary

licenses)가 포함된다. 강제실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TRIPs 협상 과정에

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계기가 되었다. 양측

은 강제실시 제도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였다. 개도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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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의 승인 없는 다른 사용은 특허권자의 이익과 공익을 모두 고려해

야 하며, 선진국의 특허 남용과 이에 따른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하여 그

내용이 엄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선진국은 자국민의 재

산권을 보호하고,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과 자유무역을 촉진한다는 명분

으로 엄격한 내용을 주장하였다(특허청, 2004).

의약품 강제실시 제도는 국제협약과 국내법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지

만 실제로는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7개 국

가에서 24건의 의약품 강제실시 사례가 있었다(Beall and Kuhn, 2012).

이에 따르면 의약품 강제실시 제도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활발히 사

용되었으나, 200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연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van Gelder and Stevens, 2010;

WHO, 2008; Bucknell, 2007). 한국에서는 의약품 강제실시 실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1995년부터 현재까지 강제실시의 청구가 2002년

1회, 2009년 2회로 총 3회 있었다. 2002년에는 Gleevec1)에 대한 강제실

시 청구가 시민단체에 의하여 있었으며, 2009년에는 Fuzeon2)에 대한 강

제실시 청구가 역시 시민단체에 의하여 있었다. 또한 2009년에는

Tamiflu에 대한 정부의 강제실시 청구의 고려가 있었다. 시민단체에 의

한 강제실시 청구 2건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정부의 강제실시 청구의 고

려는 결과가 존재하지 않으나, 적어도 강제실시, 할인, 자발적 실시 등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강제실시 제도의 절차는 강제실시 청구, 행정기관의 심판과 처분으로

1) 글리벡은 2001년 5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고, 2001년 6월 한국에서 허가를 받았

음. 특허권자인 노바티스는 2001년 6월 한 캅셀당 25,000원에 보험등재 신청을 하였

으나, 보건복지부는 동년 11월 상한금액을 17,826원으로 책정하였음. 노바티스사는 

이 가격을 거부하였고, 2002년 3월 24,055원으로 약가재신청을 하였음. 결국 상한금

액은 23,000원 정도로 정해졌음. 자세한 내용은 이태진 외(2014)를 참조.

2) 푸제온은 2004년 5월 한국에서 허가를 받았음. 동년 11월 1병당 24,996원으로 보험

등재되었음. 특허권자인 로슈는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고, A7 조정평균가격인 43,235

원을 고집하였음. 로슈는 2005년과 2007년 약가인상조정신청을 내어 30,970원을 요

구하였음. 이 과정 중에 2007년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시행되었는데, 푸제온은 진료상

필수약제로 판정이 되어 급여대상으로 결정되었지만 공단과의 가격협상은 결렬되었

음. 자세한 내용은 변진옥과 정정훈(201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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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행정기관의 심판과 처분은 국제협약이 아닌 국내법에 근

거하여 이루어진다. 행정기관의 처분에는 인용과 기각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기관의 처분이 있기 전에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가 계약을

통하여 자발적 실시(voluntary license)를 하거나 특허권자가 할인

(discount)하기도 한다. 앞서 제시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강제실시가 성

공적으로 수행된 사례 즉, 강제실시가 인용된 사례, 자발적 실시 사례,

할인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의 사

례는 Beall and Kuhn(2012), van Gelder and Stevens(2010), WHO(2008)

의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강제실시가 인용된 사례뿐만 아니

라 기각된 사례도 제도의 운영과 효과를 파악할 수 근거를 제시할 수 있

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더욱이 강제실시가 성공적으로

수행된 사례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실시가 기각된 사례를 분석하

는 것은 강제실시의 현황과 운영의 시사점을 폭넓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은 강제실시가 인용된

사례에서도 강제실시의 맥락(context)과 기제(mechanism)에 대해서는 충

분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허제도와 산업정책 전반, 과학·기술 역

량, 보건의료 제도와 제약산업 등에서 나타나는 개별 국가의 이질성

(heterogeneity)은 강제실시 제도 운영의 예측을 더욱 어렵게 하는데, 이

러한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맥락과 강제실시의 기제를 이해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나.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지식재산 제도가 실제 의약품 접근에 미치는 경로와 동학

(dynamics)을 고려한다. 구체적으로 국제법 및 국제협약은 구조적 모호

함을 가지고 있으며(Drahos et al., 2004), 법과 실제 제도 운영에는 괴리

가 있다(Ginarte and Park, 1997).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제법 및

국제협약에 나타난 지식재산권 규정의 변화, 이에 따른 개별 국가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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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법 개정, 개정된 국내법이 실제 지식재산 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다만, 후자에서는 지식재산 제도의

광범위한 범위를 고려하여 논의를 의약품 강제실시 제도로 한정하였다.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법 및 국제협약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

화하고 있다.

첫째-① 하지만 국제법 및 국제협약이 개별 국가의 국내법 개정에 미

치는 영향은 상이할 것이다.

둘째, 개정된 국내법이 개별 국가의 강제실시 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

향은 상이할 것이다.

셋째, 강제실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의약품 가격은 하락하

고, 의약품 접근이 개선될 것이다.

다.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알아본다. 3장에서는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소개한다. 4장의 분석

1에서는 국제법 및 국제협약에 나타난 지식재산권 규정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내법 개정을 아시아 5개 국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분석 2에서

는 연구 내용을 강제실시로 한정하고, 연구 범위를 WTO 가입국 전체로

확장하여 의약품 강제실시 청구 및 실시 현황을 분석한다. 분석 3에서는

분석 2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실재론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브라질과

태국의 강제실시 제도의 운영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

구의 결론을 제시하고 전반적인 지식재산 제도와 강제실시 제도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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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논의의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알아본다. 주요 내용은 세

계화와 무역정책, 지식재산권, 의약품 접근과 접근권, 의약품 특허권의

강제실시이다. 또한 연구 방법으로 실재론적 연구방법론을 살펴본다.

가. 세계화(globalization)

1) 개념과 영역

세계화(globalization)3)는 전 세계인이 단일한 세계 사회에 통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화는 정치·경제·사회관계뿐만 아니라 문화·정

체성에 이르는 분야까지 삶의 모든 부문에서 펼쳐지는 다차원적 과정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화는 현대 사회의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변

화를 설명하는 실용적인 개념이 되었다(권태환 외, 2009). 세계화는 다양

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지만 뚜렷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스티브 카슬

과 마크 밀러, 2013). 다만, 세계화의 특징을 여러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는데 Held et al.(1999)는 세계화의 특징을 ‘현대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연관성의 확장, 심화 및 가속화’로 제시하고 있다.

세계화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가 있다. 국제화는

국민국가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국제화가 국민국가라는 기본 단위를 바

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교류를 의미한다면, 세계화는 국

경과 주권을 넘어 이러한 상호행위가 완전하게 통합되는 현상을 의미한

다. 즉, 국제화는 세계 사회를 국민국가의 합으로 생각하지만, 세계화는

세계 사회에서 개별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1990년대 국민국

가 개념의 약화에 따라 국제화보다 세계화의 개념이 학문적으로 의의를

3) 일부 문헌들은 세계화를 지구화 혹은 전지구화라고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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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되었다(Albrow, 1996).

Reich(1998)은 세계화의 여러 측면에 주목하면서 세계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세계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붕괴된 후 나타

난 역사적 시기의 현상이다. 이 시기 현대사회는 공업화·근대화와는 본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기제가 나타났다. 둘째, 세계화는 자본·상품·노동

시장을 규제하던 규칙들이 소멸되면서 출현한 경제현상이다. 셋째, 세계

화는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합의와 프로테스탄티즘

(Protestantism) 가치관 확대 과정인데, 이는 미국적 가치의 지배로 요약

할 수 있다. 넷째, 세계화는 기술·정보의 발달에 따른 사회조직과 기업구

조의 변화, 기술혁명과 사회혁명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참조할 때,

세계화의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부문으로 세분할 수 있다. 정치 부문

의 세계화는 민주주의의 확대, 경제 부문의 세계화는 자유시장경제의 도

입에 따른 자본·상품·노동 이동의 확대, 사회 부문의 세계화는 프로테스

탄티즘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적 가치의 지배 및 사회조직과 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기제의 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경제적 세계화

세계화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세계화의 과정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임현진과 공석기, 2014; 스

티브 카슬과 마크 밀러, 2013). 즉, 과거 국민국가들 안에서 이루어졌던

경제활동이 국민국가의 국경을 넘어 활발히 발생하는 현상 및 과정을 설

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세계화가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Petras and

Veltmayer(2002)는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세계화

는 직접투자의 증가,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기술·서비스 이동의 자유화,

그리고 이에 따른 세계적 경제의 창출을 의미한다. 즉, 경제적 측면의 세

계화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에 따른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무역,

생산과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 지식재산 등의 산업 및 무역 규범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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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의 부속서는 경제적 세계화의 구체적 영역을 파

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부속서는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협정, 서

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협정에는 농업협정, 섬유 및 의류협정뿐만 아니라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 원산지규정협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세계무

역기구는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과 무역규범으로의 투자 및 지식재산에

대한 내용을 경제적 세계화의 주요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

향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들 협정에서는 투자에 대한 논의가 중요

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별도의 장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Willettes(2001)은 세계화의 행위자를 국가 안에서 정부부처와

관료집단, 합법적 초국가 행위자, 비합법적 초국가 행위자로 분류하였다.

합법적 초국가 행위자에는 초국적 기업, 정당 또는 이익집단, 비정부기구

가 속하며, 비합법적 초국가 행위자에는 범죄집단, 게릴라 등이 속한다.

Willettes(2001)의 분류에서 의미가 있는 행위자는 정부부처와 관료집단,

초국적 기업, 비정부기구이다. 정부부처와 관료집단, 초국적 기업, 비정부

기구는 개별 국가에서 출발하여 활동범위와 영역을 세계로 확대하고 있

다. 이 밖의 행위자로는 국제기구 및 정부 간 기구가 있다. 이상의 논의

를 참조하면, 세계화의 행위자는 국가를 기준으로 국가의 하부 단위, 국

가, 국가의 상부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의 하부 단위에서는 초국적

기업과 비정부기구, 국가 단위에서는 정부 부처와 관료집단, 국가의 상부

단위에서는 국제기구와 정부 간 기구가 중요한 행위자이다.

경제적 세계화의 주요 행위자는 초국적 기업이며, 이들은 세계적 금융

과 상품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즉, 경제적 세계화는 기업의 이익에 이

끌려 진행되고 있다(Bello and Malig, 2004). 금융과 상품 시장은 국민국

가를 넘어 작동하고 있으며, 때때로 어떠한 통제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

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학자들은 국민국가는 구시대적이며, 국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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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권력은 시장과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새로운 권력으로 대체될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Ohmae, 1995). 이는 세계적 경쟁을 위한 시장 개방, 공

공부문의 민영화, 경제의 탈규제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 원칙들과 관련

있다4). 다른 학자들은 세계화가 국가 복지 체계, 노동자의 권리, 민주주

의 등에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하였다(Martin and Schumann,

1997). 이러한 주장은 세계화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규범적 측면에

서 이해되는 정치적 과정 혹은 기획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스티브 카슬

과 마크 밀러(2013)는 정치적 기획으로서의 세계화와 경제적 과정으로서

의 세계화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치적 기획의

측면에서 불평등의 증대와 분쟁의 증가는 세계화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

에 따라 사회적 행위자이자 경제적 규제자로서 국민국가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반면, 경제적 과정으로의 세계화는 더욱 그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자본의 이동과 민영화, 탈규제, 자유화의 흐름은 강화되고 있

으며,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는 세계경제에 편입되어 분화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세계화는 자본주의가 재구조화되면서 강화되고, 동시에

해체되는 양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세계화의 해체 측면에서 세계화

의 흐름에 저항하는 운동이 최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미국에서 시작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시위

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 시위는 금융 세계화로 악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초국적 사회 운동으로 촉발된 것이다. 여러 부

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국적 사회 운동은 ‘지구정의’라는 구호로 수렴되

면서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대안세계화를 지향하는 운동이 확산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지구정의 운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국가나

국제기구의 정책을 비판하고 저항하는 활동가 및 운동단체 간의 초국적

연대활동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지국정의 운동으로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이 있다. 세계사회포럼은 초국적 수준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과 민주적 토론을 핵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4)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데이비드 하비(2007)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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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임현진과 공석기, 2014).

3) 무역정책의 정치경제

일국의 무역정책은 국제분업을 통한 자원의 최적배분과 무역이익 극대

화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국의 무역정책은 독립적으로 존재하

지 않는다. 무역정책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일국이 추구하는 경제목표

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그러므로 무역정책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경제순환의 원활화, 경제구조의 조정 등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국의 무역정책은 국내외 경제정책

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윤충원, 2004). 또한 무역정책은 한 사회의 모든

집단 간 혹은 국가 간 이해관계의 상충과 대립, 조화와 균형을 포함하는

분야이며, 궁극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정

책은 정치경제학의 주요 학문분야로 정치경제학 연구의 본류를 형성하고

있다.

무역정책의 정치경제를 폭 넓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5). 그것은 첫째, 무역정책과 관련된 사상과

이념, 둘째, 무역정책 결정의 참여자와 이들의 이해관계, 셋째, 무역정책

결정의 제도적 구조와 맥락이다. 그런데 전술한 세 가지 내용은 서로 밀

접한 관계가 있다. 사상과 이념은 제도에 반영되며, 제도는 이해관계의

형성에 영향을 주며, 이해관계는 다시 사상과 이념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무역정책의 사상과 이념, 이해관계, 제도는 역동적

으로 작동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최병선, 1999).

무역정책에 관한 사상과 이념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어느 한편만을 추구하

는 국가는 없다. 또한 양자의 구분은 상대적이다. 한 국가 안에서도 산업

5) 무역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대한 주요 이론적 논의는 최병선(1999)을 참조, 정

치경제학적 접근의 실제 적용에 대한 논의는 윤충원(2004)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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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따라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부문과 보호무역을 추구하는 부문이

있을 수 있다.

무역정책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은 자유무역을 지칭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국의 무역정책은 자원의 최적배분과 무역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데, 비교우위와 규모의 경제에 기초하여 자유무역의 추구가 국민소

득을 극대화하고 최대한의 소비가능성을 보장한다는 명제가 널리 받아들

여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유무역에 대한 이론보다 보호무역에

대한 이론이 지배적인 사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보호무역이 지배적인 사

상으로 자리하는 이유로는 자유무역이 최선의 정책인지에 대한 의문, 무

역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있다(최병선, 1999). 자유무

역에 대한 의문과 정치적 고려는 국내외 정치 및 안보 요인, 사회문화

요인 등에 의하여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국제무역체제는 세계무역기구의 설립으로 견고한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세계무역기구는 국제기구의 설립을 의미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

제사회가 완전히 기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Qureshi, 1998). 즉, 세계무역기구는 회원국의 무역관계 규율을 위

한 공통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기초가 되는 사상과 이

념은 시장개방, 비차별, 국제무역상의 세계적 경쟁이 모든 회원국의 복지

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Hoekman and Kostechi, 1995). 이를

위하여 세계무역기구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축소와 같은 노력을 이행하

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자유무역이 아닌 공정무역을 위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World Trade Organization, 1995).

4) 무역협상의 단계

무역협상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촉매단계(catalyst stage)

로 협상이 다룰 의제와 방향이 제시된다. 이 단계에는 이익집단, 정부, 전

문가 그룹이 참여한다. 두 번째 단계는 협상전단계(pre-negotia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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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제설정이 이루어진다. 의제는 협상참여자가 협상에서 무엇을 주고받

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세 번째 단계는 본협상단계(negotiation

stage)로 의제에 대한 정부 간 협상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이익집단,

자문집단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협상에 참여하여 협상대표에게 영향

을 준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협정문이 작성된다. 네 번째 단계

는 협상후 집행단계(post-negotiation)이다. 협정문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협정문의 내용이 국내법, 행정절차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협상된 내

용과 실제 이행된 내용 간에는 괴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협정문의 명확

성, 협정이행의 감시, 분쟁해결절차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Hoekman

and Kostecki, 1996). 실제 무역협상에는 이 과정에 더하여 협정문이 작

성된 후, 협정문 내용을 바꾸기 위한 재협상(re-negotiation)이 있을 수

있다.

무역협상의 결과인 조약(treaty)은 “국제법의 규율을 받기위하여 국제

법의 주체인 국가 간 체결한 합의”를 의미한다. 조약은 정치적 약속과는

구분된다. 정치적 약속이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준수할 것을 약속한

것이라면, 조약은 국제법상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조약은 서

명(signature)과 비준(ratification)을 거쳐 유효하게 성립되며, 최종적으로

발효(entry into force)됨으로써 시행된다. 정식조약은 서명과 비준이 별

개로 진행되나, 약식조약은 서명을 함으로써 비준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

편, 재협상은 상대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데, 동의를 얻지 못할 경

우 대안은 조약을 수용하거나,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다. 조약을 폐기

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게 최소한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6).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다자 간 협상이나,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양자 간

협상의 최종 결과로 협정문(혹은 조약)이 제시된다. 각 국가의 의회에서

비준된 협정문은 국제법의 하나로 인정받기 때문에 협상에 참여한 국가

는 이러한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협정문 자체가 모든

내용을 포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정문은 구조적 모호함을 가지고 있다

6)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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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hos et al., 2004; 재인용 손경복, 2013). 예를 들어 한-미 FTA 협정

문 제5.1조 마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혁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혁신의 구체적인 의미와 실행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손경복과 이태

진, 2014). 그렇다면 협정문이 구조적 모호함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Drahos et al.(2004)에 따르면 협상가들은 세부 논점에서 합의하기 어려

운 경우, 우선 해당 논점에 대하여 모호한 문장을 만들어 놓고 추후 해

결하고자 한다. 명료하지 않은 조항은 협상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들이

승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며, 입법부의 비준을 용이하게 한다. 하지만

구조적 모호함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대중과 의회의 감시 밖에서 이루

어질 가능성이 높다(재인용 손경복, 2013).

나. 지식재산권

1) 지식재산권 일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란 지적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재산

을 말한다. 과거에는 지식재산이 중요하게 인정되지 않았으나 기술과 문

화가 발달하면서 지식재산이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졌는

데, 이로 인하여 지식재산은 여러 국가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지식

재산 중 일정한 경우 그 지식재산을 생산한 자에게 독점적, 배타적 권리

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라고

한다(이태진 등, 2014).

지식재산권에는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일반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저작인접권이 포함된다. 지식재산권은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기본

적으로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일반저작물에 대해서는 ‘저

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는 ‘실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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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에 관한 로마 협약’ 등 WIPO가 주관하는

각종 조약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최병선, 1999; 박노형

등, 2013).

지식재산은 유형의 자산인 물질재산 혹은 토지의 소유권과 비슷한 점

이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은 무형의 자산으로 유형의 자산과 구별된다.

유형의 자산은 그 사용에 따라 총량이 점차 감소하나 무형의 자산은 반

복 사용이 가능하며 그 공급이 소진되지 않는다. 또한 유형의 자산은 유

일성을 가지고 있어 타인의 불법점유를 쉽게 인지하고 방지할 수 있으

나, 무형의 자산은 타인이 모방하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다. 이

로 인하여 국가는 창조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조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의 지식재산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지식재산권)을 부여

한다. 지식재산권은 유형의 자산인 소유권과 비교할 때 타인의 자유를

간섭할 우려가 있다. 즉, 지식재산권 제도가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데,

분쟁을 해결하는 핵심은 사적 권리와 공공 이익의 형평에 있다(임호,

2006).

새로운 지식과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 및 사회의 이익과

발명가 개인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의 문제는 지식재산권의 주요

쟁점이다. 발명가 개인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그 지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지식재산에 대한 보상으로 지식생

산의 외부효과를 내부화 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학수와 남재현,

2011). 독점적 권리를 바탕으로 발명가는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경제적

이득을 누리며, 지식재산을 재생산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하지만 빈곤한

지역에서 이러한 권리는 생존권 등 기본적인 인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

다(CIPR, 2002). 다시 말하면 지식재산권은 지식과 창조력이 있는 일부

사람들에 대한 재정적인 혜택이나, 지식과 창조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식

재산권은 접근 비용의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CIPR, 2003; 임호,

2006). 그러므로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선진국에 있는

특허권자에게 유리하며, 이러한 이익은 보호를 받는 기술과 상품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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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용자의 비용으로 형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CIPR, 2002).

2) 의약품 분야의 특허권

의약품 분야의 지식재산으로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이

있다. 하지만 특허권을 제외한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의약품 자체

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아니다. 의약품 분야의 지식재산에서는 특허권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의약품 특허는 그 발명의 내용에 따

라 물질특허와 제법특허로 구분할 수 있다. 물질특허는 발명의 내용이

화학물질, 조성물과 같은 물질인 특허이고, 제법특허는 그 물질을 생산하

는 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이다. 과거 대부분의 국가는 물질특허를

인정하지 않았고, 제법특허만을 인정하였다. 제법특허는 물질특허와 비교

할 때 그 보호의 강도가 약하다. 이는 어떤 특정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

에는 하나 이상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제법특허로는 동

일 화학물질의 생산을 막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이윤주, 2007).

다수의 국가들은 오랫동안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물질특허를 인

정하지 않았다(CIPR, 2003). 하지만 20세기 후반 특허권을 폭넓게 보호

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변화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많은 국가들의 특허제

도에도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TRIPs 협정에서 의약품의 물질특허를

인정함으로써 많은 중·저소득 국가들도 물질특허를 인정하게 되었다. 한

국은 1987년까지 물질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1987년 이후부터 물질특

허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1987년 이전에는 제법특허가 의약품

특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물질특허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인도의 경우 2005년까지 물질특허를 인정하지 않았고

제법특허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인도의 제약사는 2005년까지 합법적으

로 특허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이 가능했다.

한편, CIPR(2003)은 19세기 개발국가와 20세기 동아시아 국가의 사례를

통하여 특허제도 운영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허제도는 개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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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경제적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개별 국가들

은 각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가 변화할 때마다 특허제도를 유연하게 적용

하였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개별 국가는 산업 영역에 따라 상이하게 특

허제도를 적용하였다. 셋째, 특허제도는 국내외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특히 19세기 특허로 인한 독점시장의 형성은 자유무역의 이념과

갈등을 초래하였다. 넷째, 최근의 동아시아 경제 성장은 특허제도 운영의

유연한 도입 혹은 특허권 제한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특허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는 생명권과 헌법이 있다(박정일,

2012). 특허권자는 일정범위 안에서 특허권을 사용·수익·처분할 적극적

권리와 특허권을 사용·수익·처분하지 않을 소극적 권리를 향유한다. 그런

데 소극적 권리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특허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이

를 적극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치료제 발명권 불행사가 환자의 생명 위협과 같은 직접적인 침해를 가져

올 우려가 상당한 경우 소극적 권리를 제한하며 생명권 보장의 차원에서

특허권의 제한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또한 적극적 권리의

경우에도 재산권의 주체는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구속을 존중해야

한다. 재산권의 주체는 자신의 재산권을 공중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가안

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 하에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특허권 제한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의약

품 특허권의 기본 취지는 새로운 의약품 개발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부

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물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특허권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

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 예를 들어

치료제가 존재하지만 특허권으로 인한 높은 가격으로 접근이 어려운 경

우 특허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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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화와 지식재산권의 변화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제한은 의약품 접근에 영향을 준다(Hestermeyer,

2008; WHO, 2006; Shaffer et al., 2005; Cohen and Illingworth, 2003).

지식재산권의 일반적인 내용은 TRIPs 협정문과 같은 다자 간 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문과 같은 양자 간 협정에 잘 나타나있다. 하지만 협정문의

내용은 의약품 접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이는 협정문의

구체적 내용이 국내법 개정으로 연결되고 나서야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

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TRIPs 협정문과 의약품 접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연구로는 Oliveira

et al.(2004), Chaves and Oliveira(2007)가 있으며, 양자 간 협정과 의약품

접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연구에는 Cerón and Godoy(2009), Correa(2006)

가 있다.

Oliveira et al.(2004)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에서 TRIPs 협

정문 이행으로 지식재산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법조문을 중심으

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을 포

함한 11개 국가였으며 주요 분석 내용은 TRIPs 협정문이 과도한 지식재

산권 보호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강제실시와 병행수입 조치

등이었다. 분석 결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국내법과

국내제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저자들은 의약품 강제

실시 제도를 공중보건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면

서, 개별 국가의 강제실시 요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파나마를 제외

한 10개 국가에서 강제실시 제도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강제실시를 실시

할 수 있는 요건은 국가별로 상이하였다.

Chaves and Oliveira(2007)는 TRIPs 협정문 이행에 따른 라틴아메리

카와 카리브해 국가의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 변화를 제시하였다. 보건학

적 민감도 지수7)는 TRIPs 협정문이 과도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제한하

7)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의 자세한 내용은 표 1. 분석 1의 주요 종속 변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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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TRIPs 협정문을 넘어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소위 TRIPs-plus를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파라과이와 브라질

에서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가 높았으며, 파나마에서 민감도 지수가 낮았

다. 하지만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가 높은 국가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히 국내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Cerón and Godoy(2009)는 미국-도미니카공화국-중앙아메리카 자유무

역협정(the United States-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이하 자유무역협정)이 도미니카공화국과 중앙아메리

카 국가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

의 세 가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개별 국가의 지식재산권 제도는 자

유무역협정이 요구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

었다. 둘째, 일부 국가의 경우 자유무역협정문이 체결되기 이전에 지식재

산 관련법과 제도를 개정하였다. 셋째, 자유무역협정문이 비준되는 과정

에서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대중의 활발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의약품 접근 등에 대한 문제 인식이 확산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결론을

근거로 고소득 국가와 다국적 제약사들은 협정문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

을 통하여 중·저소득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

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의 비준 과정에서 의약품 접근 등에 대한 대중

의 논의는 보건학적인 함의와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Correa(2006)는 WTO 체제 밖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유무

역협정에 주목하면서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특허권의 보호기간, 자료독

점, 허가-특허 연계 제도, 강제실시의 제한 등이 의약품 접근을 더욱 제

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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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약품 접근과 접근권

1) 보편적 의료보장과 의약품 접근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의 개념은 의약품

접근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World Health Report(WHO, 2010)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모든 인구집단이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이

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보편적 의료보장은 접근과 재정적 보호로 요약할 수 있다.

접근(access)이란 의료서비스 이용(utilization)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복잡하고 다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World Bank, 2013). 일반적으로

접근이란 인구집단이 보건의료제도를 향후 이용할 것과 실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 이용자와 보건의료 제도의 상

호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Khan and Bhardwaj, 1994). 한편,

Penchansky and Thomas(1981)는 접근을 이용가능성(availability), 접근성

(accessibility), 공급자의 조직성(accomodation), 지불가능성(affordability),

수용가능성(acceptability)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용가능성

은 공급자가 이용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인력과 적

절한 기술 등의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접근성은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접근성(geographic accessibility)

을 의미한다. 공급자의 조직성은 이용자의 의료이용 선호와 제약을 반영

한 보건의료 공급자의 조직화된 정도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일반의

(general practitioner)와 전문의(specialist)의 구분이 포함될 수 있다. 지

불가능성은 이용자의 지불 능력 및 지불 용이도를 나타내며, 수용가능성

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수용가능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

한다.

보편적 의료보장에서는 지불가능성을 다른 어떤 차원보다 강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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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Nyman, 1999). 하지만 앞서 제시한 접근이라는 개념의 복잡성과 다면

성을 고려할 때, 지불가능성의 완화는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Wyszewianski, 2002; Penchansky

and Thomas, 198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의료이용에서 경제적

장벽이 낮아지면 의료이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의료이용이 지체되지 않는

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불가능성은 의약품 접근의 주요 내용

으로 여겨지고 있다.

2) 건강권과 의약품 접근

WHO는 건강권을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

리(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로 정의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네 가지 기준으로 이용가능성(availability), 접근성

(accessibility), 수용성(acceptability), 질(quality)을 제시하고 있다(WHO,

2002).

이용가능성이란 건강을 결정하는 재화 및 서비스(재화 및 서비스)가

양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접근성이란 비차별

성(non-discrimination), 물리적 접근성(physical accessibility), 경제적 접

근성(affordability), 정보 접근성(information accessibility)을 포함하는 개

념으로 재화 및 서비스가 정부의 책임 하에 차별없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수용성이란 재화 및 서비스가 의료 윤리 및 문화적으로 적절

하고, 성별 및 생애주기의 필요를 고려하고, 개인의 건강관련 비밀을 존

중하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

로 질이란 재화와 서비스가 과학적, 의학적으로 적절하고 질적으로 우수

해야 함을 의미한다.

접근성을 구성하는 비차별성,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정보 접

근성은 의약품 접근권의 구체적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손경복,

2014). 비차별성은 의약품 접근권의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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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은 필요한 이들에게 차별이나 제한없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약품의 물리적 접근성, 정보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물리적 접근성이란 이용가능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

용가능성에 시간적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의약품이 적절

한 혹은 필요한 시간 내에(timely) 이용 가능함을 의미한다. 정보 접근성

과 경제적 접근성은 실제 의약품 이용의 필요조건으로 의약품 사용에 있

어 의약품과 관련된 안전성, 유효성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이용자의 지

불가능성을 고려하여 의약품 가격이 책정되고 건강보장체계를 통하여 제

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 의약품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가) WTO와 TRIPs

WTO 회원국은 TRIPs 협정문에 따라 상품 또는 제법에 관계없이 모

든 발명을 특허로 보호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면 모든 기술 분야에서 특허를 허여해야 한

다. 하지만 회원국은 몇몇 분야를 특허의 보호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질서 또는 공서

약속을 보호하고, 환경 피해를 회피하기 위함이다. 또한 진료·치료·외과

수술 등 인간 또는 동물에 대한 의료기술, 미생물을 제외한 동물 및 식

물도 특허의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8). 다만, 이러한

제외는 회원국의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될 수는 없

다(박노형 등, 2013).

또한 TRIPs 협정 제 66조는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회원국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최빈개도국 회원국의 특별한 필요 및 요

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는 최빈개도국의 경과기간을, 제2항에서는 최빈

8) TRIPs 협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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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이전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최빈개도국 회원국은 TRIPs 협정의 일부 규정을 TRIPs 협정의 적용일

로부터 10년 동안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TRIPs 이사회는

최빈개도국 회원국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이 기간의 연장을 허용해야 한

다(특허청, 2004).

2001년 4월에 개최된 TRIPs 이사회에서 아프리카 그룹을 대표한 짐바

브웨가 공중보건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동년 6월 TRIPs 이사회는 의약

품 접근에 관한 특별회의(특별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는

2001년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도하선언)을 출범시킨 시작점이었다

(Abbott, 2002). 특별회의에서 다수의 국가들은 ‘TRIPs 협정과 공중보건’

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특히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그룹을 대표하

여 TRIPs 협정과 의약품 접근에 대한 단독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

은 TRIPs 협정의 어느 조항도 회원국이 공중보건을 보호할 목적으로 조

치를 취하는 것을 저지할 수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9).

2001년 9월 회의에서 아프리카 그룹 및 19개 국가10)들은 TRIPs 협정

과 공중보건문제에 관한 선언문 초안을 제안하였다11). 동 선언문 초안은

TRIPs 협정문의 어느 조항도 WTO 회원국들의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

한 조치를 금지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이 밖에도 초안은 강제실시, 병

행수입, 자료보호, 충분한 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들로의

의약품 수출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2001년 11월 14일 각료회의에서 채

택된 도하선언은 TRIPs 협정문에 포함된 유연성 조항들을 제시하고, 회

원국이 이를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임호, 2006).

도하선언 제4항에 따르면 TRIPs 협정은 회원국의 공중보건을 보호하

9) WTO, 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pecial 

Discus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Access to Medicines, IP/C/M/31, July 

10, 2001.

10)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를, 아

이티,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파키스탄, 파라과이, 필리핀, 페루, 

스리랑카, 태국, 베네수엘라.

11) WTO, IP/C/W/312, October 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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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조치를 제한하지 않는다. TRIPs 협정은 공중보건을 보호할 권

리, 특히 의약품 접근을 장려하기 위한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해석

되고 이행될 수 있다. 또한 WTO 회원국들은 TRIPs 협정문의 유연성

조항을 완전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도하선언 제5항은 유연성 조항

으로 강제실시를 허용할 권리 및 허용되는 사유를 결정할 자유를 언급하

고 있다. 여기에는 무엇이 국가의 긴급 상황 또는 위급 상황을 구성하는

지가 포함되는데, HIV/AIDS, 결핵, 말라리아 또는 기타 전염병 등도 여

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도한선언 제6항은 충분한 의약품 생산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WTO 회원국은 TRIPs 협정에 따른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2002년 말까지 이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을 찾고, 이를 일반이사회에 보

고할 의무를 TRIPs 이사회에 부여하였다. 또한 도하선언 제7항은

TRIPs 협정 제66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과기간을 2016년 1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TRIPs 이사회에 지

시하였다(이로리, 2009).

나) WHO와 WHA12)

의약품 특허가 각국의 보건의료 제도 및 체계에 미칠 영향이 명백하였

지만, WHO는 TRIPs 협상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였다(Stein, 2001). 하지

만 WHO 회원국들은 TRIPs 체제가 적용되기 이전부터 TRIPs 협정문에

대한 WHO의 대응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WHO 내에 소규모 기술그

룹이 설립되어 TRIPs 유연성 조항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WTO에

개진하였다. 여기에는 강제실시와 병행수입이 포함되었다(WHO, 2001)

1996년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A)에서 수정의약품

전략(Revised Drug Strategy, 의약품전략)에 대한 결의13)가 채택되었다

12) 이하의 내용은 임호(2006)의 연구를 참조 및 보완하였음.

13) WHA Resolution 49.14. 결의의 내용은 http://www.who.int/phi/WHA49.14.pdf를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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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1996). 의약품전략에 대한 결의 제2항 제10조는 국가 의약품 정

책(national drug policy)과 필수 의약품(essential medicine)에 대한

WTO의 조치를 WHO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분야에서 WTO와

WHO의 협력을 권고하였다. 또한 WHO로 하여금 회원국들에게 TRIPs

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특허권 보호가 갖는 부정적인 영

향을 제한할 수 있는 지침을 발간하도록 하였다(Hoen, 2002).

WHA의 후속 결의는 WHO의 요구를 한층 강화하였다. 2001년 WHA는

두 가지 결의14)를 채택하였다(WHO, 2001). 첫 번째 결의는 HIV/AIDS

위기에 관한 것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은 인권의 중

요한 한 부분임을 천명하였다. 결의는 점진적으로 높은 수준의 건강을

달성하는 것은 HIV/AIDS 환자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이를 달성

하기 위한 비차별적인 의료 이용과 의약품 접근을 강조하였다. 결의는

HIV/AIDS 문제가 건강과 개발의 측면에서 높은 우선순위에 있음을 인

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회원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였다. 또한

결의는 WHO로 하여금 회원국들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지침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결의는 WHO 의약품 전략에 관한

것으로 HIV/AIDS, 말라리아, 결핵 등의 질환에 대한 필수 의약품 접근

의 필요성을 천명하였다. 개발도상국의 대다수 사람들은 의료이용에 따

른 비용을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개발도상국에

서 의료이용은 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원국은

공중보건의 향상, 형평적인 의약품 접근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

도록 하였다. 또한 동 결의는 WHO로 하여금 회원국, 비정부기구 등과

협력하여 현재 의약품 전략의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 저소득 국가에서

유병률이 높은 질환의 의약품 연구개발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14) WHA Resolution 54.10., WHA Resolution 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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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약품 특허권의 강제실시

1) 개념과 법률적 근거

강제실시란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가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하여 특허권자에게

부과되는 비자발적인 실시권 설정 계약을 말한다(특허청 홈페이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와 유사하게 강제실시를 “정부기관이 특허권자

의 승인 없이 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한 특허 사용을 승인하는 것”으

로 정의하고 있다(Lybecker and Fowler, 2009). 강제실시권의 기원은 15

세기 베니스의 특허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르면 베니스 정부는 특

허된 발명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제3자의 신청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은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특허청

홈페이지).

강제실시는 국제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1883년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은 강제실시에 대한 내용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15). 파리

협약에서 강제실시 제도는 특허권자가 독점적 권리를 남용하는 것에 대

한 제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TRIPs 협정문도 제31조16)에서 강제실시

또는 비자발적 라이선스(non-voluntary license)의 요건, 보상 등에 대하

여 규정하고 있다. 즉, TRIPs 협정문은 일정한 경우 특허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강제실시 제도 등의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강제실시는 개별적인

사안의 내용에 따라 정당성의 유무를 판단해야 하며, 강제실시 이전에

권리자와 사용 예정자 사이의 협상 노력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적어도 협정문 상에서 각 국가들은 공중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TRIPs 협정문이 발효된

이후 십여 년 동안 많은 중·저소득 국가들은 공중보건과 관련된 위기상

15) 파리협약 제5조 A.

16) 협정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4장 분석 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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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경험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항들은 충분히 작동되지 않았

다(박노형 등, 2013).

강제실시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특허권뿐만 아니라 저작권·의장권·

상표권 등에서도 적용되는 개념이다. 강제실시를 특허권에 한정하여 논

의하면 특허권의 강제실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특허권이 지닌

권리의 성격상 권리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특허권이 실시되지 않고 사장되는 것은 특허법이 추구하는 본

래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일정한 요건과 절차 하에 행정

기관의 처분이나 심판에 의해 특허발명의 실시가 강제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윤선희, 2005). 법에서 특허권의 강제실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유는 특허제도가 산업 발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특

허권에 제약을 가하기 위함이다. 요컨대 강제실시 제도는 특허제도가 특

허권자만을 보호하는 것에서 나아가 공공의 이익과 균형을 위하여 도입

된 제도이다. 공공의 이익에는 앞서 제시한 의약품 접근의 개념이 포함

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할 때, 강제실시는 다음의 흐름을 갖는다. 첫 번째

단계는 사회적 문제의 발생이다. 사회적 문제의 발생은 강제실시 청구의

요건이 되는데, 여기에는 후술할 국가비상시 국방 및 공익상 필요에 의

한 통상실시권, 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포함

된다. 두 번째 단계는 권리자와의 협상이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여 강

제실시를 실시하려면 사용 예정자는 권리자와 협상을 해야 한다. 다만,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 원

론적으로 협상이 면제될 수 있다. 하지만 협상이 선행되지 않은 강제실

시의 경우 권리자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자와의 협상은

필수 단계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강제실시의 청구이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사용예정자는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강제실시 청구에

서는 청구의 법적 요건이 중요하다. 사회적 문제의 발생에서 제시한 청

구 요건이 국내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강제실시 청구는 법적 정당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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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강제실시 청구의 법적 요건은 국제법 및 국제협

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는데, 국제법 및 국제협약은 구조적 모호함

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강제실시 청구의 법적 요건은 국가마다 상이

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는 청구에 대한 판단이다. 청구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에 대하여 행정부나 사법부에서 이루어지는데, 청구의 법적 요

건과 문제의 긴박함 등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청구에 대한 행정부 및 사법부의 판단인 강제실시의 실시이다.

2) 회의적 견해

의약품 강제실시 제도는 공익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강제실시에 대한 회의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Bird(2009)는 의약품

강제실시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저소득 국가의 사회적 비

용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소, 혁신적인 의약품 생

산의 유인 감소, 강제실시에 대한 타국의 보복조치 등이 포함된다. 저자

는 강제실시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였

다. 여기에는 특허권 소유자와의 협력, 의약품 관세 인하, 의약품 사용을

제한하는 문화적 사회적 장벽의 철폐 등이 포함된다.

몇몇 학자들은 중·저소득 국가에서 의약품 강제실시 제도는 공중보건

의 위기 상황이나 의약품 공급의 지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Lybecker and Fowler, 2009; Bond and Saggi,

2014). 이들은 태국의 강제실시 사례를 근거로 강제실시로 생산된 의약

품의 낮은 품질(quality)과 강제실시를 시행하는 정부의 동기를 문제 삼

았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친산업적이며 편향된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그림 1. 강제실시의 이론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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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예를 들어 강제실시로 생산된 태국 HIV/AIDS 의약품의 낮은

품질이 의약품 내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은 FDA의 허가를 받은 의

약품이 공급되는 말라위(Malawi)나 고소득 국가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Reichman, 2009). 또한 태국의 보건의료 지출은 정부

지출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실시를 실

시한 정부의 동기를 의심할 근거는 없다(Abbott and Reichman, 2007).

한편, 의약품 강제실시와 외국인 직접투자와의 부(-)의 관계는 강제실

시를 비판하는 측에서 주로 사용하는 논거이다(Bird and Cahoy, 2008;

Bird, 2009; Lybecker and Fowler, 2009; Bond and Saggi, 2014). 이들은

의약품 강제실시는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제약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제약사는 예정된 투자를 축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17)(Bird, 2009), 새

로운 신약의 출시를 거부하거나18) 취소할 수 있다(Lybecker and

Fowler, 2009).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Lanjouw(2005)는 1982-2002년 68

개 국가를 대상으로 의약품 가격 규제와 의약품 출시의 상관관계를 실증

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약품 가격규제는 의약품 출시와 부(-)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yle(2007)는 28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의약품 가격 통제 등의 규제가 의약품 출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

데, 의약품 가격의 규제는 의약품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허권의 보호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직접적

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알려져 있지 않다. 오히려 이들의 주장

과 상반되는 사례가 몇몇 존재한다. 중국은 지식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

지 않고 있지만 다른 요인들로 인하여 외국인 직접투자가 꾸준히 이어지

고 있다(Yu, 2007). 또한 몇몇 저소득 국가들은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

호하고 있으나 외국인 직접투자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Maskus, 1998)

17) 이집트의 화이자(Pfizer) 사례.

18) 태국의 애보트(Abbott)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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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선행연구

가) 국내 연구

강제실시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크게 강제실시 제도 운영의 기반이

되는 TRIPs 협정문과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분석한 연구, 강제실시 성

공 사례를 분석하여 제도 운영의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이로리(2009), 강희갑과 박준우(2006), 김남규(2006)의 연구가,

후자에는 이윤주(2007), 박준우(2007), 변진옥과 정정훈(2010)의 연구가

있다.

이로리(2009)는 강제실시의 법적 요건과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중심으

로 TRIPs 협정상의 강제실시 동향을 검토하였다. 강제실시의 법적 요건

으로 TRIPs 협정문, 2001년 TRIPs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

2003년 TRIPs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 6항의 이행에 관한 결

정을 참고하였다. 또한 르완다, 브라질,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의 강제실

시 사례를 제시하고 협정문과 사례를 중심으로 강제실시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강희갑과 박준우(2006)는 TRIPs 협정문에 나타난

강제실시 제도를 미국의 입장과 전략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였다. 미국은 지식재산권 문제를 WTO 체제에서 처

음으로 제기한 국가인데, 자국 IT업계와 제약업계로부터 지식재산의 국

제적 보호를 추진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 저자들은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 이후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김남규(2006)는 강제실시 제도의 의의와 역할을 법적인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강제실시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제도 운영의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에

는 이윤주(2007), 박준우(2007), 변진옥과 정정훈(2010)의 연구가 있다.

이윤주(2007)는 개발도상국들이 강제실시 제도를 포함하여 특허권을 효

과적으로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TRIPs 협정문을 중심으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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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저자는 의약품 특허권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의약품 접근권을 제

시하였으며,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근거로 건강권을 주장하였다. TRIPs

협정문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국내실시규정, 강제실시의 불확실한 범위와

적용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강제실시 제도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으로 소위 TRIPs-plus 조항으로 불리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

자료독점을 선정하였다. 박준우(2007)는 의약품 강제실시 제도의 의의를

소비자가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태국의 공중보건의 위기상황과 강제실시 사례를 제

시하였다. 저자는 강제실시 논의 과정에서 미국 인권단체의 역할을 주요

한 성공 요인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인권단체의 역할과 협상

내용의 공개를 제도 운영의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변진옥

과 정정훈(2010)은 강제실시 제도를 의약품 공급수단으로서 이용가능성

을 검토하고 이러한 대안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문제들을 탐색

적 수준에서 다루었다. 이들은 강제실시 제도가 특허로 보호되는 이익보

다 가치 있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같은 사회적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국외 연구

강제실시 제도에 대한 국외 선행연구는 크게 강제실시 제도 일반에 대

한 연구, 강제실시 사례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van

Gelder and Stevens(2010)의 연구가, 후자에는 Beall and Kuhn(2012),

Consumer Project on Technology(2010), WHO(2008), Bucknell(2007)의

연구가 있다.

van Gelder and Stevens(2010)는 중·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한 공중보건

의 위기와 의약품 접근의 문제를 지식재산권을 넘어선 보건의료 역량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2001년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 이후, 지식재산

권과 관련된 예외 조항들이 도입되었는데 여기에는 의약품 강제실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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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확대 등이 포함된다. 저자들은 실제로 이러한 예외 조항들이 중·저

소득 국가에서 활발히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중·저소득 국가의 의약품 접근은 원조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

력을 통하여 향상되었다고 보면서, 지식재산권이 중·저소득 국가의 의약

품 접근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즉, 중·저소득 국

가에서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상당수는 특허권이 만료된 의약품인데 이

러한 의약품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식재

산권이 아닌 보건의료 인력, 자원, 거버넌스(governance) 등의 요소가 의

약품 접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강제실시 사례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Beall and Kuhn(2012)의 연

구가 있다. 이들은 2001년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이 의약품 강제실시

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의약품 강제실

시 사례를 분석하였다.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7개 국가에서 24건의 의

약품 강제실시 사례가 있었다. 강제실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활발

히 사용되었으나, 200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약품 강

제실시를 도입한 국가를 소득에 따라 분류하면 저소득 개발국가 3개국,

저소득 국가 5개국, 중소득 국가 13개국, 고소득 국가 3개국 이었다. 저

자들은 중·저소득 국가에서 의약품 강제실시 제도가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은 이유로 의약품 생산 능력의 결여, 통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

치적 압력, 법과 행정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다양한 연구들이

강제실시가 인용된 사례들을 제시 및 분석하고 있다(Consumer Project

on Technology, 2010; WHO, 2008; Bucknel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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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실재론적 연구방법론19)

1) 개념20)

실증주의 과학관에서 과학이란 관찰되는 현상들이 모든 시간과 장소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임을 보이고, 관찰 가능한 현상들을 설명하고 예측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견해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과학의 이상적인 모습

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관찰을 통한 경험의 지위가 의

심받으면서 실증주의 과학관은 일부에서 붕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

고, 이에 맞추어 협약주의 과학관이 제시되었다. 협약주의 과학관이란 과

학에서의 결론은 경험 혹은 경험적 증거에서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협약

(conventions)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쿤(Kuhn)은 과학

은 경험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에 따르는 활동이라고 제시하

였다. 이러한 협약주의 과학관은 사회과학의 실제 연구방법에 혼란을 가

져왔다. 과학적 작업이 협약에 따라 수행된다는 주장은 ‘귀납의 일반화

-> 법칙정립 -> 연역에 의한 설명과 예측’의 연구 방법의 포기를 촉구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재론적 과학관은 실증주의 과학관과 협약주의 과학관의 이분법적 틀

에서 벗어나, 과학 활동과 과학적 지식의 특징을 해명하고자 했다. 실재

론적 과학관에서는 ‘과학적 탐구의 대상들은 인간의 탐구와 무관하게 존

재한다(Bhaskar, 1978).’고 본다. 그러므로 실재론적 과학관에서는 실증주

의 과학관에서 주장하는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 실재 자체가 객관성의 준

거가 된다. 이러한 입장은 세계의 성질이 인간의 파악이나 이해와 관계

없는 특정의 상태라고 규정하는 ‘존재론적 객관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Beed and Beed, 1997). 실재론적 과학관의 중요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19) 이하의 내용은 손경복과 김창엽(2015)의 연구를 발췌한 것임.

20) 여기서 소개한 실증주의적 과학관, 협약주의적 과학관, 실재론적 과학관은 이기홍

(1998)의 논문을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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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실재하는 객체와 사유속의 객체는 구별된다.

둘째, 세계는 실재적(the real) 영역, 현실적(the actual) 영역, 경험적

(the empirical) 영역으로 층화할 수 있다(실재적 영역은 존재하는 것 자

체의 영역으로 실체들, 기제들, 구조들 등으로 이루어짐. 현실적 영역은

실재하는 것들의 운동결과로 나타난 사건으로 이루어짐. 경험적 영역은

사건들에 대한 인간의 경험들로 이루어짐.).

셋째, 객체들은 그 자체의 독특한 성질, 인과적 힘, 발생기제 및 구조

들을 가지고 있다.

인과관계(causal inference)에 대한 질문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 연구의 핵심질문이다. 특히 정책의 영역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

은 의사결정(정책결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사회과학에서

인과관계는 여전히 논란의 영역이다. 인과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규명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Pearl, 2009).

임상시험(clinical trial) 등에서는 실험(treatment)적 상황에서 원인 X

가 변화하였을 때 결과 Y가 변화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

한다. 반면 실재론에서는 두 사건 X, Y의 인과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개입 X와 효과 Y를 연결하는 기제, 기제가 발생하는 맥락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직업 교육과 실업률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

재론자는 직업 교육으로 기술 및 취업 동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

한 기제, 지역의 노동력 공급 부족 등과 같은 맥락을 함께 고려한다. 이

러한 맥락에서 Realist Review는 맥락-기제-효과의 관계21)에 대한 가설

이자, 가설 검증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임상시험 등에서의 연

구 질문을 ‘X가 Y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라고 한다면 실재론에서의

연구 질문은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기제를 통하여 개입 X의 효과 Y

가 발생하는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상시험 등에서의 실험과 실

재론에서의 개입의 차이는 무엇인가? Pawson et al.(2005)은 실험과 대

비되는 개입의 특징으로 이론성, 활동성, 단계성, 비단선성, 손상가능성,

21) 맥락-기제-효과를 CMO configuration, 혹은 Demi-regularity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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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가능성, 열린 구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상의 특징을 종합하면 개입

이란 복잡한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체계이며, 적응 ․ 협상 ․

저항 및 차용이 가능한 체계로 볼 수 있다.

Realist Review(RR)는 실재론적 과학관의 영향을 받은 연구 방법론으

로 판단(judgement)이 아닌 설명(explanation)에 초점을 두고 개별 연구

결과를 합성한다. 또한 특정한 맥락과 상황에서 복잡한 개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은 왜 실패하는지의 기제를 설명한다. 이 과정에 맥락, 기

제, 효과는 설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건의 영역에서 널리 쓰이는

Systematic Review(SR)는 RR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SR은 ‘무엇이

혹은 어떠한 실험이 작동하는지?’의 문제를 다룬다. SR은 간단한 혹은

개별적인 실험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반면 RR은

복잡한 개입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설명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전자가 통계를 중심으로 한 합성 혹은 메타 분석을

주된 연구 방법으로 한다면, 후자는 이론을 중심으로 한 자료 해석을 연

구 방법으로 한다. 아래 그림은 SR의 근간이 되는 전통적인 Cochrane

Review의 단계와 RR의 단계를 보여준다. 전통적인 Cochrane Review의

단계는 RR 이해의 좋은 출발점인데, 차이가 있다면 RR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복잡한 개입을 맥락-기제-효과로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근거를 합성한다는 점이다(Pawson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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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onventional Cochrane Review and Realist Review Process

Source: Pawson et al.(2005)

2) 주요 연구

보건학 분야에서 Realist Review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많지 않

은데(Marchal et al., 2010), 주요 국외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Robert et al.(2012)는 아프리카 중·저소득 국가의 의료이용에서 본인부

담금 면제(exemption)의 효과를 Realist Review 방법으로 분석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본인부담금 면제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

한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제시하였다. 첫째, 아프리카에서 실시한 본인부

담금 면제의 효과는 무엇인가? 둘째, 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는가?

셋째, 어떠한 맥락 요소가 작동하였는가? 이들의 연구는 본인부담금 면

제라는 제도를 맥락-기제-효과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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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석 틀의 형성, 1차 자료의 수집, 수집된 자료의 질 평가, 분석 틀에

근거한 자료의 추출, 추출된 자료의 합성의 다섯 단계로 제시하였다.

Dieleman et al.(2011)는 농촌, 오지 지역의 보건의료 인력 유지정책

(retention policy)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Realist Review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동 연구는 보건의료 인력 유지정책의 종류를 개괄하고, 개별

정책의 맥락과 기제를 규명하고,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향후 보건의료 인력 유지정책 도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들

은 보건의료 인력 유지 정책을 교육정책, 규제정책, 재정적 유인정책, 개

인적 혹은 전문가적 지원 등으로 나누고 개별 정책의 특징, 효과, 맥락,

기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Dieleman et al.(2009)는 중·저소득 국가에서 보

건의료 인력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Realist Review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저자들은 보건의료 인력 정책에 대한 논문들을 검토하면서

어떤 정책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작동하는지를 제시하

였다. 이러한 시도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들을 평가하기 위한 첫 번째 시

도였는데, 분석 결과 보건의료 인력 정책은 보건의료 인력의 성과를 강

화하였지만 맥락에 따라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

발생의 가장 주요한 맥락은 지방정부의 참여, 지역사회 현황에 대한 고

려, 지역사회의 참여였다. 또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기제는 지식과 기술,

보건의료 종사자의 의무감과 동기였다.

이상의 사례들이 Realist Review 방법을 사용하여 정책이나 개입의 효

과를 파악하였다면, Marchal et al.(2010)의 연구는 지역 병원의 성과관

리를 실재론적으로 평가(a realist evaluation)하였다. 저자들은 아프리카

가나(Ghana)의 지역 병원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실재론적 평가의 틀은

가설의 설정,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관찰된 자료의 합성의 단계로 이루

어졌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혼합연구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여기에

는 인터뷰, 관찰연구, 문서분석이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협동, 인정, 신

뢰가 조직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또한 저자들은 실재론적

방법들이 성과관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판단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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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 개입, 기제, 효과를 연결하는 것은 제도

의 현실 설명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에 발표된 Realist Review 사례로는 Carrey et al.(2014), Molnar

et al.(2015), O'Campo et al.(2015)의 연구가 있다. Carrey et al.(2014)은

정신 질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학령기 이전 아동 개입의 효과를 설

명하기 위해 연구 프로토콜을 제시하였다. Molnar et al.(2015)은 실업보

험이 빈곤과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 프로토콜을 제시

하였다. 동 연구들의 프로토콜은 연구 범위의 선정, 근거의 탐색, 일차

근거 자료의 평가 및 자료 추출, 근거의 합성, 연구 문제의 답변의 반복

되는 5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O'Campo et al.(2015)은 전술한

Molnar et al.(2015)의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실업보험이 빈곤과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제시하였다. 저자들은 실업보험이 빈곤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을 맥락-기제-효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Realist Review 방법을 활용한 국내 사례로는 손경복과 김창엽(2015)

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중·저소득 국가에서의 이용자 부담 제도의 도입

과 이에 따른 효과를 맥락과 기제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저자들은 맥

락의 중심변수로 이전의 제도와 새롭게 도입된 제도, 의료전달체계와 의

사결정을 포함하는 보건제도를 선정하였으며, 기제의 중심변수로 이용자

부담의 개시(initiation)와 인지(recognition),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대응

(coping strategy)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 부담 제도를 도입하

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이용 현황, 중앙정부의 제도의 구축, 이용자 부

담 제도에 대한 이해, 이용자 부담 제도 이외의 다른 요소(기존의 비공

식적 이용자 부담, 의료기관의 질과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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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결

특허는 의약품 분야의 지식재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 그런데 특허제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으로 일국의 산

업정책 및 무역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일국의 산업정책 및 무역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특허제도도 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제도

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환은 1995년 TRIPs 협정으로 이에 따라 특허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 정립되고 물질특허가 여러 국가에 도입되었다. 이러

한 맥락에서 TRIPs 협정에서 나아가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법 및 국제협

약의 변화를 확인하는 작업은 지식재산제도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연구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은 국내법 개정과 실제 운영

의 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자는 일정범위 안에서 특허권을 사용·수익·처분할 적극적 권리

와 특허권을 사용·수익·처분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는 생명법과 헌법이 제시되고 있다. 강제실

시란 특허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의 하나로,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

을 위하여 정부에 의하여 특허권자에게 부과되는 비자발적 실시권 설정

계약이다. 즉, 강제실시는 특허권 등으로 인한 독점으로 기술이나 기술의

결과물이 충분히 실시되지 않을 때, 정부가 특허권 등의 실시를 강제하

는 제도이다. 초기 강제실시는 권리 남용의 결과에 대한 사후 제재의 의

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권리 남용을 사전에 억제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요컨대 강제실시는 특허권자 등 사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서 나아가 공공의 이익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므로 의약품과 같이 국민 건강(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재화의

경우 강제실시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강제실시가 구체적으로 여러 국가에 소개된 계기는 TRIPs 협정이었

다. 선진국과 개도국은 강제실시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



- 40 -

였고, 이에 따라 비교적 자세한 규정이 협정문에 포함되었다. TRIPs 협

정문의 내용은 회원국의 국내법에 도입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강제실시

규정의 구조적 모호함이 중요한 변수였다. 국내법에 제시된 강제실시의

구체적 내용은 협정문의 구조적 모호함과 이에 대한 회원국의 해석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제실시가 의약품 접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도 강제실시에 대한

논의와 실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는 제한된 강제실시의 사례와 관련이

있다. 강제실시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강제실시의 결과로써 실제 사례

와 근거 규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실제 사례

의 분석도 성공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시 사례의 제

한 등을 고려할 때 강제실시가 기각된 사례의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한계는 강제실시라는 제도가 왜, 어떤 과정으

로 이행되었는지가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강제실시 규

정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국내법에 도입 및 개정되었으며, 실제 제도의

운영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주었는지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국외와 다르게 강제실시에 대한 논의가 주로 법학자

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약품 강제실시가 의약품 접근에 미치

는 직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혹은 공중보건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제실시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강제실시의 보건학적 함의를 찾는

것은 법률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논의에서 나아가 실제 제도 운영에 함

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약품 접근성이라는 개념을 바

탕으로 강제실시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강제실시에 내재된 복잡한 과

정과 인과관계를 폭넓게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

로 의약품 강제실시는 복잡한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체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제실시에 내재된 맥락, 기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Realist Review 방법론의 사용은 강제실시 제도를 폭 넓게 이해하는 주

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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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가.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연구 주제를 세 단계로 나누어 탐구한다. 첫 번째 단계는

개별 국가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법이 국제법 및 국제협약 등으로 개정

되는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개정된 개별 국가의 국내법이 강제실시

제도의 운영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다. 강제실시 제도의 운영에는 강제실

시의 청구와 청구에 대한 법원 및 특허청의 판단이 포함된다. 세 번째

단계는 강제실시 제도의 운영이 실제 의약품의 가격과 접근에 미치는 영

향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세 단계를 가정하고, 세 개의 분석을 진행한다. 분석

1은 국제법 및 국제협약에 의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법 개정 분석이며,

분석 2는 국내법 개정에 의한 의약품 강제실시 운영(청구 및 실시의 현

황) 분석이며, 분석 3은 Realist Review 방법을 활용한 강제실시 제도의

운영 및 효과 분석이다. 분석 3에서는 분석 2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브라질과 태국을 분석 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그림 3. 개념적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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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1: 국제법 및 국제협약에 나타난 지식재산권

규정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내법 개정

1) 분석 개요

본 분석에서는 협정문 및 법조문 분석을 통하여 국제법 및 국제협약에

나타난 지식재산권 규정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내법 개정을 파악한다.

분석 대상 국제법 및 국제협약으로는 다자 간 무역협정과 양자 간 무역

협정을 포함하였다.

그림 4. 분석 1의 개요

2) 변수 및 자료원

가) 종속변수: 개별 국가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법 개정

본 분석에서 사용할 종속변수는 개별 국가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법

개정의 내용과 시기이다.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법으로는 특허법을 중심

으로 살펴본다. 개정된 내용에는 Chaves and Oliveira(2007)의 논의를 참

고하여 특허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와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포함

하였다. 전자에는 유연성 조항인 강제실시, 특허제도에서 보건부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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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Bolar Exception, 시험적 사용, 경과기간 여섯 가지를, 후자에

는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소위 TRIPs plus 협정인 특허권의

보호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자료독점을 선정하였다. 다만, 전자에

속하는 경과기간은 TRIPs 협정에만 속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FTA나

TPP 등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분석에서는 경과기

간을 특허권의 기본적인 보호기간으로 대체하였다.

나) 독립변수: 국제법 및 국제협약

본 분석에서 사용할 독립변수는 국제법 및 국제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이다. 독립변수에는 다자 간 무역협정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가 포함된 양자 간 무역협정을 포함하였다. 전자에는 TRIPs

협정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정문

을 선정하였고,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 WIPO 협정문을 참고하였다.

후자에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선정

하였다. 2015년 1월 현재 개별 국가의 다자 간 및 양자 간 무역협정 가

입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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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Korea Taiwan Thailand Philippine Viet nam

WTO TRIPS
Signed and 

In effect

Signed and 

In effect

Signed and 

In effect

Signed and 

In effect

Signed and 

In effect

GATT 

Membership
1967.04.14 N/A 1982.11.20 1979.12.27 N/A

WTO

Membership
1995.01.01 2002.01.01 1995.01.01 1995.01.01 2007.01.11

TRIPs Deadline 2000. N/A 2000. 2000. N/A

FTA 33 FTAs 13 FTAs 30 FTAs 19 FTAs 20 FTAs

FTA with US

Signed and 

In effect

2012.03.15

Proposed/

Under consultation 

and study

2002.

Negotiations 

launched

2004.06

Proposed/

Under consultation 

and study

1989.

N/A

TPP
Announced Interest

2013.11

Announced Interest

2013.09
N/A N/A

Signed

2010.03.15

표 1. 분석 대상 국가의 다자 간 및 양자 간 무역협정 가입 현황

2015년 1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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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및 모형

분석 1에서는 국제법 및 국제 협약이 개별 국가의 국내법 개정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종속 변수인 개별 국가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

내법 개정의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이어서 각 조문의 포함 여부를 수치

화하여 나타내었다. 후자의 방법으로는 Chaves and Oliveira(2007)가 제

시한 법조문의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를 활용하였다.

Chaves and Oliveira(2007)는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을 활용하여

법조문의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를 고안하였다. 지수를 생산하기 위한 지

표에는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3개의 내용과 특허권을 제한하기 위한 6

개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지수의 생산방법은 다음 표와 같은데,

해당하는 조항이 있거나 없을 경우 각각의 조항에 해당하는 점수의 총합

을 계산하여 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제법과 국제

협약에 따른 법조문의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를 국가 내 사전-사후 비교

와 국가 간 비교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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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aves and Oliveira(2007)

Provision Score

Total  100

Flexibilities of public health interest 64.1

Compulsory license 14.7

Health ministry participation in analysing pharmaceutical patent 

claims
13.1

Parallel import 12.4

Bolar exception (early working) 11.1

Experimental use 7.5

Patent term(below 20yrs) 5.3

TRIPs-plus provision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35.9 

No Extention of patent term (beyond 20 years) 13.2

No Patent linkage 13.2

No Data exclusivity 9.5

표 2.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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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2: 의약품 강제실시 청구 및 실시 현황

1) 분석 개요

본 연구에서는 강제실시의 청구 및 실시(강제실시 청구) 사례를 수집

하고, 강제실시 청구 현황과 결과를 분석한다. 강제실시 청구 사례의 분

석에서는 강제실시 청구 사례를 국가, 의약품, 청구 주체와 청구 결과에

따라 유형화한다.

2) 변수 및 자료원

본 분석에서 사용할 변수는 강제실시 청구 사례이며, 구체적으로 개별

국가의 강제실시 청구 사항과 청구 결과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강제실

시의 청구 사례를 검색하였다. 주 자료원으로 LexisNexis academic22)과

WestLaw Next23)를 사용하였다. 검색어는 “(pharma! OR drug) AND

(compulsorylicen!)를 사용하였다. 이 밖에도 뉴스 자료원(Access World

News, World News Collection, Google news), 학술 자료원(HeinOnline,

ScienceDirect), 연관된 국제기구(WTO, WIPO, WHO), Google 검색 등

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검색된 강제실시의 청구 사례는 국가, 의약품, 청

구 주체와 결과에 따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틀은 아래 표와 같다.

22) 영미 법률 데이터, 전세계 뉴스, 기업정보(기업 리포트/재무/주식/경영자 정보 

등), 지적재산권(특허/Trademark/Copyright), 국가정보(Risk Reports/Economic & 

Political News), 인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자료원.

23) 미국 연방과 주 판례 및 법령 등의 모든 법률자료와 리뷰, 학술지, 논문, 전문서

적, 사전, 보고서, 서식서 등을 제공. 영국, 호주, 캐나다, EU, 홍콩, 한국(영문), 

국제기구 등의 법률자료 및 전세계 뉴스 및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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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Region, Nation, Income Group, Year

Molecule Trade Name, Active Ingredient, ATC code, FDA approval, Year

CL operation
Claimer of CL(consider CL, request CL),

Outcomes of CL(Denial, CL, VL, Discount or Others)

표 3. 강제실시 청구 사례의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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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석 3: 실재론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한 브라질과

태국의 강제실시 제도의 운영

1) 분석 개요

본 연구에서는 Pawson et al.(2005), Pawson(2006)의 Realist Review

이론과 주요 선행연구들인 O'Campo et al.(2015), Molnar et al.(2015),

Robert et al.(2012), Dieleman et al.(2011)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단계24)를 설정하였다.

그림 5. 분석 3의 연구 단계

24) 유사한 맥락에서 Pawson et al.(2005)는 Realist Review의 단계를 Clarify scope, 

Search for evidence, Appraise primary studies and extract data, Synthesize 

evidence and draw conclusions, Disseminate, implement and evaluate의 다섯 단계

로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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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단계

가) 연구 질문의 확립

본 연구의 목적은 브라질과 태국의 강제실시 제도의 운영과 효과를 분

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브라질과 태국

에서는 언제, 어떻게, 왜 의약품 강제실시가 청구 되었는가? 둘째, 청구

된 강제실시의 결과는 무엇이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무엇인가?

나) 초기의 이론과 기제

본 연구는 브라질과 태국의 강제실시 제도의 맥락, 기제, 효과를 설명

하는 것으로 각 부분에서 중심변수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맥락의

중심변수는 의약품 요인과 국가 요인으로 나누었다. 의약품 요인은

HIV/AIDS 의약품과 HIV/AIDS 이외의 의약품으로, 국가 요인은 정치적

상황, 경제 현황, 법과 제도로 세분하였다. 경제 현황에서는 거시 경제정

책, 소득 수준, 제약시장과 제약산업을 중심변수로 선정하였다. 법과 제

도에서는 지식재산 제도와 보건 제도를 중심변수로 선정하였다. 기제에

서는 강제실시의 운영, 위협, 옹호라는 현상에 주목하였는데, 이를 근거

로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과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legitimacy)을 주요 중심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효과에서는 청구된 강

제실시의 실시 여부를 중심변수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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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기제 효과

- 의약품 요인

 HIV/AIDS 의약품

 이외의 의약품

- 국가 요인

 정치적 상황

 경제 현황

 법과 제도

- 경제적 유인

- 규범적 정당성

- 청구된 강제실시의 결과

표 4. 분석 3의 주요 중심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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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차 자료의 탐색

의약품 강제실시와 관련된 연구를 Pubmed, EBSCO,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by Web of Science(SSCI), EMBASE, ProQuest에서 검

색하였다. 검색은 2015년 2월에 실시하였으며, 검색기간은 한정하지 않았다.

검색어는 [compulsory license]25), [compulsory license] and [medicine

or drug] and [access]26) 였다. 이 밖에도 선정된 문헌의 참고문헌을 확

인하여 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누락된 문헌을 추가하였다.

라) 자료의 선정과 평가

검색된 문헌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1차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하

였으며, 1차 분석 대상 논문의 본문을 읽고 2차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

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의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포함,

배제 기준을 연구 내용, 설계, 초점 등으로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25) Pubmed, EBSCO의 검색어로 사용하였음.

26) SSCI, EMBASE, Proquest의 검색어로 사용하였음.

Inclusion Exclusion

Study

Contents

-

-

의약품(백신 제외) 강제실시 제도

광범위한 지식재산제도

광범위한 의약품 접근

의약품 이외의 강제실시 제도

Study 

Design

문헌고찰을 포함한

강제실시 사례에 대한 연구
강제실시에 대한 일반적인 논평

Study

Focus
브라질과 태국의 강제실시 이 밖의 국가에서의 강제실시

Study

Language
영어 영어 이외의 언어

표 5.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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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관련된 자료의 추출과 합성

선정된 논문의 원문을 읽고 전술한 연구 질문과 중심변수를 상기하면

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적합성(relevance)과 엄격성(rigour)

의 개념을 고려하면서 진행하였다. 전자는 선정된 논문이 검증하고자 하

는 이론과 관련이 있는지를 의미하며, 후자는 선정된 연구가 결론을 어

느 정도 지지하는지를 의미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맥락, 기제, 효과의

중심변수로 정리하였으며, 다소 상반된(contradictory) 맥락과 기제가 효

과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다른 자료를 참고하

여 중심변수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3) 분석 대상 논문

전술한 분석 대상 논문의 수집 단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 그

림이다. 5개의 자료원에서 총 204개의 논문을 검색하였다. 중복을 제외한

논문은 157개였는데, 제목/초록 검토 후 72개 논문을, 본문 검토 후 45개

논문을 제외하였다. 논문 검토 과정에서 1개의 논문이 추가되었는데, 최

종적으로 41개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발표된 논문을 종설(review) 연구

와 원저(original) 연구로 구분하면 종설 연구는 동 기간 6편이 있었고,

원저 연구는 동 기간 35편이 있었다27).

27) 분석 대상 논문의 목록은 참고문헌에 별도로 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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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분석대상 논문의 수집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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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가. 분석 1: 국제법 및 국제협약에 나타난 지식재산권

규정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내법 개정

1) 분석 결과

가) 국제법 및 국제협약 분석

(1)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TRIPs 협정은 전문과 7부 73개 조항으로 지식재산의 상당 부분을 포

함하고 있다. 제1부는 총론에 해당하며 일반규정과 기본원칙을 다루고

있다. 제2부는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집적회로 배치설계, 미공개

정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4, 5, 6, 7부는 지식재산 보호의 집

행과 그 절차를 다루고 있다.

Provision Related Clause

Compulsory license

Article 31

Other Use Without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

Health ministry participation 

in analysing patent claim
Preamble

Parallel import
Article 6 

Exhaustion

표 6. TRIPs provision and related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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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제31조 권리자의 승인 없는 다른 사용은 강제실시 또는 비자발

적 라이선스(non-voluntary licenses)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는 강제실시 또는 비자발적 라이선스의 요건, 보상, 제한 등을 상세하

게 기술하고 있다. 강제실시에 대한 규정은 파리협약에서도 찾을 수 있

다. 다만, 파리협약에서는 강제실시 제도를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 남용

을 제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TRIPs 협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특허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전자는 이미 발생

한 권리 남용을 제재하는 것이나, 후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권리 남용

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TRIPs는 공중보건 등의 이유로

강제실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강제실시는 개별적인 사

안의 내용에 따라 고려되며, 강제실시 이전에 권리자와 사용 예정자 사

이의 협상 노력을 요구한다. 협상 노력이 좌절된 경우 강제실시를 이행

할 수 있으나,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

용의 경우 이러한 요건이 면제될 수 있다. 또한 강제실시는 승인된 목적

에 한정적으로, 비배타적으로, 국내시장에 대한 공급을 위해서 승인되며,

강제실시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

Bolar exception

(early working)

Article 30 

Exceptions to Rights Conferred

Experimental use
Article 30

Exceptions to Rights Conferred

Transition period
Article 65

Transitional Arrangements

Extention of patent term
Article 1

Nature and Scope of Obligations,

Patent linkage N/A

Data exclusivity

SECTION 7

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Article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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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국내시장에 대한 공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사문화 되었다.

TRIPs 협정은 특허제도에서 보건부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

고 있다. 다만, 협정문의 전문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제

도의 기본 공공정책 목표를 인정”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 조문에서

보건부의 특허제도 참여 정당성을 도출할 수 있다.

협정문 제6조 소진(Exhaustion)은 병행수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6조는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지식재산권의 소진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사

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소진(exhaustion, 혹은 first sale doctrine)

이란 권리자가 권리가 체화된 상품 혹은 기술 등을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주면 권리가 소진되어 동 상품 혹은 기술에 대해 자기 권리를 다시 주장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소진에 대해서는 국내소진(national exhaustion)

과 국제소진(international exhaustion)이 대립하고 있다. 국내소진이란

소진이 해당국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입장이며, 국제소진이란 소진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입장이다. 전자의 경우 소진이 제3국에서 이루

어지지 않았으므로 병행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소

진이 제3국에서도 이루어지므로 병행수입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 이러한

차이로 지식재산권이 약한 국가들은 국제소진을, 지식재산권이 강한 국

가들은 국내소진을 선호하였다. 지식재산권이 강한 국가들은 특히 의약

품 분야에서 국제소진의 활용을 경계하였다(특허청, 2004). 개도국 등에

서는 실질적으로 정부에 의한 의약품 가격통제가 행해지고 있는데, 이러

한 의약품이 제3국에 병행수입되어 지식재산권이 강한 국가들의 의약품

과 경쟁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협정문 제30조 특허권의 예외(Exceptions to Rights Conferred)는 회원

국이 특허권에 의하여 허여된 배타적 권리에 대해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기

술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협정문 제30조는 이러한 예외가 제3자의 정당

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권의 정상적인 활용을 부당하게 저촉하거나 특

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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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비록 제30조가 Bolar Exception28)과 시험적 사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이 조항은 특허권에 의하여 허여된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적

예외의 가능성을 서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국은 다양한 형태의 예외를 국내법에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

에는 연구 또는 실험 목적의 실시, 출원일 이전의 제3자에 의한 선사용,

약사의 조제행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특허청, 2004).

TRIPs 협정문은 TRIPs 협정이 개별국가에 적용되기까지 경과기간29)

을 제시하고 있다. 협정문 제65조 경과조치는 경과기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협상 당시 선진국은 경과기간을 가능한 짧게 두어야 한

다는 입장이었고, 개발도상국은 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가능한 길게 두

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경과기간의 기산점은 협정발효일인 1995년 1월

1일이며 선진국의 경과기간은 1년, 개발도상국의 경과기간은 5년, 최빈개

발도상국의 경과기간은 11년이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협정이 적

용되는 시점에 의약품 등에 대한 물질특허를 확대해야 하는 경우 추가 5

년의 경과기간을 부여 받았다.

협정문 제33조 보호기간(Term of Protection)은 특허권의 보호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협정문은 보호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료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협정문 제1

조 의무의 성격과 범위(Nature and Scope of Obligations)는 회원국이

협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국의 법을 통하여 이 협정

이 요구하는 것보다 광범위한 보호를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TRIPs는 특허권의 연장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

고 있다. 또한 TRIPs 협정문은 허가-특허 연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28) 의약품 특허기간 만료 후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한 허가를 받고자 특허 기간 

내에 특허 발명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Bolar 제약사를 상대로 Roche

가 이와 관련한 첫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Bolar 예외 조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음. 소송의 주요 내용은 이태진 등(2014)을 참조.

29) 경과기간은 유예기간이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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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제7절 미공개 정보의 보호는 미공개 정보와 정부 또는 정부기

관에 제출된 자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3항은 정부 또는 정부

기관에 제출된 자료의 보호를 다루고 있는데, 자료독점과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다. 회원국은 신규 화학물질을 이용한 의약품 또는 농약품의 판

매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미공개 실험결과

또는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자료를 불공정한 상업

적 사용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회원국은 동 자료를 보호하

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자료를 보호

해야 한다. 하지만 협정문은 구체적인 보호의 기간과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30)

분석 대상 국가 중에서. 2015년 3월 현재 미국과의 FTA를 체결한 국

가는 한국뿐이다. 필리핀과 대만은 각각 1989년과 2002년 미국과의 FTA

가 제안되고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태국은 2004년 미국과의 FTA 협

상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필리핀, 대만, 태국에서는 아직까지 미국과의

FTA가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 FTA의 의약품 및

지식재산권 분야 협정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다루고 있는 협정문 제 5 장, 두 번째는 협정문

제 5.3 조 5항의 투명성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부속서한 독립적 검토과

정, 세 번째는 지식재산권을 다루고 있는 제18장이다.

30) 한-미 FTA의 개요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경복(2013)의 석사학위 논문을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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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강제실시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지

만, 협상 과정에서 강제실시 요건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강제실시 요건을 ‘반경쟁적 관행의 방

지·개선’,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 ‘국가 비상사태 또는 기타 극도의 긴급

상황’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국은 이에 더하여 ‘3년간 특허 불

실시 또는 불충분 실시’, ‘의약품 생산능력이 없는 국가로의 수출’을 요건

Provision Related Clause

Compulsory license N/A

Health ministry participation 

in analysing patent claim

ARTICLE 18.11: 

UNDERSTANDINGS REGARDING CERTAIN PUBLIC 

HEALTH MEASURES

Parallel import N/A

Bolar exception

(early working)

ARTICLE 18.8: 

PATENTS 5

Experimental use
ARTICLE 18.8: 

PATENTS 3

Patent term(below 20yrs) N/A

Extention of patent term

ARTICLE 18.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8.8: 

PATENTS 6

Patent linkage

ARTICLE 18.9: 

MEASURES RELATED TO CERTAIN REGULATED 

PRODUCTS

1, 2, 3, 4

Data exclusivity

ARTICLE 18.9: 

MEASURES RELATED TO CERTAIN REGULATED 

PRODUCTS

5

표 7. KORUS FTA provision and related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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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요건들을 느슨하다고 판단

하고 제외하는 것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요구를 철회하였다(오근엽,

2010). 또한 협정문은 특허제도에서 보건부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

지 않고 있다. 다만, 협정문 18.11조 특정 공중보건조치에 관한 양해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증진함으로써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

는 취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조문에서 보건부의 특허제도

참여의 정당성을 도출할 수 있다. 유사하게 협정문은 병행수입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지

식재산권의 소진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는 TRIPs 협정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협정문 제18.8조 특허의 5항에서는 Bolar Exception을 명시적으로 허

용하고 있다. 다만, 동 항에서는 당사국이 제3자가 의약품의 시판허가의

신청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존속하는 특허의

대상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허용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 그 당사국의 시판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신청을 뒷받

침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제조․사용 또는 판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시험적 사용의 경우 협정문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18.8조 특허의 3항에서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허권의 시험적 사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협정문 제18.1조 일반 규정은 TRIPs와 같이 지식재산의 광범위한 보

호 및 집행이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협정문 제18.8조 특허 5항은

특허권의 보호기간 연장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특허를 허여하는

데 발생한 불합리한 지연을, 혹은 시판이 허가된 신규 의약품의 허가 과

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지연을 보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전자

의 경우 불합리한 지연이란 당사국 영역에서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출

원에 대한 심사청구 후 3년 기간 중 더 늦은 기간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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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협정문 제18.9조 특정규제제품과 관련된 조치의 5항은 허가-특허 연계

를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조건으로 안전성 또

는 유효성 정보를 원래 제출한 자 이외의 자에게 그러한 정보나 이전 시

판허가의 증거와 같이 이전에 허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당사국은 통보된 특허(notified patent)의 보

호기간 동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시판허가를 요청하는 인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도록 하며, 청구된 특허의 보호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다른 자가 시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

련해야 한다.

동조 1항 내지 4항은 자료독점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규 의약

품의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관하여 작성

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정보(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

우, 당사국은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사전에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자가 자료 및 다른 영역에서 이전 시판허가 증거를 원용

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최소 5년간 승인할 수 없

다. 또한 동 조는 신규 의약품의 시판허가뿐만 아니라 신규 의약품의 다

른 적응증에서도 자료독점을 5년간 인정하고 있다. 참고로 협정문은 신

규 의약품을 이전에 허가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이전에 허가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자료독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 허가된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

이상의 새로운 임상정보에 대해서도 시판허가뿐만 아니라 다른 적응증

허가에서 3년의 자료독점을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조 3항은 자료

독점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

하고 있다. 여기에는 TRIPs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이하 선언), 선언

에 대한 면제(waiver),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TRIPs의 개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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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3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TPP)에서 유래하였는데, 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통합

을 목표로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가 2005년 체결한 협정을

모태로 하는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이다. 4개국이 참여한 협정은 2006년

에 발효되었는데, 2008년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2010년 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 캐나다, 2013년 일본이 참여를 선언하였다. 이어서 2013

년에는 대만과 한국이 가입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협상 지연을 우려한

미국의 의견에 따라 대만과 한국을 제외한 12개국이 현재 협상 중이이

다32). 한편 TPP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협정문을 구하

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4년 10월 16일 위키리크

스에 공개된 협정문 자료33)를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3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경복과 이태진(2015)의 연구를 참

조.

32) TPP는 2015년 10월 6일 타결되었음.

33) https://wikileaks.org/tpp-ip2/

Provision Related Clause

Compulsory license

Article QQ.A.7

Understanding Regarding Certain Public Health 

Measures

Health ministry participation 

in analysing patent claim

Article QQ.A.7

Understanding Regarding Certain Public Health 

Measures

Parallel import Article QQ.A.11. 

Bolar exception

(early working)

Article QQ.E.13. 

Exceptions / Regulatory Review Exception

표 8. TPP provision and related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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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정문은 강제실시와 관련된 내용을 협정문에 명시적으로 언급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공개된 협정문의 QQ.A.7 ‘특정한 공중보건 조치의

이해’에서 회원국은 공중보건의 보호를 위하여 강제실시 등의 조치를 실

시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유사하게 협정문은 특허제도에서 보건부

의 참여와 병행수입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술한 ‘특

정한 공중보건 조치의 이해’에서 보건부의 특허제도 참여의 정당성을 도

출할 수 있다. 또한 병행수입의 경우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지식재산권

의 소진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는 TRIPs 협정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협정문 QQ.E.13은 Bolar Exception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시

험적 사용의 경우 협정문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QQ.E.4

에서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허권의 시험적 사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협

정문 QQ.E.12와 QQ.E.14에서는 특허를 허여하는 데 발생한 불합리한 지

연을, 혹은 시판이 허가된 신규 의약품의 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

한 지연을 보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불합리한 지연

이란 당사국 영역에서 출원일로부터 4(5)년 또는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후 2(3)년 기간 중 더 늦은 기간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Experimental use
Article QQ.E.4. 

Exceptions

Patent term(below 20yrs) N/A

Extention of patent term

Article QQ.E.12. 

Article QQ.E.14. 

Patent Term Adjustment / Marketing Approval

Patent linkage
Article QQ.E.17. 

TPP Patent Linkage

Data exclusivity
Article QQ.E.16. 

Pharmaceutical Data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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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QQ.E.17은 허가-특허 연계를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

의 시판허가를 조건으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원래 제출한 자 이

외의 자에게 그러한 정보나 이전 시판허가의 증거와 같이 이전에 허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당사국은

청구된 특허(claimed patent)의 보호기간 동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시판허가를 요청하는 인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도록 하며, 청구된

특허의 보호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다른 자가 시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협정문 QQ.E.16은

자료독점을 다루고 있다. 협정문은 자료독점에 관하여 한-미 FTA와 동

일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4) 소결

각 협정문의 주요 내용들은 첫째,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내용, 둘

째,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내용, 셋째, 새롭게 도입 및 확대되고 있

는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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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 TRIPs FTA with US TPP

Compulsory license ++(in detail) - +(indirect)

Health ministry participation in analysing 

patent claim
+(indirect) +(indirect) +(indirect)

Parallel import not cover PI not cover PI not cover PI

Bolar exception

(early working)
+ + +

Experimental use + + +

Extention of patent term +(indirect) +(direct) +(direct)

Patent linkage - +(abstract) +(abstract)

Data exclusivity +(abstract) ++(in detail) ++(in detail)

표 9. TRIPs, FTA with US, and TPP provision and related clause

주) +는 협정문이 해당 내용을 간접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의미

주) ++는 협정문이 해당 내용을 직접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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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던 내용으로는 특허제도에서 보건부의 참여,

병행수입, Bolar Exception, 시험적 사용 조항이 있다. 이상의 조항들은

특허제도에서 보건부의 참여를 제외하고, 그 뜻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기

때문에 향후 다른 협정문에서 그 내용이 크게 변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허제도에서 보건부의 참여 조항도 기존의 협정문들이 직

접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내용은 강제실시 조항이다. 강

제실시 조항은 TRIPs 협정문에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되었지만, 한-

미 FTA 협정문에서는 그 내용이 소멸되었고, TPP 협정에서는 그 내용

이 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강제실시 조항이 축소되고 있

는 이유는 강제실시가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라는 인식과 이에 대

한 특허권자 및 고소득 국가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도입 및 확대되고 있는 내용은 특허권의 보호기간 연장, 자료독

점, 허가-특허 연계 조항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모두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다. 특허권의 보호기간 연장과 자료독점 조항은 시

간이 경과하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협정문에 포함하고 있

다. 허가-특허 연계 조항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의약품 제도로 이에 따

라 협정문에 추상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마

치 자료독점 제도가 TRIPs 협정문에서 추상적으로 언급되었던 것과 유

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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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법 개정 분석

(1) 한국

한국의 경우 세계화에 따른 의약품 접근의 영향을 WTO의 TRIPs, 한

-미 FTA, TPP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은 1967년 4월 14일 GATT,

1995년 1월 1일 WTO에 가입하였고 TRIPs 이행까지 5년의 경과기간을

받았다. 또한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다. 다만, 허가특

허 연계 제도는 2015년 3월 15일 완전히 발효되었다. 2013년 11월에는

TPP에 가입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협상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 본 연구에서는 1990년, 1995년, 2015년 한국의 보건학적 민

감도 지수34)를 파악하였다. 1990년은 TRIPs 이전, 1995년은 TRIPs 이후

및 한-미 FTA 이전, 2015년은 한-미 FTA 이후를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는 낮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의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는 TRIPs 이전인 1990년 61.3, TRIPs 이후 및

34)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는 Chaves and Oliveira(2007)가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을 사용하여 고안한 일국의 지식재산 보호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수로 지식재산

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와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보건학적 민

감도 지수에는 9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었을 경우 1로, 포함되지 않았

을 경우 0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델파이 기법을 통하여 산출한 가중치를 곱하여 보건

학적 민감도 지수를 산술적으로 계산함. 

그림 7. 한국에서의 TRIPs, FTA, TPP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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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전인 1995년 46.5, 한-미 FTA 이후인 2015년 33.3으로 나

타났다. 1990년과 1995년 사이에는 특허권의 기간, 자료독점에서 변화가

있었다. 즉, 1995년 법률 제5080호로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특허권의 보호

기간이 공고일로부터 15년에서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변화하였으며,

1995년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에 자료독점을 결합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

다. 이러한 조치는 실제 TRIPs 경과기간인 2000년 1월 1일보다 5년 먼

저 이루어진 조치이다. 한-미 FTA 전후로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가 46.5에서 33.3으로 낮아

졌다. 참고로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3년의 기간을 유예 받아 2015년 3

월 15일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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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는 관련된 내용에 해당함을, -는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

주) 보건학적 민감도지수는 +를 1로, -를 0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각 내용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

연도 1990년 1995년 2015년

특허법

Compulsory license + + +

Health ministry participation in analysing patent claim - - -

Parallel import - - -

Bolar exception(early working) + + +

Experimental use + + +

Patent term(below 20yrs) + - -

No Extention of patent term - - -

약사법

No Patent linkage + + -

No Data exclusivity + - -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 61.3 46.5 33.3

표 10. 한국의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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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

대만의 경우 세계화에 따른 의약품 접근의 영향을 WTO의 TRIPs, 미

국과의 FTA, TPP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만은 2002년 1월 1일 WTO

에 가입하였다. 동년 미국과의 FTA가 제안되었고, 관련 연구가 진행되

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2013년 9월 TPP에

가입의사를 밝혔으나, 미국의 반대로 아직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 본 연구에서는 1994년, 2002년, 2005년, 2013년 대만

국내법의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를 파악하고자 한다. 1994은 TRIPs 이전,

2002년, 2005년, 2013년은 TRIPs 이후를 의미한다.

대만의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는 낮아졌다 다시 높아지고 있다. 대만에

서의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는 TRIPs 이전인 1994년 75.8, TRIPs 이후인

2002년 70.5, 2005년 61, 2015년 현재 72.1로 나타났다. TRIPs 이전과 이

후에는 특허권의 기간, 자료독점, Bolar exception에서 변화가 있었다.

즉, 1997년 5월 7일 개정으로 특허권의 보호기간이 공고일로부터 15년에

서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법의 이행은 2002년 1월

1일 WTO 가입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2002년 이후에는 자료독점과

Bolar exception에서 변화가 있었다. 자료독점은 2005년 2월 5일 새롭게

약사법에 포함되었는데, 특허권의 기간과는 다르게 가입 후 3년이 경과

한 2005년 도입되었다. Bolar exception 조항은 2011년 12월 21일 새롭게

특허법에 포함되었으며, 2013년 1월 1일 이행되었다.

그림 8. 대만에서의 TRIPs, FTA, TPP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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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1994 2002 2005 2013

Patent Act

Compulsory license + + + +

Health ministry participation in analysing patent claim - - - -

Parallel import + + + +

Bolar exception(early working) - - - +

Experimental use + + + +

Patent term(below 20yrs) + - - -

No Extention of patent term + + + + 

Pharmaceutical 

Affairs Act

No Patent linkage + + + +

No Data exclusivity + + - -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 75.8 70.5 61 72.1

표 11. 대만의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 변화

주) +는 관련된 내용에 해당함을, -는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

주) 보건학적 민감도지수는 +를 1로, -를 0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각 내용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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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국

태국의 경우 세계화에 따른 의약품 접근의 영향을 WTO의 TRIPs, 미

국과의 FTA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태국은 1982년 11월 20일 GATT,

1995년 1월 1일 WTO에 가입하였고 TRIPs 이행까지 5년의 경과기간을

받았다. 미국과의 FTA는 2004년 6월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다. 이러한 맥락과 제한적으로 개정된 태국의 특허법과 영업비

밀법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1992년, 1999년, 2002년 태국의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를 파악하고자 한다. 1992년, 1999년, 2002년은 TRIPs 이후

를 의미한다.

1992년 개정된 특허법 B.E. 2535는 원문을 구할 수 없었다. 다만, 1999

년 개정된 특허법 B.E 2542를 통하여 혹은 다른 2차 자료를 통하여 변

화된 내용이 1992년 혹은 1999년 개정되었는지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참고로 1992년 개정에서는 특허권의 보호기간이 15년에서 20년

으로 변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본 분석에서는 태국의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를 1999년과 2002년에서만 산출하였다. 전반적으로 태국에서 보건학

적 민감도 지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태국에서의 보건학적 민

감도 지수는 TRIPs 이전인 1999년 94.7, TRIPs 이후인 2002년 85.2로

나타났다. TRIPs 이전과 이후에는 자료독점에서 변화가 있었다. 즉,

2002년 4월 23일 영업비밀법의 제정으로 자료독점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림 9. 태국에서의 TRIPs, FTA 이행



- 74 -

N/A: Not Available, 주) +는 관련된 내용에 해당함을, -는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

주) 보건학적 민감도지수는 +를 1로, -를 0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각 내용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

주) 태국의 특허법과 영업비밀법의 주요 내용은 2002년 이후 변화하지 않았음

Year 1992 1999 2002

Patent Act

Compulsory license + + + 

Health ministry participation in analysing patent claim + + +

Parallel import +(N/A) + +

Bolar exception(early working) +(N/A) + +

Experimental use +(N/A) + +

Patent term(below 20yrs) - - -

No Extention of patent term + + +

No Patent linkage + + +

Trade Secret Act No Data exclusivity + + -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 N/A 94.7 85.2

표 12. 태국의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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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리핀

필리핀의 경우 세계화에 따른 의약품 접근의 영향을 WTO의 TRIPs,

미국과의 FTA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필리핀은 1979년 12월 27일

GATT, 1995년 1월 1일 WTO에 가입하였고 TRIPs 이행까지 5년의 경

과기간을 받았다. 미국과의 FTA는 1989년 제안되었으나 아직까지 큰 진

전이 없다. 이러한 맥락과 제한적으로 개정된 필리핀의 특허법을 고려하

여 본 연구에서는 1947년, 1997년, 2008년, 2013년 필리핀의 보건학적 민

감도 지수를 파악하고자 한다. 1947년은 TRIPs 이전, 1997년, 2008년은

TRIPs 이후, 2013년은 현재를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필리핀에서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는 낮아졌다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에서의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는 TRIPs 이전인

1947년 76.5, TRIPs 이후인 1997년 70.5, 2008년 81.6으로 나타났다.

TRIPs 이전과 이후에는 특허제도에서 보건부의 참여, 특허권의 기간, 병

행수입에서 변화가 있었다. R.A. 165(특허법)의 Section 3은 지식재산의

허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한 기술적, 과학적, 혹은 이외

의 조언을 다른 정부 부처나 집단으로부터 들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1997년 지식재산권법 개정으로 특허제도에서 보건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규정이 소멸되었다. 개정된 법률의 제5조 1항의 g호는

특허의 허여 과정에서 다른 정부 기관이 참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

그림 10. 필리핀에서의 TRIPs, FTA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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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러한 참여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

다.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종전 17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병행수

입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은 1997년에 이루

어졌는데, 이는 1995년 필리핀의 WTO 가입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이다.

하지만 필리핀은 TRIPs의 이행까지 5년의 경과기간을 받았는데, 이는

경과기간 보다 3년 빨리 법을 개정한 것이다. 필리핀은 다른 국가와 다

르게 TRIPs 이행 이후에도 자료독점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TRIPs 이

후에는 Bolar Exception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2008년 6월 6일

Universally Accessible Cheaper and Quality Medicines Act의 시행으로

지식재산권법 R.A 8293이 개정되면서 생겨났다.



- 77 -

Year 1947 1997 2008 2013

Patent Act

Compulsory license + + + +

Health ministry participation in analysing patent claim + _ _ _

Parallel import - + + +

Experimental use + + + +

Patent term(below 20yrs) + - - -

No Extention of patent term + + + +

No Patent linkage + + + +

No Data exclusivity + + + +

Medicines Act Bolar exception (early working) - - + +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 76.5 70.5 81.6 81.6

표 13. 필리핀의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 변화

주) +는 관련된 내용에 해당함을, -는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

주) 보건학적 민감도지수는 +를 1로, -를 0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각 내용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

주) 필리핀의 특허법과 Medicines Act의 주요 내용은 2013년 이후 변화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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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베트남

베트남의 경우 세계화에 따른 의약품 접근의 영향을 WTO의 TRIPs,

TPP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베트남은 2007년 1월 11일 WTO에 가입하였

고, TPP 협상에 2010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TPP는 협상 타결까

지 아직 진전이 없다. 이러한 맥락과 제한적으로 개정된 베트남의 특허

법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1년, 2005년, 2009년 베트남의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를 파악하고자 한다. 2001년은 TRIPs 이전을, 2005년은

TRIPs 이후를, 2009년은 현재를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베트남의 민감도 지수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베트남의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는 TRIPs 이전인 2001년과 2005년

각각 70.5와 72.1인 것으로 나타났다. TRIPs 이후인 2009년은 2005년과

동일한 72.1로 나타났다. 즉, 베트남은 WTO 가입 2년 전에 국내법을 정

비하였다. 2001년과 2005년 사이 변화된 내용은 Bolar Exception과 자료

독점의 내용인데, 이는 TRIPs 협정문 내용을 고려하여 베트남의 국내법

에 반영된 것이다.

그림 11. 베트남에서의 TRIPs, TPP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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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는 관련된 내용에 해당함을, -는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

주) 보건학적 민감도지수는 +를 1로, -를 0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각 내용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

주) 베트남의 특허법의 주요 내용은 2009년 이후 변화하지 않았음

Year 2001 2005 2009

Patent Act

Compulsory license + + +

Health ministry participation in analysing patent claim - - -

Parallel import + + +

Bolar exception(early working) - + +

Experimental use + + +

Patent term(below 20yrs) - - -

No Extention of patent term + + +

No Patent linkage + + +

No Data exclusivity + - -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 70.5 72.1 72.1

표 14. 베트남의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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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세계화에 따른 각국의 특허법 등의 개정을 나타낸 것이 아래 표이다.

분석 결과 한국, 대만, 태국, 필리핀, 베트남의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는

TRIPs 협정 및 미국과의 FTA로 인하여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개정된 내용과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TRIPs 협정으로 인하여 특허의 보호기간(15년 -> 20년)

과 자료독점 조항이, 한-미 FTA로 인하여 허가-특허 연계조항이 개정

되었다. TRIPs 협정에 따른 특허의 보호기간과 자료독점 조항은 1995년

특허법과 약사법의 개정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에 부여된 경과기간

인 2000년보다 5년 일찍 도입된 것이었다. 대만의 경우 TRIPs 협정으로

인하여 특허의 보호기간(15년 -> 20년), 자료독점, Bolar Exception 조항

이 개정되었다. 특허의 보호기간은 2002년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자료독

점은 2005년 약사법 개정을 통하여, Bolar Exception 조항은 2013년 특

허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대만은 2002년 WTO에 가입하여 별도

의 경과기간을 부여받지 않았는데, 특허의 보호기간은 가입과 동시에, 자

료독점은 가입 3년 후, Bolar Exception은 가입 11년 후 개정이 이루어

졌다.

태국의 경우 TRIPs 협정으로 인하여 특허의 보호기간(15년 -> 20년)

과 자료독점 조항이 개정되었다. 전자는 1992년 특허법 개정으로, 후자는

2002년 영업비밀법 개정으로 나타났다. 태국에 부여된 TRIPs 협정의 경

과기간은 2000년이었는데, 특허의 보호기간은 경과기간보다 8년 전, 자료

독점 조항은 경과기간보다 2년 후에 도입된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

TRIPs 협정으로 인하여 특허제도에서 보건부의 참여, 특허의 보호기간,

병행수입, Bolar Exception 조항이 개정되었다. 앞의 3가지 조항은 1997

년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마지막 Bolar Exception 조항은 2008년 의약

품법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필리핀에 부여된 TRIPs 협정의 경과

기간은 2000년이었는데, 특허법의 개정은 경과기간 3년 전, 의약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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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은 경과기간 8년 후에 도입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경우

TRIPs 협정으로 인하여 Bolar Exception과 자료독점 조항이 개정되었

다. 양자는 모두 2005년 특허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는데, 이는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2007년보다 2년 먼저 도입된 것이다.

요약하면 TRIPs 협정문의 영향으로 베트남을 제외한 한국, 대만, 태

국, 필리핀의 특허 보호 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되었다. 특허 보호기간이

연장된 한국, 태국, 필리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경과기간 전에 이루어졌

으며, 대만에서는 가입과 동시에 보호기간이 연장되었다. 또한 TRIPs 협

정문의 영향으로 필리핀을 제외한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에서는 자료

독점 제도가 도입되었다. 자료독점의 도입은 특허의 보호기간과 같이 도

입 시기가 상이하였다. 한국의 경우 경과기간 5년 전에, 베트남은 가입 2

년 전에, 태국은 경과기간 2년 후에, 대만은 가입 3년 후에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TRIPs 협정문의 영향으로 Bolar Exception 조항이 대만, 필

리핀, 베트남에서 도입되었다. Bolar Exception 조항의 경우 앞서 언급한

특허의 보호기간 연장, 자료독점과 다르게 과도한 특허 보호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들은 필리핀의 경우 경과기간 8년 후

(WTO 가입 13년 후), 대만의 경우 WTO 가입 11년 후와 같이 상대적

으로 늦은 시점에 국내법에 도입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가입 WTO 가입

2년 전에 이러한 조항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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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Patent term(below 20yrs), DE: Data Exclusivity, PL: Patent Linkage, BE: Bolar Exception

HP: Health ministry participation in analysing patent claim, PI: Parallel Import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KOR

Patent Act PT ←--------------

Pharmaceutical Affairs Act DE ←-------------- PL

TPE

Patent Act PT -------------------------------------------→ BE

Pharmaceutical Affairs Act ----→ DE

THA

Patent Act PT ←-----------------------------

Trade Secret Act -→ DE

PHI

Patent Act

HP,

PT,

PI

←----

Medicines Act -----------------------------→ BE

VIE Patent Act
BE,

DE
←

표 15. 각 국가의 연도별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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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찰

가) 국제법 및 국제협약의 변화 측면

WTO의 TRIPs, 미국과의 FTA, TPP 협정문은 해당국의 지식재산 제

도와 의약품 제도에 영향을 준다. 본 절에서는 세계화가 의약품 접근에

미치는 시사점을 후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첫째, 지식재산의

범위 확대와 이에 따른 의약품 제도 내에서 지식재산의 적용 증가, 둘째,

특허법 이외의 법률의 중요성, 셋째, 국제법 및 국제협약의 구조적 모호

함(constructive ambiguities)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해석 및 법률 제

정의 필요성이다.

첫째, 지식재산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약품 제도 내

에서 지식재산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35). 의약품 분야의 대표적 지식재

산인 특허는 그 발명의 내용에 따라 물질특허와 제법특허로 구분할 수

있다. 물질특허는 발명의 내용이 화학물질, 조성물과 같은 물질인 특허이

고, 제법특허는 그 물질을 생산하는 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이다. 과

거 대부분의 국가는 물질특허를 인정하지 않았고, 제법특허만을 인정하

였다(이윤주, 2007). 또한 다수의 국가들은 오랫동안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물질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CIPR, 2003). 하지만 20세기 후반

세계적으로 특허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변화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많은 국가들의 특허제도에 변화가 있었고, 국제사회에서도

물질특허가 점차적으로 인정되었다. 특히 TRIPs 협정에서 의약품의 물

질특허를 인정함으로써 많은 중·저소득 국가들도 물질특허를 인정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TRIPs가 제시하고 있는 지식재산과 그 보호 범위를

넘어선 소위 TRIPs-plus 조항이 TPP와 같은 다자 간 협상과 한-미

FTA와 같은 양자 간 협상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중심에는

미국무역대표부와 다국적 제약사가 있다36). 이들은 TRIPs 협정문에서

35) 이하의 내용은 손경복과 이태진(2015)의 연구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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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는 유연성 조항 및 조치를 축소하고 지식재산의 보호를 강화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미공개 정보의 지식재산화, 자료독점의 대상

의약품 · 적용 영역 · 적용 대상의 확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TPP는 특허와 미공개 시험을 같은 위상에서 다루고 있다. 이는 특허와

미공개정보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TRIPs, 한-미 FTA와는 분명하게

다른 것으로 미공개시험이 특허와 같이 분명한 의미의 지식재산으로 변

화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특허의 보호기간이 확대되고 있다. 특허기간의 경우 한-미 FTA

와 TPP는 특허 허여(granting) 및 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의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상이하다. 한국에서

특허 허여 과정의 지연에 따른 특허의 보호기간 확대는 한-미 FTA 이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요구로 수용되었

다37). 처음 미국은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후 2

년”을 기준기간으로 하였는데, 협상을 통하여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후 3년”으로 요건이 완화되었다(오근엽, 2010). 한

-미 FTA는 특허 허여에서의 지연을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출원에 대

한 심사청구 후 3년의 기간 중 더 늦은 기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제시하

고 있다. TPP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출원일로부터 4(5)년 또

는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후 2(3)년”을 기준기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의

약품 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에 대해서는 한-미 FTA가 신규 의약

품에 한정하여 지연의 보상을 언급하고 있지만 TPP는 적용이 가능한

36) 협정의 강제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TRIPs 협정을 통하여 회원국의 지식재산 

관련 국내법이 개정된 것으로 보았음. 아시아 국가는 지식재산의 수요 국가로 지식재

산 보호를 강화할 유인을 가지고 있지 않음. 그러므로 아시아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

의 강화는 지식재산의 공급 국가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논의에 

대한 규범적 논의는 Bhagwati(1990), 실증적 논의는 Smith(1999), Maskus and 

Penubarti(1995)를 참조. 또한 본고의 분석 3.의 기제 부분을 참조.

37) 한국의 특허법은 특허 허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과는 별도로 (의약품 등의) 허

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보상하기 위한 특허권 연장 조항을 이미 가지고 있었

음. 즉, 한-미 FTA로 인하여 기존 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보상하기 위한 조

항에 특허 허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보상하기 위한 조항이 새롭게 도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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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별도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TPP에서는 허가 과정에서 발생하

는 지연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넓게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이 지식재산 제도와 관련된 것이라면, 최근에는 지식재산의 의약품

제도 내의 적용이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는 허가-특허

연계, 자료독점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도들은 순수한 지식재산과는 거리

가 있다.

둘째, 지식재산의 의약품 제도 내의 적용이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특허법 이외의 법률이 중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

어 지식재산의 의약품 제도 내의 적용인 허가-특허 연계와 자료독점의

경우 그 내용을 특허법 등에서 규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

두 제도를 약사법에서, 대만의 경우 자료독점을 약사법에서, 태국의 경우

자료독점을 영업비밀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자료독점 제

도는 지식재산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Bolar Exception 조항은 Cheaper

and Quality Medicines Act에서 규율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는 예외적

으로 모든 내용을 특허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지식재산의 의약품 제도 내의 적용을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

법률에서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전술한 9 가지 주요 내용 중, 강제실

시를 제외하고 허가-특허 연계와 자료독점은 다른 내용과 상이하게 실

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복잡한 내용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허가-

특허 연계에서는 등재 의약품의 종류, 등재 대상 특허와 같은 특허목록

의 관리, 시판방지 조치를 위한 신청 전제, 신청 기한, 조치 내용, 제한

기간 등의 내용 등을 규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특허법 등에서

규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특허법 등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제한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특허법 등이 명시하고 있는 동

법의 목적을 살펴볼 때, 의약품 제도의 중요한 내용인 의약품 접근을 비

중 있게 고려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아래 표와 같이 특허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의 경우를 고려할 때, 특허법 등에서 의약품

접근을 고려할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므로 지식재산의 의약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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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적용을 다루는 법률은 특허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그 법률은 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고

려하여 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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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특허법의 목적

한국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

대만 발명과 창작을 장려하고, 보호하며, 이용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촉진한다.

태국 명시하지 않음

필리핀

정부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체계가 국내 활동 및 창조적인 활동의 발전에 필수적이며, 기술 이전을 용이하게 하

며, 외국 투자를 유치하고, 국산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보장함을 인식하였다. 지식재산권 체계는, 특히 본 법령에

서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국민들에게 유익할 경우, 과학자, 발명자, 예술가 및 다른 재능있는 국민(gifted 

citizen)의 독창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한다. 지식재산의 사용은 사회적인 기능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는 국가의 개발 및 발전 그리고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식과 정보의 확산을 증진해야 한다. 특허, 상표 및 저작권 

등록의 관리 절차를 합리화하고, 기술 이전의 등록을 개방하며, 필리핀에서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증진하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이다.

베트남 명시하지 않음

표 16. 각 국가의 법률에 명시된 특허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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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허가-특허 연계와 자료독점이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의 약사법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약품 및 의

약외품의 품질, 유효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 조제, 판매를 규제

하면서, 동시에 제약산업 등 약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한국의 약사법은 (안전)규제법규로서의 성격과 산업육성법규로

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필리핀의

Universally Accessible Cheaper and Quality Medicines Act(Cheaper

and Quality Medicines Act)는 한국에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동 법은 공익과 긴급한 상황에서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주요

의무이며, 보편적인 의약품 접근을 위하여 국가는 지불가능한 양질의 의

약품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고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은 의약품의 가격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건부

는 대상 의약품의 최대 가격을 권고하고, 대상 의약품의 목록을 관리하

고, 대상 의약품의 사용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필리핀의 Cheaper and Quality Medicines Act는 의약품 접근을 최우선

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셋째, 국제법 및 국제협약의 구조적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해석 및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국제법 및 국제협약은 그 자체로 회원국

내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제법 및 국제협약은 국내법을 통하여

회원국 내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제법 및 국제협약은 구

조적 모호함을 가지고 있다. 즉, 협정문 자체가 제도와 관련된 모든 내용

을 포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법 및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회원국의 재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후술할 한국, 대만,

태국, 필리핀, 베트남의 국내법에 반영된 강제실시의 근거에서도 쉽게 확

인할 수 있다. 강제실시의 근거를 폭 넓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태국은 다

른 국가보다 TRIPs 협정문에 제시된 강제실시의 근거를 적극적으로 해

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법 및 국제협약의 구조적 모호함은 허가-

특허 연계나 자료독점과 같이 지식재산의 의약품 제도의 적용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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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진다. 특히 허가-특허 연계의 경우 한-미 FTA와 TPP 협정문에

서는 제도의 내용을 원론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허가-특허 연계를 국내법에 반영하는 것은 국가의 재량 혹은

의지에 많은 부분 의존할 것이다.

나) 국내법 개정 측면

무역협상은 촉매단계(catalyst stage), 협상전단계(pre-negotiation stage),

본협상단계(negotiation stage), 협상후 집행단계(post-negotiation)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상후 집행단계에 주목하여 국내법 개정을 분

석하였다. 협정문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협정문의 내용이 국내법과 행정

절차에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협상된 내용과 실제 이행된 내용 간에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협상후 집행을 파악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38)

(Hoekman and Kostecki, 1996). 본 절에서는 전술한 국제법 및 국제협

약에 따른 국내법 개정을 조항별로 고찰한다.

아래 표는 2015년 현재 각 국의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의 현황을 보여

준다. 조항별로 특허제도에서 보건부의 참여, 병행수입, 특허권의 보호기

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자료독점 조항에서 상이한 내용이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국가들은 강제실시, Bolar Exception, 시험적 사용, 특허권

의 보호기간(20년)에서 동일한 내용을 국내법에 명시하고 있었다.

38) 자료독점을 국내법에 반영하지 않은 필리핀의 사례는 협상후 집행 파악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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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는 관련된 내용에 해당함을, -는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

주) 보건학적 민감도지수는 +를 1로, -를 0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각 내용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

주) 대만, 태국, 필리핀, 베트남의 주요 법률 내용은 각각 2013년, 2002년, 2013년, 2009년 이후 변화하지 않았음

Year
KOR

(2015)

TPE

(2013)

THA

(2002)

PHI

(2013)

VIE

(2009)

Compulsory license + + + + +

Health ministry participation in analysing patent claim - - + - -

Parallel import - + + + +

Bolar exception(early working) + + + + +

Experimental use + + + + +

Patent term(below 20yrs) - - - - -

No Extention of patent term - + + + +

No Patent linkage - + + + +

No Data exclusivity - - - + -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 33.3 72.1 85.2 81.6 72.1

표 17. 2015년 현재 각 국의 보건학적 민감도 지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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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현재 특허제도에서 보건부의 참여 조항은 태국에서만 관찰되었

다. TRIPs 협정문은 전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제도의

기본 공공정책 목표를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특허제도에서 보건부의 참여는 회원국의 재량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태국

의 특허법 Section 25는 특허의 심사과정에서 지식재산청장은 청구된 특

허가 특허법에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정부 및 관계 부처, 외국의 특허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검토 의견은 지식재산청의 의견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내용은 필리핀의 1947년 특허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동법

Section 3은 비록 보건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허청장은 필요시

정부 및 관계 부처에 기술적, 과학적, 기타 필요한 내용 등의 지원을 요

청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1997년 지식재산권법

개정에서 소멸되었다. 현 특허법 R.A 10372 Sec 5-1에서는 특허청의 기

능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 및 정책을 공식화하고 실행하여 필리핀 내

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조정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 특허법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제한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병행수입 조항은 대만, 태국, 필리핀, 베트남에서 관찰되었지만 한국에

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TRIPs 협정문은 협정문의 어떠한 조항도 소진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소진과

관련된 조항의 국내법 반영은 회원국의 재량으로 인정된다. 한국의 경우

특허권의 병행수입과 관련된 법조문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판례39)가

존재한다. 이 판례는 1981년에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에는 지식재산을 보

호하기 위한 조치가 미약하였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아래의 판례는 현재

의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는 당시보다 지식재산을 보호

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허권의 보호기간 연장은 특허를 허여하는 데에 발생하는 불합리한

지연을, 혹은 시판이 허가된 의약품의 허가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을 보상

39)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결 1981.7.30. 선고 81가합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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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TRIPs 협정

문에서는 특허권의 보호기간을 최소 20년으로 규정하면서, 허여 및 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러한 조항은 한국에서만 관찰되었다. 한국은 1986년 12월 31일 미국의

압력에 따라 특허법을 개정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물질특허의 도입, 특허

권 보호기간의 변화40), 특허권 보호기간 연장제도41)가 도입되었다. 특허

권 보호기간 연장제도는 한-미 FTA 협정문과 TPP 협정문에서도 발견

되었다. 양 협정문에서는 허여 및 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지

연을 보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 2004년부터 미국과

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필리핀과 대만의 경우 미국과의 FTA

협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베트남은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

고, 대만은 TPP 협상 참여를 선언하였는데, 이에 따라 미국과의 FTA

혹은 TPP 협상이 타결된다면, 동 국가들에서도 특허권 보호기간 연장제

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허가-특허 연계는 시판을 위한 허가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특허권

침해 논란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허가제도와 특허제도를 연결하는

제도이다. 즉, 허가-특허 연계의 요지는 의약품의 허가를 위하여 안전성,

유효성 자료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특허 여부를 고려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 특허의 침해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상황에서 특허의 침해 가능성만

으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 조항은 한국

에서만 관찰되었다. 한국은 허가-특허 연계 조항을 2015년 약사법에 도

입하였는데, 이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 의한 것이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한-미 FTA 뿐만 아니라 TPP 협정문에도 제시되었는데,

이에 따라 미국과의 FTA 혹은 TPP 협상이 타결된다면, 동 국가들에서

40)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음.

41) 의약품 등과 같이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

록을 해야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하 안전성, 유효성 등의 시험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

우 5년 기간 이내에 특허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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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허가-특허 연계 조항이 도입될 것이다.

자료독점이란 신규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안전성 또

는 유효성에 관하여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

는 경우,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사전에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자가 이러한 자료를 원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제도이다. TRIPs 협정문에서는 이를 미공개 정보의 보

호42)로 제시하고 있다. 자료독점 조항은 필리핀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관찰되었다43).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자료독점이 도입된 시기는 국가

별로 상이하였다.

한편 강제실시, Bolar Exception, 시험적 사용, 특허권의 보호기간(20

년)은 한국, 대만, 태국, 필리핀, 베트남 국내법에서 모두 관찰되었다.

Bolar Exception 조항, 시험적 사용, 특허권의 보호기간(20년)은 비교적

그 내용이 간단하여 국내법 적용을 위한 해석에 이견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강제실시 조항은 성격이 다르다. 강제실

시 조항의 경우 다른 조항보다 자세하게 TRIPs 협정문에 규정되어 있는

데, 이에 따라 강제실시와 관련된 세부적인 적용도 국가에 따라 상이할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각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강제실시 근거는 크게 ㉮ 국가 방위를 포

함한 비상사태 및 긴급한 상황,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사용

(공공의 소비), ㉰ 국내 미실시, ㉱ 불공정 거래행위, ㉲ 보건학적 위협을

경험하고 있는 제3국으로의 의약품 수출로 범주화할 수 있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사용(공공의 소비)에는 영양, 보건 등의 공공 서비

스, 자연 자원 및 환경의 보호가 속한다. ㉰ 국내 미실시에는 국내 충분

하지 아니한 실시, 식량 ․ 의약 또는 다른 소비 품목의 심각한 부족이

42) 엄밀한 의미에서 미공개 정보에는 미공개 정보와 정부기관에 제출된 자료가 포함

됨.

43) 이 밖에도 2007년 현재 아르헨티나, 쿠바, 파라과이, 우루과이, 러시아, 가나, 케

냐, 나이지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자료독점 조항이 없는 것으로 분

석되었음. 자료독점 현황에 대한 내용으로는 Chakrabarti(2014), IFMA(2007)를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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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다. ㉮와 ㉯의 경우 TRIPs 협정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강제실시의

근거로 모든 국가의 국내법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들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떠한 행위를 공공의 이익

을 위한 비상업적 사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태

국과 베트남의 경우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사용에 대한 이해

를 돕기 위하여 각각 영양, 보건 등의 공공서비스, 질병의 치료와 진단이

라는 내용을 첨가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첨가는 의약품 강제실시의 근거

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 미실시의 경우 대만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미실시의 경우

다시 실시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와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한국과 태국에서는 양자를 모두, 베트남에서는 전자를, 필리핀에

서는 후자를 포함하였다. 전자만 포함된 경우는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후자를 포함하는 것이 강제실시의 근거를 확

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실시 및 충분하지 않은 실시도 다소 추

상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태국에서는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높은 가격으로 인한 충분하지 아니한 실시, 식량 ․ 의약 또는 다른 소

비 품목의 심각한 부족을 첨가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첨가도 의약품 강

제실시의 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공정 거래행위

는 특허의 남용에 따른 반독점 행위를 경쟁법의 측면44)에서 접근한 것

이다. 이 조항은 좁은 의미에서 특허법 상으로 유효한 특허이지만 특허

권의 행사가 경쟁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무효인 특허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45), 대만, 베트남의 국내법에서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강제실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보건학적 위협

44) 특허의 남용에 따른 반독점 행위를 경쟁법의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로는 최승재

(2010)를 참조.

45) 한국에서는 특허권 남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

다. 첫째, 무효사유를 가진 특허에 대하여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특허권의 남용

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이 범위에서 특허권의 남용이 인정된다는 견해. 둘

째, 민법의 틀로 특허권 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견해. 셋째,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특

허권 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견해. 이상의 내용은 박성수(2007)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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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험하고 있는 제3국으로의 의약품 수출은 ㉮ ~ ㉱의 내용과 다르게

제3국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실시의 근거를 제

시하고 있다. 이는 사문화된 TRIPs 협정문 31조 (f)항46)을 반영한 것인

데, 한국에서만 국내법으로 반영되어 있다.

46) 이러한 사용은 주로 동 사용을 승인하는 회원국의 국내시장에 대한 공급을 위해서 

승인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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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시 근거 한국 대만 태국 필리핀 베트남

가. 국가 방위를 포함한 비상사태 및 긴급한 상황 O O O O O

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사용(공공의 소비) O O O O O

영양 보건 등의 공공 서비스 _ _ O O

O

(질병의 

치료)

자연 자원 및 환경의 보호 _ _ O _ _

다. 국내 미실시 O _ O _ O

국내 충분하지 아니한 실시 O _
O

(높은 가격)
O -

식량, 의약 또는 다른 소비 품목의 심각한 부족 _ _ O _ _

라. 불공정 거래행위 O O _ _ O

마. 보건학적 위협을 경험하고 있는 제3국으로의 의약품 수출 O _ _ _ _

표 18. 각 국가의 법률에 제시된 강제실시 근거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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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법 및 국제협약의 재협상 측면

전술한 무역협상의 네 단계에 더하여 타결된 협정문에 대한 재협상

(re-negotiation) 및 재논의(re-discussion)가 있을 수 있다. 재협상 및 재

논의는 협정이 타결된 이후 국내 상황의 변화, 국민의 반발 등의 이유로

당사국이 협정문의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재협상 및 재

논의는 이미 발효된 협정문보다 향후 비준되어 발효될 협정문을 대상으

로 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 이미 발효되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협

정문의 재협상 및 재논의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재협상의 측면에서 함의를 갖는다.

논의에 앞서 재협상의 사례를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미국 헌법은

외국과의 무역 협상 권한이 의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의회는

신속처리절차권한(Fast Track Authority),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을 행정부에 부여하여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행정부에 의한 협정 타결 이후 의회의 요구에 의하여 비준

전 재협상 등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주요 사례로는 협정 서명 후 보완

협정을 진행한 북미자유무역협정, 협정 서명 후 재협상을 진행한 미-페

루 자유무역협정, 미-파나마 자유무역협정, 협정 서명 후 추가협상을 진

행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있다. 본 절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중

심으로 현황을 살펴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2006년 2월 출범이 공식 선언되었고, 2006년 6

월 공식 협상이 시작되었다. 2007년 4월에는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런데

2007년 5월 10일 민주당이 장악한 미 의회는 신통상정책을 발표하였다.

미 의회는 신통상정책에 따라 FTA 상대국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

동과 환경 기준을 요구하였다47). 높은 노동과 환경 기준은 타국의 낮은

47) 이 밖에도 미국 민주당은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 강화와 의약품 접근의 관계를 고

려하여 개도국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하지만 한국의 

경우 지식재산권에 있어서 개도국으로 분류되지 못하였음. 김현종(2010)은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노동기준, 환경기준에 있어서 개도국 취급하고, 의약품 분야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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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인한 미국 내 일자리 상실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의도였다.

이에 미국 정부는 무역촉진권한 만료 시한인 2007년 6월 30일 전에 신통

상정책의 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무역촉진권한 만료 전에

노동·환경 기준과 의약품 지식재산권 내용이 협정문에 반영되지 않으면

협정문의 미 의회 인준은 어렵기 때문이었다(김현종, 2010). 이에 따라

신통상정책의 내용(급부)과 한국 측의 요구(반대급부)가 협정문에 반영

되었다. 한국 측의 요구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1년 6개월 유예, 전문직

의 비자쿼터 서한이었다.

협정문은 2007년 6월 30일 서명 이후 양국에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

연되고 있었다. 2009년 5월부터 양국은 장관회의, 통상협의를 개최하였

고, 이에 따라 2010년 12월 3일 추가협상이 타결되었다. 추가협상에서 미

국의 요구사항은 자동차 부문의 관세일정 조정 ․ 세이프가드 조치 추가

․ 안전 및 환경기준 완화였으며, 한국의 요구사항은 의약품 허가특허연

계 의무 이행 연기, 돼지고기 관세 철폐, 주재원의 비자 연장이었다. 그

런데 추가협상의 내용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협정의 이행기간

조정 및 기준 완화이거나48) 협정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49)과 같이 부차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허가특허연계 의

무의 경우 한국 내에서 이 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이

를 삭제하는 것이 아닌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내용이 수정되었

다. 이는 국내의 상황이 협정문의 재협상 등에 미치는 영향은 협정문의

내용 변화의 측면에서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논의를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자. 타결된 협상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

서는 상대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당사국은 제

한적인 상황에서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협정을 폐기할 경

선진국으로 취급하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음. 

48) 미국측이 요구한 내용 중, 자동차 부문의 관세일정 조정, 안전 및 환경 기준 완화

가 여기에 포함됨, 한국측이 요구한 내용 중,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의무 이행, 돼지

고기 관세 철폐, 주재원 비자 연장이 여기에 포함됨. 

49) 미국이 요구한 내용 중, 세이프 가드 부문이 여기에 포함됨. 하지만 이는 전혀 새

로운 내용이 아니며 한-EU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적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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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상대국에게 최소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50). 한-미 자유

무역협정은 2007년 4월 타결되었고, 6월 양국이 협정문에 공식 서명하였

기 때문에 한국은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18조51)에 의거하여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다. 준수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폐기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이다52). 또한 한국 정부도 한국에서의 재협상 논의로 미국에서 재협상의

논의가 시작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53)(곽노성, 2008). 한국에서의 재협

상 논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산업군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협정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에 명시된 사정변경의 원칙은 협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한다. 동 협약 제62조는 사정의 근본적 변

화(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와 이에 따른 협약의 폐기를 규

50)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56조  (종료·폐기 또는 탈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조약의 폐기 또는 탈퇴)

① 종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또한 폐기 또는 탈퇴를 규정하고 있지 아

니하는 조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폐기 또는 탈퇴가 인정되지 아

니한다.

(a) 당사국이 폐기 또는 탈퇴의 가능성을 인정하고자 하였음이 확정되는 경우, 또는

(b) 폐기 또는 탈퇴의 권리가 조약의 성질상 묵시되는 경우

② 당사국은 상기 1항에 따라 조약의 폐기 또는 탈퇴 의사를 적어도 12개월전에 통

고하여야 한다.

51)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18조  (조약의 발효 전에 그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

하지 아니한 의무)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게 되는 행위를 삼가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a) 비준·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하는 조약에 서명하였거나 또는 그 조약을 구성하

는 문서를 교환한 경우에는, 그 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백

히 표시할 때까지, 또는

(b) 그 조약에 대한 그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조약이 발효시까

지 그리고 그 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함.

52) 김현종(2010)은 고 노무현 대통령은 불리한 협상은 언제든지 깰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였음. 하지만 이어서 대통령은 반대급부를 받아 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협상을 깨는 각오로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는 한국의 요구를 받아오라는 것으로 이해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음. 또한 협상을 깰 수 있다고 말한 시점은 협정문에 서명하

기 이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3) 예를 들어 당시 다수당인 민주당은 한-미 FTA를 한국측에 편향된 불균형한 협상으

로 평가하였고, 비준에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곽노성(200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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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어떠한 사정이 기속적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조약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의무의 범위를 급격하

게 변환시키는 경우 협약이 폐기될 수 있다54). 하지만 이 원칙은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성립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미 FTA 쇠고기 합의에서

국민적 저항이라는 정치적 사태가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가 의무의 범위

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최원목,

2008). 즉, 국민적 저항이 당시 이명박 정권의 몰락에 영향을 줄지는 몰

라도, 당사국의 의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

이 우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의 이유로 회원국이 서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의 내용이 재협상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는 어려울 것이

다55). 첫째, 협정의 타결로 회원국은 협정의 발효 전에 협정의 대상과 목

적을 저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둘째, 사정의 근본적 변화에 따라 협

정의 폐기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제한된 범위에서 적용되

고 있다. 셋째,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협정이 파기되고 재협상이 진

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국에 정치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다.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은 한-미 FTA와 같이 양자 간 협상이 아닌

54)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62조  (사정의 근본적 변경)

① 조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한 사정에 관하여 발생하였으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예견되지 아니한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다음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탈퇴하기 위한 사유로서 원용될 수 없다.

(a) 그러한 사정의 존재가 그 조약에 대한 당사국의 기속적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b) 그 조약에 따라 계속 이행되어야 할 의무의 범위를 그 변경의 효과가 급격하게 

변환시키는 경우

②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는,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탈퇴하는 사

유로서 원용될 수 없다.

(a) 그 조약이 경계선을 확정하는 경우, 또는

(b) 근본적 변경이 이를 원용하는 당사국에 의한 조약상의 의무나 또는 그 조약의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지고 있는 기타의 국제적 의무의 위반의 결과인 경우

③ 상기의 제 조항에 따라 당사국이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탈퇴하기 위한 사유

로서 사정의 근본적 변경을 원용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당사국은 그 조약의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서 그 변경을 또한 원용할 수 있다.

55)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유예기간의 연장 등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음. 다만, 그 본

질적인 내용이 변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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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 간 협상이기 때문에 어렵게 합의된 협정을 폐기하는 것은 당사국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경제

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정치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는데56)(손경복과 이태

진, 2015), 소국의 입장에서 협정을 폐기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결정

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사국은 재협상 및 재논의를 요구하는 것보다 협정

문의 구조적 모호함을 활용하여 국내법을 정비하는 것이 환태평양경제동

반자협정의 현실적인 대비책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허가특허연

계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2015년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의

약품 특허목록의 등재, 허가신청사실 통지, 판매금지 신청, 우선판매품목

허가로 구성되어 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판매금지와 우선판매

품목허가인데, 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문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규정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처분의 내용, 처분의 기간은 당사국의 재량으

로 결정할 수 있었다. 실제 제도는 2015년 3월 15일 도입되었는데, 처분

의 내용은 허가의 금지가 아닌 판매의 금지로, 처분의 기간은 최대 9개

월로 결정되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판매금지에 대응하는 우선판매품목

허가를 도입하였는데, 동 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제시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의 접근을 고려한 결

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56)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는 Fergusson et al., 

2015, Fergusson et al., 2013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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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2: 의약품 강제실시 청구 및 실시 현황

1)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전술한 방법으로 수집한 108건의 강제실시 청구 및 실시

사례를 국가별, 의약품별, 청구 주체 및 청구 결과에 따라 분석하였다.

가) 국가 및 의약품별 분석

분석 결과 1995년부터 현재까지 27개의 국가에서 108건의 강제실시 청

구 사례가 있었다. 강제실시가 동 기간 10건 이상 청구된 국가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이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각각 16건,

13건, 11건, 10건의 강제실시 청구 사례가 있었다. 이어서 인도, 에콰도

르, 캐나다, 말레이시아에서 강제실시 청구가 각각 8건, 7건, 5건, 4건 있

었다. 또한 인도와 캐나다에서는 각각 네팔, 르완다로의 의약품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청구 사례가 존재하였다. 이 밖의 국가에서는 강제실시

청구가 4건 미만으로 존재하였다. 즉, 강제실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드

물게 청구되고 있었다.

강제실시를 청구한 국가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

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6개의 국가에서 16건의 사례가, 중상위 소득 국가

에서는 9개의 국가에서 55건의 사례가, 중하위 소득 국가에서는 8개의

국가에서 31건의 사례가, 저소득 국가에서는 4개의 국가에서 6건의 사례

가 있었다. 소득 수준에 따른 (강제실시를 청구한 국가의) 평균 강제실시

청구 건수는 고소득 국가에서 2.7건, 중상위 소득 국가에서 6.1건, 중하위

소득 국가에서 3.9건, 저소득 국가에서 1.5건으로 나타났다. 강제실시의

청구는 중상위 소득 국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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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income Count Upper middle income Count Lower middle income Count Low income Count

Canada 4 Argentina 1 Cameroon 3 Eritrea 1

Canada to Rwanda 1 Brazil 16 Egypt 1 Guinea 1

Chile 1 China 3 Ghana 1 Mozambique 3

Italy 3 Dominican Republic 1 India 6 Zimbabwe 1

Korea, Rep 3 Ecuador 7 India to Nepal 2 　 　

United States 3 Malaysia 4 Indonesia 13 　 　

Taiwan 1 Peru 2 Swaziland 1 　 　

　 　 South Africa 11 Vietnam 1 　 　

　 　 Thailand 10 Zambia 3 　 　

6 nations 16 9 nations 55 8 nations 31 4 nations 6

표 19. 국가, 소득 수준별 강제실시 청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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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시 청구 사례를 지역별로 분류하면, 아프리카에서 26건, 아시아

에서 43건, 유럽에서 3건, 라틴 아메리카에서 28건, 북아메리카에서 8건

이 있었다. 강제실시는 지식재산의 수요 국가인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국가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이집트, 가나, 스와질랜드,

잠비아, 에리트리아, 기니, 모잠비크, 짐바브웨 10개국에서 총 26건의 강

제실시 청구 사례가 있었다. 이들 국가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중상위 소득 국가에 속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11건

의 청구 사례가 있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2001년 8건, 2002년 3

건의 강제실시 청구 사례가 있었는데, 2003년 이후 강제실시가 청구되지

않았다. 중하위 소득 국가에 속하는 카메룬, 이집트, 가나, 스와질랜드,

잠비아에서도 강제실시 청구 사례가 총 9건 있었다. 잠비아와 카메룬에

서는 2004년과 2005년 강제실시 청구 사례가 각각 3건 있었다. 이집트,

가나, 스와질랜드에서는 강제실시 청구 사례가 모두 2005년 이전에 있었

다. 저소득 국가에 속하는 에리트리아, 기니, 모잠비크, 짐바브웨에서도

강제실시 청구 사례가 각각 1건, 1건, 3건, 1건으로 총 6건의 청구 사례

가 있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총 43건의 강제실시 청구 사례가 있었다. 이들 국가들을 소

득 수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고소득 국가에 속하는 한국과 대

만에서는 각각 3건과 1건의 강제실시 청구 사례가 있었다. 한국에서 강

제실시 청구는 2002년 1건, 2009년 2건이 있었으며, 대만에서는 2005년 1

건이 있었다. 중상위 소득 국가에 속하는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에서도

각각 3건, 4건, 10건의 강제실시 청구가 있었다. 중국에서는 2005년, 2008

년, 2011년 각각 1건의 청구 사례가 있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2003년 3

건, 2012년 1건의 청구 사례가 있었다. 태국에서는 2005년, 2006년, 2007

년, 2010년 강제실시 청구 사례가 있었는데, 특히 2007년 6건, 2010년 2

건의 청구 사례가 있었다. 중하위 소득 국가에 속하는 인도,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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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도 강제실시 청구 사례가 각각 6건, 2건, 13건, 1건 있었다. 인

도에서는 국내 소비를 위한 강제실시 청구뿐만 아니라 국외(네팔) 수출

을 위한 강제실시 청구가 있었다. 전자는 총 6건으로 2005년, 2006년,

2012년에 각각 1건, 1건, 4건이 있었으며, 후자는 총 2건으로 2007년에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04년, 2005년, 2007년, 2012년 각각 2건, 1건,

3건, 7건의 강제실시 청구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에서도 2006년 1

건의 청구 사례가 있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

도르, 페루에서 총 28건의 강제실시 청구 사례가 있었다. 이들 국가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고소득 국가에 속하는 칠레에

서는 2004년 1건의 강제실시 청구 사례가 있었다. 중상위 소득 국가에

속하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페루에서도 각각

1건, 16건, 1건, 7건, 2건의 강제실시 청구 사례가 있었다. 브라질에서는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각각 3건, 5건, 4건, 3건, 1건의

청구 사례가 있었다. 에콰도르에서는 2003년, 2010년, 2012년, 2014년 각

각 1건, 1건, 1건, 4건의 사례가 있었다. 페루에서는 2004년과 2014년 각

1건의 사례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각각 2005년과 2002년 1건의 청구 사례가 있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고소득 국가인 캐나다와 미국에서 총 8건의 청구 사

례가 있었다. 캐나다에서는 국내 소비를 위한 강제실시 청구뿐만 아니라

국외(르완다)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청구가 있었다. 전자는 총 4건으로

2001년, 2004년, 2006년에 각각 1건, 2건, 1건이 있었으며, 후자는 총 1건

으로 2005년에 있었다. 미국에서는 2001년과 2004년 각각 1건, 2건의 청

구 사례가 있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에서만 강제실시 청구 사례가 있

었다. 이탈리아에서는 2005, 2006년, 2007년 1건씩의 강제실시 청구 사례

가 있었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강제실시 청구의 연도별 변화

는 다음 그림과 같다. 분석 결과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2006년 이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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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청구 사례가 존재하지 않았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관찰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2007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4

년 중상위 소득 국가인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에서 8건이 청구되었다.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 이외의 국가에서는 2006년 이후 강제실시가 청구

되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패턴이 나타났다. 아시

아 국가에서는 2006년 이후에도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인도네시

아 등에서 비교적 활발히 강제실시가 청구되었다.

그림 12.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강제실시 청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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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Africa 8 5 7 6

Upper middle income 8 3

South Africa 8 3

Lower middle income 1 4 4

Cameroon 3

Egypt 1

Ghana 1

Swaziland 1

Zambia 3

Low income 1 3 2

Eritrea 1

Guinea 1

Mozambique 3

Zimbabwe 1

Asia 1 3 2 5 3 11 1 2 2 1 12

High income 1 1 2

Korea, Rep 1 2

Taiwan 1

Upper middle income 3 2 1 6 1 1 1

표 20. 국가, 연도별 강제실시 청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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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1 1 1 3

Malaysia 3 1 4

Thailand 1 1 6 2 10

Lower middle income 2 2 2 5 11 22

India 1 1 4 6

India to Nepal 2 2

Indonesia 2 1 3 7 13

Vietnam 1 1

Europe 1 1 1 3

High income: OECD 1 1 1 3

Italy 1 1 1 3

Latin America 3 1 6 2 5 3 1 1 1 5 28

High income: OECD 1 1

Chile 1 1

Upper middle income 3 1 6 1 5 3 1 1 1 5 27

Argentina 1 1

Brazil 3 5 4 3 1 16

Dominican Republic 1 1

Ecuador 1 1 1 4 7

Peru 1 1 2

North America 2 4 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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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income: OECD 2 4 1 1

Canada 1 2 1

Canada to Rwanda 1

United States 1 2

Total 13 7 9 15 18 5 15 1 3 3 1 13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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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현재까지 40개 의약품57)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가 있었다.

강제실시 청구 의약품을 ATC 1단계로 분류하면 B. 혈액 및 조혈기관 1

개, C. 심혈관계 1개, G.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2개, J. 전신 작용 항

감염제 22개, L. 항암제 및 면역조절제 11개, M. 근골격계 1개, N. 신경

계 1개, S. 감각기관 1개 의약품이 있었다. 강제실시 청구 의약품은 대부

분 J. 전신 작용 항감염제와 L. 항암제 및 면역조절제였다.

57) 단 에리트리아, 가나, 기니, 스와질랜드, 짐바브웨에서는 단일 의약품이 아닌 HIV/AIDS 

치료제군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가 있었음.

구분 해부학적 대분류군 의약품 개수, (%)

A 소화관 및 대사 0

B 혈액 및 조혈기관 1 (2.5%)

C 심혈관계 1 (2.5%)

D 피부과 0

G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2 (5%)

H 성호르몬 이외의 전신성 호르몬 제제 0

J 전신 작용 항감염제 22 (55%)

L 항암제 및 면역조절제 11 (27.5%)

M 근골격계 1 (2.5%)

N 신경계 1 (2.5%)

P 구충제, 살충제 및 기피제 0

R 호흡기계 0

S 감각기관 1 (2.5%)

V 기타 0

합계 40 (100%)

표 21. ATC 1단계 분류에 따른 청구 대상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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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시가 청구된 의약품의 ATC 단계를 3단계 및 4단계로 세분화하

면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청구 사례가 속한 그룹은 J05A Direct

Acting Antivirals로, 79개의 사례가 속해 있었다. JO5A 그룹은 다시

J05A, J05AH로 세분화할 수 있다. J05A는 일반적인 HIV/AIDS 치료제

이며, J05AH는 Neuraminidase inhibitor로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oseltamivir(상품명 Tamiflu)가 여기에 속한다. 일반적인 HIV/AIDS 치료

제인 J05A에 속하는 의약품은 19개로 Sustiva, Epivir, Viramune,

Kaletra가 각각 9회, 8회, 7회, 7회 청구되었다. J05A에 속하는 의약품의

강제실시 청구는 2005년까지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2006년 이후 산발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각각 1회, 7회, 1회, 2

회, 3회, 1회, 9회, 0회, 1회 청구가 있었다. 2007년 7회 청구는 인도네시

아 3회, 브라질 3회, 태국 1회였으며, 2012년 9회 청구는 인도네시아 6회,

말레이시아 1회, 에콰도르 1회였다. J05AH에 속하는 인플루엔자 치료제

Tamiflu는 2005년, 2006년, 2009년 각각 6회, 2회, 1회 청구되었다. 2005

년에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의 아시아 국가들과 아르헨티

나에서 청구가 있었다. 2006년에는 베트남, 2009년에는 한국과 캐나다에

서 청구가 있었다. 인플루엔자 치료제는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강제

실시가 청구되었다.

기타 항암제인 L01XE58)에 속하는 의약품으로는 Gleevec, Nexavar,

Sprycel, Sutent, Tarceva가 각각 6회, 1회, 1회, 1회, 2회, 2회 청구되었

다. Gleevec은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각각 1회, 2회, 1

회, 1회, 1회 청구되었으며, Nexavar, Sprycel은 모두 2012년 1회 청구되

었다. 마지막으로 Sutent와 Tarceva는 각각 2007년과 2014년 1회씩,

2007년 2회 청구되었다. 아래 그림은 LO1XE에 속하는 의약품의 미국

FDA 허가 연도와 강제실시 청구 연도를 나타낸 것이다. 2001년 FDA

허가를 받은 Gleevec은 강제실시가 신속하게, 여러 국가에서 청구되었다.

58) L01X의 하위 범주로는 L01XC와 L011XE가 존재함. 전자는 단일클론 항체로 

Herceptin이 속하며, 후자는 단백질 효소 저해제로 Herceptin을 제외한 의약품들이 

모두 여기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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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4년 이후 FDA 허가를 받은 Tarceva, Nexavar, Sprycel, Sutent

는 상대적으로 덜 신속하게, 적은 국가에서 청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2006년 이후 강제실시가 제한되어 청구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 L01XE에 속하는 의약품의 FDA 허가와 강제실시 청구

퀴놀론계 항생제(quinolone antibacterials)에 속하는 Cipro는 2001년 미

국과 캐나다에서 강제실시 청구가 있었는데, 이는 당시 양국의 탄저균 위

협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발기부전 치료제에 속하는 Viagra는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강제실시 청구가 있었다. Viagra는 2007년 이탈

리아에서 강제실시가 청구된 탈모 치료제 Propesia와 함께 유이한

happy drug이다. 다만, Propesia와 차이가 있다면 Propesia는 동일 성분

(finasteride)인 Proscar와 같이 강제실시가 청구되었는데, 후자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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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레이블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Tot
al

B01A ANTITHROMBOTIC AGENTS 1 1 2

C09A ACE INHIBITORS, PLAIN 1 1

G04B UROLOGICALS 1 1

G04C
DRUGS USED IN BENIGN PROSTATIC 

HYPERTROPHY
1 1

J01D OTHER BETA-LACTAM ANTIBACTERIALS 1 1

J01M QUINOLONE ANTIBACTERIALS 2 2

J05A DIRECT ACTING ANTIVIRALS 11 4 9 11 10 1 7 1 2 3 1 9 1 70

J05AH Neuraminidase inhibitors 6 2 1 9

L01C
PLANT ALKALOIDS AND OTHER NATURAL 

PRODUCTS
1 1

L01D
CYTOTOXIC ANTIBIOTICS AND RELATED 

SUBSTANCES
1 1

L01X OTHER ANTINEOPLASTIC AGENTS 1 2 1 1 4 3 1 13

L02B HORMONE ANTAGONISTS AND RELATED AGENTS 1 1

L04A IMMUNOSUPPRESSANTS 2 2

M01A
ANTIINFLAMMATORY AND ANTIRHEUMATIC 

PRODUCTS, NON-STEROIDS
1 1

N02C ANTIMIGRAINE PREPARATIONS 1 1

S01E ANTIGLAUCOMA PREPARATIONS AND MIOTICS 1 1

Total 13 7 9 15 18 5 15 1 3 3 1 13 0 5 108

표 22. 의약품, 연도별 강제실시 청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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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시 청구 사례를 국가 및 의약품별로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6개 국가에서 16건의 강제실시 청구 사례가 있었다.

캐나다, 이탈리아, 한국, 미국에서는 강제실시 청구가 각각 4회, 3회, 3회,

3회 있었다. 이 밖에도 칠레와 대만에서 강제실시 청구가 각각 1회씩 있

었다. 청구 사례를 의약품별로 분류하면 J05A, J05AH, L01X에 속하는

의약품의 청구 사례가 각각 3건, J01M에 속하는 의약품의 청구 사례가

2건, C09A, G04C, J01D, N02C, S01E에 속하는 의약품의 청구 사례가

각각 1건씩 있었다. 즉, 고소득 국가의 경우 HIV/AIDS 치료제뿐만 아니

라 인플루엔자 및 탄저병 치료제, 항암제 등에도 청구되고 있었다. 특히

인플루엔자, 탄저병과 같이 전염성이 강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강제실

시 청구가 있었다.

J05A J05AH L01X Others Total

Total 70(64.8%) 9(8.3%) 13(12.0%) 19(14.8%) 108

High income (n=6) 3(18.8%) 3(18.8%) 3(18.8%) 7(43.8%) 16

Canada 1 1 2 4

Canada to Rwanda 1 1

Chile 1 1

Italy 3 3

Korea, Rep 1 1 1 3

United States 1 2 3

Taiwan 1 1

Upper middle income (n=9) 41(74.5%) 3(5.5%) 4(7.3%) 7(12.7%) 55

Argentina 1 1

표 23. 국가 및 의약품별 강제실시 청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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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위 소득 국가에서는 9개 국가에서 55건의 강제실시 청구 사례가

있었다.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에콰도르에서는 강제실시 청구

가 각각 16회, 11회, 10회, 7회 있었다. 이 밖에도 말레이시아, 중국, 페

루, 아르헨티나,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청구가 각각 4회, 3회, 2회, 1회,

Dominican Republic 1 1

Ecuador 3 1 3 7

Malaysia 4 4

Peru 2 2

South Africa 11 11

Thailand 4 1 2 3 10

Lower middle income (n=8) 20(64.5%) 3(9.7%) 6(19.4%) 2(6.5%) 31

Cameroon 3 3

Egypt 1 1

Ghana 1 1

India 1 4 1 6

India to Nepal 2 2

Indonesia 12 1 13

Swaziland 1 1

Vietnam 1 1

Zambia 3 3

Low income (n=4) 6(100%) 6

Eritrea 1 1

Guinea 1 1

Mozambique 3 3

Zimbabwe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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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있었다. 청구 사례를 의약품별로 분류하면, 일반적인 HIV/AIDS 치

료제인 J05A에 속하는 의약품이 41건(41/55)으로 대다수 청구되었다. 이

어서 L01X, J05AH, L04A, B01A가 각각 4회, 3회, 2회, 2회 청구되었다.

이 밖에도 L01C, L02B, M01A에 속하는 의약품이 각각 1회씩 청구되었

다. 중상위 소득 국가의 강제실시 유형은 청구 대상 의약품에 따라

HIV/AIDS 의약품을 중심으로 강제실시를 청구한 국가와 HIV/AIDS 의

약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강제실시를 청구한 국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는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레이시아가 있

으며, 후자에는 태국, 에콰도르가 있다.

중하위 소득 국가에서는 8개 국가에서 31건의 강제실시 청구 사례가

있었다. 인도네시아, 인도, 카메룬, 잠비아에서는 강제실시 청구가 각각

13회, 8회, 3회, 3회 있었다. 이 밖에도 이집트, 가나, 스와질랜드, 베트남

에서도 강제실시 청구가 각각 1회씩 있었다. 청구 사례를 의약품별로 분

류하면, 일반적인 HIV/AIDS 치료제인 J05A에 속하는 의약품이 20건

(20/31)으로 대다수 청구되었다. 이 밖에도 L01X, J05AH에 속하는 의약

품이 각각 6회, 3회 청구되었으며, G04B, L01D에 속하는 의약품이 1회

씩 청구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대상 의약품을 중심으로 국가를

분류하면 인도네시아, 카메룬, 잠비아는 HIV/AIDS 의약품을 중심으로

강제실시를 청구하였으며, 인도는 다양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강제실시를

청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국가에서는 4개 국가에서 6건의 강제실

시 청구 사례가 있었다. 모잠비크, 에리트리아, 기니, 짐바브웨에서는 강

제실시 청구가 각각 3회, 1회, 1회, 1회 있었다. 청구 사례를 의약품별로

분류하면, 모든 청구 의약품이 HIV/AIDS 의약품에 속하였다.

나) 청구 주체 및 청구 결과별 분석

강제실시 청구 주체는 정부와 정부 이외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정

부의 주도로 강제실시가 청구된 것으로 정부에 의한 사용(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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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으로 볼 수 있으며, 후자는 제약회사 및 시민단체와 같은 제 3자의

주도로 강제실시가 정부 및 특허청에 청구된 것으로 볼 수 있다59). 분석

결과 2001년부터 2014년까지 72건의 사례가 정부의 주도로 청구되었으

며, 35건의 사례가 정부 이외의 기관에서 청구되었다. 강제실시 청구 결

과는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 할인(discount), 자발적 실시(voluntary

license), 거부(denial)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청구 사례들을 청구 주

체 및 청구 결과로 범주화한 것이 아래 표이다.

59) 표에서는 전자를 (consider) CL, 후자는 (request) CL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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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 Discount VL Denial Others Total

Total 53 18 16 14 7 108

(consider) CL 45 (62.5%) 18 (25.0%) 5 (6.9%) 4 (5.6%)

(request) CL 8 (22.2%) 11 (30.6%) 14 (38.9%) 3 (8.3%)

High income 5 2 2 4 3 16

(consider) CL 2 (28.6%) 2 (28.6%) 2 (28.6%) 1 (14.3%) 7 (43.8%)

(request) CL 3 (33.3%) 4 (44.4%) 2 (22.2%) 9 (56.3%)

Upper middle income 20 16 12 5 2 55

(consider) CL 20 (52.6%) 16 (42.1%) 1 (2.6%) 1 (2.6%) 38 (69.1%)

(request) CL 11 (64.7%) 5 (29.4%) 1 (5.9%) 17 (30.9%)

Lower middle income 22 2 5 2 31

(consider) CL 17 (81.0%) 2 (9.5%) 2 (9.5%) 21 (67.7%)

(request) CL 5 (50.0%) 5 (50.0%) 10 (32.3%)

Low income 6 6

(consider) CL 6(100%) 6 (100%)

(request) CL 0 (0%)

표 24. 소득 수준에 따른 강제실시 청구 주체 및 청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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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강제실시 청구의 주체가 정부였을 때, 강제실시, 할인, 자발

적 실시, 거부가 이루어질 확률은 각각 62.5%, 25.0%, 6.9%, 0%인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강제실시 청구의 주체가 제3자였을 때, 강제실시, 할

인, 자발적 실시, 거부가 이루어질 확률은 각각 22.2%, 0%, 30.6%,

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강제실시 청구의 주체가 정부인 경우 강

제실시가 실시될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강

제실시 청구의 주체가 정부인 경우 강제실시가 거부될 확률이 그렇지 않

은 경우보다 월등히 낮았다. 할인의 경우 청구 주체가 정부인 경우 사례

가 존재하였으나, 청구 주체가 제3자일 경우 사례가 존재하지 않았다.

강제실시 청구 및 청구의 결과를 소득 수준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

다. 고소득 국가의 경우 강제실시 청구의 주체가 정부인 경우(7건)보다

제3자인 경우(9건)가 많았다. 양자에서 강제실시가 실시될 확률은 각각

28.6%, 33%였으며, 강제실시가 거부될 확률은 청구 주체가 정부인 경우

0%였으나, 제3자인 경우 44.4%였다. 강제실시, 할인, 자발적 실시를 강

제실시 청구의 긍정적인 효과로 분류할 경우, 주체가 정부인 경우

(85.7%)가 제3자인 경우(33%)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중상위 소득 국가에서는 강제실시 청구의 주체가 정부(38건)인 경우가

제3자인 경우(17건)보다 많았다. 전자에서 강제실시가 실시될 확률은

52.6%였으며, 후자에서는 강제실시가 실시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았다.

강제실시가 거부될 확률은 청구 주체가 제3자인 경우 29.4%였으며, 주체

가 정부인 경우 사례가 존재하지 않았다. 강제실시 주체가 정부인 경우

(97.4%)가 제3자인 경우(64.7%)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확률이 높

게 나타났다. 중하위 소득 국가에서는 강제실시 청구의 주체가 정부(21

건)인 경우가 제3자인 경우(10건)보다 많았다. 전자에서 강제실시가 실시

될 확률은 81.0%였으며, 후자에서 확률은 50%였다. 강제실시가 거부될

확률은 청구 주체가 제3자인 경우 50%였으며, 청구 주체가 정부인 경우

사례가 존재하지 않았다. 강제실시 주체가 정부인 경우(90.5%)가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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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50.0%)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저소득 국가에서는 모든 강제실시의 청구 주체가 정부였으며,

청구된 사례에서 모두 강제실시가 실시되었다.

연도별 강제실시 청구 주체 및 청구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음 표이다.

청구 주체를 정부로 한정한 경우 2007년과 2010년을 기준으로 중요한 변

화가 관찰되었다. 먼저 2007년을 전후로 강제실시의 청구 사례가 감소하

였다. 강제실시의 청구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꾸준히 존재하였으나,

2008년은 청구 사례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2009년 이후 청구 자체가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0년을 전후로 강제실시

의 청구의 결과 강제실시가 실시될 확률이 높아졌다. 2010년 이후 강제

실시의 청구는 2010년 3회, 2012년 8회, 2014년 4회 있었는데, 모든 사례

에서 강제실시가 실시되었다. 청구 주체를 정부 이외로 한정한 경우 청

구 사례에서는 유사한 결과가, 청구 결과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관찰되었

다. 즉, 강제실시의 청구 사례는 2006년 이후 감소하였으며, 청구 결과

강제실시가 실시될 확률 또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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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Total

(consider) CL 5 1 8 10 14 4 13 2 3 8 4 72

CL 1 3 10 5 1 10 3 8 4 45

Discount 5 5 4 3 1 18

VL 3 2 5

Denial

Others 2 1 1 4

(request) CL 8 6 1 5 4 1 2 1 1 1 5 1 36

CL 1 1 4 1 1 8

Discount

VL 8 3 11

Denial 2 1 2 2 1 1 1 4 14

Others 2 1 3

Total 13 7 9 15 18 5 15 1 3 3 1 13 5 108

표 25. 연도별 청구 주체 및 청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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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 Discount VL Denial Others Total

High income 5 2 2 4 3 16

(consider) CL 2(28.6%) 2(28.6%) 2(28.6%) 1(14.3%) 7(100%)

(request) CL 3(33.3%) 4(44.4%) 2(22.2%) 9(100%)

Canada 2 1 1 4

(consider) CL 1 1

(request) CL 2 1 3

Canada to Rwanda 1 1

(request) CL 1 1

Chile 1 1

(request) CL 1 1

Italy 2 1 3

(consider) CL 2 1 3

Korea, Rep 2 1 3

(consider) CL 1 1

(request) CL 2 2

United States 1 2 3

(consider) CL 1 1

(request) CL 2 2

Taiwan 1 1

(consider) CL 1 1

Upper middle income 20 16 12 5 2 55

(consider) CL 20(52.6%) 16(42.1%) 1(2.6%) 1(2.6%) 38(100%)

(request) CL 11(64.7%) 5(29.4%) 1(5.9%) 17(100%)

Argentina 1 1

표 26. 국가별 청구 주체 및 청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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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 CL 1 15 16

China 1 2 3

(consider) CL 1 1

(request) CL 2 2

Dominican Republic 1 1

(request) CL 1 1

Ecuador 6 1 7

(consider) CL 6 6

(request) CL 1 1

Malaysia 3 1 4

(consider) CL 3 3

(request) CL 1 1

Peru 1 1 2

(consider) CL 1 1

(request) CL 1 1

South Africa 11 11

(request) CL 11 11

Thailand 9 1 10

(consider) CL 9 1 10

Lower    middle income 22 2 5 2 31

(consider) CL 17(81.0%) 2(9.5%) 2(9.5%) 21

(request) CL 5(50.0%) 5(50.0%) 10

Cameroon 3 3

(request) CL 3 3

Egypt 1 1

(request) CL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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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1 1 3 1 6

(consider) CL 1 1 2

(request) CL 1 3 4

India to Nepal 2 2

(request) CL 2 2

Indonesia 12 1 13

(consider) CL 12 1 13

Swaziland 1 1

(consider) CL 1 1

Vietnam 1 1

(consider) CL 1 1

Zambia 3 3

(consider) CL 3 3

Low income 6 6

(consider) CL 6(100%) 6

(request) CL

Eritrea 1 1

(consider) CL 1 1

Guinea 1 1

(consider) CL 1 1

Mozambique 3 3

(consider) CL 3 3

Zimbabwe 1 1

(consider) CL 1 1

Total 53 18 16 14 7 108

(consider) CL 45(62.5%) 18(25.0%) 5(6.9%) 4(5.6%)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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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청구 주체 및 청구 결과를 나타낸 것이 위의 표이다. 위의 표

에서 주목해야 하는 국가는 브라질, 태국이다60). 먼저 이들 국가들은 공

통적으로 중상위 소득 국가에 속하며, 청구 주체가 정부이며, 청구가 10

회 이상 존재하였다. 하지만 청구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브라질에서

는 청구 결과 자발적 할인이, 태국에서는 강제실시의 실시가 이루어졌다.

브라질에서 강제실시가 청구된 의약품은 2001년 Crixivan, Sustiva,

Viracept, 2003년 Kaletra, Reyataz, Sustiva, Viracept, Viread, 2005년

Gleevec, Kaletra, Sustiva, Viread, 2007년 Kaletra, Reyataz, Sustiva,

2009년 Viread 이었다. Gleevec을 제외하고 이들 의약품의 ATC는 모두

HIV/AIDS 치료제인 JO5A에 속하였다. 또한 브라질에서 강제실시가 청

구된 의약품은 Crixivan을 제외하고 2회 이상 강제실시가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Sustiva는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강제실시

가 청구되었으며, Kaletra는 2003년, 2005년, 2007년 강제실시가 청구되

었으며, Viread는 2003년, 2005년, 2009년 강제실시가 청구되었다. 태국에

서 강제실시가 청구된 의약품은 2005년 Tamiflu, 2006년 Sustiva, 2007

년 Femara, Gleevec, Kaletra, Plavix, Tarceva, Taxotere, 2009년

Kaletra, Sustiva 이었다. 브라질과 다르게 태국에서는 다양한 의약품에

서 강제실시 청구가 있었다. Tamiflu는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J05AH,

Sustiva, Kaletra는 HIV/AIDS 치료제인 J05A, Plavix는 혈전생성 억제

제인 B01A, Gleevec, Femara, Taxotere, Tarceva는 항암제 및 면역조절

제인 L에 속하였다. 또한 태국에서 강제실시가 청구된 의약품은 Kaletra

와 Sustiva를 제외하고 강제실시가 1회만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과 태국에서는 강제실시 청구 주체가 모두 정부였다. 하지만 강

제실시 청구의 결과는 상이하였다. 브라질에서는 Sustiva를 제외하고 모

든 사례에서 제약사와의 협상에 따른 가격 할인이 이루어졌으며,

60)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브라질, 태국의 사례와 동일하게 중상위 소득 국가에 속하며, 

강제실시 청구 사례가 10회 이상 존재함.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강제실시 

청구가 2001년과 2002년에만 존재하고, 그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강

제실시가 청구된 브라질과 태국을 주요 분석 대상 국가로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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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iva는 2007년 강제실시가 청구되었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Gleevec을

제외하고 모든 사례에서 강제실시가 실시되었으며, Gleevec은 가격할인

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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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1 2003 2005 2006 2007 2009 2010

브

라

질

n=16 3 5 4 - 3 1 -

대상 

의약품

Crixivan

Sustiva

Viracept

Kaletra

Reyataz

Sustiva

Viracept

Viread

Gleevec

Kaletra

Sustiva

Viread

Kaletra

Reyataz

*Sustiva

(CL)

Viread

태

국

n=10 - - 1 1 6 - 2

대상 

의약품
Tamiflu Sustiva

Femara

*Gleevec

(discount)

Kaletra

Plavix

Tarceva

Taxotere

Kaletra

Sustiva

표 27. 브라질과 태국의 강제실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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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찰

강제실시 청구 및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견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제실시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27개의 국가에서 108건 청구되

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소득 수준에 따른 (강제실시

를 청구한 국가의) 평균 강제실시 청구 건수는 중상위 소득 국가(6.1건),

중하위 소득 국가(3.9건), 고소득 국가(2.7건), 저소득 국가(1.5건)으로 나

타났다. 즉, 강제실시는 중상위 소득 국가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강제실시 청구 사례를 지역별로 분류할 경우 아시아, 라틴 아메

리카, 아프리카 국가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하지만 2005년을

기준으로 강제실시의 전반적인 활용은 저하되었는데, 아프리카 국가에서

는 2006년 이후 강제실시가 청구되지 않았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는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에서 제한적으로 청구 되었다. 하지만 아시아 국

가에서는 이와 다르게 많은 국가에서 강제실시가 활발히 청구되고 있었

다.

둘째, 강제실시 대상 의약품은 HIV/AIDS 의약품과 이외의 의약품으

로 구분할 수 있다. 강제실시 대상 의약품을 국가의 소득 수준별로 구분

할 경우 고소득 국가에서는 HIV/AIDS 이외의 의약품이 상대적으로 많

이 청구되었다. 중상위 소득 국가와 중하위 소득 국가에서도 HIV/AIDS

이외의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사례가 존재하였으나, 이들 의약품

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HIV/AIDS 의약품

에 대해서만 강제실시 청구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강제

실시를 청구한 국가는 HIV/AIDS 의약품을 주로 청구한 형태와

HIV/AIDS 의약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강제실시를 청

구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중상위 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전자에 속하

는 국가로는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레이시아가 있으며, 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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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국가로는 태국, 에콰도르가 있다.

셋째, 강제실시의 청구 주체를 정부와 정부 이외로 구분할 경우 청구

주체가 정부인 경우가 정부 이외의 경우보다 강제실시, 할인, 자발적 실

시와 같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강제실시의

경우 청구 주체가 정부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고소득 국가에서는 강제실시 청구 주체가 정부 이외인 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았으며, 중상위 및 중하위 소득 국가에서는 청구 주체가 정부

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모든 청구가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청구 주체와 청구 결과를 중심으로 강제실시를 분석

할 경우 브라질과 태국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중

상위 소득 국가에 속하며, 청구 주체가 정부이며, 청구가 10회 이상 존재

하였다. 하지만 청구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브라질에서는 청구 결과

자발적 할인이, 태국에서는 강제실시의 실시가 이루어졌다.

강제실시는 제한된 국가에서 제한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청구 및 실시

되고 있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강제실시를 4회 이상 청구한 국가는 캐

나다, 브라질, 에콰도르,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인도, 인

도네시아 8개 국가이다. 분석기간을 2005년부터로 현재까지로 한정할 경

우 강제실시를 4회 이상 청구한 국가는 브라질, 에콰도르, 태국, 인도, 인

도네시아 4개 국가이다. 또한 강제실시 청구 대상의약품은 HIV/AIDS

의약품으로 제한되어 있다. 대상의약품의 제한은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고소득 국가에서 청구된 강제실

시의 19%, 중상위 소득 국가에서 청구된 강제실시의 74%, 중하위 소득

국가에서 청구된 강제실시의 65%, 저소득 국가에서 청구된 강제실시의

100%가 HIV/AIDS 의약품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HIV/AIDS 이외의 의

약품에 대하여 강제실시를 3회 이상 청구한 중상위 및 중하위 소득 국가

는 에콰도르, 태국, 인도로 제한되어 나타났다.

그렇다면 TRIPs 협정문 등에 명시된 강제실시가 실제로는 제한된 국

가에서 제한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약품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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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실시의 현상을 가치갈등의 구조로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원인을 파악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TRIPs 협상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은 강제

실시에 대한 다른 주장을 전개하였다. 두 집단은 강제실시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대표되는 사익과 의약품 접근권으로 대표되는 공익이 존

재한다는 것에 동의하였지만, 어느 가치를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는 의견이 상이하였다. 선진국은 재산권 보호, 기술이전과 자유무역의 촉

진 등을 근거로 엄격한 내용을 주장하였고, 개도국은 특허 남용과 지식

재산의 활발한 사용 등을 근거로 엄격하지 않은 내용을 주장하였다.

한편, 2001년 4월 TRIPs 이사회에서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

표하여 공중보건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를 발판으로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이 마련되었다. 동 선언은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의 사용에 있어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함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동 선언은 TRIPs 협정의

어느 조항도 WTO 회원국들의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금지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여기에는 강제실시, 병행수입, 자료보호가 포

함되는데, 동 선언의 영향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강제

실시가 활발히 청구되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동 선언의 영향으

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강제실시가 꾸준히 청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힘의 균형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였다. 경제적 세계

화가 확대되면서 신자유주의 규칙들이 주류 질서로 자리하게 되었고, 양

자 간 및 다자 간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규칙들이 국내법에 포함되게 되

었다. 분석 1에서 제시하였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법 및 국제협약의 변

화는 이러한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최근의 국제법 및 국제

협약은 공익과 사익의 긴장관계에서 사익을 지지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2005년 이후 강제실시는 제한적으로 청구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예외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브라질

과 태국의 사례이다. 이들 국가들은 거시적인 공익과 사익의 불균형 상

황에서 강제실시를 적극적으로 청구하였다. 분석 3에서는 브라질과 태국

의 강제실시 운영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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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3: 실재론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한 브라질과

태국의 강제실시 제도의 운영

1) 결과 및 발견

가) 맥락

(1) 의약품 요인

강제실시 대상 의약품은 HIV/AIDS 의약품, 비감염성 질환 의약품, 기

타 감염성 질환 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강제실시 청구 및 실시는

HIV/AIDS 의약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의약품 요인을 HIV/AIDS 의약품과 이외의 의약품으로 분류하였

다. HIV/AIDS 의약품의 분석에 앞서 먼저 브라질과 태국의 HIV/AIDS

현황을 살펴본다.

브라질과 태국의 HIV/AIDS 현황은 다음 그림과 같다. 1990년 브라질

과 태국의 성인(15세 ~ 64세) HIV/AIDS 유병률은 각각 0.35, 0.8 이었

다. 이후 브라질의 성인 HIV/AIDS 유병률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큰 변

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태국의 성인 HIV/AIDS 유병률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양국의 HIV/AIDS 유병률은 각각 0.55. 1.1이었다. 그런데 현재

HIV/AIDS는 치료제의 발달로 만성질환으로 변화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

는다면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확률이 증가하였다(Thanticul and Braslow,

2013). 그러므로 HIV/AIDS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병률뿐만 아

니라 신규 감염도 살펴보아야 한다.

브라질과 태국의 신규 HIV/AIDS 환자(전 연령) 현황은 다음 그림과

같다. 1990년 양국의 신규 HIV/AIDS 환자 수는 각각 38,000명,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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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었다. 이후 브라질의 신규 HIV/AIDS 환자 수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태국의 신규 HIV/AIDS 환자는 1991년까지

증가하였으며,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014년 현재 브라질과 태국의

신규 HIV/AIDS 환자 수는 44,000명, 7,900명이었다. 2014년의 수치를

1990년과 비교할 경우 브라질의 경우 신규 환자의 수가 15.8% 증가하였

으며, 태국의 경우 신규 환자의 수가 94.4% 감소하였다. 신규 HIV/AIDS

환자 자료를 통하여 태국의 HIV/AIDS 예방 정책이 브라질보다 효과적

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태국의 높은 HIV/AIDS 유병률

은 역설적으로 태국 HIV/AIDS 치료 정책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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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HIV Prevalence among adults in Brazil and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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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치료에는 고활성 항바이러스 요법(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 HAART)이 사용되고 있다. HAART 요법은 뉴

클레오사이드 유사 역전사 효소 억제제(Nucleoside analogue 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 NRTI)와 비뉴클레오사이드 역전사 효소 억제제

(Nonnucleoside 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 NNRTI) 및 단백질 분해

효소 억제제(Protease inhibitor, PI)를 병행하여 사용한다(WHO, 2014).

2013년 6월 WHO는 개정된 HIV/AIDS 약물치료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에 따르면 HIV/AIDS 1차 치료제(first line)는 NRTI군의 2개의 의

약품과 NNRTI군의 1개 의약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TDF + 3TC +

EFV가 1차 치료제로 쓰이며, 위 약제가 금기시 되거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AZT + 3TC + EFV, AZT + 3TC + NVP, TDF + 3TC + NVP를

사용한다. 1차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 약물 전체를 바꾸어 다시 치

료를 시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2차 치료제(second line)는 NRTI군의 2개

의 의약품과 PI군의 1개 의약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차 치료제에서

TDF + 3TC를 사용한 경우 NRTI군의 의약품을 AZT + 3TC로 교체하

며, AZT + 3TC를 사용한 경우 TDF + 3TC로 교체한다. PI군의 의약품

은 ATV/r, LPV/r를 사용한다.

여러 연구들은 1차 치료제와 2차 치료제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1차 치

료제가 금기시 되거나 내성이 있는 환자들은 2차 치료제를 복용해야 하

는데, 2차 치료제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의약품으로 가격이 상대

적으로 높기 때문이다(Luo et al., 2014; Striner, 2012; Orsi et al., 2007;

Over et al., 2007). 또한 2차 치료제는 구조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의약

품 생산을 위해서는 향상된 의약품 생산 능력이 필요하다(Striner, 2012).

Orsi et al.(2007)는 기존 HIV/AIDS 의약품(1차 치료제)의 가격 하락

은 새로운 의약품(2차 치료제)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세계 곳

곳에 제네릭 의약품을 공급하는 인도 제약사가 TRIPs 경과기간 종료와

이에 따른 인도의 특허법 개정으로 새로운 제네릭 의약품을 더 이상 생

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HIV/AIDS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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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의 생산이 어렵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 의약품의 가격이 상

승하였다. 2차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저소득

국가에서 의약품 가격의 상승은 국가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Luo et al.(2014)는 브라질 정부가 최근에 개발된 고가의 HIV/AIDS

의약품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2004년부터 2011

년까지 브라질 정부가 구매한 의약품의 가격과 구매 비용 등을 분석하였

다. 최근에 개발된 의약품은 기존 치료에 내성을 가지고 있거나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환자군이 많지 않지만, 브라질의 HIV/AIDS 환자

들은 오랜 기간 HIV/AIDS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들 의약품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로 최근에 개발된 단백질 분

해효소 억제제(2차 치료제)의 정부 구매 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저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브라질 정부가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

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롭게 개발된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태국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제기되었다(Over et al., 2007). 태국에서 1

차 치료제의 최소 비용은 3TC + d4T + NVP 으로 월간 치료비용은

$30.0 이었으며, 최대 비용은 ZDV + 3TC + IND/r 으로 월간 치료비용

은 $118.5 였다. 1차 치료제의 월간 치료 가중 평균 비용은 $40.1 이었

다. 반면 2차 치료제의 월간 치료비용은 최소 $552.4, 최대 $570.6, 가중

평균 $561.5 이었다. 2차 치료제의 가중평균 비용은 1차 치료제의 가중

평균 비용보다 14배 비쌌는데, 이는 태국 전체 가구 중, 하위 40%의 총

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ver et al.(2007)은 1차 치료제를 복용

하고 있는 상당수의 환자가 향후 2차 치료제를 복용해야 한다는 점과 2

차 치료제의 높은 가격을 고려할 때, 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한편 태국에서는 HIV/AIDS 의약품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치료제,

항암제에 대한 강제실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의약품들에 대한 강제실

시는 보편적 의료보장과 필수 의약품 접근을 위한 태국 정부의 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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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다(Striner, 2012). 태국 정부는 필수 의약품 목록을 정하고,

이에 대한 태국 국민의 완전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완전한 접근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공적 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태국 정부는 자연스럽게 필수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하였다. 태국은 HIV/AIDS 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 질

환에서도 질병 부담(burden of disease)을 안고 있었다. 태국의

HIV/AIDS 환자와 심장질환 환자는 각각 500,000명, 300,000명으로 추산

되었다. 암 환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매년 100,000명

이 새롭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현재의 HIV/AIDS는 일

종의 만성질환으로 질병 자체가 사망을 초래하지 않는다. 오히려

HIV/AIDS 환자들은 면역기능의 약화로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 등 다른

질병의 발생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태국 정

부가 심혈관 질환 치료제, 항암제에 강제실시를 실시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Thanitcul and Braslow, 2013; Beall and Kuhn, 2012).

(2) 국가 요인

(가) 정치적 상황

브라질과 태국의 강제실시는 다소 상이한 정치적 맥락에서 실시되었

다. 브라질의 경우 1964년 ~ 1985년 군부독재 이후 등장한 사르네이

(José Sarney) 대통령 이후에는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은 그리 안정적이지 않았다. 사르네이 대통령 집권 시기 브

라질은 악성 인플레이션과 크고 작은 노동파업으로 정치와 경제 모두 불

안정하였다. 이후 집권한 콜로르(Fernando Collor de Mello) 대통령은 대

선 캠프의 선거자금 모금 과정에서 매관매직이 폭로되면서 탄핵되었고

다시 정국은 정치적 혼란에 휩싸였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프랑코(Itamar

Franco)가 권력을 승계하였고, 프랑코가 재무장관으로 기용한 카르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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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nando Henrique Cardoso)의 헤알 플랜으로 브라질의 정치와 경제는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다. 재무장관 카르도주는 여세를 몰아 대선에 출마

하였고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대통령을 연임하였다. 종속이론가인 카르

도주는 재임기간 신자유주의의 화신으로 변화하였는데, 그가 재임한 8년

간 브라질에서는 불평등의 문제가 가속화되었으며, 1999년에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이어 집권한 룰라(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

은 카르도주 전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어가면서, 사회적으로 소

외되었던 저소득 계층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였다(서울대학교 라

틴아메리카연구소, 2014).

Year Name Others

1979-1985 João Figueiredo Military

1985-1990 José Sarney 1988 Constitution

1990-1992 Fernando Collor de Mello impeachment

1992-1995 Itamar Franco

1995-2003 Fernando Henrique Cardoso

1996 Law No.9313(Sarney Law)

1998 IMF

2001 1st Negotiation with Company

2003-2011 Luiz Inácio Lula da Silva

2003 2nd Negotiation with Company

2005 3rd Negotiation with Company

2007 4th Negotiation with Company

2007 1st Compulsory Licensing

2011~ Dilma Rousseff

표 28. President of Brazil since 1979

한편 태국은 대통령제인 브라질과 다르게 국왕이 존재하는 입헌군주국

이다. 총리의 임기는 4년이며, 총선 후 의원들이 선출한다. 다른 국가와

다르게 태국의 국왕은 권한이 상징적이지 않으며, 중요한 정치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국왕에 대한 존경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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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국왕은 실권을 가진 통치자는 아니지만 국가를 대표하고, 전통과

불교를 수호하며, 정치적 갈등의 궁극적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한국

태국학회, 2005). 태국은 1980년부터 2015년까지 군사 쿠데타가 3회 발생

하였다. 가장 최근의 군사 쿠데타는 2006년에 발생하였다. 이는 전술한

브라질의 사례와 비교할 때, 형식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

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태국에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1997년국민헌법은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가장 야심찬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존 펀스톤, 2004).

1991년 찻차이(Chatichai Choonhavan) 정부는 군사 쿠데타로 축출되

었고, 아난(Anand Panyarachun)을 총리로 하는 과도 정부가 만들어졌

다. 1992년 수찐다(Suchinda Kraprayoon)가 총리 취임을 도모하였는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국민 저항이 있었다. 군부는 이를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이후 아난을 총리로 하는 과도 정부가 다시 만들어 졌고,

1992년 추원(Chuan Leekpai) 총리의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였다. 1995년

반한(Banharn Silpa-archa) 총리의 국가개발당 정권이 시작되었는데, 총

선 패배 이후 차왈릿(Chavalit Yongchaiyudh)의 새희망당 연립정부가

구성되었다. 1997년 7월 바트화 평가 절하로 인한 경제위기가 있었는데,

이에 차왈릿 총리는 지지를 상실하였다. 또한 1997년 9월 1997헌법이 통

과되었으며, 이어 11월 추원(Chuan Leekpai) 정부가 구성되었다. 2001년

탁씬(Thaksin Shinawatra)을 대표로 하는 태국애국당이 총선에서 압승

을 거두었고 탁씬 정부가 수립되었다. 탁씬은 2005년 재임에 성공하였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태국의 정치체계는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에 진입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탁씬 정부는 권위주의 통치행태,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어 국민

적 저항과 퇴진 운동에 직면하였다. 2006년 9월에는 이를 빌미로 군사

쿠데타가 다시 발생하였다. 쿠데타 이후 군부는 헌법 정지와 의회 해산

을 명령하였고, 쑤라윳(Surayud Chulanont)의 과도 정부를 내세워 정국

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2008년 태국애국당이 당명을 바꿔 ‘인민의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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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s Power Party, PPP)’으로 선거에 참여하였다. 인민의힘당은 전

체 의석의 절반에 가까우 233석을 획득하며 선거에서 승리하였고, 이에

따라 솜차이(Somchai Wongsawat) 정부가 구성되었다. 탁신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인민의힘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자 이를 강하게 반대하였다. 이

들은 정부 청사와 공항을 점거하여 시위를 전개하였는데, 이에 대법원은

탁씬 전 총리에 권력남용에 따른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인민의힘당에

선거부정혐의에 따른 정당해산을 선언하였다. 솜차이 정부는 정당해산으

로 소멸되었고, 2008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을 중심으로 아피씻(Abhisit

Vejjajiva) 정부가 구성되었다.

Year Name Others

1980-1988 Prem Tinsulanonda Military

1988-1991 Chatichai Choonhavan

1991-1992 Anand Panyarachun

1992 Suchinda Kraprayoon Military

1992 Anand Panyarachun

1992-1995 Chuan Leekpai

1995-1996 Banharn Silpa-archa

1996-1997 Chavalit Yongchaiyudh

1997-2001 Chuan Leekpai 1997 Constitution

2001-2006 Thaksin Shinawatra
2005 1st Compulsory Licensing wave
2006 2nd Compulsory Licensing wave

2006-2008 Surayud Chulanont
Military, 2007 Constitution, 
2007 3rd Compulsory Licensing wave

2008 Somchai Wongsawat

2008-2011 Abhisit Vejjajiva 2010 4th Compulsory Licensing wave

2011-2014 Yingluck Shinawatra

표 29 Prime Minister of Thailand since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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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강제실시 실시는 2007년 룰라 대통령 집

권 시기에 있었다. 룰라 대통령은 카르도주 대통령 후임으로 당선되었는

데, 어린 시절부터 노동자, 노조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브라질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정치가로 성장하였다. 룰라가 브라질 정치에 등장한 배경

은 1978년과 1979년 대규모 파업이었다. 1977년 브라질 정부는 1973년과

1974년 인플레이션 지수가 조작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에 노조는

삭감된 실질 임금의 정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는데, 룰라는 이 파

업을 통하여 노동계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았다(임두빈, 2012). 룰라는 노

동자당 후보로 네 번 대선에 출마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 참고로

1995년과 1999년 당선된 대통령이 카르도주이다.

카르도주 대통령은 취임 후 국영전력회사, 철강회사, 통신과 철도회사

를 매각하였다. 일부 도로망도 민영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브라질 경제는

자유경쟁체제로 변모하였다. 카르도주 대통령 재임 시기 브라질 경제는

헤알 플랜으로 화폐 가치를 안정화하였지만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지는

못하였다(최영수, 2010). 국가 부도의 위험, 재정적자, 빈곤, 실업 등의 문

제에도 불구하고 카르도주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한 것은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시대정신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신자유

주의 정책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결국 2002년 대선에

서 룰라는 카르도주가 내세운 세하61)(Serra)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임두빈, 2012). 룰라 대통령은 집권 전, 브라질 안과 밖에서 모두 사회주

의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 룰라 대통령은 임기 중, 실용주의

정책을 고수하였고 그의 정책은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최영수,

2010).

브라질의 노동자당(PT)은 1980년 창립 초부터 계급정당임을 자처하면

서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노동자당은 참여 민주주의, 부의 재분배,

미국으로부터 독립,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의 연대, 토지개혁을 강조하고

61) 세하는 카르도주 대통령 시절 보건부 장관이었는데, 강제실시 청구에 큰 영향을 주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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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조합주의적 이익집단을 벗어난 정당이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홍욱헌, 2011). 노동자 당의 룰라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브라질’이라

는 구호(rhetoric) 하에 다음과 같은 통치 방식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

의제 설정과 결정에 있어 많은 국민이 참여한다. 둘째, 빈곤층을 위한 정

책과 투자를 우선한다. 셋째, 국정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강조한다

(Samuels, 2008). 또한 노동자당은 세 번의 선거 실패를 통하여 정책과

정강의 온건화를 도모하였고 실용주의와 이에 따른 창조적 정책을 제시

하였다. 특히 2002년 대선에서는 노동자당이 제안하는 공식 정책에 ‘사회

주의’ , ‘급진적’ 이라는 표현을 자제하였다. 즉, 어떠한 문제를 급진적이

고 일방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지양하였다. 또한 사회안전보장, 보건,

주택과 관련된 정책을 내세웠다(최금좌, 2007).

룰라 대통령은 경제정책에서 경제 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우선 과제

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세제, 연금, 노동 개혁에 착수하였고, 높은 지지

율을 바탕으로 세제와 연금 개혁을 이행하였다. 사회 정책에서는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빈곤해결을

위한 기금조성 등의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특히 빈곤해결을 위하여 기아

박멸이라는 사회 운동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부정부패로 진

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룰라 대통령은 2007년 재임에 성공하였는데, 재임

과 동시에 경제성장 촉진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62). 이 프로그램은 공중

보건, 주택, 운송 등의 분야에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최영수,

2010).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룰라 대통령은 재임 8년 동안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홍욱헌, 2011). 또한 인권운동가 Bourne(2008)은 룰

라 대통령을 시장경제와 사회복지를 접목시킨 대통령으로 평가하였다.

태국의 첫 번째, 두 번째 강제실시는 각각 2005년과 2006년 탁씬 정부에

서 있었다. 탁씬은 경찰중장 출신으로 1980년대 말 신그룹(Shin Group)63)

62) 룰라 대통령은 이 정책을 선거운동기간에 발표하지 않았고 임기 시작에 발표하였

음. 이는 이러한 정책이 표를 받기 위한 단순한 선거 공약이 아니라 변화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행동이었음.

63) 주요 사업 부분은 컴퓨터, 이동전화, 케이블 텔레비전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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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창업하여 재벌이 되었다. 1994년 외무부 장관으로 정계에 입문하였고,

1997년 8월 차왈릿 총리시절 부총리가 되었다. 하지만 IMF로 부총리에

서 곧 물러났으며, 1998년 태국애국당을 창당하였다. 태국애국당은 다수

의 당선가능성 있는 의원들을 영입하면서 짧은 기간 당세를 확장하였다.

2001년 하원 선거에서 태국애국당은 압승을 거두었고, 탁씬은 총리가 되

었다(차상호, 2001).

2001년 하원 선거는 경제회복, 빈곤층, 부정부패, IMF의 총체적 위기

속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큰 선거였다(차상호,

2001). 태국애국당은 농어촌 주민들과 서민층을 향한 정책 공약들을 제

시하였고, 1997년 외환위기로 경제회복을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이동윤, 2012). 주요 공약은 농가 부채의 3년 상환 유예,

농촌 지역의 100만 바트($23,000) 기금 조성, 자산관리공사의 설립, 의료

보험의 확대였다(차상호, 2001). 이 공약들은 향후 탁씬 정부의 농촌정책

및 빈곤정책으로 이어졌다(손희두 외, 2008). 의료보험의 확대 부문의 대

표적 공약은 “30 Baht Health-care Scheme” 이었다. 선거운동 기간 태

국애국당은 “30 Baht Scheme”을 통하여 모든 태국 국민들이 질병의 위

중도에 상관없이 30 Baht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 태국

애국당은 선거에서 승리하자 곧바로 제도를 이행하였다. 일부 경제학자

들은 제도의 급진적 이행보다 3년에 걸친 점진적 이행을 선호하였다. 하

지만 태국애국당의 의지는 확고하였고, 보건부의 고위관리들도 보편적

의료보장에 동의하면서 시민사회와 함께 급진적 이행을 지지하였다

(Hughes and Leethongdee, 2007). 이에 따라 2001년 2월 사전 논의가 있

었고, 2001년 4월 1차로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 2001년 6

월 2차로 1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고, 동년 10월 제도는 방콕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으로 확산되었다(NaRanong and NaRanong,

2006).

몇몇 논문들은 탁신 총리의 “30 Baht Scheme”을 탁신의 개인적 성향

으로 설명하고 있다(McCargo, 2005; Phongpaichit and Baker, 2005).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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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다른 연구는 이러한 정책의 출현을 선거제도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

다(Selway, 2011). 기존 태국의 정당정치는 다당제에 기인한 불안정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2001년 1월 하원의원 선거이후 다당제적 성격은

약화되었고 1당우위제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김홍구

(2006)는 1997년헌법에 따른 소선거구와 폐쇄형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64)

로 설명하고 있다65). 2001년 1월 선거 이전 태국의 선거방식은 소선거

구, 중선거구, 또는 중선거구 혼합선거구 방식을 채택하면서 1위 대표제

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2001년 선거에서는 최초로 소선거구제와 정당명

부비례대표 병립제가 시행되었다.

새로운 선거제도는 1당우위제에만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의 도입은 정책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정치이론에 따르면

선거에서 비례대표의 강화는 공공재의 공급을 촉진한다(Persson and

Tabellini, 1999). 태국에서도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공공정책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였고, 정치인들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입안하기 시작하였다. 즉, 정치인들은 좁은 범위에서 한정된 공약은 다수

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또한 소선거구의 도입으로

정당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정치인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66). 이러한 맥

락에서 각 정당은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공약을 개발하려는 유인

을 갖게 되었다(Selway, 2011).

브라질 정치체제는 탈중심(decentralization)과 다당제로 설명할 수 있

다(최금좌, 2007). 브라질 정치는 주를 지역단위로 하기 때문에 선거도

64) ‘정당명부식’은 정당이 작성한 후보자 명단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정당은 지지도

만큼 의석 수를 받음. 정당명부식은 다시 폐쇄형 명부제와 개방형 명부제로 구분할 

수 있음. 폐쇄형은 투표자의 선호도가 반영되지 않고 선거구별로 각 정당이 당선 순

위를 정한 입후보 명부를 등록하고, 투표자들은 이를 근거로 정당에 투표하는 단순한 

형태임. 개방형은 당선 순위의 결정에 투표자들의 선호도가 반영되는 것임. 선거제도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orris(2004)를 참조. 

65) 1997년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원의원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음. 지역구의원은 소

선거구제 하에서 400명의 의원을 선출함. 또한 폐쇄형정당명부비례대표로 100명의 

의원을 선출함.  

66) 예를 들어 중선거구제에서는 도 전제가 한 개의 선거구 임. 인구가 많은 도는 10명

의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이에 따라 한 당에서도 여러 인물이 출마를 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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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브라질 대선은 1차투표와

결선투표로 구성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가 당선된다. 하지만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으면 1위와 2위 후

보가 2차 결선투표를 진행하여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런데 모든 정당들

이 대통령 후보를 내는 것이 아니다. 일부 정당들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고 연합을 통하여 다른 당의 후보를 지지한다. 이는 브라질의 정치체

제가 브라질 전역이 아닌 주를 중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4년 임기의 하원은 5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단위의 브라질 하원선거는 대선거구제와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를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브라질 하원선거는 정당투표보다 후보자투

표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후보자에 대한 선택을 보장하는 대선거구

제와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제도로 후보자 중심의 개방적 선거제

도를 보인다(조진만, 2011).

(나) 경제 현황

1990년대는 신자유주의(neo-liberal)의 시대였다. 이를 반영하여 많은

국가들의 경제 및 무역정책에 변화가 있었다. 브라질의 경우 무역정책이

기존 수입대체(import substitution)에서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 근거한 민영화, 자유화, 탈규제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

는 산업정책과 특허정책으로 이어졌다(Flynn, 2013). 본 절에서는 새로운

시장(emerging market)이라고 평가되는 브라질과 태국의 경제 및 산업

정책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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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태국

2012 2013 2013

면적 8,511천 ㎢ 514천 ㎢(한반도의 약 2.3배)

인구 2억 343만명(2014년 12월 기준) 6,479만명

GDP
2조 2473억 

달러

2조 2431억 

달러
3,850억 달러

1인당 GDP 1만 1,279달러 1만 1,158달러 5,647 달러

실업률 4.6% 5.4% 0.8%(2014년 3분기)

경제성장률 1.0% 2.5% 6.5%(2012), 2.9%(2013)

무역 규모

수출 2,425억 2,421억 2,254억

수입 2,231억 2,396억 2,190억

수지 +194억 +25억 -64억

산업 구조 서비스업 > 제조업 > 농업 서비스업 > 제조업 > 농업

무역품

주요 

수출품

기계류, 자동차, 철강, 육류, 

곡물, 철광석, 광물성연료, 사료, 

항공기, 전기기기, 목재, 설탕, 

신발, 커피, 알루미늄 등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공식품, 기계류 등

주요 

수입품

광물성연료, 기계류, 전기기기, 

자동차, 유기화학품, 광학정밀 

기기, 플라스틱제품, 의료용품 등

원유, 기계류, 전기전자부품, 

화학, 철강, 자동차 부품 등

표 30. 브라질과 태국의 일반적 현황

Source: KOTRA 홈페이지

브라질은 경제규모 세계 6위, 인구 및 영토규모 세계 5위의 대단위 국

가이다. 2014년 12월 현재 인구는 2억 343만 명이다. 이는 중남미 최대

규모로 대부분의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내수시장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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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바탕으

로 다국적 기업들이 브라질에 진출하였고, 중남미 국가로는 드물게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었다. 전체적인 산업구조는 GDP대비 비중으로 서비스업

(68%), 제조업(26.4%), 농업(5.5%) 순으로 이루어졌다. 제조업 분야에서

는 항공, 자동차, 철강 부분이 비교적 발달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KOTRA 홈페이지).

태국은 면적기준 한반도의 약 2.3배 규모이다. 2013년 현재 인구는

6,479만 명이다. 전체적인 산업구조는 GDP 대비 비중으로 서비스업

(52.4%), 제조업(39%), 농업(8.6%) 순으로 이루어졌다. 농업은 태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이다. 제조업에서는 전자 산업과 자동차 산업

이 중요한 분야이다. 태국의 전자산업은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

였으며, 자동차 산업이 성장하기 전까지 태국 제1의 수출산업이었다. 태

국은 세계 전자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전자제

품 제조사들 대부분이 태국에 소재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최근 들어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KOTRA 홈페이지).

전술한 경제 지표 중, 중요한 차이가 관찰되는 것은 실업률과 무역 규

모이다. 브라질의 경우 2012년과 2013년 실업률이 각각 4.6%와 5.4%로

태국의 2014년 상반기 실업률인 0.8%보다 높다. 브라질의 높은 실업률은

브라질의 불평등한 소득 분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브라

질과 태국의 무역 규모는 수출, 수입 모두 2,100억 ~ 2,500억 달러로 동

일한 규모이다. 양국의 GDP와 1인당 GDP의 차이를 고려할 때, 태국의

경우 전체 경제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 태국 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수출지향 공업

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81년과 1984년 태국 정부는 태국 수출품의 가

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바트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또한

태국은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표방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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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정책도 실시하고 있다(한국태국학

회, 2005). 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와 이에 따른 IMF의 구제금융을

겪었다. 태국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 증대를 경

제회복을 위한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태국의 수출

지향 공업화 정책은 태국 경제와 무역의 규모를 확장하였다는 의의가 있

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술개발, 수출경쟁력 확보

분야에서 노력이 미흡하였고, 이에 따라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다는 평

가가 있다(권경덕, 2003). 브라질의 경제정책도 태국과 유사하다. 브라질

은 다른 중남미 국가와 동일하게 1930년 경제대공황 이후 수입대체산업

화 전략을 펴왔다. 그 결과 1980년대 거시경제의 왜곡이 있었으나 비교

적 공업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태국과 유사

하게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였지만, 경제정책 내부에는 1930년대 이후

수입대체산업화 시대의 보호주의 성향이 브라질 경제정책에 일부 포함되

어 있다는 평가가 있다(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14).

브라질과 태국은 모두 중상위 소득 국가에 속하는데 2014년 현재 1인

당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per capita, GDP per capita)은

각각 $11,384, $5,519이다. 이는 각각 세계 60위와 94위에 해당하는 수치

이다. 1970년부터 현재까지 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의 변화는 다음 그

림과 같다. 1970년부터 1995년까지 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

산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양국의 외환위기와 관련 있다. 2000년 이후 브

라질은 급격하게 태국은 완만하게 1인당 국내총생산이 다시 증가하고 있

다. 브라질의 강제실시 청구 시점은 2001년 이후인데, 이는 1인당 국내총

생산이 급격히 감소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태국의 강제실시 청구

시점은 2005년 이후인데, 이는 급격히 감소한 1인당 국내총생산이 회복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분석 기간을 확장하면 양국의 강

제실시는 외환위기와 이에 따른 경제 침체를 경험한 이후 실시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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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브라질과 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

출처: World Bank 홈페이지

중상위 소득 국가에서는 저소득 국가나 고소득 국가에서보다 강제실시

가 비교적 활발히 청구 및 실시되었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강제실시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중상위 소득 국가들은 타국 정부 및 로비단체로부터

지식재산을 보호해야한다는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상위

소득 국가 내부에서도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와 기술이전을 위하여 지식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소위 TRIPs-plus 조치라고 불리는 양자 간 협정 등에 의하여 지식재산

을 보호하려는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강제실시를 실시하는 것

은 큰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다(Beall and

Kuhn, 2012).

한편, 제약사들은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을 향후 중요한 전략지로

여기고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신흥시장의 전체 제약시장 점

유율은 33%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구 수, 소득 수준, 수명

의 증가, 만성 질환의 유병률 증가에 따라 신흥시장의 입지는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PWC(2013)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들을 고소득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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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첫 번째 신흥시장, 두 번째 신흥시장, 세 번째 신흥시장으로 유형화

하였다. 첫 번째 신흥시장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멕시코, 터키,

두 번째 신흥시장은 동남아시아, 세 번째 신흥시장은 아프리카를 의미한

다. 브라질은 첫 번째 신흥시장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며,

영국과 유사한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브라질의 시장 성장률은

첫 번째 신흥시장에서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낮으나 고소득 국가들의

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태국은 두 번째 신흥시장 내에서 시장의 크

기와 시장 성장률 모두 중간 단계로 나타났다.

브라질과 태국의 의약품 무역 규모는 다음 그림과 같다. 2014년 현재

브라질의 의약품 수입과 수출의 가치(trade value)는 각각 $7,426,679,047,

$1,569,853,333로 의약품 무역수지적자는 $5,856,825,714 였다. 2014년 현재

태국의 의약품 수입과 수출의 가치(trade value)는 각각 $1,935,599,187,

$433,745,377로 의약품 무역수지적자는 $1,501,853,810 였다. 2014년 브라질

의 의약품 교역량은 $8,996,532,380으로 동년 태국의 교역량 $2,369,344,564

보다 3.8배 많았다. 1989년부터 2014년까지 양국의 의약품 수입과 수출의

Compound Annual Growth Rate(CAGR)은 브라질이 각각 18.71%,

16.13%, 태국이 각각 12.11%, 13.36%였다. 분석 기간을 최근 10년으로 한

정한 CAGR은 브라질이 각각 15.32%, 16.11%, 태국이 각각 13,51%,

13.24%였다. 즉, 양국의 의약품 교역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보다

수입이 차지하는 총량이 많았다. 차이가 있다면 의약품 수입의 CAGR 이

었다. 브라질은 1989년부터 2014년까지 의약품 수입의 CAGR이 18.71%,

최근 10년간 15.32%로 나타났다. 반면 태국은 각각 증가율이 12.11%,

13.5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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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Pharmaceutical trade in Brazil

Source: UN Comtrade

그림 18. Pharmaceutical trade in Thailand

Source: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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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시는 중·저소득 국가들의 제네릭 의약품 생산 ․ 유통 능력에

의존한다67)(Stavropoulou and Valletti, 2015). 중·저소득 국가에서 제네

릭 의약품 생산 비용이 높다면, 강제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

만 생산 비용이 감소하면 강제실시를 실시한다는 위협은 현실성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하여 가격 협상 및 자발적 실시가 일어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제네릭 의약품 생산 비용이 충분히 낮아진다면, 중·저소득 국가들

도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게 된다. 제네릭 의약품의 국내 생산으로 의

약품 접근이 최고조로 달하면, 중·저소득 국가들은 넓은 인구집단에 의

약품을 공급하려 한다. 이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저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접근의 용이성(ease of access)라

고 하였는데, 이는 자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이 타국에서 생산된 의약품보

다 유통 및 소비가 활발한 현상을 일컫는다.

의약품 생산비용과 강제실시의 상관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브라질이다. 브라질의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 능력이 미약하였을 때,

강제실시의 위협과 오리지널 제약사와의 가격 협상이 효과적이지 않았다

(Nunn et al., 2007). 자국 내 의약품 생산은 오리지널 제약사와의 협상

을 용이하게 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필수 의약품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Kuek et al., 2011). 이러한 맥락에서 자국 내 의

약품 생산 시설 및 생산 능력이 미약한 국가는 강제실시와 의약품 협상

과정에서 지금의 브라질과 같이 적극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어려울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Nunn et al., 2007).

Ballance et al.(1992)의 연구는 1990년대 각 국의 제약산업 발전 정도

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동 연구에서는 각국의 제약산업의 발전 정

도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였다. 먼저 유형 ①은 연구개발 능력과 생산

능력을 모두 보유한 국가이다. 당시 유형 ①에 속하는 국가는 10개국68)

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고소득 국가였다. 이들 국가에서 생산한 의약품의

67) 이러한 견해는 복제 비용이 감소될수록 특허권이 중요하다는 주장과 상통함. 복제

비용과 특허권의 관계는 Gillat(2003)의 연구를 참조.

68)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스웨덴



- 152 -

가치는 전체 시장의 92.9%였다. 유형 ②는 적어도 1개의 혁신적인 의약

품을 생산한 경험이 있는 국가이다. 여기에는 ①의 10개국에 6개국이 추

가되어 16개국이 속한다. 추가되는 국가는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멕시

코, 러시아, 세르비아 몬테그로이다. 유형 ③과 유형 ④는 연구개발 능력

은 없지만 의약품 생산능력이 있는 국가이다. 전자는 완제 의약품뿐만

아니라 활성 물질(active ingredient)까지 생산할 수 있는 국가이며, 후자

는 활성 물질은 생산할 수 없으나 완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이

다. 마지막으로 유형 ⑤는 완제 의약품도 생산할 수 없는 국가이다. 이러

한 유형화를 따를 경우, 2000년대 브라질과 태국은 각각 유형 ③과 유형

④에 속하였다. 태국의 경우 유형 ④에 속하지만 잠재적 생산 능력이 있

는 국가로 분류가 되었다(WHO, 2004).

2010년대 중·저소득 국가의 의약품 생산에서는 몇 가지 변화가 관찰되

었다(WHO, 2011). 첫째, 현재 활성 물질 생산이 불가능 혹은 미약한 국

가에서 이들 물질의 생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제

약산업이 갖는 부가가치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튀니지, 방글라데시에서는 활성 물질의 자국 내 생산

을 위한 정책들을 도입하였다. 둘째, 거대 제네릭 제약사가 국외 생산 거

점 확보로 다국적 기업으로 약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 제약사

Ranbaxy는 중국,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나이지리아 등에 생산

시설을 확충하였다. 셋째, 다국적 제약사가 중·저소득 국가의 제약사를

합병하거나, 합작으로 중·저소득 국가에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태국,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등

의 국가들은 2000년대부터 연구 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인적자본을 강화

하였는데, 향후 이들 국가의 제약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IFPMA, 2004).

브라질의 경우 첫 번째와 세 번째 변화를 잘 보여준다. 브라질은 전술

한 바와 같이 의약품 시장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많은 다국적 회사

들이 진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단독으로 브라질에 진출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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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브라질 제약사 혹은 브라질 중앙 및 지방정부와 협업으로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HIV/AIDS 의약품 Reyataz의 특허권

을 가지고 있는 Bristol-Myers Squibb(이하 BMS)는 Reyataz의 생산과

유통의 권한을 브라질 제약사에 넘겼다. 또한 GSK는 브라질 정부와 협

상을 통하여 의약품 생산 지식과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GSK 폐렴 백신

의 브라질 내에서의 가격을 협상하였다(PWC, 2013).

한편, 제네릭 의약품은 1960년대로 미국 정부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위한 규정은 1984년에 만들어졌다. 미국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증가하고 있는 보

건의료 비용을 합법적으로 줄이고, 의약품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었

다. 제네릭 의약품은 특허 기간이 종료된 의약품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비용이 적고,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릴 수 있기 때문이

다. 1984년 제정된 The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는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위한 규정을 포함하였는데, 이

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 개발 및 출시가 확대되었다. FDA는 생물학적 동

등성(bioequivalence)에 근거한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

는 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ANDA)를 도입하였다. 동 법으

로 생물학적 동등성은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과

학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었다. FDA의 허가를 받은 제네릭 의약품은 안전

하고, 효과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낮은 가격으로 경쟁력을 얻게 되었다

(Pró Genéricos, 2015).

브라질은 제네릭 의약품 제도를 1999년 2월 10일 법률 9787로 도입하

였다. 이는 1996년 특허법 이행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2000년 현재 브라

질에는 17,000개의 제네릭 의약품이 존재하는데, 제네릭 의약품은 동법에

따라 식별을 위하여 노란 선에 파란색으로 “G”를 표기하여야 한다. 한편

브라질제네릭의약품협회(Pró Genéricos)는 2001년 1월 설립된 비영리조

직으로 브라질 내의 제네릭 의약품 생산과 판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협회는 제네릭 의약품 시장 확대를 통한 브라질 국민의 의약품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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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회에 속한 제약사들은 제네릭 의약

품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공공기관 및 영리기관들과

협업을 수행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도 제네릭 의약품을 위한 정

책들을 실시하고 있다(Pró Genéricos, 2015). 후술할 Farmacia

Popular do Brasil(Brazil Popular Pharmacy) 프로그램은 저소득 계

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속하는 의약품의 85%가 제네릭 의약

품이라는 통계가 있다.

제네릭 제약사들은 법률 9787이 도입된 후, 짧은 기간 동안 생산과 연

구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제약산업은 성장하였고, 추

가적인 고용도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점유율도 높

아졌다. 브라질 제약사들은 지난 11년 동안 $354 mn을 투자하였으며, 나

아가 외국 자본을 유치하였다.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50%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제적 접근을 상당히 완화하였다. 2000년 현재

제네릭 의약품은 브라질 의약품 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다(Pró

Genéricos, 2015).

태국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69).

하지만 태국의 의약품 공급체계를 살펴보면 제네릭 의약품의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태국의 의료기관은 일차의료기관(Health Centre)와

이차의료기관(Community Hospital)으로 이원화 되어있다. Community

Hospital에서는 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NHSO)에서 제공한 예산으

로 의약품을 구매한다. NHSO는 공보험의 적용을 받는 인구집단의 의약

품 사용에 대한 재정을 제공한다. Community Hospital은 향후 3년간 의

약품 구매 계획을 세우고 NHSO의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 Health

Centre는 이러한 과정 없이 의약품을 Community Hospital로부터 공급받

는다. 그런데 Community Hospital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zation(GPO)가 생산한다면, Community Hospital

69) 태국의 약사법(Drug Act 1967)은 약사(藥事)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1987

년까지 4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과 관련된 내용은 제시하지 않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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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를 GPO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GPO는 상당한 종류의 의약품을 생

산하고 있으며, 동시에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제약사보다 낮

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Community Hospital의 의약품 구

매 과정에서 정부의 가격 규제는 상당한 편이다. Community Hospital은

Office of the Permanent Secretary의 의약품 부서가 제시하고 있는 해당 의

약품 가격 분포의 중위값(median) 혹은 그 이하의 가격으로만 구매가능하다.

Office of the Permanent Secretary의 의약품 부서는 Drug Management

System Information Center(DMSIC)을 통하여 의약품 구매 가격을 모니

터링하고 있다(Holloway, 2012).

GPO는 1966년 Parliamentary Act.에 따라 설립된 복지부(Ministry of

Public Health) 산하 공기업이다. GPO는 다음을 목표로 한다. 첫째, 양질

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유통한다. 둘째, 경쟁력 있

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이행한다. 셋째, 태국 사회에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접근을 위하여 적절한 가격을 유지한다. 넷째, 태국 국민의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실시한다(GPO 홈페이

지). 현재 GPO는 상당수의 필수의약품(National Essential Drug List)을

포함한 200 종류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800 종류의 의약품을 다

른 제약사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1,000 종류의 의약품은 10,000여 곳의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유통되고 있다(Holloway, 2012).

태국은 2008년 필수의약품 제도와 목록을 확립하였다. 현재 필수의약

품은 740 활성물질로 아래와 같이 5개로 분류되어 있다. 필수의약품은

처방 가능한 기관 및 정부 정책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A, B / C, D /

E1, E2로 나눌 수 있다(Holloway, 2012). A, B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처방

가능한 의약품이며, C, D는 이차의료기관에서만 처방 가능한 의약품이

다. 이렇게 분류가 가능한 것은 일차의료기관과 이차의료기관으로 보건

의료체계가 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태국의 일차의료기관은 문지기

(gatekeeper)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E1, E2는 다른 국가와

구분되는 필수의약품 분류이다. 먼저 E1은 정부의 정책 및 사업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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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HIV/AIDS 등의 의약품이며, E2는 고가의 항암제이다. E2에는 항암

제가 속하는데, 태국 정부는 E2를 D에서 분리시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E1, E2의 분리는 HIV/AIDS 의약품 및 항암제의 강제실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볼 수 있다.

Category Definitions

A 1st line drugs used in health centres

B 2nd line alternative drugs for use in health centres

C
Drugs for use by well trained physicians on signature of a 

hospital director

D Drugs for by specialists on signature of a hospital director

E1
Drugs for use in government projects 

e.g. resistant HIV or TB, Haemophilia

E2
High risk, costly drugs for use by a senior specialist

e.g. anti-cancer drugs

표 31. Category of Essential Drugs in Thailand

브라질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1964년부터 필수의약품 목록을 운영하고

있다70). 필수의약품에 포함되는 의약품만이 국가 의약품 프로그램71)을

통하여 유통이 가능하다. 이제도는 National List of Essential Drugs(RENAME)

이라고 하는데 WHO의 필수의약품 권고보다 13년 먼저 도입하였다. 브라질의 필

수의약품 목록은 일차치료제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제도 포함하고 있다. 2015년

현재 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되는 의약품은 484개인데, 이는 WHO의 목

록에 포함되는 431개 의약품과 유사하다. 목록 포함기준은 안전성, 효과

성, 이용가능성인데, 브라질 정부는 목록을 치료군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브라질에서는 태국과 같이 필수의약품 목록을 처방가능한 의료

70) 연방정부의 RENAME은 주(state)에서는 RESME, 도시(city)에서는 REMUME로 운영되고 

있는데, 목록의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71) 예를 들어 National HIV/AIDS Program, Popular Pharmac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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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IMS, 2015).

(다) 법과 제도

1990년대 일국의 무역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체제의 도입이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하

나인 TRIPs 협정문은 회원국의 지식재산 및 특허 제도에 영향을 주었

다. 그런데 TRIPs 협정문은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뿐만 아니라

소위 유연성 조항(flexibility clause)이라고 하는 과도한 지식재산 보호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분석 1에서 전술한 강제

실시(권리자의 승인 없는 다른 사용), Bolar Exception과 시험적 사용 등

이 포함된다. 한편 TRIPs 협정은 강제실시와 관련된 내용을 비교적 자

세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강제실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명시적으로 제

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주요 내용의 해석 및 국내법

적용에 재량이 있는데, 의약품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요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Gupta, 2010). 또한 TRIPs 협정문은 중·저소

득 국가를 대상으로 경과기간(transition period)을 두어 이들 국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Ford et al., 2007).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절에서는 TRIPs 협정문에 의한 브라질과 태국의 특

허법 변화를 경과기간과 강제실시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브라질의 산업재산법은 특허권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

재산권의 연혁은 다음 표와 같다. 본 분석에서 중요한 법률은 1996년에

제정된 법률 제9279호와 2001년에 개정된 법률 제10196호이다. 1996년 5

월 15일 TRIPs 협정문을 반영한 산업재산법이 공표되었다. 브라질에서

TRIPs 협정의 이행은 미국의 압력으로 경과기간인 2000년보다 4년 먼저

이루어졌다(Ford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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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 법률번호 주요 개정 사항

1929년 7월 30일 법령 제5685호 산업재산권에 관한 파리협약 승인

1933년 7월 26일 법령 제22289호 국가 산업재산국 창설

1945년 8월 27일 법령법률 제7903호 산업재산법을 현대 산업재산법으로 통합

1967년 2월 28일 법령법률 제254호 제2차 현대 산업재산법 공표

1969년 10월 21일 법령법률 제1005호 제3차 현대 산업재산권 공표

1970년 12월 11일 법률 제5648호 현재의 산업재산권청 설립

1971년 12월 21일 법률 제5772호 새로운 산업재산법 제정

1996년 5월 15일 법률 제9279호 TRIPs 협정문을 반영한 산업재산법 공표

2001년 2월 14일 법률 제10196호 산업재산법 개정(현행 산업재산법)

표 32. 브라질 산업재산권의 연혁

2001년 개정된 산업재산법 제1편 특허는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8장은 실시권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8장 실시권은 제1절

자발적 실시권, 제2절 실시허락준비, 제3절 강제실시권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제3절 강제실시권에서 중요한 내용은 강제실시의 요건에 해당하는

제68조와 제71조이다.

태국의 특허법은 1979년 제정(Patent Act B.E. 2522)되었고, 1992년

(Patent Act B.E. 2535)과 1999년(Patent Act B.E. 2542) 개정되었다. 본

분석에서 중요한 법률은 1999년에 개정된 특허법이다. Patent Act B.E.

2542는 TRIPs 협정문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태국에서 TRIPs 협정의

이행은 경과기간인 2000년보다 1년 먼저 이루어졌다. Patent Act B.E.

2542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장 발명에 대한 특허의 제5부 권리

의 강제실시권의 실시권 및 정부의 사용이 강제실시와 관련된 내용을 규

정하고 있다. 제5부에서 중요한 내용은 강제실시의 요건에 해당하는 제

46조, 제51조, 제52조이다.

브라질과 태국의 법률에서 강제실시 요건을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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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에서는 모두 국가 방위를 포함한 비상사태 및 긴급한 상황,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사용, 국내 미실시를 강제실시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과 비교하였을 때, 태국의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인

강제실시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사용

에서 브라질의 법률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태국의

법률은 영양 보건 등의 공공 서비스, 자연 자원 및 환경의 보호와 같이

강제실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 미실시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브라질 법률은 국내 미실시, 국내 충분하지 아니

한 실시를 강제실시 요건으로 제시하였으나, 태국 법률은 높은 가격으로

인한 국내 충분하지 아니한 실시, 식량·의약 또는 다른 소비 품목의 심

각한 부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강제실시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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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태국

가. 국가 방위를 포함한 비상사태 및 긴급한 상황 O O

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사용(공공의 소비) O O

영양 보건 등의 공공 서비스 _ O

자연 자원 및 환경의 보호 _ O

다. 국내 미실시 O O

국내 충분하지 아니한 실시 O
O

(높은 가격)

식량, 의약 또는 다른 소비 품목의 심각한 부족 _ O

라. 불공정 거래행위 O _

마. 보건학적 위협을 경험하고 있는 제3국으로의 의약품 수출 _ _

표 33. 브라질과 태국의 법률에 제시된 강제실시 근거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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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기간과 강제실시의 내용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특허제도에서

보건부의 참여 조항이다. 분석 1에서와 같이 특허제도에서 보건부의 참

여 조항은 소수의 국가에서만 관찰되었는데, 브라질과 태국은 모두 특허

제도에서 보건부의 참여 조항을 국내법에서 제시하고 있다. 양국은 특허

허여 과정에서 보건부가 특허청과 협조하여 특허 허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특허의 대척점에 보건 제도가 있다. 특허 제도에 따른 의약품 접

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국가들을 보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건 제도에는 보편적 의료보장, 필수의약품 공급과 같은 보건의료정책

(health care policy) 뿐만 아니라 건강권, 인권과 같은 사회정책(social

policy)이 포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절에서는 브라질과 태국 헌법에

제시된 건강권과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보

건의료 제도를 살펴본다.

브라질 현행 헌법은 1988년 제정된 제7차 헌법으로 사르네이(José

Sarney) 대통령 집권 시기에 선출된 의회가 개정한 것이다. 7차 헌법은

서문과 9편(Title)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권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8편

사회질서(The Social Order)이다. 1967년 헌법이 제3편에서 경제와 사회

질서를 함께 규정한 것과 다르게 1988년 헌법은 경제와 사회질서를 구분

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8편 사회질서는 일반 조항, 사회 복지, 교육·문화·

스포츠, 과학과 기술, 사회소통, 환경, 가족·어린이·청소년·노인, 인디언의

8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2장 사회 복지이다.

제2장 사회 복지의 제1절(Section) 일반 조항은 사회 복지의 내용과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제194조(Article)에서는 건강, 사회보장,

사회부조를 사회 복지의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95조에서는

사회 복지를 위한 예산의 구성을 명문화하였다. 제2절 건강에서는 건강

을 권리로 제시하고 있다. 동 절 제196조는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

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동 조는 구체적으로 건강권을 첫째, 질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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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줄이고, 둘째, 건강의 증진·보호·회복을 위한 활동과 서비스의 보

편적이고 동등한 접근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198조는 통합된 보건체계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동 조는 통합된 보건체계에서 분권화된

네트워크와 운영, 지역사회의 참여,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예방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199조는 통합된 보건체계를 보완할 수 있

는 민간의 참여를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200조는 통합된 보건체

계(Unified Health System)의 의무로 건강과 관련 있는 절차 및 제품을

감시하고, 의약품·의료기기, 혈액 제재 등의 생산 참여를 제시하고 있다.

태국의 현행 헌법(2007년헌법)은 2006년 군사 쿠데타 이후 제정된 것

으로 기존 1997년헌법의 주요 내용을 승계한 것으로 평가된다(손희두

외, 2008). 2007년헌법은 형식적인 면에서 매우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관

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007년헌법은 15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3장 국민의 기본

권과 의무, 제5장 국가의 기본정책방침이다.

제3장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는 13절(Part)로 구성되어 있다. 9절 공중

보건서비스와 복지의 권리(Right to Public Health Services and

Welfare)는 건강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51조(Section)는 공중보

건서비스와 복지의 권리 및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

시하고 있다. 국민은 표준의 공중보건서비스를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

으며, 빈자는 공공의료기관에서 무상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공중

보건서비스는 공공의료기관을 통하여 완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국가는 무상으로 위험한 전염성 질환을 즉각적으로 예방하고 근절

해야 한다. 또한 52조, 53조, 54조, 55조는 각각 어린이·청년·여성·가족

구성원, 60세 이상의 빈곤한 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 집이

없는 빈곤한 자의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제5장 국가의 기본정책방침은 10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가의 안전보

장 정책, 일반행정, 종교·사회·공중보건·교육·문화 정책, 법률과 사법, 외

교 정책, 경제 정책, 토지 사용·천연자원·환경 정책, 과학·지식재산·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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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책, 대중 참여 정책 등 9개 분야의 기본정책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태국 헌법은 각 정책 영역에 대한 기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

가가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4절 종교, 사회, 공중보건, 교육, 문화 정책, 10절 대

중 참여 정책이다.

4절 종교, 사회, 공중 보건, 교육, 문화 정책이 건강권의 내용을 규정하

고 있다면, 10절 대중 참여 정책은 건강권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

하고 있다. 4절 종교, 사회, 공중 보건, 교육, 문화 정책의 80조 (2)항은

공중 보건 제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항은 공중 보건 정책에

서 국가의 역할을 첫째, 국민의 지속가능한 건강을 위하여 보건제도를

향상·지원·개발하며, 둘째,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표준의, 양질의 공중보건

서비스를 제공 및 향상하며, 건강증진과 공중보건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민간부문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장려하며, 셋째,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4절의 내용은 전술한 “공공보건서비스와 복지”의 내용과 유사

하다. 10절 대중 참여 정책은 대중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시

하고 있다. 첫째, 정책 결정 및 지역과 국가 단위에서 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의 대중 참여를 장려한다. 둘째, 정치적 결정, 경제 및 사회 개발 계

획의 구성,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대중 참여를 장려하고 지지한다.

셋째, 모든 단계의 국가 권력 행사의 감시에 대하여 대중 참여를 장려하

고 지지한다. 넷째, 대중의 정치적 힘을 강화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법률을 준비한다. 다섯째, 정치 및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제공한다.

브라질과 태국의 헌법에 나타난 건강권과 이에 상응하는 국가(보건제

도)의 의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72). 브라질과 태국은 건강권과 이

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의 헌법

72) 한국의 헌법은 건강권의 구체적 내용을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음’과 

같이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또한 한국의 헌법은 건강권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

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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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태국의 헌법을 비교할 경우, 태국의 헌법에서 건강권을 보다 구체적

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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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태국

건강권의 

내용

질병의 위험 감소

보건의료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표준의 공중보건서비스를 평등하게 받음

빈자는 공공의료기관에서 무상의료를 받음

국가의 

의무

건강과 관련있는 절차 및 제품의 감시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생산 참여

보건서비스를 완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

무상으로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절

기타
민간 부문의 참여

분권화된 운영과 지역사회의 참여
대중의 참여

표 34. 브라질과 태국의 헌법에 나타난 건강권과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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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된 건강권과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는 보건의료 제도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본 절에서는 보건의료 제도에 나타난 브라

질과 태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과 HIV/AIDS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브라질의 1988년 헌법은 건강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1988년 헌법의 영향으로 브라질은 통합된 보건체계73)(Unified

Health System)를 구축하였다. 브라질의 통합된 보건체계는 지역사회 참

여를 바탕으로 한 분권화된 공공제도,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보건의료 서

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한다. 재원은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가 세금 등

으로 충당한다.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은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모두 제

공한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은 부가적 의료보험의

영향을 받고 있다. 부가적 의료보험74)의 가입률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

만 전체 인구의 25%가 부가적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부가적 의료

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 현재 부가

적 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360억으로 통합된 보건체계의 비용인 $380억

과 비슷한 수준이다. 부가적 의료보험 시장의 상당한 규모는 통합된 보

건체계의 재정, 인력, 자원이 이탈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용자

부담(copayment)은 아직까지 일반적이지 않지만 최근 들어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용자 부담의 패턴은 소득 계층에 따라 상이한데, 저소득

계층의 이용자 부담은 의약품 구매에 의한 것이다. 부가적 의료보험과

이용자 부담은 저소득 계층의 의료이용을 저해하고 있다(Marten et al.,

2014).

2004년부터 브라질 정부는 Farmacia Popular do Brasil(Brazil Popular

Pharmac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계층의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014년에는 113개 의약품이 동 제도에 포

함되었다. 113개 의약품은 천식, 고지혈증, 파킨슨병, 골다공증 등의 치료

73) Sistema Unico de Saude(SUS)라고 함.

74) 민간보험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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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상당수가 제네릭 의약품이다. 포함된 의약품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

으며, 최대 90% 할인되어 저소득 계층에 공급되고 있다. 2014년 현재 예

산은 BRL 2.6bn이다. 또한 2011년부터 브라질 정부는 Saude Nao Tem

Preco(Health Has No Pric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혈

압, 당뇨, 천식 환자들은 이에 해당하는 14개 의약품에 대하여 이용자 부

담 없이 접근할 수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동 제도의 수혜자는 천구

백만 명 정도이다(브라질 보건부 홈페이지).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보

편적 의료보장으로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Farmacia Popular do

Brasil은 저소득 계층을 위한 제도이며, Saude Nao Tem Preco는 대상

인구집단이 전체 인구의 10%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태국 헌법도 폭넓게 건강권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의 영향을 받은 태

국의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는 그 자체가 하나의 성공담이라고 할 수 있

다. 2001년 태국 정부는 “30 Baht Scheme” 을 통하여 공보험 확대를 도

모하였다. 이 제도는 개인의 소득,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필요

에 따라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였

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를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도 각각의 의료기관 방

문 및 입원에 대하여 30 Baht(0.84$) 이상을 지불하지 않게 되었다. “30

Baht”에는 성형수술, 장기이식, 신장투석, 항암치료 등과 같은 고가의 치

료는 일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약품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30

Baht Scheme” 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등록을 하고 이 기관에서 일차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었다(Damrongplasit and Melnick, 2009; NaRanong and NaRanong,

2006; Towse et al., 2004).

“30 Baht Scheme”을 도입하기 전, 태국에는 5개 유형의 보험제도가

있었다. 그것은 Low Income Card(LIC), Civil Servants Medical Benefit

Scheme(CSMB), Voluntary Health Card(VHC), Social Security

Scheme(SSS), 민간의료보험이다. LIC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

험으로 1975년 처음 도입되었다. 1992년에는 고령자, 취약계층, 12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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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동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CSMB는 공무원 및 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1980년 도입되었다. VHC는 1983년 모자보건 기금으로 시작하였

는데, 정부보조의 공보험으로 확대되었다. VHC에는 LIC에 포함되지 않

는 차상위 취약계층과 비공식적 부문 종사자가 포함되는데, 정부 보조금

과 개인 기여로 재원을 충당하였다. 한편 태국 기업은 1972년부터 근로

자 보상기금을 운영하였는데, 동 제도는 1990년 사회보장법 제정으로

SSS에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극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보험이 있

었다(Damrongplasit and Melnick, 2009; Towse et al., 2004).

1990년 사회보장법이 시행되자 보편적 의료보장의 개념이 알려지게 되

었다. 비정부 기구와 시민단체들은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사회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10년간 지속되었는데 많은 계층의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지지를 기회로 생각한 정치인들도 보편적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75), 2002년 11월 The National Health Security

Act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76). 보편적 의료보장제도의 도입에서 주목해

야 하는 것은 1997년 ~ 2002년의 경제위기와 1997년헌법이다. 전자의 경

우 거의 모든 태국 국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정치인들에게 질병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의 완화는 공약의 중요

한 내용이었다. 1997년헌법은 시민 평등권을 지지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

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군부가 가지고 있던 통치 권력이

정치인들에게 이관되었고, 정책 형성과 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었다(홍석표 외, 2013).

태국정부는 “30 Baht Scheme”을 도입하면서 LIC, CSMBS, VHC,

SSS를 통합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다른 부처와 CSMB,

SSS 가입자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결국 태국정부는 보건부 예산을 재편

성하여 “30 Baht Scheme”의 재원을 보건부 내에서 확보하였다. 2001년

2월 “30 Baht Scheme” 사전작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2001년 4월, 1차

75) 전술한 바와 같이 태국의 선거제도 변화도 여기에 영향을 주었음.

76) 후술할 바와 같이 “30 Baht Scheme"은 법률 통과 이전부터 정치적 의지로 이행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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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 2001년 6월, 2차로 15개 지역에

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고, 동년 10월 방콕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과정들은 법적 기반 없이 탁신 총리의 정치적

의지로 진행되었다(NaRanong and NaRanong, 2006). 2002년 The

National Health Security Act가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CSMB, SSS의 형태는 유지되었으나 재원의 관리가 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로 이전되었다. 이는 CSMB, SSS이 추후 NHSO에 통합

될 여지를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아래 표는 태국의 보험 종류별 적용대상 인구를 보여준다. 2001년 전

체 인구의 51.8%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보험에 속하였으며, 19.9%가 고

용에 근거한 보험에 속하였다. 민간보험에 속한 인구는 1.6%였으며, 어

떠한 보험에도 속하지 않은 인구가 26.6%였다. 보편적 의료보장이 확대

되면서 2005년 보험 종류별 적용대상 인구도 변화하였다. 2005년에는 전

체 인구의 70.6%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보험에 속하였으며, 24.9%가 고

용에 근거한 보험에 속하였다. 민간보험에 속한 인구는 1.0%였으며, 어

떠한 보험에도 속하지 않은 인구가 4.4%였다. 즉, “30 Baht Scheme”의

도입으로 어떠한 보험에도 속하지 않은 인구의 상당수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군으로 이동하였다(Damrongplasit and Melnic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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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5

Type of Insurance Millions Percent Millions Percent

Government-subsidized coverage 32.1 51.8 58.7 70.6

Voluntary Health Card scheme 13.6 22.0 a a

Low-Income Card scheme 17.9 28.9 a a

30 baht no payment 0.6 0.9 17.9 27.9

30 baht with payment b b 27.4 42.7

Employment-related 13.4 19.9 16.1 24.9

Civil Servant Medical Benefit Scheme 8.5 13.6 9.5 14.8

Social Security Scheme 3.9 6.3 5.9 9.1

Private Health Insurance 1.0 1.6 0.7 1.0

Uninsured 16.5 26.6 2.9 4.4

Total population 62.0 100 64.2 100

표 35. Insurance Coverage in Thailand, By Type of Insurance

Source: (Damrongplasit and Melnick, 2009), Data from Health and Welfare Survey (HWS), 2001 and 2005

a: Not applicable; these schemes were replaced with the 30 baht scheme in 2005

b: The 2001 HWS does not make a distinction between 30 baht no payment and 30 baht with payment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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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브라질과 태국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건강권과 보편적 의료

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브라질과

태국의 보편적 의료보장에서는 중요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그것은 이용

자 부담의 비율과 부가적 의료보험이다. 아래 표는 1995년과 2009년 브

라질과 태국의 전체 의료비에서 이용자 부담을 제외한 의료비 비율을 나

타낸다. 1995년 양국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9년 브라질의 이

용자 부담을 제외한 의료비 비율은 69%로, 1995년 61%에 비하여 개선

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9년 태국의 이용자 부담을 제외한 의료비 비율

은 84%로 1995년의 57%에 비하여 현저히 개선되었다. 이는 태국과 다

르게 브라질에서는 의약품 등에 대한 이용자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995 2009

Pooled Health 

Care Financing

Pooled Health 

Care Financing

Health spending

(% of GDP)

GDP 

per capita($)

브라질 61% 69% 9% 8,251

태국 57% 84% 4% 4,608

표 36. 브라질과 태국의 의료비 지출의 주요 지표

Source: Savedoff et al.(2012)

Savedoff et al.(2012)에 따르면 Pooled 재원은 의료비 지출에 상반된

효과를 줄 수 있다. 먼저 Pooled 재원은 이용자 부담을 감소시켜 저소득

층의 의료이용을 늘린다.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증가는 의료비 증가로 이

어진다. 하지만 전반적인 의료제공 및 의료이용의 효율성이 향상된다면

의료비는 의료이용 증가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태국의 사

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태국은 “30 Baht Scheme”을 도입하면서

보건의료제공체계를 개혁하였다. 가입자 거주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은 일

차의료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원의 배분과 의료이용의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GDP에서 의료비가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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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중은 4%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 다른 차이는 민간보험 비중이다.

태국의 경우 “30 Baht Scheme”을 도입하기 전과 후 모두 민간보험의

비중이 낮았다. 특히 “30 Baht Scheme”이 도입된 2005년에는 민간보험

비중이 1%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민간보험 내에서 부가적

의료보험의 비중이 높았다. 부가적 의료보험 가입자는 전체 인구의 25%

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360억으로 통합된 보건체계의 시장규

모인 $380억과 유사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었다. (Marten et al., 2014).

전반적으로 브라질과 태국의 의약품 제도는 상이하지만, HIV/AIDS

의약품에 대해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1996년 11월 13일 브라

질에서는 HIV/AIDS 의약품의 보편적, 무상 공급을 골자로 하는 법률

Law No. 931377)이 통과되었다. 이 법률은 브라질의 HIV/AIDS 정책과

건강권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HIV/AIDS 의약품에 대한 보편

적 권리를 법제화한 이 법은 HIV/AIDS 의약품 접근을 달성하기 위한

브라질 연방정부의 정치적인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태국에서

HIV/AIDS 의약품의 보편적, 무상 공급은 2003년 이루어졌다. 이는 보편

적 의료보장을 달성한 2001년보다 2년 늦게 이루어진 것이다.

나) 기제

실재론적 과학관에서 객체는 실재하는 것과 사유속의 것으로 구분된

다. 또한 객체들은 그 자체의 독특한 성질, 인과적 힘, 발생기제 및 구조

를 가지고 있다(이기홍, 1988). 이러한 가정은 아래 그림의 왼쪽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Sayer, 1992). 즉, 실재하는 객체는 독특한 구조와 기

제를 가지고 있다. 기제는 인과관계로 볼 수 있는데, 구조에는 다양한 기

제가 존재할 수 있다. 기제들은 서로 경쟁하며, 특정 맥락에 따라 어떠한

기제가 작동할 수 있으며 혹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77) 이 법은 제안자인 사르네이(Jose Sarney)의 이름을 따라 사르네이 법이라고도 함. 

전술한 바와 같이 사르네이는 1985-1990년 대통령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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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세계화의 무역질서라는 구조를 기제와 현상의 차원으로 제

시한다. 세계화의 무역질서를 도식화 한 것이 아래 그림 오른쪽이다. 세

계화의 무역질서에 따른 현상을 강제실시 제도로 한정하면 강제실시의

운영, 위협, 옹호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먼저 이러한 현상들을

제시하고,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과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legitimacy)이라는 기제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경제적 유인은 의약품 및

의약품에 체화된 지식재산의 무역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제이며,

규범적 정당성은 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재의 특성에서 나타날 수 있

는 기제를 의미한다.

그림 19. 실재론적 과학관에서의 구조, 기제, 사건과 본 연구에서의 적

용

Source: Sayer(1992) 일부 수정



- 174 -

(1) 강제실시와 관련된 현상

강제실시에 내재된 문제가 강제실시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

다. 강제실시에 내재된 문제로는 실제 이행까지의 법률적 ․ 행정적 어

려움, 강제실시를 위한 의약품 조달의 어려움 등이 있다(Gupta, 2010).

본 절에서는 강제실시의 이행의 행정적 어려움과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

는 위협과 옹호의 현상을 제시한다.

브라질의 산업재산권법에서는 기술적,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정당한 이

해관계를 가진 자 혹은 국가가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브라질의 강

제실시 실시는 2007년 5월 4일에 있었다. 보건부 장관이 2007년 4월 25

일 Efavirenz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Decree 866에 서

명함으로써 강제실시가 실시되었다. 이상의 사례를 볼 때, 브라질의 강제

실시는 보건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96년 브라질에서는 보건제도에서 HIV/AIDS 의약품의 보편적, 무상

공급을 골자로 하는 법률 Law No. 9313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

부는 HIV/AIDS 의약품의 조달 및 공급의 책임을 갖게 되었다.

아래 그림은 브라질에서 HIV/AIDS 의약품의 조달 및 공급을 보여준

다.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Law No. 9313에 따라 만들어진 국가 HIV/AIDS

프로그램78)이다. 국가 HIV/AIDS 프로그램은 환자, 지방정부 프로그램, 주

정부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의약품 수요 정보를 얻는다. 이렇게 얻어진 수

요 정보로 보건부는 공공 및 민간 제약사와 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한 협상

을 한다. 의약품 구매 및 조달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지면 의약품은 주정

부, 지방정부 프로그램을 거쳐 환자에 도달한다. HIV/AIDS 의약품 조달

에서 중요한 사실은 HIV/AIDS 의약품뿐만 아니라 HIV/AIDS 기회질병

(opportunistic disease)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 공급도 주정부와 연방정

부의 책임 하에 있다는 것이다(National AIDS Drug Policy, 2001). 이외

의 의약품은 보건부에서 직접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78) 아래 그림에는 National STD/AIDS Program으로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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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Logistics of HIV/AIDS drug in Brazil

Source: National AIDS Drug Policy, 2001

태국의 특허법은 누구나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강제실시는 태국의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79)와

보건부 안의 질병예방부(Department of Disease Control)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질병예방부는 제약사와 의약품 가격을 협상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7년 질병예방부는 fluconazole, 2004년과 2005년

HIV/AIDS 의약품의 가격을 제약사와 협상하였다. 하지만 협상은 성공

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Ministry of Public Health, 2007).

이 밖에 의약품 강제실시에서 중요한 국가 기관으로 National Health

79) 태국의 보건부는 Office of the Minister, Office of the Permanent Secretary, 

Department of Medical Services, Department of Disease Control, Department for 

Development of Thai Traditional and Alternative Medicine,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Department of Health Service Support, Department of Mental 

Health, Department of Health,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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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Office(NHSO), Ad Hoc Working Group이 있다. NHSO는 2002

년 국민건강보장법(The National Health Security Act)에 법적 근거를 두고 설

립된 조직으로, 보편적 의료보장을 통한 태국 국민의 건강보장(health security)

을 목표로 하고 있다. NHSO는 National Health Security Board(NHSB),

Health Service Quality & Control Board로 구성되어 있다(NHSO 홈페이지).

NHSO 산하에는 별도의 National Health Security Sub-committee가 있

는데, 이 소위원회가 태국의 의약품 강제실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National Health Security Board는 건강보장 관련 정책 결정과 제

도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d Hoc Working Group은 2005

년 4월 4일 특허 의약품의 가격 협상을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이다. 작업

반은 보건부 장관, 상무부 장관(Ministry of Commerce),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작업반의 의약품 가격 협상은 효과적이지

않았는데, 2006년 작업반은 특허권자의 협조가 부족하여 가격 협상이 실

패하였다고 보고하였다(Ministry of Public Health, 2007).

2006년 4월 17일 NHSB는 의약품의 정부사용(government use)을 목

적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동 소위원회는 정부사용의 기준으

로 첫째, 의약품의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지불가능성이 악화되어 보편적

의료보장이 어려운 경우, 둘째, 의약품이 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된 경

우, 셋째, 의약품이 긴급 혹은 위급한 상황에 필요한 경우, 넷째, 의약품

이 중요한 보건학적 문제의 해결 및 예방에 필요한 경우로 제시하였다

(Ministry of Public Health, 2007). 전술한 fluconazole과 HIV/AIDS 의

약품의 가격 협상 실패 사례, 작업반의 특허 의약품 가격 협상 실패 사

례를 볼 때 이러한 요건 중, 정부사용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의약품의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지불가능성이 악화되어 보편적 의료보장이 어려운

경우”로 보인다. 또한 2007년 2월 16일 보건부 장관은 특허 의약품의 가

격을 협상할 수 있는 새로운 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행정규칙을 제정하였

는데, 이는 높은 의약품과 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태국 정부의 노

력을 보여준다(Ministry of Public Health,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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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과 태국은 강제실시 이행을 위한 제도적, 행정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행정적 기반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과 HIV/AIDS 프로그램이었다. 다만, 보편적 의료보장 제도의

운영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브라질에서는 보편적 의료보장 제도가

HIV/AIDS 의약품에 한정되어 운영되었다. 반면 태국은 필수 의약품의

보편적 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였다. 또한 양국은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약품 가격을 제약사와 협상하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브라질은 HIV/AIDS 프로그램을 통하여, 태국은 질병예방부

안에서 혹은 별도의 Ad Hoc Working Group을 통하여 특허 의약품의

가격을 협상하기 위한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러한 조치가 강제

실시 제도 운영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제실시의 운영은 위협과 옹호라는 현상을 동반한다. 미국은 무역상

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법상의

Super 301, Special 30180)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 무역법은 ‘불공정한 무

역행위’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부당한

(unjustifiable) 정책, 행위, 관행(정책 등)으로 상대국이 미국의 국제법상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는 것이 포함된다. 둘째는 불합리한

(unreasonable) 정책 등으로 그것이 반드시 미국의 국제법상 권리를 침

해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니나, 불공정하고 형평이 결여된(unfair

and inequitable) 경우이다. 여기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불충분한 보호,

이에 따른 시장접근의 제한이 포함된다. 마지막은 차별적인(discriminatory)

정책 등으로 미국의 상품, 서비스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거

80) Special 301에 따라 미국무역대표부는 지식재산에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

하지 않고 있는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로 지정하고, 신

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국과 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 만일 

당사국이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협상의 진전이 없는 경우 광범위한 보복 조

치를 취할 수 있음. 또한 미국무역대표부는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기준에는 미달하나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우선관찰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관찰대상국(watch 

list), 특별언급국(special mention)으로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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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는 것이다(최병선, 1999).

1998년 브라질은 Special 301조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1998년 12

월 미국제약협회는 미국무역대표부에 브라질을 관찰대상국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제약협회는 브라질의 불충분한 지식재산 보호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브라질은 1999년 다시 관찰대상국에 포함

되었다. 2000년 미국무역대표부는 특허 허여 과정에서 보건부가 사전에

참여하는 조치를 문제 삼았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이를 통하여 의약품의

특허 허여가 지연되고, 특허에 따른 독점기간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였

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러한 조치들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브라질

의 지위를 2003년 우선관찰대상국으로 격상하였다. 미국무역대표부는 브

라질의 부적절한 특허 및 저작권 보호 등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특히 의

약품의 경우 2002년부터 허가 과정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미공개 정보의

사용을 문제로 제기하였다81). 브라질은 2006년까지 특허의 허여 과정에

서 보건부의 사전 참여, 부적절한 미공개 정보의 보호 등의 이유로 우선

관찰대상국에 속하게 되었다. 2007년 브라질의 지위는 관찰대상국으로

격하되었다. 2007년에는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강제실시가 실시되었는데,

미국무역대표부는 강제실시 실시 과정에서 브라질 정부와 특허권자의 투

명하고 열린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01년 태국은 Special 301조의 관찰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무

역대표부는 태국 내에서 미공개 정보의 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는 Trade

Secret Act, 원산지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Protection of Geographic

Indications Act가 통과되지 않은 것을 우려하였다. 참고로 Trade Secret

Act는 2002년 4월 23일, Protection of Geographic Indications Act는

2003년 10월 20일 제정되었다. 태국은 지식재산청의 특허 허여 지연, 부

적절한 미공개 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2006년까지 관찰대상국에 속하게

되었다. 2007년 태국의 지위는 우선관찰대상국으로 격상되었다. 2007년

81) 미국무역대표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의약품을 Unauthorized copies of 

pharmaceutical products라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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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는 6개의 의약품에 대하여 강제실시를 실시하였는데, 미국무역

대표부는 이를 문제 삼았다. 미국무역대표부는 TRIPs 규정에 의거한 강

제실시를 인정하였지만 태국 내에서 이루어진 투명성이 결여된, 적법하

지 않은 강제실시 절차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2008년에도 미국무역대표

부는 태국에서 실시된 강제실시가 지식재산의 불충분한 보호를 의미한다

며 우려를 제기하면서 태국을 우선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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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Issued CL PN PN PN

Special 301

Placement

WL

requeste

d by 

PhRMA

WL WL WL PWL PWL PWL PWL PWL

표 37. 브라질의 강제실시와 Special 301조 상의 지위

태국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Issued CL 1 1 6

Special 301

Placement
WL WL WL WL WL WL PWL

PWL,

PFC 

requeste

d by 

PhRMA

PWL

표 38. 태국의 강제실시와 Special 301조 상의 지위

PN: Price Negotiation, PFC: Priority Foreign Country(우선협상대상국)

PWL: Priority Watch List(우선관찰대상국), WL: Watch List(관찰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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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시의 운영과 이에 대한 위협은 세 가지 함의를 내포한다. 첫째,

미국제약협회는 미국무역대표부에 무역제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미

국무역대표부는 적극적으로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1998년 브

라질 사례, 2007년 태국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8년 미국제약협회

는 브라질 내에서의 불충분한 지식재산의 보호를 이유로 미국무역대표부

에 브라질의 지위를 관찰대상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무역대표부는 1999년 브라질의 지위를 관찰대상국으로 격상하

였다. 또한 미국제약협회는 태국 내에서의 광범위한 강제실시 실시에 대

하여 우려를 제기하면서 태국의 지위를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실제 반영되지

않았지만 미국무역대표부는 이미 2007년 태국의 지위를 관찰대상국에서

우선관찰대상국으로 격상한 상태였다.

둘째, 강제실시의 실시가 언제나 실질적인 위협으로 연결되었던 것은

아니다. 2007년 브라질에서는 강제실시가 처음 실시되었다. 하지만 오히

려 브라질의 지위는 우선관찰대상국에서 관찰대상국으로 격하되었다. 미

국무역대표부는 강제실시 결과(실시 자체)가 아닌 강제실시 과정(투명하

고 열린 협상)에 우려를 제기하였다. 즉, 브라질에서는 강제실시 결과가

무역제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강제실시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판단이 무역제재 이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셋째, 강제실시의 실시가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동한 경우 강제실시가

어떠한 맥락에서 실시되었는지가 중요하다. 2007년 태국은 6개 의약품에

대하여 강제실시를 실시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태국 정부의 조치가 지식

재산을 부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이며, 강제실시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태국의 지위를 관찰대상국에

서 우선관찰대상국으로 격상하였다. 그런데 태국의 강제실시는 2007년에

처음 실시된 것은 아니었다. 2005년과 2006년에도 강제실시 사례가 존재

하였는데, 미국무역대표부는 이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 2005

년 Tamiflu의 경우 태국 내에서 특허가 존재하지 않았고, 2006년



- 182 -

Sustiva의 경우 HIV/AIDS 의약품으로 단독으로 강제실시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2007년의 강제실시는 HIV/AIDS 의약품뿐만 아니라 혈전생성 억

제제, 항암제 및 면역조절제에 대하여 폭넓게 강제실시가 실시되었는데,

미국무역대표부는 강제실시의 폭넓은 사용을 우려하였고 이를 제한하고

자 태국의 지위를 관찰대상국에서 우선관찰대상국으로 격상하였다.

첫 번째 함의에서는 자국 제약업계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미

국무역대표부와 미국정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유럽 연합에서도 공

통적으로 나타났다. 유럽 연합은 브라질의 강제실시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태국에서 실시된 강제실시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하

였다. 태국에서는 2007년 Plavix에 대한 강제실시 실시 사례가 있었는데,

Plavix의 특허권은 유럽계 제약사인 Sanofi Aventis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Plavix의 강제실시 사례에서도 강제실시 위협의 주체는 제약

사(미국의 경우 미국제약협회)와 국가기관(미국의 경우 미국무역대표부)

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Plavix의 강제실시 사례에서 Sanofi Aventis의 조치는 제네릭 제약사

인 인도의 Emcure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Emcure는 Plavix의 제네릭 의

약품을 태국에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Sanofi Avnetis는 이러한 조치를

강행할 경우 Emcure와 법적 다툼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에서는 태국의 강제실시에 대하여 다소 상반

된 의견이 있었다. 먼저 유럽연합의 무역위원회(Trade Commissioner)

대표 Peter Mandelson은 태국의 강제실시를 비난하였다. 2007년 7월 9일

그는 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태국 정부의 광범위한 강제실시를 비난하

였다. 또한 2008년 2월 21일 그는 신임 상무부 장관(Minister of

Commerce)에게 서한을 보내 유럽의 투자자들과 제약사들의 대응을 우

려하면서 강제실시를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태국의 강제실시

조치가 태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주요 제약사는 태국 내 의약품

판매를 거부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Abbott and Reichman, 2007). 하지

만 European Parliament에서는 태국의 강제실시 조치를 옹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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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Parliament의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는 태국 정부의 강제실시를 TRIPs 유연성 조항의 하나로 보고 지지하였

다. 2008년 5월 21일, European Parliament는 Peter Mandelson에게 서한

을 보내 태국 정부의 TRIPs 유연성 조항 사용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의

견을 명확히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Peter Mandelson은 태국

정부의 강제실시 조치가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의약품

급여 정책의 확립과 제약사와의 가격 협상에 대한 국가의 노력을 회피하

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강제실시 조치는 의약품 혁신과 개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을 주장하였다82).

한편, 브라질과 태국의 강제실시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강제실시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로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의 생산, 축적, 전달을 제

시하고 있다(Rosenberg, 2014). Flynn(2013)은 브라질의 사례를 분석하였

는데, 국가의 정치적 노력, 그 중에서도 국가 HIV/AIDS 프로그램이 강

제실시의 성공적 운영에 효과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았다. 저자는 국가,

시민사회, 외국계 제약회사, 국내 제약회사의 관계에 주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옹호 세력의 형성과 공개적인 폭로(naming and shaming)가

강제실시의 성공적 운영에 결정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시민

사회의 참여는 정부가 산업 및 무역 정책보다 보건정책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자국의 타산업군과 타국의 압력에 견

딜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았다(Rosenberg, 2014). 예를 들어 브

라질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시민사회,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의약품 접근을

인권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여기에는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UNCHR), WHO의 World Health Assembly(WHA),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가 포함된다. 이와 더

불어 국제 시민 사회,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은 도하 라운드(Doha

Round)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전 지구적인 HIV/AIDS 위

82) Peter Mandelson’s Letter to James Love & Jill Johnstone, (2008) available at 

http://www.keionline.org/misc-docs/thai/08-1674-Lett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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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저가 의약품의 필요, 중소득 국가들과 제약사의 갈등으로 지식재산과

의약품 접근은 도하 라운드의 주요 협상 의제가 될 수 있었다(Flynn,

2013). 이하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브라질과 태국의 시민사회에 대하여

분석한다.

브라질 HIV/AIDS 운동의 구분되는 형식적 특징은 시민사회와 민간영

역의 활동에 기반을 둔 상향식 접근(bottom up approach)과 민관 파트

너쉽의 강화(infiltrate the state)이다. 상향식 접근방식은 헌법에서도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98조는 통합된 보건체계의 구체적인 모습

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조는 통합된 보건체계에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분권화된 네트워크와 운영,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예방의 중요

성과 함께 강조하고 있다. 또한 헌법과 더불어 군사독재정권 이후 민주

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확대되었다(Nunn, 2009).

1980년대(초창기) 브라질 HIV/AIDS 운동의 핵심 주역은 다양한 NGO

와 민간부문의 행위자였다. 당시 HIV/AIDS 운동은 HIV/AIDS 감염인들

이 주로 거주하는 상 파울루, 리우 데 자네이루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특히 상 파울루에서는 GAPA라는 NGO와 주 정부의 협업으로

HIV/AIDS program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1986년 브라질 정부는 국가

HIV/AIDS 위원회(National STD and AIDS Committee)를 설립하였는

데, 1994년 이 위원회로 하여금 시민사회와 협력하라는 행정명령83)이 제

정되었다. HIV/AIDS 운동가들은 군사독재 이후 세력을 확대하면서,

HIV/AIDS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할 것을 브라질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

들은 1988년 개정된 헌법84)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연방 정부에 적절

한 대응을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전략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운동가들은

HIV/AIDS 이외에 많은 문제들이 산재한 브라질 공공보건체계에서 사법

체계를 통한 문제 해결이 빠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소송에 대한 브라

83) Ministerial Ordinance No. 1028/GM

84) 특히 헌법 제196조, 제198조, 제199조를 활용하였음. 주요 내용은 헌법에 전술한 

① 헌법과 건강권 부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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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사법부의 판단은 HIV/AIDS program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사법부의 판단은 HIV/AIDS 환자 및 치료에 대한 사회 규범(social

norm)을 형성하였고, 이들에 대한 불평등에 관심을 갖고 시정할 수 있도

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미디어의 관심도 긍정적인 역할

을 하였다. 즉, 브라질의 HIV/AIDS 운동은 사법체계를 활용한 정치적

행동, 대중의 저항, 미디어의 활용 등을 통하여 국가에 적절한 조치를 취

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Nunn, 2009).

태국의 시민사회는 1970년대 중산층의 확대, 농민 및 산업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함께 등장하였다. 중산층은 196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

불어 증가하였다.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사무직 노동자의 수가 양적으

로 증가하였는데, 이들은 다양한 시민사회를 조직하여 농민 및 산업노동

자들에 대한 착취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헌법

도 태국의 시민사회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태국의 헌법

은 절차적, 내용적으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1997년헌법은 99명으

로 구성된 독립적 헌법초안위원회(Constitution Drafting Assembly) 위

원들이 전국을 돌며 국민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이는 절차적으로 시민참여를 보장한 것이었다. 또한 태국의 헌법은 제5

장 국가의 기본정책방침에서 대중 참여를 주요 내용85)으로 제시하고 있

다. 이러한 제도적 배경을 기반으로 태국의 시민사회는 정당과 더불어

태국 정치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헌법의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헌법의 내용에 따라 헌법의 주요 수혜자가 되

었다(존 펀스톤, 2004).

태국의 HIV/AIDS 시민단체는 1990년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

85)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국 정부는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경

제적, 사회적 개발을 위한 정책 및 계획의 결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둘

째, 태국 정부는 정치적 결정과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위한 계획과 공공 서비스 제

공에서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지한다. 셋째, 태국 정부는 공권력의 감시 과정에

서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지한다. 넷째, 태국 정부는 시민의 정치적 힘을 강화하

고, 시민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과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다

섯째, 태국 정부는 민주주의 제도 아래 시민의 정치와 행정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

육을 지원하고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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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초기 시민단체들은 HIV/AIDS 치료보다는 사회적 차별이나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99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태국의 HIV/AIDS 운

동은 의약품 접근권을 중심으로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정부에 저

가의 복제 의약품 생산과 적극적인 치료지원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2003

년 이전까지 HIV/AIDS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감염인은 극히 적었다.

1992년 태국 정부는 HIV/AIDS program을 도입하였지만, 치료 수준이

낮고 치료 범위가 매우 협소하였다. 태국의 시민단체들은 복제 의약품

생산과 이에 따른 의약품 가격 하락을 대중에 알려나갔다. 시민단체와

태국 HIV/AIDS 감염인 네트워크는 국경없는 의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의약품 가격 문제를 제기하고 복제 의약품 생산을 요구하였다

(서보경, 2008).

태국의 HIV/AIDS 운동에서 의미있는 시도는 첫째, didanosine의 특허

포기 소송, 둘째, zidovudine + lamivudine(comvivir)의 특허권 포기이다.

Didanosine 소송은 Bristol Myers Squibb(이하 BMS)사가 출원한 특허

내용의 형식적인 문제로 시작되었다. 태국지식재산청은 didanosine 5 ~

100 mg에 대해서만 특허를 허여하였다. BMS는 함량 제한을 수정할 것

을 지식재산청에 요구하였다. BMS는 didanosine의 함량을 명기하지 않

음으로써 고함량 제품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막고자 하였다. 하

지만 지식재산청은 didanosine의 특허 범위를 5 ~ 100 mg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로 인하여 태국의 국영 제약사가 합법적

으로 didanosine 125, 150, 200 mg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BMS는 판결에 불복하였다. 이에 2002년 10월 HIV/AIDS 운동가들은

didanosine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Didanosine은 미국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서 발명한 물질로, BMS는 이의 구조를

다소 변형시켜 상품화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운동가들은 주장하였다. 긴 법정 다툼 끝에 2004년 BMS는 결국

didanosine의 특허권을 포기하였다.

이와 더불어 Comvivir의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던 Glaxo Smith Klein(G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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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97년 10월 지식재산청에 comvivir의 특허 허여를 청구하였다. 하지

만 HIV/AIDS 운동가들은 동 의약품은 기존에 존재하였던 의약품의 복

합제이기 때문에 특허 허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반

대로 comvivir의 특허 허여는 지연되고 있었다. 2006년 2월 지식재산청

이 comvivir에 특허권을 허여하려고 하자, HIV/AIDS 운동가들은 소송

과 함께 GSK사 앞에서 시위를 시작하였다. 결국 2006년 8월 GSK는

comvivir의 특허권을 태국과 태국 이외의 국가에서 포기한다는 서한을

발표하였다. 참고로 comvivir의 강제실시는 2003년 말레이시아와 에콰도

르, 2005년 카메룬에서 있었는데, 에콰도르에서만 청구가 기각되었고 나

머지 두 국가에서는 강제실시가 실시되었다.

브라질과 태국의 시민참여 및 HIV/AIDS 운동의 제도적 기반으로는

민주화와 헌법이 있다. 경제성장을 동반한 민주화는 중산층으로 하여금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헌법에 명시된 시민 참여는 이를 더

욱 공고하게 하였다. 또한 양국의 시민운동은 내용적으로 사법체계를 적

절히 활용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브라질에서는 주

요 논의가 HIV/AIDS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제도에 한정되었다면, 태

국에서는 주요 논의가 HIV/AIDS 의약품을 포함하는 의약품 접근과 특

허에 대한 도전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국제사회의 인정,

국가 간의 교류가 강제실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2007년 태국의

강제실시에 대하여 미국과 EU가 위협을 하였지만, 이러한 조치는 국제

사회에서 WTO 회원국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았다. 이는 1997년 남아

프리카 공화국에서 공중보건을 위하여 개정한 법안이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받은 것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었다(Abbott and Reichman,

2007).

국가 간 교류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2003년 태국 정부는 협상 사례

를 배우기 위하여 보건부 직원과 HIV/AIDS 환자들을 브라질에 파견하

였다. 파견은 UNAIDS, WHO, 국경없는 의사회, Oxfarm의 지지를 받았

는데, 브라질 사례에 대한 교육은 태국의 HIV/AIDS 프로그램 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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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의약품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역으로 태국에서는 브라

질보다 먼저 강제실시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브라질의 강제실시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었다(Ford et al., 2007). 브라질에서는 2007년 efavirenz의

강제실시가 있었는데, 이는 2006년 태국의 동 의약품 강제실시 결정에

영향을 받았다. Merck는 강제실시에 대응하여 efavirenz의 약가를 인하

하면서 태국 정부와 가격 협상에 돌입하였다. 브라질에서도 동 의약품에

대한 약가 협상이 있었는데, 태국에서와 유사한 폭의 할인이 제시되지

않자 브라질은 처음으로 강제실시를 실시하였다(Kuek et al., 2011;

Cohen, 2006).

(2) 현상에 내재된 기제

전술한 강제실시의 운영, 위협, 옹호의 현상은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과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legitimacy)이라는 기제를 내포한

다86). 경제적 유인과 규범적 정당성은 각각 무역질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profit), 무역질서의 논의 과정과 결과에 나타난 정의(justice)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무역질서의 기제는 한 주체 혹은 한 층위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즉, 무역질서의 기제는 다양한 차원에서 존재한

다. 본 분석에서는 국가의 하부 단위, 국가, 국가의 상부 단위 층위에서

개별 주체들에 작용한 무역질서의 기제를 경제적 유인의 측면에서 파악

한다. 또한 규범적 정당성에서는 정의의 내용, 당사자, 방법을 중심으로

기제를 제시한다87).

86) 이 밖에도 정치적 고려(political consideration) 등이 있을 수 있음. 즉, 강제실

시는 일종의 보호무역 수단으로 볼 수 있는데 보호무역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동하여 강제실시가 실시될 수 있음.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재의 성질로 인하여 정치적 고려의 기제가 규범적 정당성이라는 정의의 논

리로 치환되었다고 판단하였음. 즉,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약품의 강제실시

는 정치적 고려라는 기제보다는 규범적 정당성이라는 기제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87) 이와 같이 정의의 내용, 당사자, 방법을 중심으로 규범적 정당성을 제시한 것은 낸

시 프레이저(2010)의 논의를 참고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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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제적 유인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초국적 제약사는 강제실시를 제한하기 위한 경제

적 유인을 가지고 있다. 강제실시가 제한된다면 강제실시를 청구한 국가

내에서 의약품은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88). 또한 일국의

강제실시는 타국의 강제실시에 정(+)의 영향을 주는데, 일국의 강제실시

제한은 타국의 강제실시를 제한할 수 있다(Kuek et al., 2011). 이러한 맥

락에서 일국의 강제실시 제한은 다른 국가의 실제 의약품 가격에도 영향

을 준다.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제약사의 위협은 제약사가 직접 개별 국가 및 기

업을 위협하는 경로와 제약사가 속한 국가에 위협을 요구하는 경로로 나

눌 수 있다. 브라질과 태국에서 나타난 강제실시 위협 중, 제약사가 직접

개별 국가를 위협한 실질적 사례는 2007년 태국에서 나타났다. 2007년

태국 정부는 다른 6개의 의약품과 함께 Kaletra의 강제실시를 실시하였

다. 강제실시의 약정은 2012년 1월 31일까지 유효하였는데, 태국 정부는

총 판매액의 0.5%를 특허권을 소유한 Abbott에 지불하기로 하였다.

2007년 1월 6일 태국의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와 질병예방부

서(Department of Disease Control)는 서면으로 Kaletra의 강제실시를

통보하였다. Abbott사는 강제실시에 대한 보복 조치로 태국 내에서의

Brufen, Abbotic, Clivarine, Humura, Tarka, Zemplar, Aluvia와 Kaletra

의 새로운 제형의 허가 신청을 취소하였다.

한편 2007년 4월 10일 Abbott사는 Kaletra와 Aluvia에 대하여 강제실

시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동의한 저소득 국가와 시민단체에 한하여

동 의약품의 가격을 할인하여 공급하였다(Kuek et al., 2011). 이는 제약

사가 중 ․ 저소득 국가에서의 강제실시를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해당 국가에서의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다른 고소득 국가에서의 손실이

88) 의약품 강제실시와 이에 따른 의약품 가격의 구체적 변화는 Abbott and 

Reichman(2007)과 Ford et al.(2007)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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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제약사는 해당 국가의 강제실시로 인하여 의약

품 가격이 하락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강제실시 등의 방법으

로 의약품 가격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

하기 위하여 제약사는 저소득 국가에 한정하여 의약품 가격을 할인하였

다.

제약사가 경제적 유인을 이유로 자신이 속한 국가에 강제실시의 위협

을 요구한 경로는 미국의 무역정책과 미국무역대표부의 활동에 잘 나타

나 있다.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에 따르면 외국과의 무역을 규제하고 관

세를 부과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다. 동시에 헌법 제2조 제2항은 외국과

의 대외관계(foreign relations)를 다루는 권한이 대통령에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헌법은 무역정책에 대하여 다소 모호하고 이

중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무역정책은 의회와 대통

령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무

역대표부는 미국을 대표하여 무역정책을 수립하고, 무역협상을 수행하고

있다(김정수, 1994b).

과거 미국의 무역정책 수립과 집행은 주무부처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

문에 부처 간 의견조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1962년 의회는

무역확대법(Trade Expansion Act)에 무역정책 조정을 위한 부처 간 무

역정책메카니즘을 포함하였다. 이는 무역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

어서 국내외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함이었다. 1963년에는 행정명령으로

행정부 내에 특별무역대표부(Office of the Special Trade Representative)

가 만들어졌다. 특별무역대표부는 1980년 행정명령을 근거로 무역정책 수

립과 관리 업무를 부여받았고, 이름도 미국무역대표부로 바뀌었다. 이후

미국무역대표부는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에 의하여 법적 지위가 격상되었다89). 요약하면, 초기 무역정책메카니

89) 1988년 종합무역법에 따른 무역대표부의 주된 권한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무역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집행을 조정할 우선적인 책임을 갖는다.

: 상품 및 직접투자 교섭을 포함한 제반 국제통상협상에 미국의 수석대표자로 참여하여 

협상을 진행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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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과 특별무역대표부는 미국 무역정책의 수립 및 협상에 있어 정부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국내외 이해관계의 균형을 도모하였다. 이후 무역

대표부로 개명되었고 격상된 법적 권한을 부여 받으면서 미국무역대표부

는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대표자로, 불공정무역에 대한 시정기관으로 변

모하였다(손태우, 2009; 김정수, 1994b).

미국무역대표부의 새로운 역할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불공정무역에

대한 시정이다. 미국무역대표부는 공정무역(fair trade)을 목표로 외국의

무역장벽 철폐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1988년 종합무역법은

301조의 시행에 대한 권한을 미국무역대표부에 부여하였다. 301조는 본

래 1974년 무역법(Trade Act)의 제301조에서 제309조까지의 내용을 의

미하는데, 1988년도 종합무역법에서 그 내용이 강화되었다. 301조의 발동

에 대한 규정은 크게 Regular 301, Super 301, 지식재산권 Special 301,

통신부문 Special 301로 구분된다(김정수, 1994a).

그렇다면 미국무역대표부가 불공정무역에 대한 시정기관으로 변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1980년대 냉전의 종식 및 무역적자의 급증이라

는 무역환경의 변화, 무역정책에서 의회의 주도권 회복, 이에 따른 무역

정책 기본이념으로서 공세적 상호주의(aggressive reciprocity)의 확립에

서 찾을 수 있다. 즉, 냉전의 종식과 무역적자의 증가에 따른 의회의 불

만으로 무역정책의 주도권이 행정부에서 의회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무역정책의 기본이념으로 공세적 상호주의가 자리하게 되었다.

미국은 무역적자의 원인이 미국 시장의 개방성과 타국 시장의 폐쇄성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대다수 미국인들은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불구

하고 타국의 시장이 개방되지 않아서 미국 상품의 시장접근이 불가능하

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타국의 불공정한 무역장벽만 철폐된다면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았다(Bhagwati, 1990).

: 정부 각 부처 간의 조정을 위하여 무역정책의 수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 및 해석문제에 관하 정책지침을 마련한다.

: 제반 무역협정 프로그램에 관해 대통령과 의회에 직접적으로 보고하며, 그 집행에 관

해서도 대통령과 의회에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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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범적 주장들은 실증연구를 통하여 그 정당성이 한층 강화되

었다. Maskus and Penubarti(1995)는 개발도상국가와 OECD 국가를 대

상으로 1984년 28개의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출과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식재산권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미국의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지식재산권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미국의 수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

실을 발견하였다. 저자들은 이를 근거로 미국의 입장에서 수출대상국의

지식재산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사한 연구로

Smith(1999)의 연구가 있다. 저자는 1992년 미국의 수출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수출을 국가별로 분석하였다. 저자는 모방능력을 주요 변수로 선

정하였는데, 모방능력이 강한 국가에서는 미국 제품의 수출에 따른 시장

확대효과가, 모방능력이 약한 국가에서는 미국 제품의 수출에 따른 시장

지배력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규범적 연구와 실증적 연

구를 통하여 미국무역대표부는 공정무역 확대를 명분으로 상호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요구에 불응하는 국가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무역대표부는 미국 기업들의 수출을 위한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개방 요구는 지식재

산 부문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신발, 철강, 보험, 쇠고기, 담배,

포도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위한 조치를 수행

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이행된 산업 영역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Ryan, 1995). 미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산업

영역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장 접근 조치를 취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은

태국 정부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의 제한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미국산 담

배 수입 금지 등을 문제 삼았다90).

경제적 유인은 지식재산권 공급 국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식

90) 이를 소위 Thailand-Cigarette 사건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Thailand-Cigarettes, 

BISD 37S/200와 McDorman(1992)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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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수요 국가에서도 강제실시에 대한 경제적 유인 기제가 작동한다.

차이가 있다면, 지식재산권 공급 국가에서는 강제실시를 제한하려는 유

인이 있다면 지식재산권 수요 국가에서는 강제실시를 실시하려는 유인이

있다. 강제실시로 의약품 가격이 하락한다면(Abbott and Reichman,

2007; Ford et al., 2007), 의약품 접근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강제실시를

실시한 국가 국민의 건강결과가 향상되고, 정부지출이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의 수요 국가는 강제실시의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의약품 강제실시는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구로 활용할 수 있다. 강제실시를 통하여 제약기술이 발전된다면 의약품

수입의 대체와 의약품 수출의 확대 측면에서 경제적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의약품 접근의 향상은 건강결과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강제

실시 등에 의하여 낮아진 의약품 가격으로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의

수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Greco and Simao, 2007). 의약품 접근의

향상은 강제실시로 수입된 의약품의 수량 및 유통량 증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 유통의 증가는 보건의료 제공자로 하여금 의약품이 시

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Striner, 2012). 강제

실시로 향상된 의약품 접근은 건강결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Striner, 2012; Yamabhai et al., 2011). Yamabhai et al.(2011)는 강제실

시에 따른 건강개선의 효과를 생산성과 보건의료 지출로 나타내었다. 분

석 결과 대조군과 비교한 의약품의 건강개선에 따른 효과는 5년간

$132,400,00로 추정 되었다.

의약품 접근의 향상은 정부 지출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정부지출은 의약품 가격(price)과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 수(quantity)

혹은 처방량(volume)의 함수이다. 강제실시는 의약품 가격을 상당부분

낮춰주는 효과가 있으나, 동시에 의약품 접근을 향상시켜 처방받은 환자

수 혹은 처방량을 늘린다. 결국 강제실시로 인한 정부지출은 가격과 수

량에 의존한다. 태국에서는 강제실시로 정부지출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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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Mohara et al.(2012)는 강제실시에 따른 정부의 재정영향분석

(budget impact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오리지널 의약품 및 강

제실시 의약품 가격과 환자 수를 가지고 정부지출의 절감 효과를 분석하

였다. 분석 대상 의약품은 강제실시가 실시된 efavirenz, lopinavir/r,

clopidogrel, letrozole, docetaxel, erlotinib이었다. 6개 의약품에서 5년간

$370,000,000의 재정 절감의 효과가 있었다.

2000년대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특허제도의 유연한 도입 혹은 특허권

제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데(CIPR, 2003), 이러한 맥락에서 강제실시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의약품 수입 대체 및 의약품 수출 확대

에 기여할 수 있다. 의약품 강제실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지출을 줄

이는 효과가 있다(Mohara et al., 2012; Ford et al., 2007; Revenga et

al., 2006). 그런데 정부지출에서는 지출의 총량이 감소한 것과 더불어 지

출이 누구에게로 이동하였는지가 중요하다. 강제실시를 실시한 의약품의

특허권은 고소득 국가의 제약사가 가지고 있다. 강제실시를 실시하지 않

은 경우 의약품 비용의 상당 부분이 고소득 국가의 제약사에 귀속되며,

해당 국가의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강제실시가 실시

된 경우 의약품 비용의 일부(매출액의 0.5%)만이 고소득 국가로 이동하

기 때문에 강제실시는 해당 국가의 수입 대체를 통하여 무역수지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강제실시와 관련된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상부 단위로

WTO가 있다. 강제실시와 관련된 WTO의 경제적 유인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WTO의 목표와 기능, WTO 회원국의 재정부담과 의사결정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WTO는 협정문과 부속서를 통하여 회원국 간의 무역관계 수행을 위

한 공통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WTO 설립의 기초가 되는 사상은 시장

개방, 비차별, 국제무역상의 세계적 경쟁이 회원국의 복지에 도움이 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Hoekman and Kostechi, 1995). WTO 설립협정은

WTO의 목표로 회원국들의 생활수준 향상, 완전고용, 실질소득과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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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의 성장,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무역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WTO 설립협정은 관세인하와 무역

의 비관세장벽 감축, 차별적 대우의 제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WTO는

자유무역이 아닌 공정무역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무역은

자유무역 구호(rhetoric)와 함께 정치 논리에 휘말리면서 의미가 변질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최병선, 1999). 초기 공정무역은 공평한 경쟁조건

의 확보를 명분으로 불공정 무역 상대국에 미국 수준에 상응하는 규제완

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치 논리에 휩싸인 공정무역은 무역

상대국이 얼마나 개방되어 있고, 얼마나 공평한 시장접근을 보장하고 있

느냐는 규칙(rules)보다 구체적인 결과로 판단하는 정서가 팽배해 졌다.

즉, 공정무역은 무역 상대국에 대한 수출이 일정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

면 이를 근거로 무역 상대국이 불공정하게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는 주장

으로 변질되었다.

WTO 회원국의 재정부담은 모든 회원국의 무역량 비중에 따라 배분

된다. 무역량에는 지난 5년간 재화, 서비스, 지식재산권의 무역이 포함된

다. 또한 최소 재정부담 기여가 존재하는데, 무역량의 비중이 0.015% 이

하인 국가들은 일률적으로 전체 예산의 0.015%를 부담해야 한다. 2015년

현재 미국과 중국이 전체 예산의 20%를 부담하고 있다. 브라질과 태국

은 각각 전체 예산의 1.3%, 1.2%를 부담하고 있다(WTO 홈페이지).

WTO는 합의(consensus)에 의한 의사결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WTO가 제시하고 있는 합의는 만장일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WTO는 의

사결정을 내릴 회의에 참석한 어떠한 국가도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으

면 합의된 것으로 본다91). 이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가들의 의

견은 합의의 판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Jackson(1994)은 WTO의 합

의에 의한 의사결정이 결국 경제적 힘을 존중하는 구조라고 보았다. 즉,

어떠한 안건에 대하여 결정이 어려운 국가들은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

91) 이러한 방식을 소위 소극적 합의(passive consensus)라고 함. 즉, 이 방식에서는 

침묵은 동의를 표하는 것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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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를 존중하여 반대하지 않는다. 또한 WTO는 합의에 이를 수 없

는 경우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투표는 1국 1표의 원칙을 따르

고 있다. 이는 가중투표방식(weighted voting)을 채택하고 있는 다른 국

제기구와 구별된다. 투표는 비밀투표가 아닌 거수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다92). 실질적인 회원국의 영향력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다. Hoekman

and Kostecki(1995)는 회원국의 영향력은 무역량 비중93), 무역 의존도

혹은 개방도, 국내시장의 크기에 의존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

서 WTO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이 큰 국가는 미국, EU 집행위원회, 중국

으로 볼 수 있다. WTO 회원국의 재정부담과 의사결정 방식을 고려할

때, 결론적으로 WTO는 미국 등의 경제적 이윤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

움직일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나) 규범적 정당성

의약품 접근에 대한 운동은 지구정의 운동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데, 지구정의 운동은 개방적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임현진과 공석

기, 2014). 이러한 측면에서 강제실시의 운영과 옹호는 규범적 정당성의

기제를 내포하고 있다. 규범적 정당성은 무역질서에 나타난 정의(justice)

등의 가치(value)를 의미한다. 낸시 프레이저(2010)는 세계화에 따른 비

정상적 상황에서 정의의 문제를 내용, 당사자, 방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은 무역질서에 내재된 규범적 정당성을 이해하

는데 도움을 준다. 정의의 내용은 정의의 실질적인 내용을, 정의의 당사

자는 정의 논의의 주체를, 정의의 방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을 의미

한다.

일반적으로 정의의 실질적인 내용은 분배를 의미한다. 그런데 일국의

무역정책은 국가 내에서 혹은 국가 밖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는다.

92) 거수방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저소득 국가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국가

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93) 무역량 비중은 전술한 회원국의 재정부담과도 관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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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무역질서는 본질적으로 정의의 문제를 내포한다. 이러한 맥락

에서 의약품 무역은 일차적으로 의약품과 이에 상응하는 이익이 어떻게

세계적인 규모에서 분포되어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전술

한 강제실시의 옹호에서 브라질과 태국 정부, 국내외 시민사회 등은 적

극적으로 의약품과 이에 상응하는 이익의 편향된 분포에 문제를 제기하

였다. 특히 국외 시민사회 등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는 분배정의의 문제를

소위 ‘베스트팔렌적(Westphalian)’ 틀(frame)에서 벗어나 전 지구적인 차

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틀의 확장은 주목할 만하다. 기존 사회정

의에 관한 논의들은 영토국가를 적합한 단위로, 영토국가 내의 시민을

적절한 주체로 당연시하면서, 영토국가 내의 시민들이 서로에 대해서 가

지는 의무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었다. 하지만 국가 간 교류의 증가로 이

러한 틀을 확장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들은 정의

의 내용을 분배의 차원에 더하여 인정(recognition)94)의 차원에서 이해하

고 있다95).

이러한 확장은 정의의 당사자 문제로 귀결된다. ‘베스트팔렌적’ 틀에서

는 한 사회 내에서 정당한 사회적 관계의 질서란 무엇인가에 집중하였는

데, 이러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당사자’ 문제를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이 틀에서는 ‘당사자’가 개별 국가의 시민들이라는 사실에 이견

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여러 사회적 관계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 국가에서 이루어진 결정이 종종

다른 국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초국가적 혹은 국제적 조직들의 성장, 지구적 대중

94) 예를 들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중․저소득 국가 국민의 의약품 접근이라는 내용은 의

약품의 분배뿐만 아니라 이들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새롭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음.

95) 낸시 프레이저(2010)는 전후 복지국가의 전성기에 정의에 관한 주된 관심거리가 분

배의 문제였으나, 신사회운동과 다문화주의의 부상과 더불어 문제의 중심이 인정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적 영토국가는 특별한 성찰없이 전제

로 기능하고 있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음.



- 198 -

매체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의 초국적 힘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

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베스트팔렌적’ 틀의

취약성이 HIV/AIDS의 확산, 지구 온난화, 국제 테러리즘 등에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정의의 방법 문제는 정의를 논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전

술한 정의의 내용과 당사자 문제는 정의의 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의의 내용과 당사자에 대한 이견은 필연적으로 정의의 방법에 대한 이

견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술한 HIV/AIDS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어떤 당사자는 국가 간 조약이 갖는 권위에, 다른 당사자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 혹은 참여 등과 같이 새롭게 고안되어야 할

세계시민적 민주주의에 호소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강제실시의 운영과 옹호라는 현상을

살펴보자. 먼저 브라질과 태국 정부의 강제실시 운영은 일차적으로 해당

국가 내에서 의약품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러한 노력

들은 ‘베스트팔렌적’ 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국가

내에서 필요한 의약품 및 의약품에 내재된 지식재산권은 타국의 초국가

적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은 틀의 재설정을 요구한다. 또한

브라질과 태국 내에서 발생한 의약품 분배의 문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

달로 타국 국민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브라질과 태국에서

발생한 HIV/AIDS 문제는 ‘베스트팔렌적’ 틀의 취약성을 적극적으로 보

여주었다. 이로 인하여 타국의 국민들도 정의의 틀에서 브라질과 태국

내의 의약품 부적절한 분배를 문제로 인정하였고, 브라질과 태국의 국민

을 정의의 당사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정의의 내용과 당사자 문제는 정

의의 방법 문제로 이어졌는데, 강제실시를 옹호하는 진영에서는 관련 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를 활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구

적 공론에 영향을 미치고자 초국적 시민운동에 주목하고, 초국적 시민운

동을 강제실시의 옹호에 활용하였다. 고소득 국가와 세계무역기구 등이

협정에 근거한 문제 해결에 주목하였다면, 초국적 시민운동 등은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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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태국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 인정, 브라질과 태국 국민의 당사자 인정,

논의의 과정에서 시민 등의 참여에 주목하였다.

그러므로 의약품 접근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국가의 강제실시는 전술

한 경제적 이익의 기제뿐만 아니라 규범적 정당성의 기제에서도 옹호될

수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는 정의의 측면에서 폭넓게 정당

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강제실시는 헌법에 명시된 건강권과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 보건의료 제도에 안정성과 정당성을 부여한다.

태국 정부는 1997년부터 필수 의약품에 대하여 제약사와 가격을 협상

하였다. 또한 2002년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하였으며, NHSO와 Ad

Hoc Working Group 등의 조직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의약품 접

근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2001년 태국애국당

의 선거 공약인 “30 Baht Scheme”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와 압도적 선

거 승리는 보편적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태국 국민의 지지를 단적으로 보

여준다. “30 Baht Scheme”의 도입으로 보험 적용을 받지 않은 상당수의

태국 국민이 공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태국 정부

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졌다. “30 Baht Scheme”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고려하였을 때, 태국 정부가 이 제도를 수정하거나 포기하는 것

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실시를 통하여 정부의 재정부

담을 줄이는 것은 “30 Baht Scheme” 제도에 대한 정당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태국 정부의 강제실시는 “30 Baht

Scheme”이 도입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첫 번째 강제실시 사례96)와 두

번째 강제실시 사례97)는 탁신 총리 재임 시기에 이루어졌다.

한편 세 번째 강제실시는 2007년에 있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례

와 다르게 6개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가 있었다. 이들 의약품은

Femara, Gleevec, Kaletra, Plavix, Tarceva, Taxotere로 HIV/AIDS 의약

품뿐만 아니라 항암제 등을 포함한다. 2007년의 강제실시는 “30 Baht

96) 2005년 Tamiflu 강제실시 사례

97) 2006년 Sustiva 강제실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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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제도에 대한 정당성 측면뿐만 아니라 정권의 정당성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탁씬 정부는 권위주의 통치행태와 측근의 부패 스캔들

로 국민적 저항과 퇴진 운동에 직면하였다. 2006년 9월에는 쿠데타 이후

군부는 쑤라윳 과도 정부를 내세워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2007년

강제실시는 2006년 9월 쿠데타 이후에 실시되었는데, 이는 쑤라윳 과도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목적에서 실

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네 번째 강제실시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네 번째 강제실시는 2010년에 있었다98). 2010년에는 아피싯

정부가 구성되었는데, 이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솜차이 정부가

정당해산으로 소멸되고 난 이후에 구성되었다. 즉, 아피싯 정부는 전 정

부의 정당해산이라는 정치적 위험을 안고 있었는데 위험을 극복하기 위

하여 강제실시를 실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브라질의 사례도 유사한 기제를 보여준다. 브라질의 유일한 강제실시

실시는 2007년 룰라 대통령의 재임 첫해에 있었다. 룰라 대통령은 서민

들의 삶을 대변한 정치가였다. 이에 따라 집권 전, 브라질 안과 밖에서는

그의 정책이 좌로 편향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실제 그

가 이행한 정책들은 일부 사회 정책을 제외하고 실용적,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룰라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중·저소득 계층이라는 사실

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그의 행동 변화는 그의 지지 기반을 잠식할 수 있

는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재임과 동시에 강

제실시를 실시한 것은 집권 초기 룰라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고찰

강제실시 청구 및 실시는 다음의 흐름을 갖는다. ① 의약품 접근의 문

제가 발생하고, ② 의약품 가격 협상이 시작되고, ③ 가격 협상의 도구로

98) 2010년 Kaletra와 Sustiva 강제실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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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정부 이외의 주체가 강제실시를 고려 및 청구하며, ④ 이에 대

한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강제실시가 실시된다.

브라질과 태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의약품의 필요와 높은 가격으로 ①

의약품 접근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HIV/AIDS 의약

품에 한하여 양국 정부가 최종 지불자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산발

된 개인이 아닌 단일 지불자의 존재는 의약품 가격의 문제를 더욱 민감

하게 만든다. HIV/AIDS 의약품에 대한 가격 민감성은 양국 정부로 하

여금 제약사와 의약품 가격 협상을 하도록 만들었다. ② ~ ③ 과정에서

양국 정부는 의약품 가격을 협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실시를 활용하

였다. 브라질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의약품 가격 할인)가 있

었으나, 태국에서는 합의에 실패하였고,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④ 강제

실시를 실시하였다.

강제실시를 청구하기 위한 기제로는 경제적 유인과 규범적 정당성이

있다. 이러한 기제들은 서로 경쟁하며, 맥락에 따라 작동할 수 있으며 혹

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유사한 맥락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브라질과 태국에서는 헌법과 건강권, 민주화와 사회

정책의 강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먼저 양국의 헌법은 건강권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시기적으로 민주화와 사회정책이 강화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국민의 지지를 받은 룰라 대통령과 탁신 총

리가 강제실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건강권의 인정과 사회정책

의 강화는 정치 지도자의 의지와 더불어 보편적 의료보장제도의 설립을

도왔다.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는 정부로 하여금 의약품 가격에 민감하게

대응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낮은 가격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네릭 의약품 생산에 참여하고 사용을 장려하였다.

또한 제네릭 의약품 생산은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측면에서 의의를 갖

고 있었다. 국내 의약품 생산을 통한 수입 대체 및 수출 확대를 정치 지

도자들은 경제적 유인의 중요한 내용으로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지식재

산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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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의약품 강제실시 과정에서 강제실시 고려 및 청구의 결과

는 브라질과 태국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브라질에서는 협상에 성공하였

으나, 태국에서는 협상에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브라질에서는 협상에 의

한 의약품 가격할인이, 태국에서는 강제실시가 실시되었다. 그렇다면 브

라질과 태국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제약시장의 크기와 브라질 경제의 성장잠재력이다. 브라질은 경제규모

세계 6위, 인구 및 영토 규모에서 세계 5위의 대단위 국가이며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다. 제약사의 매출액은 의약품 가격(price, P)과 의약품

판매 수량(quantity, Q)의 함수이다. 그러므로 브라질에서는 의약품 가격

이 하락하더라도 큰 내수시장으로 의약품 판매 수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제약사는 의약품 가격 할인의 위험을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브라질은 풍부한 자원으로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향후 소득 수준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브라질의 의약품 구매

력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림 21. HIV/AIDS 의약품 강제실시 청구 결과의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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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국의 차이는 강제실시 청구 결과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브라질의 HIV/AIDS 의약품 정책에서는 룰라 대통

령과 전임 대통령이 카르도주 대통령뿐만 아니라 카르도주 대통령 시절

복지부 장관인 세하(Serra)의 역할이 중요하다. 1998년 세하는 복지부 장

관으로 임명되었는데, 몇 가지 의약품 정책을 제안하였다. 그것은

HIV/AIDS 의약품의 생산을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국내 생산을 강화

하는 것이었다. 또한 세하는 특허 의약품의 국내생산을 위하여 강제실시

위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강제실시의 위협은 HIV/AIDS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실시의 최종 목

표가 단지 위협을 통한 가격 인하였는지, 아니면 의약품의 국내 생산이

었는지는 불분명하다(Nunn, 2009). 세하가 추진한 강제실시의 궁극적인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브라질의 과거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브라질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Wellcome사와 Zidovudine의 가격을

협상한 경험이 있다. 또한 1996년에도 Lamivudine의 가격을 협상하였고,

Protein Inhibitor 계열의 약물인 Saquinavir, Ritonavir, Indinavir의 가격

을 협상하였다. 협상은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99). 또한 다

국적 제약사들도 세하가 강제실시를 언급하기 이전에 브라질 내에서 가

격협상이 이루어졌고,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세하 이전의 가격협상에서는 강제실시라는 정책수

단이 공식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하의 궁

극적인 목적은 강제실시를 통한 의약품의 국내 생산보다는 위협을 통한

가격 인하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더욱이 세하는 카르도주 대통령

통치 시기의 복지부 장관이었다. 신자유주의의 화신이라고 불렸던 카르

도주 대통령에게 상대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강제실시의 실시는 부

담스러운 정치적 결정이었을 것이다.

강제실시 고려 및 청구의 결과가 브라질과 태국에서 다르게 나타난 마

지막 이유는 양 정부의 산업정책과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의지

99) 태국에서도 가격협상이 있었으나, 협상결과는 성공적이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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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브라질과 태국 정부는 공통적으로 1990년대 경제개방정책을 추진

하였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책 의지는 태국 정부에서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

태국은 브라질에 비하여 전체 경제에서 무역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

았으며, 1980년대 초부터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수출지향 공업화 정

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로 인하여 태국 경제가 성장하였고 무역

규모가 커졌지만,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술개발이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태국 정부가 2000년대 강제실시

를 활용하였을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다소 모순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한 국가 혹은 전체 경제에서 무역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가 강제실시를 실시할 경우 외부 혹은 내부로부터의 위

협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강제실시에 따른 제재 조치가 태

국 수출품에 있다면, 태국의 수출이 감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태국 내

에서 강제실시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수출은 관세뿐만 아

니라 환율, 수출품의 특성, 구매자의 구매력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

반특혜관세100)(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의 폐지와 수출

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태국에서는 강제

실시에 대한 보복 조치로 귀금속, 폴리에틸렌 섬유, 평면 텔레비전의 일

반특혜관세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태국산 귀금속, 폴리에틸렌 섬유,

평면 텔레비전에 각각 5.5%, 6.5%, 3.9%의 수입관세가 부과되었다. 태국

산업부는 이러한 조치가 국제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

다. 하지만 강제실시에 대한 제재 조치가 태국의 수출에 미친 영향은 불

확실하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Yamabhai et al., 2011). 그러므로 태

국 정부는 강제실시에 따른 경제적 이익(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술개발

의 측면)은 확실하나, 경제적 위협은 불확실하고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

100)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도국에서 생산된 제

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없애거나 세율을 낮춰 주는 제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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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것이다.

한편, 브라질과 태국은 HIV/AIDS 이외의 의약품에서는 상이한 흐름

을 보여주고 있다. 브라질과 태국에서는 해당 의약품의 높은 가격에 따

른 접근의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최종 지불자는 다르게 나타났다. 브라질

에서는 HIV/AIDS 이외의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무상공급 제도가 존재

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자 부담으로 인하여 의약품을 소비하

는 자가 최종 지불자가 되었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보편적 의료보장 제

도로 태국 정부가 최종 지불자가 되었다. 또한 태국에서는 필수 의약품

목록에 E1, E2 범주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각각 HIV/AIDS 의약품과 항

암제가 속하였다. 항암제가 E2 범주에 별도로 분리된 것은 이들 의약품

에 대한 강제실시에 제도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브

라질의 경우 HIV/AIDS 이외의 의약품에서는 낮은 의약품 가격 민감성

으로 의약품 가격에 따른 접근의 문제에서 의약품 가격 협상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하지만 태국의 경우 HIV/AIDS 의약품과 이외의 의

약품은 같은 제도에서 구분 없이 운영되었는데, 이에 따라 태국에서는

HIV/AIDS 의약품과 이외의 의약품에서 모두 강제실시가 실시되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브라질의 까르도주, 룰라 대통령의 경제정책도

HIV/AIDS 이외의 의약품 강제실시 청구에 영향을 주었다. 분석 2에서

와 같이 강제실시 청구는 주로 HIV/AIDS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태

국의 사례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른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는 제약

사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까르도주, 룰라 대통령이

HIV/AIDS 이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강제실시를 청구하기는 어려웠을 것

이다. 까르도주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었으며, 이 후

에 집권한 룰라의 경제정책도 온건한 방향에서 상당 부분 까드도주의 경

제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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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HIV/AIDS 이외 의약품 강제실시 청구의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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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가. 결론

본 연구는 국제법 및 국제협약에 나타난 지식재산권 규정의 변화, 이

에 따른 국내법 개정, 개정된 국내법이 실제 지식재산 제도 운영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다만, 후자에서는 지식재

산 제도의 광범위한 범위를 고려하여 논의를 의약품 강제실시 제도로 한

정하였다. 국제법 및 국내법에는 구조적 모호함(constructive

ambiguities)이, 법과 실제 제도 운영상에는 괴리(gap)가 있기 때문에 국

제법과 국내법만을 가지고 제도의 효과를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식재산 제도를 국제법 및 국제

협약이라는 공통된 맥락에서 국내법 개정, 실제 제도의 운영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분석 1에서는 아시아 5개국을 중심으로 세계화가 국내법 개정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를 아시아 5개국으로 선정한 이유

는 아시아 국가는 중남미 국가와 더불어 지식재산의 주요 수요 국가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중남미 국가를 대상

으로 하는 것과 다르게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 1

에서는 개별 국가가 가입한 국제법 및 국제협약이 전반적인 지식재산 제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국제법 및 국제협약으로 인

하여 개정된 국내법의 내용과 시기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

제법 및 국제협약 분석, 개정된 국내법 분석을 통하여 첫째, 지식재산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의약품 제도 내에서 지식재산의 적용이 증가하

고 있음, 둘째, 이로 인하여 지식재산의 의약품 제도 내의 적용을 규정하

는 특허법 이외의 법률이 중요해지고 있음, 셋째, 국제법 및 국제협약의

구조적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해석 및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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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도출하였다. 특히 분석 1에서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여러 제도 중,

강제실시에 주목하였다. 이는 분석 대상 국가 모두에서 강제실시와 관련

된 내용을 국내법에 포함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

하였기 때문이다. 즉, 강제실시 규정은 국제법 및 국제협약의 구조적 모

호함과 적극적 해석 및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석 2에서는 분석 범위를 확장하여 1995년 이후 강

제실시 청구 및 실시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은 국가, 의약품,

청구 주체 및 결과에 따라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1995년부터 현재까지

27개 국가에서 108건의 강제실시 청구 사례가 있었다. 청구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첫째, 강제실시는 2005년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활용이 저하되

고 있으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중상위 소득 국가에서, 지역을 기준으

로 아시아 국가에서 보다 활발히 청구되고 있음, 둘째, 강제실시를 청구

한 국가는 청구 대상 의약품을 기준으로 HIV/AIDS 의약품을 주로 청구

한 국가(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와 HIV/AIDS 이외의 의약품을 주로

청구한 국가(태국, 에콰도르)로 구분할 수 있음, ③ 강제실시의 청구 주

체를 정부와 정부 이외로 구분할 경우 전자에서 강제실시, 할인, 자발적

실시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음. 또한 청구 주체

와 청구 결과를 중심으로 강제실시를 유형화 하였을 경우 브라질과 태국

은 청구 주체가 정부인 측면에서 동일하였으나 그 결과가 상이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분석 2에서는 대상 의약품, 청구 결과에 따

라 강제실시 유형을 브라질형과 태국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분석 3에서는 분석 2의 결론을 고려하여 브라질과 태국의 강제실시 제

도 운영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강제실시는 복잡한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양국의 강제실시와 관련된 맥락, 기제, 효과

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하여 Realist Review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브라

질의 강제실시는 HIV/AIDS 의약품을 중심으로 청구되고 있었다.

HIV/AIDS 의약품은 1차 치료제와 2차 치료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2차

치료제의 높은 가격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다. 이는 태국에서도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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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태국은 HIV/AIDS 이외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강제실시를

청구하였는데, 이들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는 강제실시의 위협으

로 작용하였다. 국가 요인에는 정치적 상황, 경제 현황, 법과 제도가 중

요한 맥락으로 작용하였다. 정치적 상황에서는 민주화의 과정, 사회정책

의 강화가, 경제 현황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이에 따른 자유화,

소득 수준, 제약 시장과 의약품 생산 능력이, 법과 제도에서는 지식재산

제도와 보건 제도가 중요한 맥락이었다. 특히 보건 제도의 형성에는 헌

법에 명시된 구체적 건강권과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분석 3에서는 브라질과 태국의 강제실시 기제를 파악

하기 위하여 강제실시의 현상을 운영, 위협, 옹호의 측면에서 설명하였

다. 이러한 현상들의 실재론적 기제는 경제적 유인과 규범적 정당성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경제적 유인이란 무역질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

익을 규범적 정당성은 무역질서에 나타난 정의를 의미한다. 강제실시를

제한하려는 경제적 유인은 국가의 하부 단위, 국가 단위, 국가의 상부 단

위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규범

적 정당성은 복합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설명력이 높았다.

나. 시사점

1) 전반적인 지식재산 제도

본 절에서는 분석 1의 결과를 고려하여 세계화와 이에 따른 전반적인

지식재산 제도의 변화를 국제법 및 국제협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내법

개정의 측면에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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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외에서의 시사점: 국제법 및 국제협약의 변화 측면

국제법 및 국제협약은 지식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식재산의 보호

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미

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환태평양동반자협정 등의 변화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앞서 분석 3에서는

강제실시의 현상을 세계화의 무역질서라는 구조로 이해하고, 구조에 따

른 기제를 경제적 유인과 규범적 정당성으로 파악하였다. 강제실시는 전

반적인 지식재산 제도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와 기제는 다른 지

식재산 제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식재산의 범위가

확대되고, 지식재산의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현상은 고소득 국가와 특허

권을 소유한 제약기업의 경제적 유인이라는 기제가 세계화의 무역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적 유인이라는 기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범적 정당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국제법 및 국제협약의 영역과 이 밖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법 및 국제협약의 영역에서는 TRIPs 에서 제시하

고 있는 유연성 조항과 이 밖의 내용을 생각할 수 있다. 대표적인

TRIPs 협정의 유연성 조항으로는 분석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강제실

시, 특허제도에서 보건부의 참여, Bolar Exception, 시험적 사용이 있다.

이 밖의 내용으로는 지식재산의 목적, 특허의 요건과 예외가 있다. 본 연

구에 따르면 TRIPs 협정의 유연성 조항은 미국과의 FTA 협정, 환태평

양경제동반자협정을 거치면서 그 내용이 축소되거나, 변화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내용이 축소된 조항은 강제실시였으며, 변화가 없는 조항은

특허제도에서 보건부의 참여, Bolar Exception, 시험적 사용이었다. 그런

데 보건부의 참여는 그 의미가 미국과의 FTA 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등에서 직접적이지 않았으며, Bolar Exception과 시험적 사용 조항

은 의약품 제도 내의 지식재산 적용의 증가로 그 중요성이 감소하였다.

즉, Bolar Exception, 시험적 사용 조항에 따라(제네릭 제약사의 자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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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이의 제출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를 받아도 특허권 연장,

자료독점, 허가-특허연계로 실제 시판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상황을 고려할 때, TRIPs 협정의 유연성 조항은 규범적 정당성의 측

면에서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밖의 내용인 지식재산의 목적과 특허의 요건과 예외의 위

상은 어떠할까? TRIPs는 기술 혁신 증진과 기술 이전의 전파를 지식재

산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기술지식 생산자와

사용자의 상호 이익, 사회 및 경제 복지에 기여,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제시하고 있다. TPP는 지식재산의 목적으로 7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술과 무역의 이전과 전파, 무역과 투자의 장애 제거를 통한

경제통합의 촉진, 지식재산 보호 조치와 방법에 따른 무역의 방해 제거

등과 같이 무역(trade)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있다. 이는 기술과 관

련된 지식재산의 논의가 무역의 촉진과 같이 다소 부차적인 것으로 확장

된 것으로 볼 수 있다(손경복과 이태진, 2015). 특허의 범위에 해당하는

요건과 제외에 해당하는 내용은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특허의 제외를 축소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

다. 미국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진단, 치료 및 수술 방법을 특허로 인정

하면서, 이러한 특허를 이행하는 의사의 행위는 특허의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TRIPs 협정문에서는 특허가 제외되는 조건으로

추상적으로 공서 약속의 보호101)를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치료를

위한 진단, 치료 및 외과적 방법, 미생물이외의 동물과 식물을 보호 대상

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TRIPs 협정과 유사하게 의료행위를 특허대

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수용을 한국측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

는 최종 협상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오근엽, 2010).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할 때, 지식재산의 목적은 경제적 유인을 강조하

101) 여기에는 사람, 동물, 식물의 생명, 건강의 보호와 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해 방지

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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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의 목

적으로 무역의 강조는 경제적 유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무역의 방해

제거와 같은 구체적 목적은 미국무역대표부가 주장한 미국산 제품의 시

장 접근과 유사한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비록 그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특허 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특허권자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경제적 유인으로 볼 수 있다. 즉, 국제법

과 국제협정 안에서는 경제적 유인이 규범적 정당성보다 우세하게 주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국제법 및 국제협약 안에서의 논의와 다르게 국제법 및 국제협약 이외

의 영역에서 규범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

들은 소위 지구정의 운동(global justice movements)이라고 하는데, 지구

정의 운동이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국가나 국제기구의 정책을

비판하고 이에 저항하는 활동가와 운동단체 간의 초국적 연대활동을 의

미한다(임현진과 공석기, 2014). 지구정의 운동은 환경, 인권, 노동, 여성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나타나고 있는데, 환경 부문에서는 환경정의와 기

후정의, 인권 부문에서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를 포함하는 사회정의, 노동 부문에서는 경제정의, 여성 부문에서는 젠더

정의가 강조되고 있다. 의약품 접근은 인권의 한 범주로 사회 정의의 차

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의약품 접근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지불가능성을 뜻하는 경

제적 접근성이다102). 즉, 특허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의약품의 높은 가격

과 이에 따른 접근의 제한이 주요 쟁점이다. 특허권의 높은 가격을 제한

하기 위하여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정부 및 비정부기구의 구매 및 기부,

차별가격, 강제실시의 정책 도구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

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Ravvin, 2008). 비록 노력의 결과가 제한적이

102) 이 밖에도 이용가능성의 문제가 있음. 이용가능성의 문제는 중·저소득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이들 국가의 낮은 구매력 등에 의하여 개발되지 않는 문제 등

을 의미함. 이와 관련한 논의로는 Bors et al.,(2015), Mueller-Langer(2013), 

Ravvin(2008)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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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노력의 과정은 세계화의 무역질서라는 구조에서 규범적 정당성의

기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분석 3에서 제시한 것처럼 브라질

과 태국의 강제실시 옹호 사례는 정의의 내용, 당사자, 방법의 측면에서

정의의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내용 측면에서 분배를 넘어

선 의약품 접근권의 인정, 당사자의 측면에서 ‘베스트팔렌적’틀을 넘어선

타국 국민의 정의의 주체로서의 인정, 방법의 측면에서 시민운동과 참여

의 활용은 기존의 논의와는 구분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구정의

운동의 하나로 계속될 것이며, 노력의 결과도 점진적으로 가시화될 것이

다. 예를 들어 199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공중보건을 위하여 개정한

법안이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지만(Abbott and Reichman,

2007), 2007년 태국의 강제실시가 국제사회에서 WTO 회원국의 정당한

조치로 인정받은 것은 노력의 결과가 제한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나) 한국에서의 시사점: 지식재산 제도의 실제 운영 측면

지식재산 제도가 의약품 접근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법 개정과 실제 제

도의 운영을 통하여 나타난다. 또한 개별적인 조항이 어떻게 연결되는

지에 따라서 제도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Bolar Exception, 시험적 사용 조항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를 받

아도 특허권 연장, 자료독점, 허가-특허연계로 실제 의약품 시판이 지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지식재산 제도의 실제 적용인 자료독

점과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개별 조항들의 연결 맥락에서 논의한다.

의약품 제도 내에서 자료독점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의 범위

는 자료독점과 관련이 있다. 즉, 안전성, 유효성, 질 등의 미공개정보를

지식재산으로 인정함으로써 자료독점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므로 후발

제약사는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위하여 자료독점 기

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리거나, 직접 자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직접 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지식재산 내용으로는 Bolar Exception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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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 사용이 있다. 최근 들어 의약품 허가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제네릭 제약사들은 직접 자료를 생

산하기보다, 자료독점 기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리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

다. 이는 Bolar Exception과 시험적 사용의 중요성이 감소한 것을 의미

한다.

그림 23. 자료독점의 흐름과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 조항

의약품 제도 내에서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흐름은 특허권의 허여, 특

허권의 보호, 허가 단계의 적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허권의 허여에

는 특허권의 범위, 특허제도에서 보건부의 참여가, 특허권의 보호에는 허

여 및 허가 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보호 연장이, 마지막으로 적용에는 허

가-특허 연계 제도가 포함된다. 즉,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실질적인 효

과는 특허권의 허여와 특허권의 보호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여 허가-특허연계 제도를 살펴보자.

그림 24.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흐름과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 조항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시판을 위한 허가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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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 논란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허가제도와 특허제도를 연

결하는 제도이다. 즉, 허가-특허 연계의 요지는 의약품의 허가를 위하여

안전성, 유효성 자료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특허 여부를 고려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 특허의 침해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상황에서 특허의 침해 가능

성만으로 허가(혹은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허가-특허 연

계 제도는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권자로 하여금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통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특허권자는 특허

권의 침해로 간주할 수 있는 사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103).

한국의 제도에 따르면 물질 특허, 조성물 특허, 제형 특허, 용도 특허

는 특허의 보호기간 동안 특허목록에 등재되어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대상이 된다(식약처, 2015). 그러므로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서는 특허의

내용과 특허의 보호기간이 중요한 내용이다. 부실 특허의 인정과 허여

및 허가 지연에 따른 특허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더욱 늦출 수 있다. 그러므로 부실 특허에 특허권을 허여하지 않

는 것은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특허권의 범위 제한과 특허제도에서 보건부의 참여를 통하여

특허권의 허여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다. 허여 및 허가 과정에서

의 지연은 특허당국과 허가당국의 역량과 관련이 있다. 특허 및 허가당

국의 인력 및 역량이 충분하다면, 허여 및 허가 지연에 따른 연장은 크

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의 증가와 인력 및 역량 부족

으로 인한 지연은 특허당국과 허가당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

러한 부담이 부실한 특허 및 허가 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

들은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103)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도입 전,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할 수 있는 사

안을 직접 찾아야 하였음, 하지만 통지의 의무로 이러한 의무가 소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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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 강제실시 제도

본 절에서는 분석 2와 분석 3의 결과를 고려하여 국외에서 강제실시

제도의 함의를 제시한다. 또한 한국에서의 제도 운영을 살펴보고 함의를

논의한다.

가) 국외에서의 시사점

강제실시 제도의 국외에서의 시사점은 강제실시 의미의 재정립, 강제

실시 논의의 확장, 강제실시 운영의 투명성, 강제실시의 도덕적 기반의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강제실시 제도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정부

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가하기 위하여 정부가

특허권자에게 부과하는 비자발적인 실시권 설정 계약을 말한다(특허청

홈페이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제실시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약품 강제실시

제도란 (공적 권리와 사적 권리의 갈등 상황에서) 공적 권리인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렇다면 공적 권리와 사적 권리의 갈

등 상황에서 강제실시 이외의 수단으로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과거에는

특허권자의 권리 남용에 대하여 특허권 무효라는 조치만 존재하였다. 강

제실시의 역사적 기원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강제실시 제도의 함의를 첫

째, 강제실시 제도가 존재하기 전에는 특허 남용에 대하여 특허 무효 조

치만이 존재하였으며, 둘째, 강제실시 제도는 특허제도 자체의 존속을 위

하여 창안되었으며, 셋째, 강제실시 제도의 탄생에는 미국, 영국, 독일 등

기술선진국이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윤권순, 2015).

이러한 함의(특히 두 번째 함의)는 전술한 태국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제실시가 실시되기 이전 태국에서는 2002년 didanosine의 특

허 포기 소송과 2006년 comvivir의 특허권 포기가 있었다. 두 사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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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문제가 되었던 것은 특허 제도에 의한 높은 의약품 가격과 이에 따

른 접근의 저하였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어도 특허권을 인정하는) 강제실시가 아닌 특허권 무효의 조치가 이

루어졌다. 그러므로 강제실시 제도는 특허권의 존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강제실시란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특허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강제실시 논의의 확장은 중의적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강제실시 대상

이 되는 의약품의 범위 확장이며, 둘째는 의약품 접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정책 수단과 강제실시의 조화이다. 현재 강제실시의

사례 및 논의는 HIV/AIDS 의약품에 한정되어 있다. 일부 국가들에서

항암제 등을 대상으로 한 강제실시 사례가 존재하나 이는 매우 제한적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HIV/AIDS 이외의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의 청구

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 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그 정당성을 폭넓게 인

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실시에 대한 논의가 HIV/AIDS 의약품

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Greco and Simao, 2007). HIV/AIDS 이외의 질

환들도 유병률, 중증도104)에 따라 큰 질병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질병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강제실시

를 발동할 수 있는데, 이는 TRIPs 협정문과 여러 국가의 국내법에서 정

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강제실시는 다른 정책들과 분리되어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 중의 하나임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Kuek et al., 2011). 강제실시는 공중보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강제실시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해결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제

실시를 다양한 정책 수단과의 조화의 틀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국과 브라질의 사례는 강제실시가 보편적 의료보장 및 HIV/AIDS 치

104) 유병률과 중증도를 고려한 의약품 가격 책정에 대한 내용은 Ooms et al.(2014)의 

연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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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프로그램의 한 부분임을 보여준다.

강제실시 운영의 투명성에서는 강제실시의 법적 근거, 강제실시 대상

의약품의 선정기준과 절차, 대상 의약품 생산 및 유통 단계의 투명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강제실시를 실시할 국가들은 정치적, 경제적 위협을

극복하기 위하여 강제실시의 법적 근거를 적절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 근거한 강제실시를 통하여 의약품 접근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혁

신적인 의약품 생산 사이의 갈등이 조화롭게 해결될 수 있다(Thapa,

2012). 대상 의약품의 선정기준으로는 청구의 정당성, 대상 환자 수, 임

상적 유용성, 가격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중·저소득 국가에서 의약품

생산과 유통은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영역이다. 예를 들어 태국의 경우

공공 제약사인 GPO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의 높은 가격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2002년 감사에 따르면 GPO는 생산하고 있는 의약품의 60%를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부에 공급하고 있었다. 어떤 의약품은 시

장가격보다 1,000%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부에 공급되었다. 또한 태국 정

부는 타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에 있어서는 의약품 할인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지만, GPO와는 가격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는 태국의 강제

실시 실시 목적이 단순히 의약품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불

러일으켰다(Lybeck and Fowler, 2009).

마지막으로 강제실시를 협정문 및 법의 틀에서 벗어나 규범적 정당성

(도덕과 정의)의 틀에서 논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강제실시는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이다. 그렇다면 의약품 접근

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Crook(2003)은 의약품 접근이 중요한 이유

를 비용-효과(cost benefit)의 측면, 국가 안전(national security)의 측면,

인권(human right)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는데, 의약품 접근은 인권의 측

면에서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제

실시를 TRIPs 협정문이나 국내법의 틀에서 벗어나, 규범적 정당성의 틀

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제실시를 도덕과 정의의 틀에서

논의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러한 시도들을 기존의 강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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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옹호하는 시민사회, 국가, 국제기구 등의 협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제실시 논의 과정에서 도덕적 위치를 선점하는 것, UN 및

국제기구의 인권 논의를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보편

적 의료보장의 달성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한국에서의 시사점

한국에서의 강제실시 흐름을 일반화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는

한국에서의 사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Gleevec과 Fuzeon의 강

제실시가 청구된 시점은 각각 2002년과 2009년이었는데, 한국은 2006년

12월 29일을 기준으로 다른 약가제도 및 보험의약품 가격산정방식을 운

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Gleevec과 Fuzeon은 강제실시 청구 당시 한국에

서 대상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수가 적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예

를 들어 Gleevec은 주요 수요층이 미국, 유럽 연합, 일본에 거주하는 환

자들이었는데, 이에 따라 Gleevec은 이들을 제외한 시장에서 할인105)이

나 무상공급106)이 있었다107). 제한된 강제실시 청구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강제실시 흐름을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구

사례에 근거할 때, Gleevec과 Fuzeon은 ① 높은 의약품 가격에 따른 의

약품 접근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② 의약품 가격 협상이 있었

지만 Gleevec의 경우 제약사가 요구한 가격이 수용되었고, Fuzeon의 경

우 협상이 결렬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강제실시 청구를 고려

하지 않았고 해당 의약품의 강제실시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청구되었

다108).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가격 협상 과정에서 강제실시를 고려하지

105) 브라질과 태국에서는 각각 2005년과 2007년 Gleevec에 대한 가격 할인이 있었음.

106) 한국에서는 높은 Gleevec 가격에 따른 강제실시 논의가 있자 제약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였음. 

107)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서 Gleevec의 강제실시 사례는 국가의 특성보다 의약품의 

특성이 더욱 강하게 작용한 경우로 볼 수 있음.

108) 분석 2에서 살펴본 것처럼 강제실시의 청구 주체가 정부 이외인 경우 주체가 정부

인 경우와 비교할 때, 강제실시가 기각될 확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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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건강권에 대한 미약한 인식, 강제실시를 권

리로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판단, 특허법에 나타난 모호한 강제실시 근

거 규정, 의약품 약가를 인하하기 위한 다른 제도의 활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헌법은 건강권을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전술한

브라질과 태국의 헌법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히 알 수 있다. 한국의 헌법

은 건강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음’이라고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건강권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

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즉, 한국에서의 건강권은 실질적으로 큰 의

미가 없는 구호(rhetoric)에 불과하다. 반면 브라질은 건강권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로 건강과 관련 있는 절차 및 제품의 감시, 의약품·의료기기,

혈액 제재 등의 생산 참여, 태국은 국가의 의무로 공중보건서비스는 공

공의료기관을 통하여 완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국가는 무상

으로 위험한 전염성 질환을 즉각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해야 함으로 제시

하고 있다. 건강권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는 브라질과 태국의

HIV/AIDS 제도, 통합적 의료체계와 보편적 의료보장, 강제실시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한국의 판례는 강제실시를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Fuzeon의 사례에서 법원은 약가 협상 결렬에 따른 미공급의 경우에 대

해서도 강제실시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기각의 근거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가장 주요한 기각의 근거로 특허권의 본질적 내용의 훼손

할 우려를 들었다. 이는 Gleevec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차

이가 있다면 특허청의 판단에 대하여 Fuzeon의 경우 공익을 위하여 “특

히” 필요하지 않음을, Gleevec의 경우 공공의 이익이 없음으로 제시하였

으며, 판단의 근거로 Fuzeon의 경우 특허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훼손으

로, Gleevec의 경우 특허제도의 기본취지의 훼손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와 “본질적인” 문구의 첨가는 Fuzeon의 경우 Gleevec과 다르게 법원이

강제실시 청구 기각 판단에 고심하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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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판례에서 모두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이러한 판례들이 선례로 혹은

강제실시 결과의 경로의존성으로 작용하여 강제실시를 제한할 것으로 예

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판례에서 강제실시를 권리로 인정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화의 무역질서는 경제적 유인과 규범적

정당성의 기제를 포함한다. 한국에서는 2002년 시민단체에 의한 Gleevec

의 강제실시 청구가 처음으로 있었는데, 강제실시 시점, 대상 의약품, 청

구 주체가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하였다. 먼저 강제실시 청구는 2002년에

있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아시아

지역으로 범위를 한정할 경우 처음 이루어진 시도이다109). 이러한 맥락

에서 강제실시권을 인정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게 부담스러운 결정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200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강제실시 청구에서 나타난

제약사의 강한 반발은 한국 정부의 강제실시권 인정을 더욱 제약하였을

것이다. 청구 대상 의약품도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하였다. 분석 2에서와

같이 2002년 이전, 강제실시 대상 의약품을 ATC로 분류할 경우 J05A

(Direct Acting Antivirals) 11건, J01M(Quinolone Antibacterials) 2건 이

었다. 전자는 HIV/AIDS 의약품이며, 후자는 탄저균 치료제이다. 즉,

2002년 이전에는 비상사태 및 긴급한 상황을 중심으로 강제실시가 청구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성백혈병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는 국제사회

나 국내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제

실시 청구 주체도 중요한 맥락이다. 분석 2에서와 같이 강제실시 청구

주체를 정부와 정부 이외로 구분할 경우 주체가 정부일 때 강제실시의

실시 확률이 높았다. 즉, 정부가 강제실시 청구 주체라는 사실은 강제실

시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Gleevec에 대한 강제

실시 청구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는데, 이에 따라 법원이 강제

실시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인지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셋째, 한국의 특허법에 제시하고 있는 강제실시 근거 규정은 추상적이

109) 국가, 연도별 강제실시 청구 현황은 본 연구의 분석 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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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모호하다. 이는 태국의 강제실시 근거 규정과의 비교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태국의 특허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 제품이 국내 시장

에서 판매되지 않았거나, 그러한 제품이 판매는 되었지만 부당하게 높은

가격이거나, 공공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경우”, “공공의 소비를 위하거

나, 국가 방위에 상당히 중요한, 자연 자원 또는 환경의 보호 및 구현을

위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량, 의약 또는 다른 소비 품목의 심각

한 부족을 방지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임의의 다른 공공 서비스를 위

하여” 강제실시를 실시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과 실

제 제도 운영의 괴리에 근거할 때, 강제실시 근거 규정이 강제실시의 실

시에 있어 충분조건은 아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강제실시 근거 규정이 있다.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강제실시가 활발히 고

려되고 청구되는데, 이는 한국과 브라질 정부의 정치적 의지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실시 근거 규정에 대한 명시적

이고 구체적인 제시는 강제실시 청구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넷째, 한국은 의약품 약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신약에 대해서는 위험분

담제, 신약이 아닌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용량 연동 협상, 리펀드 제도 등

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적어도 해당 의약품의 특허권에 아

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책 수단들은 강제실시와

비교하였을 때, 제약사들의 반발이 덜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분담제도와 사용량 연동 협상의 정책 목표를 고려하였을 때, 동 제

도들이 의약품 강제실시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위험분담제도

란 신약의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

가 일부 분담하는 것이며, 사용량 연동 협상은 보험 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판매되어 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 간

협상을 통하여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즉, 동 제도는 의약품 접근성

을 직접적으로 고려하기보다 보험 재정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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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의 의의와 한계

지식재산이 의약품 접근에 미치는 경로는 여러 단계를 포함한다. 그러

므로 일국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해당 국가의 의약품 접근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은 지식재산 제도에 내재된 역동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식재산 제도를 국제법 및 국제

협약이라는 공통된 맥락의 변화, 이에 따른 국내법 개정, 그리고 실제 제

도의 운영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지식재산

제도에 내재된 역동성에 주목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분석 1에서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환태평

양경제동반자협정에 나타난 지식재산권 규정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다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협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위키

리크스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한 것은 협정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위키리크스는 2006년 활동을 시작한 비영리

온라인 미디어인데, 미디어의 상호작용성, 정보의 개방과 공유, 참여와

협력이라는 디지털 미디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성일권, 2012).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제시하고 있는 지식재산

권 규정과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및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과의 비교

분석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다110). 한국은 2013년 9월, 경제부총리

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참여 검토를 언급하였고, 가입 의사를 타

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제시하고 있는 지

식재산권 규정의 분석은 한국에서의 동 협정과 이에 따른 의약품 접근을

파악할 수 있는 실천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제법 및 국제협약

에 따른 국내법 개정을 아시아 5개 국가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는데, 개정

된 내용뿐만 아니라 개정된 시기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시기를 분석함에

110)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이 의약품 접근에 미치는 영향의 보다 자세한 분석은 손경복과 

이태진(2015)의 연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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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은 협정 이전에 도입되었고, 특허

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은 협정 이후에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개별 국가로 하여금 지식재산권 규정을 국내

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의 역량 강화와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

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분석 1에서는 자료원의 제한 등의 이

유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예를

들어 태국 특허법에 나타난 특허제도에서 보건부의 참여의 도입 배경,

필리핀 의약품법 등에 자료독점제도가 명시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

등을 제시한다면 다른 국가에서 관련된 법조문을 개정하는데 실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분석 2와 분석 3에서는 강제실시를 중심으로 청구 및 실시 사례를 수

집하고, 브라질과 태국의 강제실시 운영을 실재론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2에서 강제실시 청구 및 실시 사례의 포괄적인 수집은

강제실시 현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향후 양적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써 의의가 있다. 또한 강제실시 현상을 청구 주체 및 청구 결과에 따라

분석한 것은 강제실시 분석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다. 청구 주체를 정부

와 정부 이외로 구분한 결과 강제실시, 할인, 자발적 실시와 같은 긍정적

인 결과가 나타날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강제실시의 운영에서 정부의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준다111).

분석 3에서는 분석 2의 결과를 고려하여 브라질과 태국의 강제실시 운

영을 분석하였다. 강제실시는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쳐 실행되는 정책

개입이다. 또한 개별 국가 및 제도 환경의 이질성으로 강제실시의 운영

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분석 3에서

는 실재론적 연구방법론의 하나인 realist review 방법을 활용하여 브라

질과 태국의 강제실시 운영을 맥락과 기제의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기제

111) 저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강제실시’ 보다 ‘정부실시(government licensing)’ 

혹은 ‘정부사용(government use)’라는 용어가 강제실시 논의에서 더 적절할 것이

라고 판단함. 정부실시 혹은 정부사용이라는 용어는 강제실시와 다르게 특허권을 제

한한다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적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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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술에서는 경제적 유인과 규범적 정당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서

술하였는데, 다른 기제가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호무역의 이론을 고려하여 정치적 고려가 강제실시의 기제에 새

롭게 포함될 수 있다. 물론 세계화의 무역질서에서 정치적 고려는 중요

한 요소이다. 하지만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무역은 다른

재화의 무역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즉, 다른 재화의 보호무역에 있어

서는 정치적 고려가 중요한 기제로 작동할 수 있지만, 의약품의 강제실

시에서는 정치적 고려를 포함한 규범적 정당성이 더욱 중요하게 작동된

다. 결론적으로 분석 3은 자료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브라질과 태국의 강

제실시 운영의 맥락과 기제를 폭넓게 파악하고, 성공적인 강제실시 제도

운영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법과 제도 등의 요인들을 설명한 데에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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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 of Globalization and

Access to Medicines

-Dynamics of International Agreement and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trend of international

agreement and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amendments of domestic

legislation, and practices of compulsory licensing. There are

constructive ambiguities in the international agreement and law, also

there is a gap between law and its real practices. So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effect of international agreement and law on access to

medicines by themselves. Considering them, this article separated

those process into amendments and practices of domestic legislation.

In part 1, the trend of international agreement and law such as

TRIPs, FTA with US, and TPP and the effect of them on the

amendments in municipal law in 5 Asian nations were analyzed. S.

Korea, Taiwan, Thailand, Philippine, and Viet Nam are primary

intellectual property demanders with Latin nations. But there are few

researches about the dynamics of intellectual property in Asian

nations compared with Latin nation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sian countries on contents and the time of

amendments. According to those findings, a few implication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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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of international agreement and amendments of domestic

legislation were concluded. First, th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appl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on pharmaceutical policy have been

expanding. Second, it is crucial to make an adequate law other than

patent law to cope with those trends. Third, to solve constructive

ambiguities on international agreement and law,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nterpret them and accordingly make municipal law. It is

important to take note of ‘compulsory licensing’ clause in this chapter,

because the clause in TRIPs is complex. Moreover municipal law on

5 Asian countries describe the clause in common but they were

different in detail. That means that the clause represent the

constructive ambiguities well and there are need for discretions in

interpre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In part 2, in these contexts, the research scope was expanded from

Asia into world level. Compulsory licensing trials and cases(trial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re have been 108 trials in 27 nations

since 1995 when TRIPs was in effect. 108 trial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nation, medicine, claimer, and result. There have

been few trials since 2005, but compulsory licensing was initiated

more frequently in upper middle income country and in Asian nations.

Most countries initiated compulsory licensing on HIV/AIDS medicine,

few countries initiated compulsory licensing on other drugs such as

antineoplastic agents and antibiotics. The claimer of compulsory

licensing could be divided into government and the others such as

civil society and patient group. There were more likelihood of positive

results of claims such as compulsory licensing, discount, and

voluntary licensing when government initiated compulsory licensing.

In the aspects of the claimer and result, Brazil and Thailand sh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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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ypical pattern. Both of them, the claimer of compulsory licensing

were government but outcomes of compulsory licensing were

different. There were discount of HIV/AIDS medicines in Brazil and

compulsory licensing of other than HIV/AIDS medicines in Thailand.

Based on these findings, Brazilian type in compulsory licensing could

be distinguished from that of Thai type.

In part 3, considering those results, practices of compulsory

licensing in Brazil and Thailand were analyzed. Because practices of

compulsory licensing are complex, fragile, and dynamic, we used

realist review method to understand context, mechanism, and

outcomes of compulsory licensing in Brazil and Thailand. Brazil

government typically considered and initiated compulsory licensing in

HIV/AIDS medicines. HIV/AIDS medicines can be grouped into first

and second line therapy, and there was a affordability problem in

access to those medicines. It was the same in Thailand. But Thailand

government considered and initiated compulsory licensing not only in

HIV/AIDS medicines but also in others. There were a fierce

opposition and an enthusiastic advocacy on compulsory licensing on

other than HIV/AIDS medicines worldwide. In nation level, political

position, economic status, and law and institution were a critical

context in practices of compulsory licensing. Especially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nd health system were important in law and

institution variables. There was a strong relation between health

system such as universal health coverage and human rights and right

to health which could be derived from Constitution. In the aspects of

mechanism, economic incentive and normative legitimacy were critical

variables to explain practices of compulsory licensing. The former

could explain the threat of compulsory licensing and the latter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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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in the operation and the advocacy of compulsory licensing.

Lastly, we tried to explain why compulsory licensing in S. Korea was

not successfully initiated compared with Brazil and Thailand cases.

Some clues based on the context variables could be found on this

question. Fundamentally it was the weak recognition on right to

health and superficially it was a denial of compulsory licensing in

court. Ambiguities in Patent law, also, could be attributed the denial

of compulsory licensing. But it is not a valid explanation, considering

the compulsory licensing clause in the Brazilian Patent law which is

the same with the S. Korea law.

This article analyzed the trend of international agreement and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amendments of domestic legislation, and

practices of compulsory licensing. In this process, we draw those

conclusions. The effect of international agreement and law on

amendments of municipal law are varies. Also the effect of the

amendments on the practices of policy varies. It means that in the

globalization context, there are nations’ discretion to cope with

globalization and access to medicines. In other words, globalization is

not exogenous, and its effect could be varied according to the

nations’ capacity and countermeasures.

Keyword: globalization, constructive ambiguity, access to

medicines, intellectual property, compulsory licensing, 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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