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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고는 한⋅미 FTA에 포함된 의약품 지재권 조항들을 상으로, 상결과는 구

체 으로 무엇인지, 그에 한 평가는 어떠한지, 향후 국내법 이행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해 객 이고 종합 으로 검토하 다.
  허가-특허 연계, 자료독  등 한⋅미 FTA에는 우리로서는 최 로 도입되는 

TRIPS-plus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어 업계와 해당 분야 실무진들의 우려와 비 도 

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로 인해 국내 제약업계가 막 한 피해를 입게 된

다는 주장도 객 인 상결과의 평가를 왜곡하여 추후 이행과정에서 과도한 정책

 비용을 야기할 험이 있다.  시 에서의 논의는 상결과의 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상결과에 한 객  평가와 이를 최 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 되어야 한다.  
  본고의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미 FTA 의약품 지재

권 조항으로 인한 법 인 개정 필요성은 크지 않다. 를 들어, 자료독 은 TRIPS 
정 이행 과정에서 이미 한⋅미 FTA 제18.9조를 충족하는 수 으로 국내법을 개

정한 바 있으며, 시 허가 지연시 특허기간 보상제도는 이미 국내 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둘째, 허가-특허 연계 규정의 경우, 국내 제약업계에 부담이 될 소지

는 있으나 산업계에 이 될 수 으로 일방 으로 불균등한 제도로 간주될 필요

는 없다. 즉, 허가-특허 연계 조항의 용 상은 제네릭 의약품이 기존 신약 시 허

가시 제출된 안 성⋅유효성 자료를 원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한, 정문상 국

내법 이행방법에서의 유연성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주제어: 한⋅미 FTA, 의약품 근, 지 재산권, TRIPS-plus, 허가-특허 연계, 자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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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미자유무역 정(이하 “한⋅미 FTA”)1)에는 의약품 지 재산권 보호 강화를 

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들에 한 국내 인 평가는 상당

히 엇갈리며, 한⋅미 FTA를 둘러싼 찬반논란의 핵심쟁   하나가 되어 왔다. 

한⋅미 FTA를 반 하는 측에서는 허가-특허 연계, 자료독  등 의약품 지재

권이 강화되는 조항으로 인해 복제약의 시장진입 시 이 늦어져 약제비 지출

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비 한다. 

일례로, 한미 FTA 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문 공개 직후인 2007.5.28 허가-

특허 연계를 한⋅미 FTA 의약품 지재권 분야의 표 인 독소조항이라고 지

하 다.2) 한, 일부에서는 한⋅미 FTA 의약품 지재권 상에서 미국이 요구

해온 핵심조항이 거의 모두 수용되었는데, 이러한 요구들은 사실상 미국계 

국  제약업계가 제기한 것이며 미 민주당을 비롯한 미국 내에서조차 의약품 

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 이 제기되어 온 사항들이라고 주장하 다.3) 

반면, 한⋅미 FTA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한⋅미 FTA에서 합의된 의약품 지

재권 련 사항들은 부분 이미 국내법에 있는 내용이므로 FTA로 인한 추가

인 부담은 허가-특허 연계 조항 정도에 불과하며, 의약품 지재권 보호 강화

는 복제약 생산에 의존해 온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체질개선을 해 오히려 바

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한다.4) 의약품 지재권 강화는 장기 으로 제약기업

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신약개발에 한 정 인 동기를 부여하는 효

과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1987년 물질특허 제

도 도입 이후 국내 연구개발이 강화된 사례를 지 하고 있다.5) 

1)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06.2.3 협상개시, 2007.6.30 
정식서명

2)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보도자료, “한미 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개최: 내용 몰라 미국 요구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도 구별 못한 한국 정부 
협상 결과의 과대 포장과 피해 규모는 억지 축소”, 2007.5.28, www.nofta.or.kr

3) 이해영⋅정인교,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시대의창, 2008), pp. 255-256.
4) 국회FTA포럼⋅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100문 100답｣(2007.6)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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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구의 주장이 옳은가? 한⋅미 FTA에 포함된 의약품 지재권 조항들로 

인해 약제비가 상승하고 국내 제약업계가 어려워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지재권 제도 선진화를 해 필요하고 한 조항들인가? 국내 으로 한⋅미 

FTA의 TRIPS-plus 의약품 지재권 조항들을 비 하는 주장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6) FTA를 통한 의약품 지재권 강화를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비

과 논란들7)이 그 로 소개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합의된 내용과 국내  이

행에 한 객 인 통상법  분석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미 

FTA는 모든 분야를 걸친 포 인 정으로 체 인 이익의 균형을 달성하고 

있으므로, 특정 조항이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체 상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상이 이미 종결된 만큼 지 은 상결과로부터 제기되는 법  

쟁 을 객 으로 평가하고 향후 국내법 이행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한 방안들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미 FTA 정문상 의약품 지재권과 련된 조항으로는, ① 제18.8조 5항 

시 허가 신청 목 의 특허물질 사용, ② 제18.8조 6항 의약품 시 허가 지연

으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 ③ 제18.9조 1항  2항 의약품 자료독 , ④ 제18.9

5) 최원목, “한미 FTA의 경제효과: 의약품⋅보건서비스 분야”, 나성린 편저 ｢한미 FTA 
대한민국 보고서｣(선진화국민회의, 2006), p. 199-200.

6) 남희섭⋅이은우⋅김지성⋅오병일, “지적재산권”, 한미 FTA 졸속 체결에 반대하는 국
회 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 편저 ｢한미 FTA 협정문 분석 종합보고서｣(2007.6.20), 한
국진보연대 홈페이지(www.jinbocorea.org) 등에서 제공; 남희섭,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평가(1): 의약품과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
책기획연구단 엮음 ｢한미 FTA 국민보고서2: 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2007.10, 강), p. 537-561; 박지현, “한미 FTA 속의 TRIPS-plus”, ｢국제법학회논총｣ 
통권 제53권 제2호(2008) 등 참조.

7) Baker, Brook K., “Ending Drug Registration Apartheid: Taming Data Exclusivity and 
Patent/Registration Linkage”, 34 American Journal of Law and Medicine 303 (2008); 
Mercurio, Bryan, “TRIPS-Plus Provisions in FTAs: Recent Trend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WTO Legal System edited by Lorand Bartels and Federico Ortino 
(Oxford, 2006); Ruth, Mayne, “Regionalism, Bilateralism and “TRIPS Plus” Agreements: 
The Threat to Developing Countries”, 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 Occasional Paper 
(2005); Oxfarm Briefing Note, “Undermining Access to Medicines: Comparison of five US 
FTAs (2004); Pugatch, Meir Perez, “Intellectual Property and Pharmaceutical Data Ex-
clusivity in the context of Innovation and Market Access”, ICTSD-UNCTAD Dialogue on 
Ensuring Policy Options for Affordable Access to Essential Medicines (2004); Drahos, P., 
“Expanding Intellectual Property’s Empire: the Role of FTAs” (200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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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5항 허가-특허 연계, ⑤ 제18.11조 특정 공 보건조치에 한 양해가 있다.8) 

본고에서는 이러한 의약품 지재권 조항들을 상으로, 먼  의약품 지재권 논

의배경을 개 으로 살펴본 후, 한⋅미 FTA 상결과는 구체 으로 무엇인지, 

그에 한 평가는 어떠한지, 향후 국내법 이행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해 

객 이고 종합 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의약품 지재권 논의배경

지 산물인 발명(invention)은 특허(patent)를 통해 ‘출원 후 20년’간 독  권

리를 부여받는다. 신  신약도 다른 발명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특허권의 보

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의약품의 경우 다른 제품에 비해 연구개발에 막

한 시간과 비용이 투자9)되는 반면, 특허 출원과 의약품 시 까지 차가 까다

롭고 실험에 시일이 오래 걸려 실제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의약품만을 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재권 규정이 논의되

어 왔다. 이하에서는 한⋅미 FTA에 의약품 지재권 조항들이 포함된 배경으로

서, 통상법상 의약품 지재권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와 련한 

미국의 통상정책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1. 통상법과 의약품 지재권

미국 등 선진국들의 요구로 1995년 WTO 정의 일부로 ‘무역 련지 재산

권에 한 정’(이하 “TRIPS 정”)이 포함되었다.10) TRIPS 정은 지재권 이

슈를 통상법으로 편입시키고, 각 회원국이 수해야 할 지재권 최소보호기 을 

8) 관계부처합동(2008),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2008), pp. 71-75 참조.
9) 신약 개발에 평균 10년, 7.5억불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iMasi, J. A., 

Hansen, R.W. and Grabowski, H. J. (2003), OP.CIT.;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PhRMA), Industry Profile 2003, Chapter 1 (Washington 
DC: 2003) 참조.

10) TRIPS 협정에 대한 상세 논의는 다음을 참조: Correa, Carlos and Yusuf, Abdulqawi 
eds.,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The TRIPs Agreement (Kluwer 
Law, 1998). TRIPS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Devereaux et al., Case Studies in US Trade 
Negotiation pp. 37-134 (IIE,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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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 다. 주요한 특징으로 TRIPS 정 제27조는 특허 상으로 제품(product)

뿐만 아니라 방법(process)도 포함하 다.11) 제33조에서는 특허 최소 보호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년(twenty years counted from the filing date)”으로 규정하 다. 

의약품과 련된 특칙으로는 제39조 3항이 있는데, 허가당국에 제출된 미공개 

정보(undisclosed test data)를 불공정한 상업  이용으로부터(against unfair 

commercial use)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HIV/AIDS 확산을 계기로, TRIPS 정이 개발도상국 는 개발국의 

의약품 근성을 심각하게 한다는 비 이 두12)되었으며, 2001년 들어 

WTO 차원에서 TRIPS 정 제31조 강제실시권 련 규정들을 심으로 논의

되기 시작하 다. 2001.11월 마침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선언”13)이 채택되었다. 도하선언에서는 “TRIPS 규정이 회원국의 공 보건 

보호를 막아서는 안 되며, 규정의 해석과 이행은 의약품에 한 근성을 진

하고 공 보건을 보호하는 회원국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고 명시하 다. 한 강제실시권과 련하여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를 허여

할 권리를 가지며 그것이 허여되는 상황을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고 밝혔다.14) 

2. 의약품 지재권 관련 미국의 FTA 협상전략

신약 개발에 경쟁력이 큰 다국  제약업체들을 다수 보유한 미국으로서는 

의약품 련 지재권 보호 강화가 오랫동안 핵심 통상정책  하나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은 미 의회가 행정부에 상권한을 부여하면서 통상 상 추진

11) 단, 제27조 3항(a)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 치료 또는 수술방법(diagnostic, 
therapeutic and surgical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humans or animals)”은 특허대상
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였다.

12) Abbott, F. M., The TRIPS Agreement, Access to Medicines and the WTO Doha 
Ministrial Conference, 5 J. World Intellectual Prop. 15 (2002) 참조; 1997년 남아프리
카는 급속히 확산되는 AIDS에 대처하기 위하여 의약품 특허에 대해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1998년 미국은 지재권 침해를 우려하여 남
아프리카를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추가하고 40개 제약기업이 TRIPS 협정 위반을 
이유로 남아프리카 정부를 제소한 사례가 있다. 

13)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adopted at the four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in Doha, Qatar, on November 14, 2001 (WT/MIN(01)/DEC/2)

14) 박실비아⋅강은정⋅박은자(2007), ｢한미 FTA 협상과 의약품 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
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 p. 48-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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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시한 2002년 무역 진권한법15)에도 잘 반 되어 있다. 동 법은 미국

의 지재권 상목표가 미국법 규정과 유사한 수 의 지재권 보호규정을 정

문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16) 

미국의 의약품 지재권 최  규정은 1984년 해치-왁스먼법(Hatch-Waxman Act)17)

이다. 동 법의 본래 취지는 복제 약의 시장진입 진에 있었다. 즉, 복제 약에 

해 시 허가 신청시 기존 신약과의 생물학  동등성이 입증될 경우 기존 신약 

시 허가시 제출된 안 성⋅유효성 자료에 의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네릭 

제약업체에게 막 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는 시험자료 작성을 면제했다. 이에 

응한 신약업체에 한 반 부로서 자료독 , 허가-특허 연계 등 의약품 지

재권 규정들이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약품 지재권 제도를 운 하는 

과정에서 신약개발업체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 으며, 미 의회는 

결국 2003년 기존의 자료독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보완하는 규정들을 포

함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다.18) 결국 미국내 의약품 지재권 논의는 다국  

제약업체들의 신규 의약품 개발에 한 보상을 한 시장독  요구와 값싸고 

다양한 의약품에의 근성 확보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목표간 한 

균형을 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2000년 이후 10건의 FTA를 체결하면서 2001년 요르단과의 FTA를 제

외하고는 모든 FTA에서 허가-특허 연계, 자료독 , 특허기간 연장 등 의약품 

15) 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Act of 2002, Pub. L. No. 107-210, §2102, 116 
Stat. 933, 995-996 (codified at 19 U.S.C. §3802).

16) Section 2102 (Trade Negotiatng Objective) (a)(4) Intellectual Property - The principal 
negotiating objectives of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are - (A) to further promote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hrough - (i)(II) ensuring that the provisions of any multilateral or 
bilateral trade agreement gover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is entered into by 
the United States reflect a standard of protection similar to that found in United States 
law.

17)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Pub. L. No. 
98-417, 98 Stat. 1585 (1984); 505(j) of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21 
U.S.C. 355(j))를 개정하는 법률로, 법안을 주도한 Hatch 의원과 Waxman 의원의 이름
을 따서 Hatch-Waxman법이라고 한다.

18) Greater Access to Affordable Pharmaceutical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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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을 강화하는 조항들을 포함시켰다.19) 흥미로운 은 미국이 자국법에서

는 의약품 지재권을 강화하면서도 근성과의 균형을 이루고자 한 반면, FTA 

정문에서는 의약품 지재권 강화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부분의 FTA 상 국이 개발도상국들로서 미국에 비해 지재권 보호 수 이 낮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TA 상 국이 의약품 근성과의 균형을 

한 부가 인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보다 강력한 의약품 지재권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20) 이러한 배경 하에서 2007.5월 미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간 합의한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 for America)21)에 

의약품 근성 제고를 한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한편, 2008.6.4에는 Sherrod 

Brown 상원의원(D-OH)과 Mike Michaud 하원의원(D-ME) 주도로 상하원의원 58

명(상원 5, 하원 53)이 미국의 FTA 체결요건(requirements)을 제시한 ｢2008 무역

법(Trade Reform, Accountability, Development and Employment Act of 2008)｣

(H.R.6180, S.3083)22)을 상하원에 동시 발의하 으나, 110  의회에서 처리되기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III. 한⋅미 FTA 의약품 지재권 협상결과

한⋅미 양국은 8차례에 걸친 공식 상과 2차례의 고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의약품 지재권을 포함하여 2007.6.30 한⋅미 FTA 정이 서명되었다.23) 이하에

19) 이들 제도는 미국법에는 있지만 TRIPS 협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었다. 박실비
아 외(2007), 전게서, p. 58; Oxfarm Briefing Note, “Undermining Access to Medicines: Com-
parison of five US FTAs (2004), available at www.oxfamamerica.org/ newsandpublications/ 
publications/ 참조.

20) Abbott, F., Intellectual Provisions of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Light 
of U.S. Federal Law (ICTSD-UNCTAD, 2006) 참조.

21) http://www.waysandmeans.house.gov/media/pdf/NewTradePolicy.pdf 
22) ｢2008 무역법｣상 의약품 지재권 관련 요건은 2007.5월 신통상정책상 내용과 대동소이

하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www.thomas.gov에서 확인 가능하다.
23) 한⋅미 FTA 의약품 지재권 협상경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임재영, “한

⋅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허찬국 편저 ｢한⋅미 FTA 주요 쟁
점분야별 협상동향 및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 07-01 (2007.2); 여택동
⋅최형재,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의 주요 쟁점과 향후 대책”, ｢국제상학｣ 제23권 
제2호 (2008.6.30); 임근영,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의 역사적 고찰”, ｢창작과 권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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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한⋅미 FTA 정  의약품 지재권 련 조항에 해 보다 구체 으로 

검토해 본다.24)

1. 제18.8조 5항 시판허가 신청 목적의 특허물질 사용

제3항과 합치하게, 당사국이 제3자가 의약품의 시 승인의 신청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기 하여 존속하는 특허의 상물을 사용하도록 허용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허용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 그 당사국의 시

승인 요건을 충족하기 한 신청을 뒷받침하기 하여 그러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과 련된 목  이외에는 그 당사국의 역에서 제조․사용 는 매되지 아

니하도록 규정하며, 그 당사국이 그러한 제품의 수출을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

국은 자국의 시 승인 요건을 충족하기 한 신청을 뒷받침하기 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목 으로만 그 제품이 그 당사국 역 밖으로 수출되도록 규정한다. 

가. 조문해설

제18.8조 5항은 제3자가 의약품에 한 “시 허가 획득을 목 으로(to 

generate information necessary to support an application for marketing approval of 

a pharmaceutical product)” 특허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당사

국은 ① “그러한 허용에 따라 생산된 제품(any product produced under such 

authority)”을 시 허가 신청 이외의 목 으로 “제조⋅사용⋅ 매하는 것을 지

(shall not be made, used, or sold)”해야 하며(소  stockpiling 지), ② 수출을 

허용할 경우에는 시 허가 획득 목 으로만 수출되도록 규정할 것을 의무화하

고 있다.

나. 평가

미국에서는 의약품 분야 실험  사용 외(experimental use exception)를 소  

‘Bolar 규정’이라고 한다. 미국 례상 일반 인 특허권에는 ‘실험  사용 외’

30호(2003년 봄호).
24) 한⋅미 FTA 협정문 중 의약품 지재권에 관한 조항은 제18.8조(특허) 5항의 ‘시판허가 

신청 목적의 특허물질 사용’ 및 6항(b)의 ‘의약품 시판허가 지연으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 제18.9조(특정 규제제품과 관련된 조치)의 ‘자료독점’과 ‘허가-특허 연계’, 제
18.11조(특정 공중보건조치에 관한 양해)의 ‘특정 공중보건조치에 관한 양해’를 들 수 
있다. 관계부처합동(2008), 전게서, pp.71-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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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25) 실험  사용 외에 해 미국 법원은 “재미로, 평

범한 호기심을 만족하기 하여, 혹은 엄격한 철학  물음을 하여” 사용할 경

우로 제한되며, 본질 으로 상업 인 사용과 상업 인 의미에 계없이 피해자

의 법한 사업에 련된 행 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26) 그러

나, 의약품 분야에서의 실험  사용 외는 유명한 Bolar 사건27)을 계기로 미 의

회는 1984년 해치-왁스먼법을 통해 의약품 시 허가 취득을 목 으로 하는 특허

발명의 실시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명시 인 규정을 도입하 다.28) 

한편, 상기 stockpiling 외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미 TRIPS 련 WTO 

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1998년 EC가 캐나다를 상 로 제기한 Canada - 

Patent Protection of Pharmaceutical Products (이하 “캐나다-의약품”)사건에서 패

은 의약품의 안 성심사를 해 소요되는 심사기간은 허용한데 반해, 국내 

복제약 제조업체들의 시장진입을 진하기 한 stockpiling 외는 의도하지 않

게 특허기간의 연장이 야기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반 정을 내렸다.29) 따

라서, stockpiling에 한 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단 미국 뿐만 아니라 

WTO차원의 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론 으로, 한⋅미 FTA 제18.8조 5항은 ‘Bolar 규정’에 한 미국에서의 논

의를 반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신약(new drug)과 후발 제

약회사의 복제약(generic drug)간 경쟁상황을 제해 보자. 복제약에 한 매 

허가를 받기 해서는 신약에 한 연구 는 시험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신약에 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가 일반 이다. 이러한 경우 특허기간 

에 실시되는 동 연구 는 시험을 특허침해로 볼 것인지가 쟁 이다. 국가별

로 규율방식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부분 국가들은 기술발 을 유도하기 

25) McJohn, Stephen, Intellectual Property: Examples & Explanations (2nd ed., Aspen, 
2006), p. 228.

26) See Madey v. Duke Univ., 307 F.3d 1351 (Fd. Cir. 2002).
27) Roche Products Inc. v. Bolar Pharmaceutical Co., 221 USPQ 937 (Fed. Cir. 1984).
28) 1984년 Hatch-Waxman법은 크게 Title I 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s와 Title II 

Patent Extension으로 구분되는데, Title II에서 시판허가 지연에 따른 특허기간 연장을 
규정하고 있다.

29) WTO, WT/DS11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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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를 특허침해의 외로 인정하고 있다.30) 본 조항은 이러한 외를 인

정하면서도, 그 범 가 시 허가 획득 목  이외로 확 되지 않도록 하기 한 

취지이다.

다. 국내법 이행

행 특허법 제96조 1항31)에 따르면, “연구 는 시험을 하기 한 특허발명

의 실시”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 행 

약사법 제31조는 식약청장의 의약품 제조품목허가⋅신고를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32)를 통해 의약품등 제조품목허가⋅신고 목 에 사용되는 의

약품등은 허가⋅신고 상에서 제외하고 있다.33) 한⋅미 FTA 제18.8조 5항상 

의무는 동 외 인정시 ① ‘시 허가 획득 이외 목 의 특허 실시 지’와 ② 

‘시 허가 획득 목 에 한하여 수출 허가’라는 2가지 제한이 부과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상기 두 가지 제한은 행 특허법  약사법 해석상 이미 이행되고 있다. 우

선, ‘시 허가 획득 이외 목 의 특허 실시’의 경우, 행 특허법과 약사법상 

이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법이고 지되는 행 이다. 특

허법 제96조 1항의 “연구 는 시험을 하기 한”이란 그 특허발명 자체에 

한 시험 는 연구로 한정되며, 시험연구결과 생산된 물품을 매하거나 시험

연구 외의 목 에 사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특허침해에 해당된다.34) 한, 행 

30) 정차호⋅김용진(2007),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청 
용역보고서(2007.10), p. 138.

31) 특허법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32) 약사법시행규칙 제22조(의약품등 제조품목허가⋅신고의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등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제조품목허가⋅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등
2. 임상시험을 위한 목적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 대조약(위약을 포함한다)
3. 의약품등 제조품목허가⋅신고 목적에 사용되는 의약품등 

33) 약사법시행규칙상 제조품목허가⋅신고 제외대상으로 당초 임상시험용 의약품만 규정
되어 있었으나, 2008.1.15 보건복지부령 제434호를 통해 “3. 의약품등 제조품목허가⋅
신고 목적에 사용되는 의약품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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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1조상 식약청장의 품목허가 없이는 의약품의 제조⋅ 매⋅사용이 

일반 으로 지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외를 

벗어난 특허 사용은 법하다. 다음으로, 시 허가 획득 목 으로 특허를 실시

하여 제조된 물품을 상업  목 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행 가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그 이 의 제품 제조행 가 특허 침해에 해당되므로 수

출도 일반 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35) 따라서, 제18.8조 5항으로 

인한 국내법 개정사항은 없다. 다만, 특허법 제96조 1항의 문언상 정상 의무 

이행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연구  시험 외와 련하여 범 를 보다 명

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제18.8조 6항 나호 의약품 시판허가 지연으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

당사국의 역에서 시 이 승인된 신규 의약품(각주생략)  당사국의 역에

서 시 이 승인된 신규 의약품의 제조 는 사용 방법을 상으로 하는 특허에 

하여, 각 당사국은 특허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 역에서 신규 

의약품의 최 의 상업  사용과 련된 시 승인 차의 결과로 유효한 특허

존속기간이 불합리하게 단축된 데 하여 특허권자에게 보상하기 하여, 신

규 의약품  그것의 승인된 사용방법 는 그 제품의 제조 방법을 상으로 

하는 특허의 특허존속기간 는 특허권의 기간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 호에 

따른 모든 조정은, 동일한 제한과 외에 따라, 원래 발 된 특허에서의 제품․
사용방법 는 제조방법에 한 특허의 모든 배타 인 권리를 용가능한 

로 그 제품과 그 제품의 승인된 사용방법에 부여한다.(각주생략)

가. 조문해설

제18.8조 6항은 시 승인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경우 훼손된 특허존속기간

을 연장해주는 ‘등록지연 보 제도’36)에 한 규정인데, 가호에서 일반 인 등

34) 특허청(2002), ｢조문별 특허법해설｣, p. 261.
35) 정차호⋅김용진(2007), supra note 30, p. 145.
36) 특허 출원으로부터 등록될 때까지의 기간인 심사기간이 장기화되면 결국 등록이 지연

되어 특허권의 발생시점이 늦추어지는 반면, 등록일이 늦추어진다고 해서 특허권의 소
멸시점도 연동하여 늦추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인 특허권 존속기간은 20년에서 
심사기간을 뺀 것이 된다. 제6항 가호의 내용은 심사, 심판 또는 소송에서의 지연으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때가 기준일보다 늦어지고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때, 기준일부터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다. 동 제도는 등록지연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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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지연 보 제도를 규정한 다음, 나호에서 의약품 시 승인 차 지연으로 특

허존속기간이 불합리하게 단축될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존속기간 연장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 다. 

나. 평가

TRIPS 정 제62조 6항은 ‘지 재산권 보호기간이 부당하게 감소되지 않도

록 합리 인 기간 동안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와 달

리, TRIPS 정은 등록지연 보 제도를 두도록 의무화한 것이 아니며, 의약품 

특허기간에 해서도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미국이 체결한 부분의 FTA에는 특허청의 심사에 장기간이 걸린 경우 그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37) 일례로, 미-칠  

FTA 제17.9조 6항은 특허를 허여한다는 결정이 출원일로부터 5년 는 심사청

구일로부터 3년이 걸린 경우 특허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 다. 미-싱

가포르 FTA 제16.7조 7항, CAFTA 제15.9조 7항, 미-모로코 FTA 제15.9조 7항, 

미-호주 FTA 제17.9조 8항(a) 등도 유사한 규정들이다.

한편, WTO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다루어진 캐나다-의약품 사건에서는 통상 

8-12년이 소요되는 신약에 한 시 승인 차에 의해 의약품 련 특허보호기

간이 불가피하게 훼손되더라도 이는 TRIPS 정을 반하지 않는다고 결한 

바 있다.38) 당시 WTO의 이러한 결은 회원국들간에 큰 논란을 야기하 는데, 

제약업체의 이해에 민감한 미국의 경우 FTA를 통해 특허기간 보 제도를 도입

하고 있다. 

국내 일부에서는 특허청이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할 경우 부실 권리가 양산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 자료에 따르면 체 특허  극히 

특허권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선진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바, 우리나라는 제도 선
진화 차원에서 한⋅미 FTA에서 동 제도를 합의한 것이다; ‘등록지연 보전제도’에 대
한 구체적 논의는 다음을 참조: 정차호⋅김용진(2007), supra note 30, pp. 13-93.

37) 미국은 1999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출원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특허심사 처리기간
이 3년이 넘는 경우 초과기간만큼 특허권의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38) WTO, supra not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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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0.3% 수 )만 기간 연장의 상이 되는데다가, 최근 특허청의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9.8개월 정도)되어 실질 인 향은 미미할 것으로 단된다.

다. 국내법 이행

행 특허법은 이미 의약품 시 허가 지연으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제도를 

두고 있다. 행법은 특허권 존속기간을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면서, 특허법 제89조는 허가 는 

등록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명에 해 5년의 기간 내에서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 다.39) 연장 상은 ①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

가 상 의약품, ② 농약 리법에 따른 등록 상 농약 는 원제이다.40) 따라

서, 한⋅미 FTA 제18.8조 6항 나호에 따른 추가 인 법 개정사항은 없다. 

3. 제18.9조 1항, 2항 및 4항 자료독점권

1. 가. 당사국이 신규 의약품 는 신규 농약품의 시 승인을 부여하는 조건으

로, 그 제품의 안 성 는 유효성에 하여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

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역에서 시 승인을 획득하기 하여 그러한 안 성 는 유효성 정보를 

이 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이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 하여 동일하

거나 유사한 제품을 매하는 것을 그 당사국의 역에서의 시  승인

일로부터 의약품에 하여는 최소한 5년 그리고 농약품에 하여는 최

소한 10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시 승인을 뒷받침하기 하여 제출된 안 성 는 유효성 정보, 

는

39) 특허법 제89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
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등(이하 “허가등”
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의 경우에는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
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0) 특허법 시행령 제7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법 제89조에서 “대
통령이 정하는 발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을 말한다.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 제1항 또는 제42조 제1항에 따라 품
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 제1항⋅제16조 제1항⋅제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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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 시 승인의 증거 

(나호～다호 생략)

2. 가. 당사국이 다른 의약품의 시 을 하여 이 에 승인된 화학물질을 포함

한 의약품에 하여 시 승인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생물학  동등성과 

련된 정보 이외에 이 에 승인된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의약품의 승인

에 필수 인 새로운 임상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당사

국은 그 당사국 역에서 시 승인을 획득하기 하여 그러한 새로운 

임상정보를 이 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이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

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매하는 것을 그 당사국 역에서의 

시 승인일로부터 최소한 3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시 승인을 뒷받침하기 하여 제출된 새로운 임상 정보, 는

      2) 새로운 임상정보에 기 한 그 시 승인의 증거 

(나호～라호 생략)

4. 제3항을 조건으로, 어떤 제품이 제1항 는 제2항에 따라 당사국 역에서 시

승인 제도의 상이 되고 한 그 역에서 특허의 상이 될 때, 당사국은 

특허보호가 그러한 항에 명시된 보호기간의 만료보다 더 이른 날에 종료되는 

경우 그러한 항에 따라 당사국이 규정한 보호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

가. 조문해설

한⋅미 FTA 제18.9조 1항 내지 4항은 자료독 (data exclusivity)에 한 규정이

다. 자료독 이란 신약 개발자가 신약 허가를 하여 의약품 허가당국에 제출한 

시험자료(test data)를 일정기간동안 타인이 원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41)으로, 결

과 으로 후발 제네릭 제약업체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키는 효과42)를 가진다.

제1항은 신규 의약품 는 농약품 시 승인(marketing approval for new phar-

maceutical or new agricultural chemical product)43)과 련하여, 제품 안 성 는 

41) 박실비아 외(2007), supra note 14, p. 190.
42) 이러한 시험자료는 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자료 생성 과정에 신약 연구개발 총비용의 60%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rrea(2004).

43) 신규 의약품(new pharmaceutical product)은 이전에 승인된 화학물질(chemical entity)을 
포함하지 않은 의약품을 의미한다. 한⋅미 FTA 협정문 제18.9조 각주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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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safety or efficacy)에 한 상당한 노력(considerable effort)이 수반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최소 5년 동안(신규 농약품은 10년)은 후발신청자가 최 개발자의 

자료를 기 로 동일 는 유사 의약품(a same or a similar product)이 허가를 받

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가호는 당사국 자국에 제출된 자료에 한 보호를, 나호

는 상 국  제3국에 제출된 자료에 한 보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기존 신약물질을 포함한 다른 의약품(a pharmaceutical product that 

includes a chemical entity that has been previously approved for marketing in 

another pharmaceutical product)의 시 승인과 련하여, 승인에 필수 인 새로운 

임상정보(new clinical information)를 제출한 경우 최소 3년 동안(농약품은 10년) 

후발신청자가 이러한 임상정보에 기 하여 동일 는 유사한 제품(a same or a 

similar product)을 허가받지 못하도록 하 다. 제1항 신규 의약품의 경우와 달

리, 기간이 5년이 아닌 3년이며, 자료 작성에 ‘상당한 노력’을 요하지 않는다. 

보호 범 는 신약과 마찬가지로 동일 의약품과 유사 의약품을 포함한다. 제2항

의 가호와 나호는 의약품, 다호와 라호는 농약에 한 것이고, 가호와 다호는 

당사국 자국에 제출된 자료, 나호와 라호는 상 국  제3국에 제출된 자료에 

한 보호이다.

제4항은 자료독 권이 끝나기 에 특허권이 만료하더라도 자료독 권의 기

간을 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독 은 기본 으로 업비  보호에

서 발달한 제도로 특허와는 별개의 권리44)로서 보호되며, 제4항은 이를 재확인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44) 자료독점과 특허는 모두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속하며 그 소유자에게 독점이익을 제공
하는 성격이 있으나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 우선, 특허는 신약에 내재된 혁
신성을 인정하여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반면 자료독점은 그 대상이 반드시 혁
신적이거나 발명성을 띨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를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자료독점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특허는 특허권자에게 특허기간동안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데 비해 자료독점은 제3자가 독자적으로 시험을 하여 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생산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네릭 제약업체에게 자료독점은 시장장벽으로 작
용한다. 마지막으로 특허는 사적인 권리이며 제도인 반면 자료독점은 정부가 직접 역
할을 한다는 차이가 있다. 자료독점 기간동안 정부는 자료를 원용한 다른 의약품을 허
가할 수 없다. 박실비아 외(2007), 전게서, pp. 192-1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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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한⋅미 FTA 제18.9조 자료독 이 기존 TRIPS 정 제39조 3항상 의무를 확

인하는 차원인지 TRIPS-plus 규정인지에 해 논란이 있다. TRIPS 정 제39조 

3항에 해 특허청 ｢WTO TRIPS 정 조문별 해석｣은 “당  규정은 ‘임상시험 

자료를 최소 5년간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의 규정은 ‘부정

한 상업  사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규정으로 다소 완화되었다”면서도, “원용

할 수 없게 된 것은 동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1995.1월부터 시행한 

신약 재심사 제도가 TRIPS 정 제39조 3항의 의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

다.45) 한편, 반 하는 측에서는 미국이 FTA를 통해 상 국에 강요하는 ‘자료독

’ 조항은 TRIPS 정과 무 하다46)는 을 강조한다. 국제연합(UN)과 세계보

건기구(WHO)는 TRIPS 정 제39조 3항이 데이터의 ‘보호(protection)’만을 의미

할 뿐이며, ‘독 (exclusivity)’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해석한 바 있음을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다.47)

한⋅미 FTA 제18.9조 자료독  조항과 TRIPS 정 제39조 3항을 비교해보

면, 다음 사항에서 차이가 있다: 1) 신약에 한 정의, 2) 보호 상 자료, 3) 보

호의 범 , 4) 새로운 임상정보 추가시 자료독  여부.48) 우선, 신약에 한 정

의를 보면, TRIPS 정 제39조 3항은 상을 신물질(NCEs: New Chemical 

Entities)을 활용한 신약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한⋅미 FTA 제18.9조 1항 

다호는 신약(new pharmaceutical product)을 “의약품에서의 사용을 하여 당사국

의 역에서 이 에 승인된 화학물질(chemical entity)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정의하 다.49) 둘째, TRIPS 정상 보호 상 자료는 “상당한 노력이 수반

된 미공개 시험자료(undisclosed test or other data, the origination of which 

45) 특허청, ｢WTO TRIPS 협정 조문별 해설｣(특허청, 2004.12), pp. 228-231.
46) Aaron Xavier Fellman, “Secrecy, Monopoly, and Access to Pharmaceuticals in 

International Trade Law: Protection of Marketing Approval Data Under the TRIPS 
Agreement”, 45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443 (Summer 2004), p. 460.

47)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The TRIPS Agreement and Developing 
Countries, U.N. Doc. UNCTAD/ITE/1 (1996); TRIP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ccess to Medicines, ARV Newsletter, December 2002, Issue No. 8.

48) 박실비아 외(2007), 전게서, p. 207 참조.
49) 이에 대해 한⋅미 FTA상 자료독점 적용대상 신약의 범위가 TRIPS 협정보다 넓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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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lves a considerable effort)”이다. 한⋅미 FTA에서는 “상당한 노력이 수반된”

이라는 조건은 포함되어 있으나 ‘미공개자료’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셋

째, 보호의 범 에 하여 TRIPS 정은 “불공정한 상업  이용으로부터 보호

(protected against unfair commercial use)”라고 되어 있어 해석상 논란50)이 있는 

반면 한⋅미 FTA에서는 “자료를 원용한(based on) 시 허가 지(shall not 

authorize)”라고 하여 ‘원용 지(non-reliance)’의 의미를 분명히 하 다. 마지막으

로, TRIPS 정과는 달리, 한⋅미 FTA는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에 새로운 임상

정보를 추가시 최소 3년의 추가 인 자료독  규정을 도입하 다. 결론 으로, 

한⋅미 FTA 제18.9조 자료독  조항은 TRIPS 정 제39조 3항보다 강화된 

TRIPS-plus 규정인 것으로 단된다. 

한편, 한⋅미 FTA 제18.9조에 규정된 TRIPS-plus 자료독 의 정책  타당성

에 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를 들어, 일부에서는 동 조항의 문제 으

로, ① TRIPS 정과 달리 ‘공개’된 자료도 보호 상, ② 새로운 임상정보의 

경우 ‘상당한 노력이 든 자료’ 요건이 없음, ③ 자료독 권에 한 공익을 한 

제한규정 결여, ④ 새로운 독 권을 창설하여 의약품의 근권을 제한하고 경

쟁을 차단하는 효과, ⑤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 무력화 가능성 등을 지 하고 

있다.51)

그러나, 이러한 비 론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우선, 공개된 자료도 보

호 상인 것은 사실이지만, 신약개발업체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투입된 안

성⋅유효성 자료를 다른 경쟁업체에게 자발 으로 공개하는 경우는 실 으

로 기 하기 어렵다는 을 감안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임상정보에는 ‘상당한 

노력이 든 자료’라는 요건 신 ‘승인에 필수 인’이라는 요건이 용된다. 자

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로 다른 요건을 부여한 것이므로, 새로운 임상정보에

는 요한 요건이 무조건 으로 삭제되었다고 해석될 수 없다. 셋째, 한⋅미 

50) TRIPS 협정 이행과정에서 “protected against unfair commercial use” 문구에 대한 해석
이 대립되었는데, 미국, EU, 스위스는 “다른 제품의 시판을 위하여 자료를 원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non-reliance)”이라는 데 주장한 반면, 개도국들은 협정문 어디에도 
자료를 원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non-disclosure)”는 수준의 보호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51) 남희섭 외(2007), supra note 6, pp. 48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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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제18.9조 3항  제18.11조에서 ｢도하선언｣에 따른 공 보건을 보호하기 

한 조치를 자료독 권 보호의 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한규정이 없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한, 동일한 맥락에서 자료독 이 의약품 특허 강제실시권

을 무력화시킨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결국 쟁 은 과연 자료독 이 신약개발업체에게 새로운 독 권을 창설하여 

제네릭 제약사의 시장 근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지 여부이다. 신약에 특허권

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 어 보자. 우선, 신약이 특허로 보호되는 경우

에는 자료독 이 특허 보호기간 이상의 시장독 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한⋅미 FTA에 반 하는 측은 신약에 한 특허권이 만료되었으나 

신약재심사제도로 보호되는 품목은 물질특허 26건, 방법특허 81건으로 모두 

100건이 넘고, 미국의 경우 조사 상 137개 FDA 승인 의약품  17%에 달하

는 23개 의약품이 이미 특허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자료 독 권 보호기간

이 남았다고 하면서 23개  22개는 오 지북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

다.52) 그러나, 우리나라 신약재심사제도는 한⋅미 FTA 자료독 을 이행하기 

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므로 한 통계라고 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도 오

지북에 등재되지 않은 22개 의약품은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의약품인데 특허 

만료 후까지 자료독  기간이 남는 경우로 포함시키는 것은 오류다.53) 미국의 

자료독 을 비 하는 문헌들도 부분의 경우에 있어 길어야 시 허가 후 5년

(신물질신약)에 불과한 자료독  보호기간이 20년에 달하는 특허 보호기간보다 

일  종료되는 것이 일반 이라는 을 인정한다.54) 외 으로 Eprex(2000년 

시 허가, 2004년 특허만료), Arava(1998년 시 허가, 2001년 특허만료)의 사례

가 제품 시 에 오랜 시일이 걸려 자료독  기간이 특허 기간 보다 길어진 경

52) 남희섭 외(2007), supra note 6, p. 489.
53) Junod, Valerie, “Drug Marketing Exclusivity Under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Law”, 59(4) Food and Drug Law Journal 479 (2004), p. 487; 남희섭 외(2007)는 각
주 212에서 상기 Junod(2004) 논문의 각주 53에서 인용한 웹페이지를 그대로 재인용
하고 있으나, 원문이 인용한 해당 웹페이지에 접속이 불가능하여 원문 확인에 어려움
이 있는 바 이는 후속 연구에 맡기기로 한다.

54) Pugatch, Meir Perez, “Intellectual Property and Pharmaceutical Data Exclusivity in the 
context of Innovation and Market Access”, ICTSD-UNCTAD Dialogue on Ensuring 
Policy Options for Affordable Access to Essential Medicines Bellagio, 12-16 Oct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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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다.55) 다음으로, 신약이 특허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료독 이라는 

새로운 권리가 창설되어 특허 보호 상이 아닌 신약에도 자료독 을 통한 시

장독 이 주어지는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데 자료독

과 특허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특허 보호 상이 아니더라도 자료독  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인 사례가 Taxol의 경우로, 동 의약품은 특허 요건

을 충족하지는 못하 으나 1994년 항암제로 허가를 받아 자료독 을 통해 시

장독 을 유지한 바 있다.56) 그러나, 자료독 은 특허와 같은 배타  권리가 

아니라 제3자가 원개발자의 자료를 5년동안(신물질신약 기 ) 원용하지 말라는 

것이므로 자료독 기간  제네릭 제약업체가 동일한 자료를 생산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종합해볼 때, 자료독 이 경우에 따라서는 제네릭 제약업

체의 시장진출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료를 직  생산하는

데 들인 시간과 비용을 보상할 필요성을 감안해보면 자료독  제도 자체가 불

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자료독  제도가 지나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하

는 정책  고려는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다. 국내법 이행

우리나라 약사법은 신규 의약품에 하여 시  후 발견되는 부작용 등 안

성 문제를 조사하기 한 목 으로, 해당 제약회사로 하여  허가일 부터 일정

기간 후에 안 성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약 등 재심사제

도’57)를 1992년부터 운 하고 있다. 신약과 유효성분 변경 의약품에 해서는 

55) Id., p. 13.
56) Id., p. 14.
57) 약사법 제32조(신약 등의 재심사)

“①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 제31조 제8항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그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품목에 따라 4년에서 6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방법⋅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
부령으로 정한다.“

   약사법시행규칙 제35조(신약 등의 재심사대상 등)
“① 법 제32조 제1항 또는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에 

대한 재심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심사기간이 그 품목허가일부터 6년인 품목
      가. 신약
      나.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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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일로부터 6년, 새로운 효능을 추가한 경우는 허가일로부터 4년 후에 안

성 정보를 재심사 받아야 한다. 그런데 1995년부터 동 제도에 자료독  제도를 

결합하여 운 해왔다. 즉, 식품의약품안 청고시58)를 통해 재심사기간동안 동

일한 품목을 허가받기 해서는 최  허가시 제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서 동

등범  이상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 다.59) 따라서, 행 국내법령이 이

미 한⋅미 FTA 제18.9조 자료독  조항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국내법 이행 측

면에서는 특별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은 없다.

한편, 국내 자료독  제도가 법  기반이 취약하고 제도의 취지가  다른 

‘신약 등 재심사제도’의 틀 내에서 실시되고 있어 보호수 이 과도하다는 문제

이 있으므로, 한⋅미 FTA를 계기로 자료독 을 독립된 제도로 제정하고 운 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60) 미국의 경우, 자료독 은 1984년 

해치-왁스먼법으로 도입되었다.61) 자료독  조항인 21 USC 355 (c)(3)(E)는 5개

의약품
      다.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

약품
   2. 재심사기간이 그 품목허가일부터 4년인 품목
      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
      나.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재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
58)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고시 제2008-56호) 제27조 제8항

“⑧ 제25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허가시 제출된 자료가 아닌 것
으로서 이와 동등범위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초허가자 또는 원개발자로부터 자료사용이 허여된 경우
   2. 제25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재심사 기간 종료 후 품

목허가 받을 것을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59) 자료독점 관련 국내 제도에 대한 전반적 설명은 다음 참조: 박실비아 외(2007), supra 

note 14, pp. 201-208.
60) 박실비아 외(2007), supra note 14, p. 207.
61) Federal Trade Comission, Generic Drug Entry Prior to Patent Expiration: An FTC 

Study (July 2002), p. 1; Hatch-Waxman 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의약품은 안전성⋅유효
성 자료를 제출해야 시판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후발 제네릭 의약품이 기존 
신약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경우에는 기존 신약의 시판허가 과정에서 제출된 안전성
⋅유효성 자료를 원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제네릭 의약품 시판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자료독점은 이러한 절차 간소화에 대한 신약개발자에의 반대급부로서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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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aragraph로 구성되는데, 신물질 신약62)에 해 5년63), 기존 신약의 새로운 

임상조사에 해 3년의 자료독 을 규정한다. 미국 제도와 우리 제도를 비교해 

보면, 미국의 경우는 한⋅미 FTA 자료독  규정과 동일한 수 인데 비해, 우리

의 자료독  제도는 보호기간이 더 길다는 을 알 수 있다.64) 한, 우리나라 

규정은 보호방식에 있어 “동등범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자

료 인용 지(non-reliance) 보다 더 강한 규제라고 할 것이다. 제반 상황을 고려

할 때, 한⋅미 FTA는 행 국내법보다 낮은 수 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것이다.
62) ‘신약’은 새로운 활성골격으로 하는 신물질신약(NCEs)만이 해당되며, 기존 활성골격에 

다른 염 등을 붙여서 개발한 새로운 화학성분의 신약은 해당되지 않는다. 박실비아 외
(2007), supra note 14, p. 244.

63) 21 USC 355 (c)(3)(E)(ii) 
   “If an application submitted under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for a drug, no active 

ingredient (including any ester or salt of the active ingredient) of which has been 
approved in any other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is approved 
after September 24, 1984, no application which refers to the drug for which the 
subsection (b) application was submitted and for which the investigations described in 
clause (A) of subsection (b)(1) of this section and relied upon by the applicant for 
approval of the application were not conducted by or for the applicant and for which 
the applicant has not obtained a right of reference or use from the person by or for 
whom the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may be submitted under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before the expiration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f the approval of the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except that such an application may be 
submitted under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after the expiration of four years from 
the date of the approval of the subsection (b) application if it contains a certification 
of patent invalidity or noninfringement described in clause (iv) of subsection (b)(2)(A) 
of this section. The approval of such an application shall be made effective in 
accordance with this paragraph except that, if an action for patent infringement is 
commenced during the one-year period beginning forty-eight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approval of the subsection (b) application, the thirty-month perio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C) shall be extended by such amount of time (if any) which is required 
for seven and one-half years to have elapsed from the date of approval of the 
subsection (b) application.”

64) 우리나라와 미국의 자료독점 기간 비교; 박실비아 외(2007), supra note 14, p. 203.

의약품 구분 국내 제도 미국 제도
신약 6년 5년

유효성분 종류⋅배합비율 변경, 투여경로 변경 6년 3년
동일 유효성분⋅투여경로의 효능효과 추가 4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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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국내 으로 자료독  보호기간 축소(6년→5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

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4. 제18.9조 5항 허가-특허 연계

5. 당사국이 의약품의 시 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안 성 는 유효성 정보를 

원래 제출한 인 이외의 인이 그러한 정보 는 당사국의 역 는 다른 

역에서의 이  시 승인의 증거와 같이 이 에 승인된 제품의 안 성 는 

유효성 정보의 증거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제품 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당국에 통

보된 특허존속기간 동안 시장에 진입하기 하여 시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다른 인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나. 제품 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당국에 통보

된 특허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동의 는 묵인 없이 다른 인이 제품을 

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한 시 승인 차에서의 조치를 이행한다.  

(부속서한)

미합 국 는 한민국  어떠한 당사국도 정 제18.9조 제5항 나호에 따른 

다른 쪽 당사국의 의무에 하여 정 발효일 이후 처음 18월 동안 정 제

22.4조를 발동하지 아니할 것이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정 발효일 이후 처

음 18월 동안 제18.9조 제5항 나호에 따른 다른 쪽 당사국의 의무의 수에 

하여 우려를 가지는 경우, 미합 국과 한민국은 정 제22.3조에 합치되게 

그리고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우려의 상호 만족할만한 해

결에 도달하기 하여 의할 것이다.

가. 조문해설

제18.9조 5항은 소  ‘허가-특허 연계’ 규정으로, 신약 특허권 존속기간  

후발 제네릭 제약업체가 기존 신약개발자의 안 성⋅유효성 자료를 기 로 복

제약 시 허가를 신청한 경우, 당사국은 이를 기존 신약 특허권자에게 통보하

고 복제약이 특허권자의 동의 는 묵인 없이 매되는 않도록 히 조치하

여야 한다.

허가-특허 연계 용 상은 신약 특허 기간  후발 제네릭 제약업체가 기존 

신약개발업자의 안 성⋅유효성 자료에 기 하여 복제약 시 허가를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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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이다. 용여부 단에 있어 세 가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 번째 요

건은 제품 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상으로 하는 것(as covering that 

product or its approved method of use)65)으로 승인당국에 통보된(notified to the 

approving authority)66) 특허이어야 한다. 상특허는 물질특허, 조성물특허, 용도

특허로 한정된다.67) 두 번째 요건으로 특허 존속기간 (during the term of 

patent)이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자료독  조항으로 인해 신약 허가 후 5년

간은 원개발자 자료 인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허가-특허 연계가 용되는 기

간은 자료독  기간 만료시 부터 특허 존속기간 만료시 까지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요건으로 후발 제네릭 제약업체가 기존 신약의 안 성⋅유효성 자료를 

원용하여 약식허가신청(ANDA: 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을 하고, 그 

에서도 제네릭 제약업체가 허가신청시 기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

(paragraph IV)68)하는 경우에만 허가-특허 연계 조항의 용 상이 된다. 

허가-특허 연계 상에 해당할 경우 허가당국은 두 가지 의무를 지는데, ① 

우선 기존 신약 특허권자에게 제네릭 제약업체의 인 사항을 통지(the patent 

owner shall be notified of the identity)해야 하고, ② 다음으로 제네릭 의약품이 

특허권자의 동의 는 묵인 없이(without the consent or acquiescence) 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한 조치를 시 허가 단계에서 취하여야 한다(implement 

measures in its marketing approval procedures to prevent such other persons from 

marketing a product). 당  미측은 특허권자의 소송제기시 제네릭 의약품 시

65) 제품특허는 물질특허(active ingredient patent)와 조성물특허(formulation/composition 
patent)를, 승인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는 용도특허(method of use patent)를 
의미한다. 박실비아 외(2007), supra note 14, p. 200.

66) 이때의 ‘통보’는 특허권자가 식약청에 미리 해당 특허를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식
약청이 고지된 특허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67) 관계부처합동(2008), supra note 8, p. 71.
68) 미국법상 후발의약품의 허가 신청시 기존 신약의 특허와 관련하여 다음 4개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 pharagraph 1: 기존 의약품의 특허 정보가 오렌지북에 없는 경우
- pharagraph 2: 기존 의약품의 특허가 이미 끝난 경우
- pharagraph 3: 기존 의약품의 특허가 끝나지 않았으나 후발 제품의 시판을 특허 만

료 후에 할 경우
- pharagraph 4: 허가 신청하는 제네릭 의약품이 기존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

거나 또는 기존 의약품 특허가 무효라고 소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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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부여를 일정기간(30개월) 자동 정지할 것을 요구하 으나, 우리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국내 으로 이행가능한 한 이행방안을 강구”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9) 한 의무 이행시기와 련, 제네릭 의약품의 

신청사실 통지는 정 발효시 부터 이행하여야 하지만, 정문 부속서한을 통

해 제네릭 의약품에 한 시 방지조치(제18.9조 5항 나호)에 해서는 “ 정 

발효일 이후 처음 18월 동안 정 제22.4조(분쟁해결 차)를 발동하지 아니할 

것”으로 합의하 다.

나. 평가

신규 의약품 특허 보호와 의약품 매에 한 허가는 원칙 으로 별개의 업

무이며 서로 다른 기 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다른 제품과는 달리 의약품은 

시 허가 없이는 매될 수 없으므로, 허가 단계에서 특허침해 방지를 한 

한 조치를 취한다면 의약품 특허를 효과 으로 보호할 수 있다. 허가-특허 

연계는 이러한 의약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품목허가 과정에서 특허 침해 여부

를 단하여 불법 복제약이 매되지 못하도록 하기 한 제도로서, 의약품 지

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한 조항이다.   

이에 따라, 동 조항은 한⋅미 FTA 의약품 지재권 분야  가장 논란이 많은 

조항이었다. 를 들어, 한⋅미 FTA를 비 하는 측은 허가-특허 연계 조항은 

표 인 독소조항이므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어야 하며, 수용했더라

도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70) 이러한 비 인 입장은 

크게 세 가지 사항으로 요약되는데,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권자의 소송제기시 30개월 자동정지 조항의 필요성이다. 즉, 국내 

제약사와 같은 제네릭 제약업체에게는 자동정지조항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이

다.71) 특허 분쟁의 신속한 결말을 유도하기 해 정지 기간을 ‘30개월’로 한정

69) 관계부처합동(2008), supra note 8, p. 71.
70)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보도자료(2007.5.28), www.nofta.or.kr; 한미 FTA 졸속

체결에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 ｢한미 FTA 협정문 분석 종합보고서｣
(2007.6.20) 등.

71) 범국본 보도자료(2007.5.28),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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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미 FTA 규정상 정부가 지 하는 “ 한 이행방

안”이라는 문구는 없으며, 특허 결이 날 때까지 시 허가가 정지되는 것이므

로 미국의 30개월 자동정지 조항도 정에 합치되는 이행방안이 아니라고 주

장한다.72) 그러나, 이는 정문상 “implement measures … to prevent”의 의미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정문은 조문의 문맥  정의 

상과 목 으로 보아 해당 조문의 통상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73) 그러

므로, 상과정에서 ‘30개월 자동정지’ 신 ‘ 한 이행방안’을 취하기로 논

의되었다는 은 해석에 있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이 시

행하고 있는 30개월 자동정지제도는 한⋅미 FTA와 합치되는 ‘ 한 이행방

안’의 하나이며 우리도 동일하게 입법하는 것이 가능한 바, ‘30개월 자동정지’

를 정문에 명확히 규정하는 편이 우리에게 더 유리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타

당하지 않다.

  

둘째, 허가-특허 연계의 상이 되는 특허권의 범 가 확 되었다는 주장이

다. 정부는 허가-특허 연계가 “의약품 련 물질특허  용도특허에만 용되

며, 제법특허, 포장특허 등은 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

문은 “제품 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상으로 하는(as covering) 특허”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해석상 의약품을 특허권의 권리범 로 포함하는 특허는 모

두 포함되며, 물질특허만이 아니라 제법특허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

기된다.74) 그러나 정문 해석상으로나 미국 오 지북75) 사례를 고려할 때, 허

가-특허 연계 용 상에 제법특허까지 포함된다는 비 론의 해석은 무리가 있

다. 정문의 “ 상으로 하는(as covering)”이라는 문구에 한 해석이 쟁 인 

것으로 보이는데, 국문 표 인 ‘ 상’이라는 용어는 문 표   상과정에서

72) 남희섭 외(2007), supra note 6, p. 482.
7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해석의 일반규칙)

“1.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74) 범국본 보도자료(2007.5.28), p. 6; 남희섭 외(2007), supra note 6, p. 483: ‘제품’을 
‘that product’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pharmaceutical product’를 의미하므로, ‘의
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에는 의약품 물질에 관한 특허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제조
하는 방법 특허까지 포함된다는 것은 특허제도의 기본 상식이라고 주장한다.

75) 미국 FDA는 오렌지북 등재가능 특허의 범위를 ①물질특허, ②조성물특허, ③용도특허
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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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국간 논의를 종합 으로 감안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근에서 볼 

때 ‘보호하는’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단된다. 국문본과 문본 모두 정본

이므로 국문본상 ‘ 상’이라는 용어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지 이 있을 

수 있으나,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므로 국문본과 

문본간 다르게 해석될 수 없으며 양 정본간 해석상 모호한 이 있을 경우

에는 상과정에서의 양측간 논의를 바탕으로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조약법

에 한 비엔나 약 제31조76)  제33조77)에 비추어 타당한 근이다. ‘제품’을 

보호하는 특허는 물질특허와 조성물특허를 의미하며 ‘사용방법’을 보호하는 특

허는 용도특허를 의미한다는 것이 일반 인 인식이며, 정부측 설명에 따를 경

우 상과정에서도 양측이 이러한 인식에 기 하여 정문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제네릭 의약품 허가 지연기간에 한 효과 인 

안이 부재하다는 주장이다. 재 정부는 허가 지연기간을 가  최소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고려한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약 9개월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가처분이란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

는 박한 험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간 권리 계에 한 임시의 지 를 정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정지기간 산정의 기 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78) 물론 가처분 결정을 기 으로 하는 방안이 정문에 합치되는지에 

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정문과 불합치되지 않는 범 내에서 국

내 으로 이행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면 되므로 미국의 ‘30개월 정지’보다 단축

된 기간을 정지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실제로, 정부에

서도 동 의무 이행과 련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시 을 최  12개월까지 지

하는 조건부 허가를 검토 이다.79) 더구나, 부분의 복제약 허가신청은 특허

76) Supra note 73.
77)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3조(둘 또는 그 이상의 언어가 정본인 조약의 해석)

“3. 조약의 용어는 각 정본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상기 1항에 의거하여 특정의 조약문이 우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1조 및 

제32조의 적용으로 제거되지 아니하는 의미의 차이가 정본의 비교에서 노정
되는 경우에는,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최선으로 조약문과 조화되는 
의미를 채택한다.”

78) 남희섭 외(2007), supra note 6, p. 484.
79) 관계부처합동(2008), supra note 8,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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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와 련이 없으므로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 도입이 실제로 문제가 되

는 경우는 일부 복제약에 제한된다는 도 고려되어야 한다.80) 한, 건강보험 

약값 산정시 신약이 특허 만료되어 최 로 복제약이 진입하는 경우 해당 신약 

가격이 100%→80%로 인하되기 때문에, 허가-특허 연계로 특허침해 여부를 보

다 명확히 할 정책  필요성도 있다.

허가-특허 연계의 부작용으로서, 특허권자가 독 기간을 연장하기 해 동일 

의약품에 특허를 계속 추가할 가능성, 소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이 자주 언

된다. 를 들어 특허권자가 의약품의 주활성물질에 한 특허가 만료될 시

에 동일 의약품의 다른 기술에 한 특허를 출원하여 복제약의 허가를 막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미국 내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고, 미 의회는 2003년 

해치-왁스먼법 개정81)을 통해 이를 보완하기 한 조치로서, ① 오 지북에 등

재하는 특허 범 를 물질특허, 조성물특허, 용도특허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② 

1개의 ANDA에 해 30개월 허가정지는 단 1번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조항들을 도입한 바 있다. 물론 2003년 제도개선 사항이 신약업체의 에버그리

닝 문제를 효율 으로 차단하는지 여부에 한 평가는 충분하지 않지만, 국내

으로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사례를 히 참고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허가-특허 연계 조항에 해서는 한-미 FTA의 지재

권 분야  표 으로 우려와 비 인 주장이 집 되고 있다.82) 비 의 주요

논거는 2007.5월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 주도의 의회간 합의된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에서도 허가-특허 연계에 한 FTA 개정 요구가 제시되었었다는 

이다.83) 그러나, 이는 개도국과의 FTA에 용되는 사항이며, 2007.5월 신통상

80) 미국의 경우, Hatch-Waxman법 시행 이후 1984년부터 2000년간 총 8,019건의 제네릭 
의약품 허가신청이 있었으나 대부분인 7,535건(94%)은 특허침해 관련 이슈가 없었다
고 한다.

81) 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82) 남희섭 외(2007), supra note 6; 한겨레신문 2009.4.20일자 1면 “한-EU FTA 의약품 조

항 국내 복제약 ‘판매제한’” 등.
83) 신통상정책 중 관련 부분: “Amend FTA so that there is no “linkage” requirement 

between drug regulatory agencies and patent issues: in particular, no requirement that 
the drug regulatory agency withhold approval of a generic until it can certify tha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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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FTA에서 허가-특허 연계 조항이 포함되는 것을 으로 지하는 것

도 아니다.84) 미국에서도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비난을 받은 주된 이유가 에

버그리닝 효과라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 정문에서 국내법 

이행방법에 한 재량권한이 넓게 인정되므로 추후 이행과정에서 ‘반에버그리

닝’ 방안들을 히 포함하여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부정  효과를 최소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다. 국내법 이행

행 국내법에서는 의약품 시 허가와 특허 보호가 서로 별개의 제도이다. 

허가당국은 의약품 시 허가시 신청된 의약품의 안 성⋅유효성 자료만을 검

토하며 기존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

건복지부는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 조항 이행을 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

안하여 2007.10.10 입법 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331호)하 으나, 제도 시행

시기85)와 련 미측과의 이견으로 입법 차가 진 되지 못하고 있다.86)  

입법 고된 약사법 개정안은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규정한 제31조의2(의약품 

특허에 한 사항의 보호)87)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31조의2는 

patent would be violated if the generic were marketed.”
84) “A Party could choose to implement the “procedures and remedies” obligation described 

above through a linkage system, provided that the Party makes available (1) an expeditious 
administrative or judicial procedure to challenge the validity or applicability of the patent 
(so as to break the “link” in appropriate cases), and (2) effective rewards for successfully 
challenging a patent. (U.S. law already meets this test.)”

85) 한⋅미 FTA 제18장 부속서한 중 “Neither the United States nor Korea will invoke 
Article 22.4 of the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other Party’s obligations under 
Article 18.9.5(b) of the Agreement during the first 18 months after the date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86) 동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정권에서 국무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해당부처 초안 상태
이나, 향후 입법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동 개정안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
로 전망된다. 

87) 31조의2(의약품 특허에 관한 사항의 보호)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1조 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특허에 관한 

사항과 특허권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이하 “특허권자등”이라 한다)등에 대한 정
보를 의약품 특허목록(이하 “특허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에 근거하여 제31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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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 청장이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특허 련 정보를 의약품 특

허목록에 등재하여 공고하고(1항), 이에 등재된 의약품의 안 성⋅유효성 자료

에 근거하여 제네릭 의약품이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동 사실을 특허권자

에게 통지하며(2항), 특허권자가 30일 이내에 특허 련 쟁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는 제네릭 의약품을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하도록 규정(3항  4항)하고 있다. 

다만, 약사법 개정안은 제도의 개 인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 인 차는 시

행령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조건, ‘반에버그리닝’ 조항 등 지 재산권 

보호와 의약품 근성간 균형을 한 보완조치들88)은 약사법 시행령  시행

규칙 입안 과정에서 보다 심도있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5. 제18.11조 공중보건 강제실시권

제18.11조는 TRIPS 정 공 보건에 한선언(“도하선언”, WT/MIN(01)/DEC/2)

에 한 양국의 약속을 확인하는 조항이다. 특히, 제2항 나호는 ｢도하선언 6항 

이행을 한 일반이사회 결정(2003.8월)｣89)  동 결정에 따른 ｢의장성명｣90)을 

인정하며, 한⋅미 FTA 지재권 정이 동 결정  성명을 해하지 않음을 확

인하 다. 제18.11조 련, 국내법 이행을 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다. 

항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 사실 등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특허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특허권자등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특허관련 쟁
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특허권자를 당사자로 하여 특허관련 쟁송이 제기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특허목록 등재 절차 및 방법, 품목허가 신청사실의 통
지 절차 및 통지의 예외, 특허관련 쟁송의 범위, 허가조건 부과대상 및 허가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8) 일례로, 미국의 경우 특허 도전을 거쳐 시판허가를 성공적으로 취득한 최초의 제네릭 
의약품은 180일 동안의 제네릭 시장독점권을 갖도록 하였다. 이는 제네릭 제약업체로 
하여금 특허소송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 위험에도 불구하고 특허 분석과 후발 의약품 
개발을 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89) ｢도하선언 6항 이행을 위한 일반이사회 결정(2003.8월)｣ 주요내용: TRIPS 협정 제31
조 (f)항 적용면제(waive) 결정, 독자적 의약품 생산능력이 없는 국가들을 위해 다른 
나라에서 강제실시권 발동 가능 등.

90) ｢의장성명｣ 주요내용: 독자적 의약품 생산능력이 없는 국가들을 위해 다른 나라가 강
제실시권을 발동하여 생산된 의약품이 상업적으로 유용(diversion)되지 않도록 합리적
인 조치(별도 상표부착 등)를 취할 필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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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한⋅미 FTA에는 허가-특허 연계 등 TRIPS-plus 의약품 지재권 규정이 포함

되어 있다. 최 로 도입되는 제도와 차규정에 한 업계와 해당 분야 실무진

들의 우려와 비 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로 인해 국내 제약업계가 막

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도 객 인 상결과의 평가를 왜곡하여 추후 

이행과정에서 과도한 정책  비용을 야기할 험이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

이 한-미 FTA를 통한 의약품 지재권 보호 강화는 단기 으로는 제네릭 제약업

계에 부담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의약품 지재권 강화 부분

은 TRIPS 정에 의해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비차별 으로 용되어야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91) 반면, 바이오부문의 투자를 확 하면서 기술력을 제고해가

고 있는 우리의 실을 감안할 때 향후 추진될 많은 FTA에서 우리의 기술 보

호체제 수립에 요한 선례로 기여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시 에서의 

논의는 상결과의 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상결과에 한 객  평가와 이

를 최 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 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의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미 FTA 의

약품 지재권 조항으로 인한 법 인 개정 필요성은 크지 않다. 를 들어, 자료

독 은 TRIPS 정 이행 과정에서 이미 한⋅미 FTA 제18.9조를 충족하는 수

으로 국내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시 허가 지연시 특허기간 보상제도는 이미 

국내 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둘째, 허가-특허 연계규정의 경우, 국내 제약업계에 부담이 될 소지는 있으나 

산업계에 이 될 수 으로 일방 으로 불균등한 제도로 간주될 필요는 없다. 

즉, 허가-특허 연계 조항의 용 상은 제네릭 의약품이 기존 신약 시 허가시 

제출된 안 성⋅유효성 자료를 원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한, 정문상 국내

법 이행방법에서의 유연성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91) 안덕근, “국제통상규범에서의 최혜국대우원칙과 경제적 효율성”, ｢효율성과 법의지배｣
(고학수⋅허성욱 편저, forthcomin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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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의 여타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에서도 의약품 지재권 

강화가 보다 강조되어 있다는 을 감안, 국내법 이행과정에서 정문에 어

나지 않는 범  내에서 의약품 근성과의 균형을 맞추기 한 노력이 요구된

다. 미국이 요구한 의약품 지재권 련 조항들은 해치-왁스먼법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데, 동 법은 신약개발업체의 지재권 보호와 함께 복제 약 시장의 활

성화를  다른 목 으로 하고 있다는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03

년 해치-왁스먼법 개정안에 포함된 보완책들이 국내법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는

지 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09. 5. 25   심사완료일 2009. 6. 15   게재확정일 2009.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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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ess to Medicin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Ho Cheol Kim*⋅Dukgeun Ahn**

92)

The article examines the KORUS FTA provision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medicines, focusing on what was agreed distinctively from 

normal arrangements, what is the appropriate assessment on those provisions, and 

how they will be implemented in domestic laws.

The KORUS FTA TRIPS-plus provisions for medicines, such as patent linkage 

and data exclusivity, are new to Korea’s domestic legal system, which brings on 

various criticisms and reservations from domestic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experts. However, a falsely-based allegation that domestic industry would be 

crippled by the KORUS FTA is also inappropriate since it would only result in 

unnecessary political costs in the course of FTA implementation. At the current 

stage, discussion must be centered on the objective assessment of the agreed text 

rather than adhering to the dichotomy and confrontation.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mpacts on the current domestic 

patent system by the KORUS FTA TRIPS-plus provisions for medicines would 

not be significant as pharmaceutical industry had claimed. For instance, data 

exclusivity obligation has already been incorporated when implementing the TRIPS 

Agreement in 1995. The provision of patent compensation for unreasonable delay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current patent law. Secondly, in the case of patent 

linkage, although it might be an additional burden to domestic gener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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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ers, it should not be treated as an unfair concession which would pose 

serious damages on domestic pharmaceutical industry. The scope of the provision 

is limited to the case where a generic drug company seeks a marketing approval 

relying on already submitted test materials by a patent owner company. In 

addition, the agreement itself permits substantial flexibility for implementation, 

which allows the party to choose appropriate measures in order to minimize any 

possible negative effects in introducing this new system.

Key words: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Access to 
Medicin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plus, Patent Linkage, 
Data Exclusivity, Evergree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