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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발효와 함께 시행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영향을 FTA ‧

제도 도입 전후의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까지의 기간 및 특허심판 청구

현황을 통해 살펴보았다 의약품 특허목록의 등재의약품 품목 중 . 1,088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가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 품목과 특허심판 청구130  

사례가 있는 건의 등재 특허권을 대상으로 식약처 특허청 등에서 160 , 

제공하는 품목허가정보 및 특허정보 자료를 구축분석하였다.‧

특허목록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기간1)은 년 개월 으로 7.2 (85.8 )

나타났으며 오리지널 의약품의 등재특허권에 대하여 최초로 특허도전 , 

심판이 청구되는 시기는 년 개월 이었다11.4 (136.6 ) .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된 시기를 기준으로 이후

이전 등 년 단위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기간 중 재심사 기간이 종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

독점기간과 재심사 종료일부터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일까지의 소요

기간에 대하여 개 구간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판매

금지조치가 적용된 사례가 없었던 연구 시점에서 의약품 허가신청 사실통지 

조치가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까지의 소요기간을 유의하게 지연

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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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도입전후 특허심판 청구 현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목록 등재특허권 관련 특허심판 청구의

가 년 이후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년 월 일부터 시행

되는 우선판매 품목허가 제도 중 개월간의 판매독점권을 겨냥한 제네릭

사들의 무효심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가 두드러지게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허목록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적응증이 당뇨병인 경우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를 년 개월 단축시키고 동일한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도 다소 개월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리지널 의약품이 신약인 경우에는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까지 

년 개월 더 길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목록 오리지널 의약품의 재심사 종료일로부터 동일한 주성분의 최초

제네릭 품목허가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당뇨병 항암제인 경우가 제네릭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각각 년 개월

년 개월 이 단축되었다 오리지널 의약품이 수입품목인 제품인 경우

보다 국내 제조품목인 경우가 제네릭 품목허가가 년 개월 이 더 

빨랐다 오리지널 의약품이 신약인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가 년

개월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재특허권에 대하여 최초로 특허심판이 청구된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물질특허 유무와 등재특허권이 생물의약품 

관련 특허권 특허도전이 무효심판인 경우가 최초 심판청구 시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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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이 물질특허에 해당

하는 경우 특허도전 시기가 년 개월 지연되는 영향이 있었으며 오리

지널 의약품이 생물의약품의 경우에는 년 개월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허심판 종류 중에는 무효심판인 경우가 특허도전 시기를 년

개월 앞당기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

목    차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용어의 정리

문헌고찰 

국내 제약산업의 특징

우리나라의 의약품 허가 심사제도

해치 왁스만법 영향 관련 선행연구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영향 관련 선행연구

기존 연구의 제한점

연구방법 

연구설계

가설의 설정 

변수의 정의

연구 모형

연구자료 및 대상

분석방법



- vi -

연구결과 

의약품 특허목록의 일반적 특성

제도 도입 후 제네릭 진입 소요기간 변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성과 제네릭 품목허가 시기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까지 소요 기간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성과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시기

의약품 특허권 심판현황

등재특허권 관련 심판현황 

특허도전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찰 및 결론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연구의 제한점

결론

참고문헌 



- vii -

표   목   차

표 연도벌 일반 전문 의약품 생산실적

표 연도별 의약품 원료 완제 수출 현황

표 연도별 의약품 원료 완제 수입 현황

표 연도별 의약품 원료 완제 무역수지 현황

표 의약품 산업통계

표 등재의약품의 재심사 기간

표 등재의약품의 제네릭 품목 허가현황

표 등재특허권자등의 소재지 현황

표 등재특허권자등의 대리인 현황

표 등재특허권 출원일 기준 오리지널 및 제네릭 의약품 개발기간 등

표 물질특허 여부에 따른 오리지널 및 제네릭 의약품 개발기간

표 제네릭 품목허가 소요기간

표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기간 등

표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기간 영향요인

표 재심사종료일부터 동일한 성분의 제네릭 최초 품목허가 소요기간 영향요인

표 등재특허권 출원일로부터 최초 특허도전 발생시기의 특징

표 연도별 등재 특허권의 특허심판 청구현황

표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관련 특허심판원 심결현황

표 등재특허권의 출원일로부터 최초 심판청구일까지의 영향요인

표 의약품 시장규모 현황

표 주요국의 의약품 시장 규모 대비 제네릭 의약품 시장 비중



- viii -

그 림  목 차

그림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 개관

그림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관련 제도도입 현황

그림 의약품 허가심사 흐름도

그림 한미 가 의약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림 연구의 개념적 틀

그림 등제의약품의 구분 현황

그림 등재의약품의 분류번호 현황

그림 특허목록 등재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기간



- 1 -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년 월 일 발효된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

이하 을 계기로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종전에는 국내 의약품 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 에서 약사법령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의약품을 허가하거나 신고하였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는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특허

법령에 따라 다른 의약품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

하게 되었다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는 미국에서 년 제정된 해치 왁스만법

에서 비롯되었다 해치 왁스만법 도입 이전 미국 식품

의약국 이하 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으려면 모든 신청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를

포함하는 안전성 유효성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이미 허가된 품목과 성분

함량 투여방법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 시에도 동일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 시판을 지연시

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오리지

널사가 의약품 연구 개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양쪽 산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해치 왁스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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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통하여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약효가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자료를 인용하여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약식허가신청

제도가 마련되었다 또한 특허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신청을 위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시험약을 

제조하는 것을 특허침해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무효이거나 동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제네릭사의 증명서

제출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을 신청 할 수 있는 절차

도 마련되었다

반면 오리지널사가 오렌지북 에 등재된 자사 제품의 안

전성 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에 해당하는 제네릭 의약품이 

에 품목허가 신청된 사실을 제네릭사로부터 통지 받고 제네릭 의약

품에 대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는 최대 개월까지 제네릭사의

품목허가를 중지함으로써 오리지널사의 연구 개발 노력과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해치 왁스만법에 포함된 제네릭 의약품 개발 시판 활성화 관련 

제도가 국내에서는 이미 대부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던 오리지널사의 특허권

보호가 주요내용인 제도로서 도입 시행되게 되었다

국내 도입된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미 허가된 의약품 중 보호받을 특허권이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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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정보와 이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을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하고 특허

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이하 등재의약품 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재자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이하 등재특허권자등 에게 신청사실을 통지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통지를 받은 등재특허권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 이하 등재특허권 과 관

련된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금지 신청을

하면 식약처는 최대 개월간 해당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 개관

자료 식약처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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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중 특허목록 등재 관리와 등재의약품의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특허권등재자와 등재특허권자

등에게 통지하는 제도는 한미 발효일인 년 월 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금지조치는 년 월 진행된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발효일로부터 년간 유예되어 년 월 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림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관련 제도도입 현황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은 아직 신약 연구 개발 경험이 부족

하고 제네릭 의약품의 비중이 큰 국내 제약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한미 

협상 단계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다

기존에는 의약품 허가절차와 별개였던 의약품 특허 침해여부에 관한 

검토가 의약품 품목허가와 연계되어 특허권의 소유나 특허사용권의 허여

여부가 품목허가를 결정하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박지현

이로 인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가 지연되거나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의 담합 등이 발생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남희섭 우석균 또한 한미 협상타결 후

정부가 발표한 연구결과에서도 한미 가 국내 제약산업에 제네릭 의약품

시장진입 지연 및 매출 손실로 인한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김영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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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우려를 검증하기 위한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도입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하는 실증적 분석 연구가 필요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까지 연구를 위한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고 

또한 의약품 허가정보와 특허정보가 통합된 자료원도 부족하여 실제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이나마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중 제네릭 

의약품 신청사실 통지제도를 중심으로 한 허가 특허 연계제도의 도입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등재의약품 및 등재특허권의 특징을 분석하고 등재

의약품을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까지의 소요

기간 최초 특허도전 심판 청구시기 등을 분석하여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제도가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 특허쟁송 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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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등재된 의약품 특허

목록의 등재의약품 및 등재특허권을 대상으로 등재의약품의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 등재특허권의 특허심판 등에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품 특허목록의 등재의약품과 등재특허권의 특성을 살펴본다

둘째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도입 이후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

까지의 기간 변화를 분석한다

셋째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징을 알아본다

넷째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도입 이후 등재특허권의 특허심판 

동향 변화를 파악한다

다섯째 제네릭사의 특허도전에 영향을 미치는 오리지널 의약품 및 이의

특허권이 가지는 특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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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리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용어가 식

약처에서 제공하는 식품의약품 안전백서 및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해설서 에서 정의된 경우 동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의약품 품목허가란 약사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제조업자

등이 제조하거나 위탁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서 수입을 하려는 경우 식약처장에게 품목별로 신청하여 받는

제조판매 수입 품목허가를 말한다

오리지널 의약품은 특정 주성분 종류 및 함량 약효작용 원리 효능

효과 제형 용법 용량 등에 대해 최초로 개발된 기 허가된 의약품을 말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약품 특허목록의 등재의약품을 연구대상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본다

제네릭 의약품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용법 용량 제형

효능 효과 등이 동일하고 일반적으로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을 말한다

의약품동등성시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포함 을 통해 오리지널의약품과 동

등함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란 주성분이 동일한 두 의약품이 서로 동등함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으로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체이용

률 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으로 개발 중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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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시험약 이 시판중인 원개발사 의약품 대조약 과 비교했을 때 통계

적으로 동일하게 인체 내로 흡수되는지 확인하여 두 의약품이 동등한 효

과를 나타냄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말한다

시험약이란 임상시험 또는 의약품동등성시험의 시험대상이 되는 의약품

으로서 대조약의 비교대상 의약품이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시험약은

대조약 즉 오리지널 의약품 과 그 주성분 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을

말한다

신약이란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의약

품을 말한다 신약 허가를 위해서 허가 신청자는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모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생물의약품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하며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 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기타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제제를 말한다 이들 제제는 세

포 밖의 표적을 대상으로 하며 분자량이 커서 경구투여로는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정맥 등으로 투여된다

생약제제란 서양 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방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를 말하며 다만 천연물을 기원으로 하되 

특정 성분을 추출 정제하여 제제화한 것은 생약제제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일제는 주성분이 하나인 의약품을 말하며 복합제는 개 이상의 

주성분을 포함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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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목록은 식약처장이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

부터 등재 신청을 받은 의약품 및 이와 관련된 특허권을 등재 관리하는 

목록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공개되는 

정보를 말한다

의약품 특허권이란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을 말한다

특허권등재자란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의약품 특허

권의 등재를 신청하여 특허목록에 의약품 특허권을 등재 받은 자를 말하며

등재특허권자등은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특허권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이다

물질특허는 의약품에 포함된 성분에 관한 특허로 염 수화물을 포함하는

용매화물 이성질체 무정형 결정다형에 관한 특허 등을 포함하는 특허를

말한다

특허도전이란 제네릭사가 특허존속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

의약품 관련 특허권을 무효화하거나 회피를 시도하기 위해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심사 제도란 신약 및 일부 전문의약품의 품목허가 이후 초기 약물 

사용에 따른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위한 국내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로서

개발과정에서 제한적인 임상시험 등을 토대로 품목 허가된 신약 등에 대

하여 사용 초기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년 동안 약물

사용경험을 평가 반영하여 허가 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년 세계무역기구 에 가입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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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Grabowski et al.(2013) 시장독점기간

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출시일부터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국내 오리지널 의약품 및 제네릭 의약품의 정

확한 출시일 또는 시판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 

연구에서는 식약처의 품목허가일을 기준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품목허 

가일로부터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일까지를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

독점기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유효특허기간 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허가일로

부터 해당 의약품 관련 특허의 존속기간만료일까지로 정의한다 Grabowsk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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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헌 고 찰

국내 제약산업의 특징

이태진 박성민 손경복 이경철 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국내 생

산과 소비에 기반을 둔 내수 중심의 시장이며 대부분의 제약기업은 연

구개발에 투자하기 보다는 원료의 합성을 통한 최종 완제의약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년 의약분업의 실시로 상당수 외국계 제약

사의 전문의약품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일반의약품은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국내 제약기업이 

신약개발 투자보다는 판매 및 일반관리비 비중이 높으며 영업과 마케팅이 

기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현상을 지적하였다 즉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약개발보다는 제네릭 의약품 생산에 치중

하기 때문에 제품의 생명주기가 짧고 중소 제조업체가 난무한 상황에서 

과다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상위 기업과 하위 기업 간의 양극화 문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였다

위의 연구에서 언급된 국내 제약산업의 특징은 관련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 제약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

르면 년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 실적은 조원 원료의약품 생산실

적은 조원으로 완제의약품 비중이 에 달한다 생산실적을 일반

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누어 보면 년 이후 이상의 생산실

적을 전문의약품이 기록했으며 년에도 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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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십억원( : , , %)

구분

일반

의약품

생산액

품목수

생산액 증가율

전문

의약품

생산액

품목수

생산액 증가율

전문의약품 

비중

주 완제의약품에만 한정하며 마약류는 제외

자료 한국제약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에서 재인용

표 < 2 연도벌 일반 전문 의약품 생산실적> /

년 국내 제약산업의 시장규모는 조 억원이지만 수출은 시장

규모의 약 에 해당하는 조 천 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수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로 의약품 수입의 연평균 성장률 

에 비하여 약 배 크지만 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천 달러( : , %)

구분
전년대비

성장률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합 계

자료 한국수출입협회 각 연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에서 재인용

표 < 3 연도별 의약품 원료 완제 수출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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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 달러( : , %)

구분
전년대비

성장률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합 계

자료 한국수출입협회 각 연도: , Facts & Survey Report,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에서 재인용(2014)

표 < 4 연도별 의약품 원료 완제 수입 현황> ( / ) 

단위 천 달러( : )

구분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합 계

자료 한국수출입협회 각 연도: , Facts & Survey Report,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에서 재인용(2014)

표 < 5 연도별 의약품 원료 완제 무역수지 현황> ( / ) 

이인향 박실비아 이의경 은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경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원내 외 처방의 구분 없이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낮은 사용량 및 약품비를 점유하고 있으며 제네릭 의약품 

중에서도 고가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특징을 볼 때 국내 제약기업들이 한정된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다국적 오리지널사 또는 국내 제네릭사 간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상황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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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헌 은 국내 제약회사의 판촉활동 집중도 가 제약기업의 재무

성과에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내 시장에서의 제약회사 간 과당 경쟁이 국내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연구에서 연구개발 집중도 는 제약기업의 재무성과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국내 제약기업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이 수익률에서도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내는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경민 이근찬 의 연구에서는 년 전의 연구개발비 집중

도는 당기 경상이익률에 정 의 영향을 미치나 년 전 및 년 전 연구

개발비 집중도는 당기 경상이익률에 부 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서 국내 제약산업의 특성 상 주식시장에서의

투자자의 제약기업에 대한 기대는 신약 연구개발에 대해 주가에 강한 

정 의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회계이익 측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개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 즉 제네릭 의약

품이나 개량신약에 집중하는 기업이 경상이익률 실현에는 상대적으로 유

리한 상황일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발기간이

단기인 개량신약 제네릭 의약품 생산 판매가 실제 기업의 이익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을 마련하여 

약가제도 개편과 더불어 국내 제약산업의 생산구조를 연구개발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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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시키기 위해 연구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수립 시행한 바 있다 이태진 외

이 혁신형 제약기업은 

의 세 가지 기업군으로 분류되는데 

으로 분류된 기업은 대량생산 시설 설치 및 운영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한 년 월 일자 개정된

약사법 제 조의 에서는 한미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와 함께

특허도전에 성공한 의약품에 대하여 개월의 판매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한 바 있다

그간의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은 제네릭 의약품 

생산 중심의 국내 기업 간 경쟁이 심각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을 신약 연구 개발 중심으로 바꾸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제약산업의 주요한 부분인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 공급 제조 품질 수준의 향상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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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약품 허가 심사제도

우리나라는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과 하위 

고시에 의약품 허가 심사를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규정상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정의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지는 않다 이인향 외

다만 식약처는 제네릭 의약품을 최초로 개발된 의약품 원개발 의

약품 과 주성분 함량 약효작용 원리 안전성 복용방법 효능 제형 품질이

동등한 의약품으로 의약품동등성시험을 통해 원개발 의약품과 동등함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의약품으로 안내하고 있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조

내지 제 조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 품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식약처

로부터 제조판매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성

유효성과 품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품질에 관한 자료

안정성에 관한 자료

독성에 관한 자료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당해 의약품의 특성에 관한 자료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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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약 또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것과 성분이

동일한 품목 의 경우에는 식약처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위하여 제출

하여야 하는 자료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비교임상시험성적 또는 이

화학적동등성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심사 절차를 거쳐

오리지널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자료를 인용하는 의약품을 제네릭 

의약품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 어떤 자료를 제출

하여 어떤 심사를 거쳤는지는 식약처와 신청인 외에는 알 수가 없기 때

문에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함을 입증하고 허가받거나 신고한 의약품인지

여부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는 신약 등의 허가일 이후 품목에 따라 년에서 년이 지난 날

부터 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의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재심사

대상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허가자 또는

원개발사의 자료사용 허여가 있거나 재심사 기간 종료 후 품목허가 받을 

것을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사 대상 의약품의 최초

허가 시 제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이와 동등범위 이상의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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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서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의약

품의 안전성 유효성을 인용하는 품목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기술한 특허관계 확인서를 제출하고 품목허가 신청사실과 

등재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를 특허권등재자와 등재특허

권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년 월

일부터는 등재특허권자등이 특허심판 또는 소송을 청구 또는 제기한 경우

판매금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특허관계 확인서 에서 정한 특허관계는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

료된 경우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

하여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특허권등재자와 등재특허권

자등이 통지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의약적 용도에 관한 등재특

허권이 품목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한 의약품의 효능 효과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 등재특허권이 무효이거나 해당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특허가 만료되기 이전에 제네릭 의약품을 신청

하는 경우로 즉 제네릭사가 특허존속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

의약품 관련 특허권을 무효화하거나 회피를 시도하는 특허도전의 경우에 

해당한다 의 특허관계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건이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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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 의약품 허가심사 흐름도] 

자료 식약처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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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 왁스만법 영향 관련 선행연구

미국 의회예산국 은 해치 왁스

만법 제정 시행 이후 미국 제약산업에 끼친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

표한 바 있다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이 확연히 증가하면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존속기간 만료일부터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일까지의 기

간이 최대 년에서 최소 개월 단축되었다 제네릭 의약품의 특허도전을 

받는 오리지널 의약품 수는 년 상위 매출 오리지널 품목의 정도였

지만 평가당시에는 매출 상위의 거의 모든 오리지널 품목이 특허

도전을 받고 있었다 오리지널 의약품은 특허권이 종료되고 년이 지나면 

평균 의 시장을 제네릭 의약품에게 빼앗기게 되고 결국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오리지널사들의 기대수익이 약 

천 백만달러 년 화페가치 기준 줄어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시장에 진입하는 제네릭 의약

품의 경쟁현황에 주목하여 해치 왁스만법의 제네릭 의약품 개발 촉진 장

치인 일의 시판독점권과 개월간의 판매금지조치가 남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발표 하였다 개월의 판매

금지기간이 여러 번 부과되면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이 늦어지고 있어

이를 회에 한하도록 제안하였다 일의 시판독점권과 관련하여 역지불

합의 와 같은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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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사와 제네릭사의 합의문을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은 신물질을 포함하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출시일로부터 최초 제네릭 출시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한 시장독점기간

의 추이 제네릭 침투율 등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의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경쟁양상을 분석하였다

년부터 년 사이에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경험한 오리지널 의

약품 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전체품목의 시장독점기간은 

년이었으나 매출규모 억달러 이상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기

간은 년이었다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된 이후 감소되는 오리지널 의

약품의 시장점유율은 조사기간 평균 였으나 최근 의 경우

에는 로 제네릭 의약품 침투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특허도전의 

경우에도 오리지널 의약품 중 특허도전 경험이 있는 제품은 년 에

불과하였으나 년에는 까지 증가하였으며 최초 특허도전을 받는 

시기도 오리지널 의약품 품목시판 이후 년 이내에 시작되어 상대적으로 

빨라졌다

는 해치 왁스만법에 의한 특허쟁송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허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제네릭사로부터의 특허쟁송이

제기됨으로써 오리지널사들의 수익이 감소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였다 왜냐

하면 오리지널사들의 수익은 미래의 제품 개발로 재투자되는데 오리지널

사들이 제네릭사와의 경쟁으로 인해 수익이 악화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제약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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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같은 특허쟁송의 증가가 제네릭사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 제네릭사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특허쟁송을 하게 되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판매독점권을 받더라도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

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증거로서 최근 큰 규모의 제네릭사가 오리지널 

개발사를 인수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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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영향 관련 선행연구

국내에는 생소한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미국의 

요구에 대하여 협상 초기부터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가 지연되거나 오리지널사와 제네릭 개발사의 

담합 등이 발생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남희섭 우석균 또한 년 월 일 한미 협상

타결 당시 정부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에서 발표한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가 의약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억원의 생산 매출

감소 억원의 소득감소 명의 고용감소 억원의 

소비자 후생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 협상 이후 년간 유예

되는 판매금지조치를 고려하여 재분석한 결과는 억원의 생산

매출 감소 억원의 소득감소 명의 고용감소

억원의 소비자 후생감소로 발표되었다

한미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시행 이전에 발표된 연구로서 

박지현 윤성욱 은 한미 의 협상결과 또는 협정문의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관련 내용을 고찰하고 의약품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기준인 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과 비교하여

한미 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강화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미국 또는 캐나다의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기술하여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 24 -

제도 도입 시 이같은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정윤택 이병관 정아영 장진영 도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고 유효특허기간 늘려 독점적 권리를 

얻고자 하는 에버그리닝 전략에 대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발생 사례를 조

사하였다 특히 오리지널사의 남소로 인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고찰하였고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년 월 개정된 해치 왁스

만법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도입 시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

건보재정 악화

소비자후생 

감소
제네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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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

장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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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강화

연구개발 

동기 강화

제네릭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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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의약품 

개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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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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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R&D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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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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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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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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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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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 한미 가 의약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 FTA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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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협정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최초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독점권 도입에 대한 검토도 있었다 김대중

박실비아 정용익 은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의 판매금지조치

와 함께 특허도전에 성공한 최초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판매독점권의 도

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시장진입에 성공한 최초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판

매독점권은 미국의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에 있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도 

제네릭 제약업계의 제품개발 및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특허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의 제네릭 의약품 판매금지조치와 함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혜은 은 미국의 허가 특허 연계제도를 자세히 고찰하고 등재

의약품의 범위와 절차 판매금지조치에 대해서 미국의 그간의 제도개정 

이력을 참고하여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우선판매품목 제도와 관련하여 독점권 부여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점에 대하여 국내현실을 고려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독점권 

부여 대상자 독점기간 기산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국내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이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에 모두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의 판매금지조치가 시행된 지 아직 반년에

불과하여 완전한 제도의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지만 

의약품 특허목록과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 절차 시행 이후

그 영향에 대한 제한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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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신 김병남 은 한미 협정문의 의약품 관련 협상결과 협

정문 주요조항 미국 해치 왁스만법의 제정 및 이후 개정사항을 검토함

으로써 한미 당사자인 미국의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의 도입

취지 및 운영체계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 약사법 과 특허법 에서의 이행입법 개정현황과 그 영향을 

파악하였다 의약품 특허제도로 인해 새롭게 도입되는 등재기준 절차

등재현황 등의 제도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특허도전과 우선판매품목 허

가에 대한 영향으로는 년 월 우선판매품목 허가제도 도입 전후로 

특허쟁송이 급증한 현상에 대해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 제네

릭사의 주요 제품개발전략 중 하나로 우산판매품목 허가를 위한 특허소송

전략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시점 근처에 가까울수록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

하거나 정점에 이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찍 특허권을 등록하는 것 

보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분쟁에 대비하여 원천특허의 특허존속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사항으로 

언급하고 있다

김창모 는 한미 전반적인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결과를 평가

하였는데 의약품 분야와 관련된 내용으로 특허존속기간 연장과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를 다루었다 특허의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국내 특허권자들에게도 권리보호가 강화되는 제도인 만큼 긍정적으로 판단

하였고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는 김영귀 이효영

강준구 김혁황 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의약품 허가 심사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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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거나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다

하지만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특허권의 범위를 물질 제형 조성물 의약적 

용도로 범위를 제한하여 특허권자의 독점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게 한 것은

국내 업계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김영귀 등 은 한미 발효 이후 년간의 이행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면서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사항과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신청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허가 심사 과정이 현재보다

길어지거나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 지연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로 국내

제약업계에 부담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특허기간 만료 후 허가 신청되는 

제네릭 의약품은 허가 특허 연계로 인한 지연이 없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에서 의약품 특허목록의 특허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계에 위협이 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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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의 제한점

국내에서 시행 중인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관리 제네릭 의약품 허가신청 사실 통지 판매금지조치 우선판매

품목허가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제도의 골격은 미국과 유사하지만 우리

나라의 의약품 허가 심사제도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 제도의 도입 시기 

및 배경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체계가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진행된 해치 왁스만법의 영향 연구결과를 한국에서도 그대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해치 왁스만법은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 촉진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투자 개발비용 회수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추구하고 있지만 

이미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 시 오리지널사의 안전성 유효성 자료의 

인용이 가능했던 국내 상황에서 한미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는 

오리지널사의 특허권 보호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목적과 배

경이 미국과는 상당히 다르다

미국 식품의약국 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을 명확히

구분 분리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제네릭 의약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허가품목의 허가 신청 시 자료제출 범위 및 허가 심사 절차가 공개되고 

있지는 않아 명확히 해당 의약품이 품목허가 시 다른 의약품의 자료를 

인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미국은 특허

권자만이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미국에 없는 특허

심판 제도가 있어 제네릭사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제네릭 의약품 허가신청

전이라도 오리지널사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제네릭사의 특허도전도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9 -

관련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한미 협상부터 비준단계에서는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우려와 제약산업의 피해규모에

대한 예측이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들 대부분은 의약품 허가 특허 연

계제도의 국내 도입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앞서 미국 해치 왁

스만법 이후 의약품 특허권 남용에 관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연

구였다

한미 발효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관련 연구는 대부분 미국의 해치 왁스만법에 대한 고찰 김대중 외

신혜은 정용익 조재신 조재신 외 한미 협

정문 분석 김창모 박지현 손경복 외 오근엽 외 윤

성욱 정윤택 조재신 허찬국 외 이행입법 현황

검토 김영귀 외 조재신 외 가 주된 연구였으며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이행 시 우선판매 품목허가 김대중 외 정용익

등과 같은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를 줄이고 기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았다

이 연구에서는 특허목록의 등재의약품 및 등재특허권의 허가정보 특허

정보를 통합한 자료원을 구축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중 등재의약품을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하는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정보

및 특허정보를 추출하여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까지의 소요기간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에 미치는 영향요인 등재특허권의 출원일로부터 최초 

심판청구일까지의 소요기간 특허도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약품 허가 특허 제도 도입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 30 -

연 구 방 법

연구 설계

이 연구를 통해 국내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중 년 월 일 

시행된 개정 약사법 법률 제 호 에 따라 시행된 특허목록 등재

관리와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 사실 통지 조치가 오리지널 의약

품의 시장독점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특허도전 시기에 영

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년 월 일 시행된 개정 약사법 법률 제 호 에 따른 판매

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이전 특허목록을 통한 오리지널 의약품 관련 특허권

공개 및 제네릭사 의약품 허가신청 사실을 등재특허권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실제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 소요기간 제네릭사와 오리지널사 간의

특허쟁송 현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특허목록에 등재된 오리지널 의

약품의 시장독점기간 오리지널 의약품의 재심사 종료일부터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일 제네릭사의 특허도전 경향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

고자 한다

언론보도를 통하여 국내 제네릭사가 오리지널 의약품 관련 특허가 만료

되기 전이라도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선점 제품 인지도 상승효과 등을 

노리고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아 판매를 시작하는 사례가 보도된 

바 있었다 치열한 국내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서 좀 더 빨리 점유율을 

확보하고자 특허쟁송의 위험을 감수하는 행태로 볼 수 있다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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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사

의 제품출시 관련 보도자료나 실제 제품이 판매 유통되기 전에 제네릭 

의약품 개발관련 동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제네릭사의 이같은 

전략에 대해 오리지널사의 대응은 다소 늦을 수 밖에 없었다

년 월 일을 기준으로 등재의약품의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가 

지연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년 월 일까지 특허목록에 등재된 등재

의약품 중 재심사 대상 품목 이면서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가 있는 

의약품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식약처 특허목록 등재의약품과 등재특허권의 일반

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의약품 등재의약품의 종류 적응증 평균 재심사 

기간 등재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 시기 등과 등재특허

권자의 소재지 대리인 현황 특허출원일로부터 등재의약품의 품목 허가

일까지의 평균기간 유효특허기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의 설정

이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의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기간 및 오리지널 의약품의

재심사 종료일부터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일까지의 소요기간을

연장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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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오리지널 의약품의 품목 특성 주성분의 개수 제형의 종류 적

응증 신약여부 국내 제조 또는 해외 수입 여부 주성분의 특성

동일한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 갯수 등 은 제네릭 의약품 품목

허가 시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오리지널 의약품의 품목 및 관련 특허권의 특성 물질특허 여부

신약여부 주성분의 개수 주성분의 특성 특허쟁송의 종류 등 은

등재특허권의 출원일로부터 최초 특허심판이 청구된 날까지의 

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가설 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기간 및 

재심사 종료일부터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일까지의 소요기간이고 가설 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기간이다 가설 의 경우는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의 출원일로부터 최초 특허심판이 청구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독립변수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주성분 관련 특성 제품정보 관련 특성

특허권 관련 특성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주성분 관련 특성

오리지널 의약품의 주성분 관련 특성은 주성분의 개수 신약여부

화학의약품 또는 생물의약품 또는 한약 생약 제제 여부로 구분하였다 주

성분의 개수가 하나인 단일제에 비하여 주성분이 두 개 이상인 복합제는

주성분 수가 많기 때문에 성분별로 물질특허가 설정되거나 조성물특허의 

설정 가능성이 높고 주성분 간 용출 패턴 품질관리 고려사항 등이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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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다 복잡하여 제품 개발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단일제와 비교했을 때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 시기와 특허도전 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신약은 물질특허가 설정되어 있을 수가 있고 약사법 에 따른 재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약여부가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가 늦어지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신약의 자료보호기간동안

제네릭사에서 특허도전 시기도 늦추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오리지널 의약품이 화학의약품 생물의약품 한약 생약 제제인지 여부는 

각 제품군별 제조 및 수입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국내 상황 표 참조

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 품목허가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단위 조원( : )

분야 연도 생산액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28)
국내 

시장규모29)

의약품

2005 10.60 0.82 2.84 -2.02 12.62

2013 16.38 2.33 5.28 -2.95 19.32

2014 16.42 2.54 5.49 -2.95 19.37

생물(

의약품)

2005 0.66 0.10 0.24 -0.14 0.80

2013 1.87 0.44 0.81 -0.36 2.23

2014 1.68 0.62 0.92 -0.30 1.98

표 < 6 의약품 산업통계> 

자료 식약처 식품의약품 산업동향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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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품정보 관련 특성)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품 관련 특성은 제형의 종류 적응증 국내 제조 

또는 해외 수입 여부 일반 또는 전문의약품 여부 동일한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 품목수로 구분하였다

오리지널 의약품이 특수 제형이거나 좀 더 복잡한 제제화 기술이 요구

되는 경우 다른 제형에 비하여 제네릭 개발기간 및 비용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경구제 주사제 외용제의 각 제형이 실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

허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사망원인은 악성신생

물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고의적 자해 자살 당뇨병 순으로 보고

되었다 또한 년 는 글로벌 상위 약효군으로 항암제 당

뇨병 치료제 진통제 항고혈압제 항생제를 보고 한 바 있다 질환비중 

및 의약품의 시장규모가 제네릭 의약품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오리지널 의약품의 적응증 중에서 당뇨병 항암 혈압강하를 독립

변수로 구분하였다

국내 제조 또는 해외 수입 여부는 국내에서 허가되는 신약의 대부분이

수입품목으로 년의 경우 한 해 동안 허가된 신약 개 품목 중 개 

품목이 수입품목으로 나타났다 오리지널 의약품이 수입품목인 경우 

제네릭 의약품도 품목허가 시기가 빨라지는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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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문의약품의 비중이 크고 시장규모가 크기 때문에 오리

지널 의약품이 전문의약품인 경우가 제네릭 의약품 개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동일한 성분의 기 허가된 제네릭 의약품 개수를 포함하여 오리

지널 의약품의 제네릭 의약품 개수가 많아 경쟁이 심한 제제인 경우 후발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다 특허권 관련 특성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관련 특성은 물질특허 여부와 특허쟁송의 

종류로 구분하였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같은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네릭 의약품의 특

성상 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특허 여부가 개발 품목허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특허쟁송의 종류와 쟁송을 제기하는 주체 제네릭사 

또는 오리지널사 에 따라 등재특허권의 출원일로부터 최초 특허심판 청구

까지의 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모형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제형의 종류 적응증 주성분의 특성 등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일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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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의 개수

신약여부

주성분의 특성

제형의 종류

적응증

전문 또는 일반의약품

국내 제조 또는 해외수입

동일한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 품목수

등재특허권의 물질특허 여부 신약 여부 주성분의 개수 주성분의 특성

특허심판의 종류가 등재특허권의 출원일로부터 최초 특허심판이 청구된 

날까지의 기간 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

음과 같다

물질특허 여부

신약여부

주성분의 개수

주성분의 특성

특허심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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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의 개념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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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및 대상

우리나라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법적 행정적

용어정의가 없으며 실제 어떤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또는 어떤 자료를 인용

하여 허가 신고된 제품인지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고 있지 않다 오근엽 

등 의 연구에서도 제네릭 의약품의 점유율을 계산하기 위해 어려운 점

중의 하나로서 분석자료를 구하는 것을 언급하였다 어떤 오리지널 의약

품의 특허가 언제 만료되는지 그 의약품의 제네릭 의약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을 구체적인 사항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정 의약품이 품목 허가과정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또는 제네릭 의약

품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없지만 재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의 경우 품목허가 시 제출한 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제네릭 의약

품이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등재의약

품의 경우 등재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제네릭 의약품을 

신청하는 경우 특허관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재심사 

대상 또는 등재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으로서 자료가 인용되었을 가능

성이 높은 의약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의약품 특허

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및 특허권 중 년 월 일자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년 월 일부터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관리가 

전환된 종전의 체외진단용 의약품은 제외하고 등재의약품 개 품목

등재특허권 건을 비교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39 -

연구자료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식약처 홈페이지

에서 제공된 의약품 특허목록의 등재의약품

및 등재특허권 정보를 기반으로 품목허가정보와 특허정보를 추가한 자료

원을 구축하였다

의약품 특허목록에서 제공되는 등재의약품 정보는 품목허가 정보 일

부만이 포함되어 있고 등재특허권에 관한 정보는 특허번호 출원일 존속

기간 만료일 정보 이외에 특허권자의 소재지 등재특허권의 물질특허 해당

여부 특허권자 대리인의 정보는 의약품 특허목록 웹페이지에서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되어 있어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의약품 특허목록에서는 등재의약품의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주성분명

재심사 대상여부 및 종료일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등재의약품의 품목

기준코드 및 제품명을 키워드로 식약처 전자민원창구 의약품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의약품등정보 제품정보 와 온라인 

의약도서관 홈페이지 에서 제공하는 기 허가된 

품목허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각 등재의약품의 주성분 수 제형

분류번호 신약여부 제조 수입 구분 전문 일반의약품 분류 품목허가일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추출하였다

특정 등재의약품과 주성분의 종류 규격 및 분량 제형 효능 효과

용법 용량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이 품목허가 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정

보는 식약처 전자민원창구 의약품 및 온라인 의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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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의약품의 각 주성분을 입력하여 주성분의 종류 분량 제형 효능 효과

용법 용량이 동일한 의약품을 선별하고 이들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

일과 생산 수입실적연도 자료를 분석대상 자료에 추가하였다

등재특허권의 특허쟁송에 관한 정보는 년 월 일 판매금지조치가

시행된 이후 판매금지 관련 특허쟁송만 의약품 특허목록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등재특허권의 쟁송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에서 

제공하는 심판정보를 추가로 추출하였다 또한 식약처는 의약품 특허 

인포매틱스 홈페이지 를

통해 국내외 다빈도 처방의약품을 대상으로 허가정보 소송정보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들 정보도 등재특허권의 특허쟁송 정보를 파악

하는데 참고하였다 이 외에도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가 국내에서 

시행된 이후 코아제타 네비팜 등의 민간기업에서 제공 하는 의약품 관련

특허쟁송 모니터링 제공 자료를 참고하여 자료원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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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의약품 특허목록에 수재된 등재의약품과 등재특허권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다

년 월 일 시행된 개정 약사법 법률 제 호 에 따른 국내 

의약품 허가 특허 제도 중 시행된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신청 사실 통지 

등의 조치가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까지의 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지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기간 및 재심사 종료일부터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일까지의 기간의 변화로 살펴보았다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된 시기를 기준으로 이후

이전 등 년 단위로 구분된 개의 

기간별로 구분하여 각 기간 중 재심사 기간이 종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추

출하였다 이들 품목에 대하여 첫 번째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기

간을 개 기간별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로는 재심사 종료일로부터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일까지 소요기간을 개 기간별로 구분하여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의 영향에 따른 변화가 있는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의약품 특허목록의 등재의약품을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하여 자료를 인용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하여 오리지널 의약품의 주성분 관련 특성 제품정보 

관련 특성 특허권 관련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단일제 복합제 여부 제형의

특징 효능 효과 신약여부 제조 수입품목 여부 전문 일반의약품 여부

화학 생물의약품 한약 생약 제제 여부 같은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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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수를 독립변수를 하고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기간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제네릭사는 오리지널사의 특허가 만료되기 이전 무효심판이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등 특허 무효화 또는 회피전략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 개발을 하게 되는데 오리지널사의 특허권 출원 이후 

이같은 특허도전이 최초 발생하는 시기가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아보았다

우선 의약품 특허목록에 수재된 등재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특허심판

청구현황을 알아보았고 최초 특허도전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보기 위해 등재특허권과 관련된 등재의약품의 주성분 관련 특성과 등재 

특허권에 관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물질특허 여부 신약 여부 주성분의

개수 주성분의 특성 특허심판의 종류를 독립변수로 하여 오리지널사 특

허권의 출원일부터 최초 특허심판 청구일까지 기간을 종속변수로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를 사용하였고 통계적인 유의성 

검정은 값이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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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결 과

의약품 특허목록의 일반적 특성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등재의약품과 등재특허권 중 년 월 일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년 월 일부터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관리가 전환된

종전의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제외한 개의 등재의약품 및 건의 

등재특허권을 분석하였다

등재의약품 중 약사법 제 조제 호에 의한 신약은 개 품목이었

으며 이 중 수입품목은 개로 를 차지하였다 전문의약품은 전체의

에 해당하는 개 품목이었으며 국내에서 제조되는 품목은 개

였으나 수입 제품은 개로 수입품목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주성분이 

하나인 단일제는 개 품목으로 이들 주성분의 개수는 개 성분이었다

화학물질을 주성분으로 포함하는 품목은 개 품목이었으며 생물의약

품 은 개 품목이었다

적응증으로는 당뇨병용제가 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악성 

종양제 개 혈압강하제 개 기타의 화학요법제 순으로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과 암 등의 악성종양 치료제가 많았다

36)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식약처고시 제 호· · ( 2015-41 , 「 」

제 조제 호2015.7.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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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등제의약품의 구분 현황

전문 일반 단일 복합 제조 수입 화학 생물

101
97

95
57

49
47

41
41
39

34
33

32
32

28
28

25
22
21

16
15
15
15

9.28%
8.92%

8.73%
5.24%

4.50%
4.32%

3.77%
3.77%
3.58%

3.13%
3.03%
2.94%
2.94%

2.57%
2.57%

2.30%
2.02%
1.93%

1.47%
1.38%
1.38%
1.38%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0 20 40 60 80 100 120
[396]당뇨병용제

항악성종양제[421]
[214]혈압강하제

[629]기타의화학요법제
[119]기타의중추신경용약

[117]정신신경용제
[249]기타의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821]합성마약
[259]기타의비뇨생식기관 및항문용약

[131]안과용제
[219]기타의순환계용약
[114]해열.진통.소염제

[218]동맥경화용제
[142]자격요법제(비특이성면역억제제를 포함)

[232]소화성궤양용제
[339]기타의혈액및체액용약

[639]기타의생물학적 제제
[222]진해거담제

[269]기타의외피용약
[241]뇌하수체호르몬제

[333]혈액응고저지제
[631]백신류

그림 [ 7 등재의약품의 분류번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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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의약품 중 일정기간동안 안전성 유효성 자료의 보호기간을 부여

받는 재심사 대상 품목은 품목으로 등재의약품의 에 해당하였다

이중 국내 제조품목은 개 품목이었으며 수입품목은 개 품목이었

다 화학의약품이 개 품목 생물의약품은 개 품목 생약제제 개 

품목으로 파악되었다 재심사 대상 품목의 품목허가기간으로부터 재심사 

종료일까지의 기간 즉 자료보호기간은 년 개월 으로 나타났는데 

신약의 자료보호기간은 년 개월 으로 약사법령에서 정한 재심사 

기간 또는 년 보다 길게 나타났는데 최초 품목허가 이후 추가적인 재

심사 기간을 부여받는 것으로 보인다

신약여부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재심사 기간

전체

표 < 7 등재의약품의 재심사 기간 단위 개월> ( : )

등재의약품 중 제네릭 의약품이 있는 품목은 품목이었으며 최초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일은 재심사 종료 자료보호기간 종료 일부터 

년 개월 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8 특허목록 등재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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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의약품 중 발사르탄 암로디핀베실산염 제제가 제네릭 의약품 

품목수가 가장 많았으며 동일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 수가 많은 등재의약품은

역시 고혈압 관련 치료제가 최다였다 등재의약품인 오리지널 의약품의 

품목허가일과 해당 성분의 최초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일과의 차이는

평균 개월이었으나 제네릭 품목 수가 개 이상인 경우의 최초 제

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일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품목허가일의 평균 차이는

개월에 불과하였다

성분명
제네릭

품목수
분류번호

발사르탄 암로디핀베실산염 혈압강하제

로수바스타틴칼슘 동맥경화용제

몬테루카스트나트륨 천식치료제

타다라필 발기부전치료제

도네페질염산염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엔테카비르 간장질환용제

프레가발린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올메사탄메독소밀 혈압강하제

팜시클로비르 기타의 화학요법제

세레콕시브 해열진통 소염제

실데나필시트르산염 발기부전치료제

애엽 에탄올연조엑스 소화성궤양용제

솔리페나신숙신산염 과민성방광 증상치료제

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 메트포르민염산염 당뇨병용제

카르베딜롤 혈압강하제

텔미사르탄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혈압강하제

텔미사르탄 혈압강하제

올메사탄메독소밀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혈압강하제

아리피프라졸 정신신경용제

올메사탄메독소밀 암로디핀베실산염 혈압강하제

표 < 8 등재의약품의 제네릭 품목 허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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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특허권은 총 건의 특허권자 소재지는 유럽지역이 개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건 한국 건 일본 건의 순서로 미국 외 지역의 

특허권이 더 많이 등재되었다

유럽 미국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인도 합계

개수

표 < 9 등재특허권자등> 의 소재지 현황 

국내 등재특허권자등의 특허권 건 중 에 해당하는 건은 품

목허가권자가 등재특허권자등과 같거나 등재특허권자등을 직접 대리하고 

있는 반면 해외 등재특허권자등의 특허권은 건 중 불과 에 해

당하는 건만이 국내에 있는 수입품목 허가권자가 등재특허권자등을 

대리하고 있었다 등재특허권자등이 해외에 소재하는 특허권의 에 

해당하는 건의 대리인은 특정 법률사무소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내 등재특허권의 경우 법률사무소가 특허권자의 대리인인 경우는 

없어 해외 특허권의 특정 법률대리인 편중 현상이 더 심각하였다

품목허가권자 기타 법률특허사무소 법률특허사무소 합계

한국

해외

표 < 10 등재특허권자> 등의 대리인 현황 개수

등재의약품은 품목당 평균 건의 특허권이 등재되었으며 등재특허권

하나가 보호하고 있는 평균 등재의약품의 품목수는 개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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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특허권 건은 물질에 관한 권리범위를 포함하는 특허권이었으며

이 중 건은 신약에 관한 물질 특허권이었다 물질에 관한 특허권 중 

건이 합성 유기화학물질 건이 유전자재조합 단백질 등 생체유래 

물질이었었다

특허목록 등재의약품 품목과 이들 의약품 관련 특허권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등재의약품 오리지널 의약품 의 품목허가일 최초 특허심판 청

구일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일 특허존속기간 만료일을 분석하였다 특허

출원일을 기준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품목허가까지의 기간은 년 개

월 으로 나타났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에 대한 최초의 특허심판 청구 제네릭사의 

특허도전 는 년 개월 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네릭 의

약품 품목허가는 특허도전 직후인 년 개월 에 받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오리지널사 특허권의 유효특허기간 은 년 개월 로 분석

되었으며 등재 특허권의 특허존속기간은 년 개월 인 것으로 나

타났다 표 참조

다만 등재 특허권이 물질 특허인 경우에는 특허출원일부터 오지지널 

의약품 및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까지 물질 특허가 아닌 경우에 

비하여 각각 년 개월 년 개월 더 소요되는 것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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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특허출원일부터

오리지널 품목허가일

특허출원일부터

최초 특허도전 청구일

특허출원일부터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일

특허출원일부터

특허존속기간 만료일

유효특허기간

특허출원일이 오리지널 품목허가일 또는 제네릭 품목허가일보다 늦은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

표 < 11> 등재특허권 출원일 기준 오리지널 및 제네릭 의약품 개발기간 등단위 개월( : )

물질특허

여부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특허출원일부터

오리지널 의약품의 

품목허가일

전체

특허출원일부터

해당성분의 

최초 제네릭 

품목허가일

전체

표 물질특허 여부에 따른 오리지널 및 제네릭 의약품 개발기간 단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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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후 제네릭 진입 소요기간 변화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중 특허목록 등재 관리와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는 년 월 일부터 시행되었고 제네릭 의약

품의 판매금지조치는 년 월 진행된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한미

발효일로부터 년간 유예되어 년 월 일부터 시행되었다

판매금지조치는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제도의 영향 평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신청 사실을 등재특허권자에게 통보함

으로써 오리지널사가 제네릭 의약품의 유통 판매를 준비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가 가능해진 것이 실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제도의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등재의약품 품목 중 등재의약품을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하여 제네릭 의약품이 허가된 제품 품목 과 개 품목 중 재심사 

종료일 이전에 제네릭 의약품이 허가된 개 품목을 제외한 품목을 

추출하였다 두 가지 그룹을 대상으로 첫 번째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

독점기간을 비교하고 두 번째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재심사 종료일부터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일까지의 기간을 비교하였다

분석기간은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의 도입 시행일을 기점으로 전후

년마다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후

이전 등의 개 시기별로 구분하여 각 기간에 재심사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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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되는 등재의약품을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하여 품목허가된 제네릭 의

약품 수를 분석 표본수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도입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기간은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도입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리지널 의약품의 재심사 종료일로부터 

제네릭 품목허가일까지의 기간도 지연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대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년 월 일 이

후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 소요기간은 기존의 단축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구분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정

1 2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기간( )月  (n: 130)

① 8 27 96 76.4 22.1

1.611 .162

*

② 26 8 106 75.3 19.0 *

③ 36 13 161 88.8 38.0 * *

④ 45 22 159 87.6 35.6 * *

⑤ 11 27 150 87.3 31.9 * *

⑥ 4 69 171 120.8 54.2 *

오리지널 의약품 재심사 종료일 제네릭 의약품 허가일~ 
주1)

( )月  (n: 105)

① 2 2 2 2.0 .000

8.765 .000
***

*

② 21 0 34 11.6 9.4 *

③ 33 0 70 22.5 25.2 *

④ 36 1 88 36.5 24.0 *

⑤ 10 3 82 36.9 32.2 *

⑥ 3 32 143 97.3 58.1 *

*p<0.1, **p<0.05, ***p<0.01

이후2015.3.15. , ① ② 2012.3.15.~2015.3.14., 

2009.1.1.~2012.3.14., 2006.1.1.~2008.12.31., ③ ④ 

이전2003.1.1.~2005.12.31., 2002.12.31. ⑤ ⑥ 

주1) 재심사 종료일 이전에 제네릭 의약품이 품목 허가된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

표 < 13 제네릭 품목허가 소요기간> 단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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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의약품의 특성과 제네릭 품목허가 시기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까지 소요 기간

등재의약품을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하여 허가된 제네릭 의약품을 대상

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주요 특징이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주는지 고찰해 보기 위해 우선 등재의약품을 대상으로 시

장독점기간과 자료보호기간 종료일부터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일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을 살펴보았다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기간은 평균

년 개월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오리지널 의약품 중 재심사 대상 

품목에 대하여 재심사 종료일로부터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일까지의 기간은

년 개월 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주성분의 최초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일까지의 평균기간은 개월로

해당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네릭 의약품과 개발기간의 큰 차이는 없었다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기간

130 8 171 85.8 33.7

재심사 종료일부터  

제네릭 품목허가일

105 0 143 28.2 28.4

재심사 종료일부터  

동일한 주성분의

최초 제네릭39) 품목허가일 

100 0 143 27.2 27.2

표 < 14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기간 등 > 단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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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성과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시기

특허목록 등재의약품을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하여 제네릭 의약품이 

품목허가된 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등재의약품의 단일제 복합제 

여부 제형의 특징 효능 효과 신약여부 제조 수입품목 여부 전문 일반

의약품 여부 화학 생물의약품 한약 생약 제제 여부 같은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 허가품목 갯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기간

재심사 종료일로부터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일까지를 종속변수로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성 중 당뇨병 적응증 제네릭 의약품

품목수 신약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까지의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치료제의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일까지 기간이 년 개월 짧아지고 또 제네릭 의약

품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도 다소 개월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오리지널 의약품이 신약인 경우 제네릭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년

개월 더 길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오리지널 의약품의 재심사기간 종료일부터 동일한 성분의 최초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 기간까지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 적응증으로서 당

뇨병 항암제 그리고 오리지널 의약품이 국내 제조품목인 경우에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앞당겨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리지널 의약품이 신약인 경우에는 제네릭 의약품 허가

까지 개월이 더 길게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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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값t 유의확률

계수 표준오차 β

상수항( ) 71.577 22.504 3.181 .002

API -8.044 9.195 -.093 -.875 .383

DOS

  DOS_1 -.661 11.354 -.008 -.058 .954

  DOS_2 2.752 14.579 .024 .189 .851

  DOS_3 -3.359 14.389 -.027 -.233 .816

IND

IND_1 -25.866 10.433 -.231 -2.479 .015
**

IND_2 -4.097 10.214 -.039 -.401 .689

IND_3 -3.594 8.604 -.043 -.418 .677

NCE 27.326 6.898 .404 3.962 .000
***

DOM -2.387 7.082 -.032 -.337 .737

ETC -22.325 23.061 -.082 -.968 .335

CAT

  CAT_1 16.097 19.501 .083 .825 .411

  CAT_2 11.688 38.892 .030 .301 .764

NGE -.101 .057 -.164 -1.759 .081
*

값F- 2.760(p=0.002)

R
2

(adj-R
2

) 0.229(0.151)

*p<0.1, **p<0.05, ***p<0.01

수 품목n : 130

복합제 단일제API_ref : , API_1: 

특수제형 일반 경구제 주사제 외용제DOS_ref : , DOS_1 : , DOS_2 : , DOS_3 : 

백신 등 당뇨병치료제 항암제 고혈압치료제IND_ref : , IND_1 : , IND_2 : , IND_3 : 

신약아님 신약NCE_ref : , NCE_1 : 

수입 제조DOM_ref : , DOM_1 :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ETC_ref : , ETC_1 : 

생약제제 화학의약품 생물학적제제CAT_ref : , CAT_1 : , CAT_2 : 

NGE : 동일한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 품목수

표 < 15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기간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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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값t 유의확률

계수 표준오차 β

상수항( ) 42.727 22.798 1.874 .064

API -.215 8.822 -.003 1.874 .981

DOS -.024

  DOS_1 .549 10.246 .009 .054 .957

  DOS_2 18.301 12.608 .212 1.452 .150

  DOS_3 6.877 13.379 .065 .514 .609

IND

IND_1 -22.510 9.859 -.238 -2.283 .025
**

IND_2 -17.796 8.712 -.229 -2.043 .044
**

IND_3 -13.555 8.773 -.193 -1.545 .126

NCE 12.108 6.960 .220 1.740 .085
*

DOM -14.668 6.954 -.232 -2.109 .038
**

ETC -10.957 27.305 -.040 -.401 .689

CAT

  CAT_1 -15.435 20.523 -.097 -.752 .454

  CAT_2 -26.125 34.987 -.096 -.747 .457

NGE -.113 .072 -.174 .248 .119

값F- 1.931(p=0.002)

R
2

(adj-R
2

) 0.226(0.109)

*p<0.1, **p<0.05, ***p<0.01

수 품목n : 100

복합제 단일제API_ref : , API_1: 

특수제형 일반 경구제 주사제 외용제DOS_ref : , DOS_1 : , DOS_2 : , DOS_3 : 

백신 등 당뇨병치료제 항암제 고혈압치료제IND_ref : , IND_1 : , IND_2 : , IND_3 : 

신약아님 신약NCE_ref : , NCE_1 : 

수입 제조DOM_ref : , DOM_1 :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ETC_ref : , ETC_1 : 

생약제제 화학의약품 생물학적제제CAT_ref : , CAT_1 : , CAT_2 : 

NGE : 동일한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 품목수

표 < 16> 재심사종료일부터 동일한 성분의 제네릭 최초 품목허가 소요기간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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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권 심판현황

등재특허권 관련 심판현황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의 특허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특허정

보넷 키프리스 에서 제공하는 심판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의 등재특허권 중 건의 특허권에 있어서 무효 또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건의 등록특허권

에서 발생한 특허심판 중 가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시행 이후에

청구된 양상을 보였으며 최초 특허심판 청구일은 오리지널 의약품 관련 

특허의 출원일로부터 평균 년 개월 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초 특허도전시기 160 10 297 132.1 49.2

무효심판 113 10 297 126.5 50.4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3 93 240 186.3 81.1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44 51 217 142.9 40.3

표 < 17> 등재특허권 출원일로부터 최초 특허도전 발생시기의 특징 단위 개월

심판청구 연도 무효 소극적 적극적 합계 

(0.6)

(0.6)

(0.6)

(1.3)

(0.6)

(3.8)

(2.5)

(5.6)

(11.9)

(72.5)

총합계

표 < 18 연도별 등재 특허권의 특허심판 청구현황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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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회에서 공개한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관련 특허심판의 

심결현황에 따르면 최근 년간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대상으로 

각하 결정을 제외한 결정치는 인용 건 기각 건 에 해당하며 

이는 미국의 의약품 특허 무효율 의 약 배에 달한다 제네릭사가 

제기하는 무효심판 및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인용결정은 각각 

에 해당하였다

단위 건( : )

심판종류 합계

인용 기각 각하 인용 기각 각하 인용 기각 각하

권리범위확인심판

소극

무효심판

합계

심결건수 인용 기각 각하된 건취하 제외* : , , ( )

년이후 청구된 허가 특허 연계 관련 심판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 2013 -

자료 특허청 전순옥 의원실 보도자료 재인용: , (2015) 

표 < 19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관련 특허심판원 심결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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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도전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에 대한 특허무효나 회피 등을 위한 심판청구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재특허권의 물질특허 

여부 해당 특허권 관련 신약 허가유무 화학의약품 생물의약품 한약 생약

제제를 독립변수로 하고 등재 특허 출원일부터 최초 심판청구일까지의 

기간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이 물질특허일 경우 물질 특허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최초 특허도전 시기가 년 개월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지널 의약품이 생물의약품인 경우에 특허도전 시기가 년 개월

더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허심판 종류 중에는 무효심판인 경우가

특허도전 시기를 년 개월 빨라지게 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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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값t 유의확률

계수 표준편차 β

상수항

값

수 건n : 160

물질특허 아님 물질특허PAT_ref : , PAT_1 : 

신약아님 신약NCE_ref : , NCE_1 : 

복합제 단일제API_ref : , API_1: 

생약제제 화학의약품 생물학적제제CAT_ref : , CAT_1 : , CAT_2 : 

소극적 권리범위 무효심판 적극적 권리범위LIT_ref : , LIT_1 : , LIT_2 : 

표 < 20 등재특허권의 출원일로부터 최초 심판청구일까지의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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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및 결 론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를 통하여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시행이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와 제네릭사의 특허도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은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의약품 품목 중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가 있는 품목과 특허심판 청구가 있었던 건의 등재 특허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 국내에서 실시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기간에

대한 연구한 결과는 찾을 수 없었으나 의 

연구에서는 미국 내 신물질을 포함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우 출시일로부

터 최초 제네릭 출시일까지 약 년 정도로 분석되었고 최초 특허도전

을 받는 시기는 오리지널 의약품 시판 이후 년 이내라는 연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에서 특허목록 등재의약품과 이들 의약품을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한 제네릭 의약품과 등재 특허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기간은 평균 년 개월 으로 나타

났으며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에 대하여 최초로 특허도전이 제기되

는 시기는 평균 년 개월 로 파악되었다

매출 상위의 오리지널 의약품 중심으로 실시된 의 연

구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인 등재의약품의 매출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 개발 동인은 매출 상위 오리지널 의약

품보다 낮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미국은 이미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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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약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부여되는 자료

보호기간에 추가로 특허권 연장 최대 년 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기간 연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과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는 그간 무관하였고 재

심사 제도를 통한 최대 년간의 자료보호기간만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

독점기간의 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의 연

구결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기간이 나타

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특허소송을 제외한 심판 청구 현황만을 살펴보아 한계가

있지만 연도별 등재 특허권의 특허심판 청구현황 표 참조 에서 살펴본 

결과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도입 이전의 특허심판 청구 건수가 제도

도입 이후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간 제네릭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존속 만료 이전에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

문에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을 품목허가 전 적극적으로 무효화하거나 

회피할 필요성이 적었고 오리지널사는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정보를 사

전에 알기 어려운 상황으로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어 오리지널 의약품의

점유율을 이미 잠식한 이후에는 제네릭사를 상대로 한 특허심판의 효과

가 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국내의 경우 최초 특허도전의 제기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보여 진다

년 월 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의 제네릭 의

약품 허가 신청 사실 통보조치가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재심사가 종료된 등재의약품을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독점기간 및 재심사 종료일로부터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 기간까지의 기간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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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기간 및 재심사 종료일로부터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까지의 소요기간은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도입 이전부터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었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기간은 년 월 일 이전부터 년 월 일까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년 월 일 전후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

독점기간이 개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재심사 종료일로부터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까지의 소요기간은

분석대상 전체 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판매금지조치가 적용된 제네릭 의약품 신청이 아직 없었던 연구 

시점에서는 의약품 허가신청 사실통지 조치가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

허가까지의 소요기간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해치 왁스만법은 법제정 이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존속

기간 만료이후 년 이상 소요되던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개월 

이내로 단축시키는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온 바 있다

이 법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빠른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했던

주요한 제도는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자료의 면제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존속기간 만료 이전에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한미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시행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모두 시행되고 있던 제도이다

이 때문에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투자 개발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하였던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 시행된 의

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보호의 성격이 강

화된 측면만 남게 되었고 제네릭 의약품 허가신청 사실을 오리지널사에게

통지하는 등의 조치는 오리지널 의약품 관련 특허분석 등 제네릭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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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품목허가 신청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데 영향을 미쳐 시장진입 지연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김영귀 외 그러나 년 

월 당시 연구시점에서는 허가 특허 연계제도가 국내 제네릭 의약품 품목

허가의 지연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국내 제약업계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규모는 년 약 억달러 

약 조 억원 수준 강경남 에서 재인용 으로 

년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인 조 천 백여억원의 에 해당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의약품 시장규모 대비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비중이 약 

내외이지만 미국에서 연구개발 되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제약산업은 오리지널 의약품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년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의 국내 개발 신약이 허가 되었고 최근 국내 제

약회사가 신약 기술수출에 성공하는 등 연구개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

지만 주요 신약은 다국적사의 수입품목이기 때문에 제네릭 의약품은 국내 

제약산업 내 비중은 상당히 큰 제품군이라 할 수 있다

의약품

생산액 수출액 수입액 시장규모

조원 조원 억 조원 억 조원

전년대비 증가율

연평균 성장률

자료 식약처 식품의약품 산업동향통계: , 2015 

표 < 21 의약품 시장규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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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도

년 년

미국

캐나다

일본

출처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경남 에서 재인용: (KIEP)(2012), (2013)

표 < 22 주요국의 의약품 시장 규모 대비 제네릭 의약품 시장 비중> (%)

국내 제네릭 의약품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관련 대응 및 제도도입을 추진한 식약처 등의 정부 정책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다 식약처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제도의 시행과 함께 한미 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주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의약품 허가 특허 운영 

팀 을 구성 운영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년부터 연간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 변경 시 제출자료의 심사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

는데 이 보고서에서 식약처의 업무추진 목표로서 제네릭 심사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한 업계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

함 임을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년 월 일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의 판매금지조치

법령 개정과 함께 우선판매품목 허가제도를 동시에 도입하였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무효화하거나 회피하여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받은 품

목에 대하여 개월의 판매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한미 협정문의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관련 조항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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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년 월 일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시행방안 에서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가 기존의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이고 이 제도가 신약보호의 성격이 강하지만 제네릭 개발 촉진이라

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노력하여 시행방안을 마련하였음 밝힌 바 있

다

식약처 뿐만 아니라 특허청도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하여 

청구된 심판사건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다른 심판사건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우선심판 대상으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의약품의 가 수입품목이고 등재 특허권의 

가 해외 소재 권리자가 보유한 특허권이었다 의약품 특허 연계 제

도를 통해 권리의 보호가 강화되는 쪽은 국내 제약기업이기 보다 해외 

다국적기업으로 볼 수 있다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오리지널사들의 주요 행동을 통해 향후 대응방향을 추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특허목록 등재특허권 중 수입품목 관련 특허권의 대리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외 등재특허권의 는 법률 특허 사무소가 대리인이지만

국내 특허권의 경우 만이 법률 특허 사무소가 대리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법률 특허 사무소의 역할을 단순 대리인에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목록 등재부터 참여하도록 하여 향후 소송업무 발생 시 

다국적 제약사 본사 등을 대신하여 법률 특허 사무소에서 좀 더 신속하고

전문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해당 사건을 주도하게 하려는 전략으로 판단

된다 향후 국내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제도 관련 법률 특허 문제의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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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 타워의 역할은 다국적사의 국내법인보다는 국내 법률 특허 사무소가

해외 본사와의 직접 연락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해외 등재특허권의 특정 법률 특허 사무소의 편중 현상은 국내 제네릭사의

다양한 특허 무효화 또는 회피전략에 대하여 한 곳의 법률 특허 사무소가 

대응하게 함으로써 오리지널사에게 정보의 집중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

상된다

두 번째로는 오리지널사의 특허목록 등재에 관한 행정심판 제기 현황

이다 판매금지조치를 위한 특허쟁송은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에 한정

되기 때문에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 등은 식약처의 특허목록 등재

거부나 등재취소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다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식약처와 지방청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심판 총 건 

중 건 이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처분 취소청구 사건이었다

반면 등재특허권의 연도별 특허심판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표 참조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도입 후 심판현황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제네

릭사에서 제기하는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가 증가한 

것으로 제네릭 의약품 신청사실 통지를 받은 오리지널사들의 뚜렷한 대

응을 찾기 어려웠다

오리지널사는 년 월 일 이후 제네릭사들로부터 통보받은 제네릭

의약품 허가신청 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조치보다는 년 월 일 

이후 시행되고 있는 판매금지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개월간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을 지연시키는 방안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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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네릭사들의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로 인한 영향에 대한 

최소화 노력 정부의 제네릭 제약산업 분야에 대한 피해 최소화 의지가 

있었고 오리지널사들이 판매금지조치에 대한 대응 준비를 위해 특허목록에

등재되는 품목과 특허권의 수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특허목록 등재처분

취소청구 증가에 역량을 기울이고 제네릭 의약품 신청사실 통지와 관련된

두드러지는 대응은 많지 않았던 탓에 상대적으로 년 월 일 이전에

시행된 조치의 제네릭 의약품 허가 지연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것

으로 판단된다

특허목록 등재의약품을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한 제네릭 의약품 개 

품목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적응증이 당뇨

병인 경우 제네릭 허가기간을 평균 년 개월 단축시키고 제네릭 의

약품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도 다소 개월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리지널 의약품이 신약인 경우에는 제네릭 의약품 허가까지의 

기간이 평균 년 개월 더 길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목록 등재의약품 중 당뇨병 적응증을 가진 치료제가 가장 많았으며

그림 참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의약품 

판매 위 약효군은 당뇨병 치료제는 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년 이상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다 이같은 요인들이 제네

릭사의 당뇨병 치료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개발을 촉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약은 약사법 에서 따른 재심사 대상 이기 때문에 년간의 자료

보호기간동안 제네릭사가 안전성 유효성 자료를 인용하여 제네릭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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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다른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까지의 소요기간이 길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일한 독립변수와 등재의약품의 재심사 종료일로부터 동일한 주성분의

최초 제네릭 품목허가 기간까지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서는 당뇨병 항암제인 경우가 제네릭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각각 년

개월 년 개월 단축되었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기간의

기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듯이 항암제 역시 많은 

품목 수 즉 큰 규모의 시장이 제네릭 의약품 개발의 동인으로 판단된다

오리지널 의약품이 수입품목인 제품인 경우 보다 국내 제조품목인 경

우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기간이 년 개월 더 짧았다 국내 

제조사에 비해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더 잘 갖추어진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에 더 많은 기간이 소요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특허목록에 등재된 개 신약 중 개 

품목이 수입품목으로 신약의 자료보호기간으로 인해 수입 오리지널 의약

품의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가 지연되는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

된다

재심사 종료일로부터 동일한 주성분의 최초 제네릭 품목허가까지 소요

기간 또한 오리지널 의약품이 신약인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가 

년 개월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재 특허권자 중 국내 특허권 건 중 물질특허는 건 에 불

과한 반면 해외 특허권 건 중 물질특허는 건 으로 해외 특

허권의 물질특허 비율이 더 높다 이는 신약 연구 개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내 제약업계가 물질 탐색 단계부터 지식재산권화 하는 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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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물질특허는 무효화나

회피가 다른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이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까지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는 제네릭 의

약품 허가신청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을 무효화하거나 회피하는 품목이다 따라서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은 오리지널사 또는 제네릭사 모두에서 특허쟁송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도입 이후 의약품 관련 특허심판 변화 추

이를 살펴보았다 특허목록 건의 특허권 중 건에 대하여 있었던 

특허심판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가 년 이후

청구된 특허심판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선판매품목허가가 년 월 일

부터 시행되면서 개월간의 판매독점권을 겨냥한 제네릭사들의 무효심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가 두드러지게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특허심판의 증가는 미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특허심판 제도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특허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네릭 의약품 허가신청은 미국 특허법의 위반사항

으로 허가신청 후 오리지널사가 제기한 소송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 

관련 특허의 무효화나 회피를 법원으로부터 판단 받을 수가 있다 하

지만 우리나라의 심판제도는 제네릭사가 먼저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전이라도 오리지널 의약품 관련 특허권의 무효화나 회피를 제기할 

수가 있어 제네릭사가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준비 기간동안 제기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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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오리지널사의 판매금지신청이 없더라도 제네릭사는 품목허

가신청 전 이미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한 특허도전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내 제네릭사들의 오리지널 의약품 관련 특허도전이 늘어난 다른

배경으로는 특허심판원의 상대적으로 높은 특허 무효율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표 참조 제네릭사가 제기하는 무효심판 및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인용율이 높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와 

관련된 심판을 우선심판 건으로 분류하여 신속심판 절차를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따라서 제네릭사측에서는 특허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특허심판원을 이용하여 좀 더 빠른 시기에 유리한 입장에서 오리지널사의

특허를 무효화 또는 회피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판단

된다 많은 제네릭사들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시장선점의 기회로 여기고 

있어 앞으로도 당분간 제네릭사들의 특허심판 청구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등재특허권에 대하여 최초로 특허심판이 청구된 시기는 특허출원일로

부터 년 개월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질특허 유무와 등재특허

권이 생물의약품 관련 특허권 특허도전이 무효심판인 경우 최초 심판청구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특허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

도전 시기가 년 개월 지연 영향이 있었으며 생물의약품의 경우에는

년 개월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 종류 중에는 무효심

판인 경우가 특허도전 시기를 년 개월 빨라지게 하는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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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특허의 회피를 위해 특허분석 등 개발 기간이 더 길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약사법 제 조제 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약의 정의 에

비추어 볼 때 물질특허권이 있는 등재의약품은 신약으로서 상대적으로 

긴 재심사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도전 시기도 자료보호기간을 

고려하여 늦춰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물의약품은 단클론항체의약품

이 개발되기 이전 성장호르몬제제 인슐린제제

등의 제네릭 의약품이 국내에서 이미 개발되었고 년 전세계 처방약 

중 약 에 해당할 정도로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개발 등의 활성화가 특허도전을 앞당기는 것으로 판단된

다 특허 회피보다는 무효화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도전 시기가 더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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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에서는 식약처 특허청 등에서 공개되는 품목허가정보 의약품 

특허목록 특허정보를 수집하고 자료원을 구축한 뒤 오리지널 의약품 허가

이후 제네릭 의약품 허가까지의 소요기간을 살펴보고 의약품 관련 특허권의

심판현황을 살펴보았지만 관찰기간이 약 년으로 짧고 분석대상인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 수가 개 품목 특허심판 건수가 건으로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의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년 월 일 시행된 판매금지조치 영향분석을 포함하지 않아 

완전한 제도운영 결과를 포함하지 못했다 한미 발효 후 년 간 시행이

유예된 판매금지조치는 해당 제네릭 의약품 관련 특허쟁송이 있는 경우 

개월까지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가 중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네릭 의

약품의 시판지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판매금지조치된 제네릭 의약

품들이 종전에 비해 얼마나 시판이 지연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미 협정문에는 없지만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네릭 

독점권을 모델로 국내에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개월간의 독점 판매권을 겨냥한 국내 제약업계의 제품개발 방향과 전략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는 특허관계확인서 뿐만 아니라 안전성

유효성 기준 및 심사방법에 관한 자료도 검토받기 때문에 제네릭 의약

품의 허가기간에는 새롭게 추가된 특허검토 단계 외에도 다른 심사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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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검토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하지만 식약처의 제네릭 의약품별 

접수 처리기간 등에 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제네릭 의약품의 다른 

허가기간의 단축 또는 지연요소를 파악하여 배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오리지널 및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일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으나 실제 제품의 시판일과는 시기가 차이가 생긴다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일과 실제 제조 수입일은 차이가 있는 데이터로서 특허법 에서

법령위반을 결정하는 특허발명의 실시범위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하는 행위 로 실제 판매를 위한 제조 또는

수입일이 좀 더 연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다 하지만 

해당 제품별 최초 판매실적자료는 제공되고 있지 않아 좀 더 정확한 제

네릭 시판일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매출과 관련이 크지만

이 연구에서는 정확한 특허목록 등재의약품의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없

었던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네릭 의약품 개발 시판 또는 특허

도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매출규모를 추가하여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특허목록 등재특허권에 대한 특허심판 청구현황 자료로

특허심판원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 진행되는 

특허소송 현황은 실제 당사자가 아니면 소송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의 영향에 따른 국내 의약품 분야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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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의 변화를 더욱 정확히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특허심판 및 소송에

관한 자료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판매금지조치가 시행된

년 월 일 이후부터는 의약품 허가 특허 관련 특허쟁송 현황을 

식약처 홈페이지 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향후 판매금지조치와 관련된 특허쟁송 현황에 관한 연구에서는 동 자료가

매우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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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한미 발효와 함께 시행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단계 시FTA 1․

행조치로서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 

가 년 월 일부터 시행되었고 이로부터 년 뒤 판매금지조치와  2012 3 15 3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가 시행되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국내 제약산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

있는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에 큰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이 . 

영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의약품 중 이를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하여 제네릭 의약품 허가가 된 개 품목 오리지130 , 

널 의약품 관련 등재특허권 중 특허심판 청구가 있었던 건을 대상으 160

로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품목허가정보 의약품 특허목록 온라인 , , 

의약도서관 그리고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의 , 정보를 

모아 새로운 분석 자료원을 구축하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 ․  단계 1

시행조치로 인한 제네릭 의약품 허가까지의 소요기간 변화 제네릭,  의약

품 허가에 미치는 영향요인 특허심판 청구현황 변화 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허가일 또는 재심사 종료일부터 제네릭 의약품 허

가일까지의 소요기간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과 관계없이 ․

줄어드는 추세가 유지되었다 제네릭 의약품 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오리. 

지널 의약품의 특성으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품목허가일부터 제네릭 의

약품 품목허가일까지를 종속변수로 한 경우에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신약인 

경우 당뇨병 치료제인 경우 제네릭 의약품 품목수가 많은 경우에 통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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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하게 제네릭 품목허가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약인 경우 제네릭 품목허가가 년 개월 늦어지는 반면 당뇨병 치 

료제인 경우에는  년 개월 빠르게 제네릭이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제네릭 의약품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도 다소 개월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재심사 종료일부터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일까지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신약여부 적응증, , 

제조 또는 수입여부였다 오리지널 의약품이 신약인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가 년 개월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증이 당뇨병 1 (12.1 ) . 

치료제 항암제이면 각각 , 년 개월 년 개월 제네릭 의약품 품 

목허가 소요기간이 짧아졌고 제조품목인 경우에는 년 개월 짧아, 1.2 (14.7 )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은 의약품 관련 특허심판 청구 현황이 ․

급증하는 영향을 가져왔으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관련 심판의 신속처리‧ , 

무효심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인용율도 높아, 당분간 특허심판  

청구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 

특허권에 대한 최초 심판청구 시기는 해당 특허권이 물질특허인 경우 년2

개월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물의약품 관련 특허인 경우 (23.5 ) 

년 개월 청구 시기가 단축되었다 그리고 특허도전으로 무효심판6.2 (73.9 ) . 

이 가장 빨리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연구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판매금지조치 등이 시행되기 ․

이전의 제도 시행 직후 약 년간의 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관찰기3

간이 짧고 분석대상 표본수가 적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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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를 통해 국내 오리지널 의약품 및 이의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정보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정보가 연계된 자료원을 구축하여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기간 및 특허심판 현황에 

미친 영향을 실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제네릭 의약품 허가개발 시기 및 최초 특허도전 . ‧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제네릭 의약품 개발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향후 다양한 측면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영향평‧

가가 확대되는데 기여하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국내 제약산업의, ‧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찾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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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남 심층분석보고서 제네릭 의약품 시장환경 분석을 통한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영관 김준모 김은상 국내 제약기업의 소유 지배구조와 기업

성과 및 가치와의 관계 산업경제연구

김대중 박실비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에서 제네릭 시장독점

제도에 관한 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김영귀 이효영 강준구 김혁황 한 미 년의 이행 현황과 

성과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김혁황 엄준현 김도희 한 미 년의 이행 현황과 

쟁점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창모 한 미 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평가 경영컨설팅연구 

남희섭 의약품 분야에서 이행의 문제점 월간 복지동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한 미 의 경제적 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한 미 경제적 효과 재분석

박지현 한미 속의 대한국제법학회

손경복 이태진 한 미 가 처방의약품의 가격과 등재에 

미치는 영향예측 호 미 의 경험을 중심으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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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년 제네릭의약품 심사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산업동향통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안전백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해설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년 의약품 허가보고서

신혜은 우리나라 제약산업 실정에 부합하는 한국형 허가 특허

연계제도의 시행방안 안암법학

오근엽 김봉한 김태기 한 미 지재권 협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특허청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오근엽 김봉한 김태기 제약산업에서 신약의 특허기간 만료 후

복제약의 시장 점유율 변화 추정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우석균 한미 국민건강에 대한 재앙 한미 가 보건

의료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월간 복지동향

윤성욱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에 도입에 따른 시사점

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이경민 이근찬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전문경영인연구

이인향 박실비아 이의경 한국 국민건강보험시장에서의 제네릭 

의약품 사용 양상과 영향 요인 약학회지

이태진 박성민 손경복 이경철 제약산업 정책의 이해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임정훈 이봉문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에 관한 외국의 예 및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연구 지식재산권연구센터



- 80 -

조재신 한 미 관련 개정 특허법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정용익 한국의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에서 제네릭 시장독점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정윤택 이병관 정아영 장진영 제약분야의 에버그린 특허전략과 

분쟁 사례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재신 김병남 한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관련법 개정 및 그 영향에 관한 고찰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허찬국 송원근 김관호 최병일 임재영 한 미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슈리포트 제네릭

연구개발 동향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년 제약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년 글로벌 제약시장 주요동향

허재헌 국내 제약회사의 의약품 생산과 기업이익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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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gathered and analyzed the information of pharmaceutical product 
permit and patent right of drugs on the Green List(drug-patent) list which 
are administered under the adopted drug-patent linkage in KORUS FTA. 
 
The comparison analysis of the patent period of generic drug presents little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system adopted.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iod were analyzed and it was found that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were the fact whether the original drug can be classified as new 
drug, the diseases or symptoms for which it is efficacious, and whether it is 
for manufacturing or im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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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the claims for patent 
litigation regarding pharmaceutical products and found remarkable increase of 
patent challenges from generic drugs since the drug-patent linkage was 
adopted. It also showed whether patent covers substance patent and whether 
a product is classified as biopharmaceutical product can affect the timing of 
patent challenge. 
 
The analysis of drug-patent linkage is hard to be deemed as a general 
impact evaluation because the system's implementation does not affect sale 
prohibition suspended for three years. Nevertheless, it can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figure out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competition in 
generic market affected by the drug-patent linkage and to predict the 
possible shift of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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