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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영향으로 2007년 도입되어 

2015년 3월 15일부터 발효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6년이나 지났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의 허가 심사 

절차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신약)에 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단계를 둠으로써 특허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신약 

특허권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통해 신약의 연구 개발을 장려하고,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는 특허 존속기간 중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특허 만료 후 제네릭 의약품의 신속한 

도입을 유인하는 친경쟁적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되었다.  

본 논문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현 제도의 한계를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국의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의 규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비교법적 방법론으로 우리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규정을 검토하였다.  

우선 한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기조가 된 미국의 Hatch-

Waxman법(해치-왁스만법)의 도입 배경과 제정 및 개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화학의약품에만 Hatch-Waxman법을 

적용하고,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후에 BPCIA(바이오의약품 가격 

경쟁 및 혁신법)를 제정하여 구분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BPCIA의 주요 규정과 특징을 검토한 후, Hatch-Waxman법과 

BPCIA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캐나다, 호주의 허가-

특허연계제도를 살펴보고, 최근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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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사례와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유럽이나 일본의 

사례도 검토하였다.  

이후 한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도입 시 

논란 및 바이오의약품에의 적용 여부 등의 이슈를 살펴보고, 약사법에 

규정된 본 제도의 주요 조항과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 있는 각국의 소송 및 

심판들을 살펴보며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Hatch-Waxman법에 따른 소송, BPCIA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이하 주요 규정과 관련한 소송, 캐나다의 PM(NOC) 

규정 관련 소송, 호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살펴본 후, 한국의 

특허침해소송 및 심판을 검토하였다. 또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려는 특허권자와 제네릭 제약사 간의 역지급합의와 같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미국, 유럽, 한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된 약사법 규정의 한계를 살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약사법은 화학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모두에 적용하고 있으나,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약가제도 하에서 제네릭 진입은 오리지널 약가 

상한의 인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최근 오리지널 약가상한인하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그 의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개정된 

보험약가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불법은 아닌 위임제네릭의 약가 선점에 

대해 정책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iii 

특히, 우리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반영된 약사법의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규정과 관련하여, 판매금지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나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바탕으로 하는 가처분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바, 

등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수단을 신설하고, 부당한 특허권의 행사에 

기한 판매금지의 경우 오리지날 제약사가 제네릭 제약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오리지널 제약사를 위해서는 판매 

금지 조건을 정비하여 선택적으로 원하는 후발의약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판매품목허가의 경우 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된 심판청구도 최초 심판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하고, 실제 최초 심판을 

청구한 자로서 승소 심결을 받은 제약사만 우선판매권을 확보하도록 

하여 그 혜택 대상을 제한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9개월 내 심결 또는 

심판을 받아야하는 조건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제네릭 제약사와 바이오시밀러 제약사가 주를 이루는 국내 제약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신약의 연구 개발 및 기술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후발의약품 신청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신약의 특허에 도전하게 하고,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앞당겨, 환자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절감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약사법의 관련 조항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각 국가들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규정과 판례를 

참고하여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약사법에 반영하고, 본 제도를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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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영향으로 2007년 도입되고 2015년 3월부터 

발효된 국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6년이나 

지났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오리지널 의약품(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의존한 의약품의 품목허가절차에서 신약에 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단계를 둠으로써,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이용을 확대하면서도 신약에 관한 특허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 하에 도입되었다. 1  본 제도는 1984년 제정된 미국의 

「1984년 의약품 가격 경쟁 및 특허 기간 복원법」(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이하 ‘Hatch-

Waxman법’) 2에 의하여 최초로 제도화되었고, 우리나라에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도입되었다.  

미국에서는 화학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을 완전히 다르게 취급한다. 

의약품에는 화학 합성의 과정을 통하여 제조되는 화학의약품과 유전자 

재조합 또는 세포배양과 같은 생명공학기술에 기반하여 사람이나 다른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해설서」(2015. 7.), 15면. 
2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Pub. L. No. 98-

417, 98 Stat. 1585 (1984) (codified at 21 U.S.C. §§ 355, 360 (2000), 35 U.S.C. 

§§ 156, 271, 282 (2000)), amended by 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of 2003, Pub. L. No. 108-173, 117 Stat. 2066 (2003) 

(collectively, the “Hatch-Waxma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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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체에서 유래된 것(단백질 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바이오의약품 3 이 있다. 화학의약품 중 화학의약품 중 이미 허가된 

의약품(오리지널 의약품)과 제형, 안전성, 효능·효과, 용법·용량, 품질 

등을 동일하게 제조된 의약품을 제네릭(generic) 의약품이라고 한다. 4 

한편, 바이오의약품은 분자량이 크고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제조되는 바 세포주의 종류나 배양, 정제 등 

제조방법에 따라 미묘하게 변화할 수 있고, 동일한 조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기 어렵다. 오리지널 신약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본이 만들어질 수 없으므로, 이미 허가를 받은 품목과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으로서 바이오의약품의 제네릭 의약품을 

동등생물의약품 즉,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5 라고 한다. 

바이오시밀러의 개발은 화학의약품의 복제약인 제네릭을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또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6 만 거치면 되는 

제네릭과 달리, 임상시험7을 1상 내지 3상 중 2상만 제외하고 대규모로 

 
3  바이오의약품(Biologics/biological products)은 생물의약품이라 하며,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29호, 2021. 4. 5. 일부개정]

에 따르면, 생물의약품이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

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하며, 생물학적제

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네릭의약품 관련 용어 ” , (2021. 07. 15. 최종방문), 

<https://nedrug.mfds.go.kr/cntnts/7>. 
5 바이오시밀러(Biosimilar)는 동등생물의약품이라고 하며,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심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29호, 2021. 4. 5. 일부개정]에 따르면, 동

등생물의약품이란 이미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

적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생물의약품을 말한다. 
6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란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생체시험으로서 동일 주성

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체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을 

말한다(약사법 제2조 제17호). 
7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ㆍ약력(藥力)ㆍ약리ㆍ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제외

한다(약사법 제2조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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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개발이 어렵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1984년 제정된 미국의 Hatch-Waxman법은 화학의약품만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이후 2010년 「바이오의약품 

가격 경쟁 및 혁신법」(the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이하 ‘BPCIA’) 8 이라는 별도의 법 규정을 마련하여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바이오의약품의 가격을 낮춰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의 허가신청 및 판매허가 절차와 

관련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침해 절차를 결부시킴으로써 특허권자의 

지위 강화를 꾀하는 제도이다. 9  미국의 Hatch-Waxman법은 신약 

특허권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통해 신약의 연구 개발을 장려하면서, 

후발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에게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특허 만료 후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여 낮은 가격의 복제약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서로 대립되는 2가지의 목적을 추구하고자 

도입되었다. 그러나, 원래 취지와는 달리 특허권자 지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후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면서 그로 인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사회 후생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여러 차례의 개정이 시도되었다. 신약 개발을 주도하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경쟁자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고 

 
8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 7001(b), 124 Stat. at 804 (“It 

is the sense of the Senate that a biosimilars pathway balancing innovations and 

consumer interests [i.e., accessibility] should be established.”). 
9  박준석, “의약(醫藥)에 관한 특허법의 통합적 검토 - 유전자원(遺傳資源)의 문제를 

포함하여”, 저스티스 제128호, 한국법학원 (2012. 2.), 251면. 



 

 4 

기술 혁신보다는 경쟁방해에 의한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하여, 

경쟁자의 경쟁 의욕을 상실시키게 되면,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증가하고, 정부의 의료재정 부담도 함께 가중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 Hatch-Waxman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정 결과를 

고찰하고 우리법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제3자가 특허대상 물건의 생산, 판매 등의 실시행위를 하게 

되면, 특허권자는 제3자의 실시행위가 자기의 특허범위에 포함된다고 

특허 침해를 주장 10 하며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을 시작한다. 그러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있는 국가에서는 의약품의 판매 단계에 

이르기 훨씬 전인 의약품의 허가신청 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 판단이 

고려된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Hatch-Waxman법 하에서는 제네릭 

제약사가 허가신청을 하고 해당 사실을 오리지널 제약사에 통지하면 

오리지널 제약사는 후발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특허권자가 소를 제기하게 되면, 30개월 동안 허가가 

자동유예(automatic stay)된다. 반면, 미국의 BPCIA 법제 하에서는 

특허등재 규정은 없으나, 허가신청 시 소송 전에 양당사자가 특허를 

교환(Patent Dance)하는 절차를 두어 침해가 예상되는 특허 대상을 

사전에 확인하고 특허 소송 대상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였다.11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통해 한국에 의약품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항 및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을 고려할 때도, 미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국내 제약시장의 상황에 

 
10 특허법 제96조 제1항. 
11 42 U.S.C. § 26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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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국내에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위축되고 

불필요한 특허 소송 및 심판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2010년 

1월 27일 특허법 개정 전에 한국의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는 

이미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10년 특허법 개정 시에,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나 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이 위의 

‘연구 또는 시험’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12  본 개정 이후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연구 또는 시험의 범위에 대하여 다툰 판례는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한국에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기 

전 이미 본 제도와 관계없이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실시에 대해 

특허침해의 예외사유로 판단하고 있는 바, 본 제도의 도입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앞당기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효과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는 본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제네릭 의약품의 

보호보다는 신약 특허권자의 특허권 보호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약사법 제50-2조 이하에 도입된 한국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는 화학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에 구분 없이 적용된다. 상기 

법에 따른 운영제도 초기의 시행착오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12 특허법 [법률 제9985호, 2010. 1. 27. 일부개정] 제96조 제1항 제1호는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는 특허

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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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규정에는 화학의약품과는 달리 바이오의약품에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 및 실효성이 의심되는 조문들이 존재한다.  

우리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근간이 된 미국 Hatch-

Waxman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만, BPCIA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가 잘 되어 있지 않고, 해당 법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자료도 국내에는 많지 않다. 

구체적으로 BPCIA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Hatch-Waxman법과의 

차이가 정확히 어떠한 지, 특허 소송 및 심판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연구 및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미국의 화학의약품에 대한 Hatch-Waxman법과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법규인 BPCIA의 주요 규정을 비교, 분석하고, Hatch-Waxman 법 하의 

ANDA 소송과 BPCIA에 따른 소송 사례를 살펴 제약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는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함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한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특징을 살펴본 후 현재 국내 제도의 

한계를 검토하며 그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다양한 

이해 관계가 상충할 수밖에 없는 제약업계의 상황을 고려하고, 신약의 

개발 촉진과 함께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앞당겨, 환자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절감을 꾀할 수 있도록, 대형 글로벌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효용성과 형평성이 있는 제도가 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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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규정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외국법을 참고해서 비교법적 

방법론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우선 본 논문 제2장에서는 각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규정 

및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본 장에서는 외국 법제, 특히 본 제도가 처음 

도입된 미국의 법제를 살펴보고 해당 법제의 내용이 한국 제도에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해당 법제의 변화상이 이후 한국 법제의 변화상에 

어떤 교훈을 던져줄지 살펴보겠다. 선행 연구들은 2015년 국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Hatch-Waxman법과 

화학의약품에 대한 검토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바, 최근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현황 및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BPCIA 법제를 

정확하게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제약사들의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의 허가신청도 늘어나고 승인받은 제품들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국 법제 및 관련 판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제도의 보완 및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미국 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한 캐나다, 호주의 

제도를 살펴보고, 최근에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한 중국, 대만 등의 

규정 또한 살펴볼 것이다. 반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유럽, 일본의 경우,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검토한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그 

법제에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법적 방법론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제도를 살펴보고 각 국가에서의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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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개선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 법의 개정방안을 고민하는데 

상당한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배경을 개관하고, 

제도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관련 규정의 개정 시도를 

검토할 것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반영한 한국 약사법은 

화학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을 구분하지 않고 관련 조항을 적용하므로, 

그 특징과 적용상의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2015년 제도 도입 과정에 대한 분석이나 관련 해외법제의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후의 

정착 과정과 제도의 활용 상태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의 각국의 

특허소송과 손해배상소송 등 관련 소송을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의 

Hatch-Waxman법에 따른 소송, BPCIA 소송, 캐나다의 PM(NOC) 

소송, 호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다양한 소송 사례들을 검토한다. 

각 국가의 모든 소송을 검토하여 기재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어떤 사건을 

선택하여 어느 정도까지 기술할 것인지 고민될 수밖에 없으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된 국가에서 어떠한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소송이 진행되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각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해볼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어서 한국의 특허침해소송 및 관련 심판을 검토해보고, 마지막 

절에서는 본 제도 도입 전부터 많은 판례와 다툼이 있었던 역지급합의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의 소송과 규제를 살펴본 후, 국내 역지급합의 

문제의 경우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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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현행 

약사법 규정의 한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화학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상한인하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어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개정된 보험약가제도와 관련한 위임제네릭 이슈를 

살펴본다. 신약 개발 증진과 함께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여 

환자의 의약품 접근 기회를 늘리고 국가의 보험재정부담을 줄이려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취지가 잘 반영되고 현실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 상 판매금지 규정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규정의 한계를 

살펴보고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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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비교

법적 고찰 
 

 

제 1 절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 배경 

 
1. 제약 산업 현황의 검토 

 

제약 산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천문학적인 투자를 요구하고, 

대부분의 투자나 연구가 실패하여 리스크가 크며, 개발 기간도 매우 

길고,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 초기투자비용이 큰 산업(industry)이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금전이 필요하며 의약발명의 

경우 다른 산업분야의 발명보다 상용화되기까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13  

또한 제약산업은 경쟁 모습, 제조 문제, 연구 개발 비용, 진입 장벽 및 

수요탄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매우 독특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치료요법과 의약품은 비탄력적이다. 고전적인 

경제이론에서 제품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 사이의 균형점으로 간주되나, 

의약품의 경우 수요가 공급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유지된다.14  

특허법은 모든 산업 분야에 다 적용되지만, 제약산업에서의 특허법은 

다른 산업보다 더 신중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의약분야에서 

성공적인 신약의 경우 수십년에 걸치는 시장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 15 

 
13 박준석, 상게논문, 230면. 
14 Matthew J. Seamon, “Antitrust and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Lessons 

from Hatch-Waxman and an Early Evaluation of the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of 2009”, Nova Law Review, Vol 34. Iss. 3 (2010), p. 638. 
15 2012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인 애브비(AbbVie)의 자가면역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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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에 대한 특허권 강화로 의약발명 개발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향상을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대립하나, 미국에서는 

제약업계, 보다 정확하게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보다 강한 특허권의 

보호를 요구해왔다.  

세계의약품 시장은 2006년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7.8%를 

보였으며, 2011년부터 2016년에 약 4.2~4.7% 성장률을 보였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 동안은 3-6%의 연평균 

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이면 1조 5,000억 달러(USD)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16 

성장의 주요 동인은 4-7% 및 5-8%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는 미국과 

신흥 제약시장(pharmerging market)이 될 것이다. 미국 의약품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은 신약 흡수와 브랜드 가격을 포함한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주도되며, 특히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와 제네릭 의약품의 

증가에 의해 좌우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세계의약품 시장에서 

신약의 독점권 상실에 의한 영향은 1,210억 달러로 예상되며, 이 

영향의 80%인 950억 달러가 미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7%의 복합성장을 이루었으나, 비용 

억제 대책과 신약의 성장률 감소로 성장세가 1-4%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17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2019년에 미국 전체 의약품 인보이스 지출의 

 
치료제 휴미라(Humira)는 2020년 매출이 198.3억 달러(약 20조)에 이른다. 
16 IQVIA Institute, “The Global Use of Medicine in 2019 and outlook to 2023”, 

Forecasts and Areas to Watch, Institute Report (last visit on July 15, 2021) 

<https://www.iqvia.com/insights/the-iqvia-institute/reports/the-global-use-of-

medicine-in-2019-and-outlook-to-2023>. 
17 See id. 

https://www.iqvia.com/insights/the-iqvia-institute/reports/the-global-use-of-medicine-in-2019-and-outlook-to-2023
https://www.iqvia.com/insights/the-iqvia-institute/reports/the-global-use-of-medicine-in-2019-and-outlook-to-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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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를 차지하였고, 이는 2100억 달러에 해당된다. 18  바이오의약품은 

2014년 이후로 14.6%의 연평균 성장률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화학의약품의 연평균 성장률 1.4%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며, 

바이오시밀러와 오리지널 의약품은 2019년에 400억 달러를 

지출하였다.19 

전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소비자의 의료비 지출 및 정부의 

의료제도(보험) 시스템의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의료비 지출을 감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질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자가면역질환, 염증질환을 비롯한 면역 반응 질환과 종양 

치료제는 거의 바이오의약품만 존재하며, 바이오의약품은 매일 복용하는 

용량 가격을 비교할 때 화학의약품의 평균 20배의 가격으로 매우 

비싸다. 가장 비싼 단일 치료제 바이오의약품은 노바티스(Novartis)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졸겐스마(Zolgensma) 21 로서 미국에서 

판매가격이 212만 5000달러(약 25억원)에 이른다. 또한, 2012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인 애브비(AbbVie)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Humira)는 2020년 매출이 198.3억 달러이고, 2위인 

머크(Merck & Co., Inc.)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Keytruda)는 2020년 

 
18 IQVIA Institute, “A positive road ahead for biosimilars?”, Institute Research 

Brief (last visit on July 15, 2021) <https://www.iqvia.com/insights/the-iqvia-

institute/reports/a-positive-road-ahead-for-biosimilars>. 
19 See id. 
2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네릭 의약품 시장환경 분석을 통한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ISSUE & FOCUS on IP (2013), 5면. 
21  한국노바티스가 허가신청한 희귀질환약인 졸겐스마가 국내에서도 2021년 5월 28일 

허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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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143.8억 달러에 이른다. 22  바이오의약품의 가격이 매우 비싸 

환자가 부담할 부분이 크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 개발 필요성도 고려되었다. 면역학 및 종양학 분야에서의 

치료제로서 바이오시밀러의 새로운 진입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화학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의 비교 

 

가. 신약의 개발과정 

신약 개발은 치료가능성이 있는 질병의 원인을 이해하고 타겟을 

규명하여 선택한 후, 치료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거나 기존에 만들거나 수집된 분자 중에 선택하고 구조변경 등의 

최적화를 거쳐 신약후보물질(New drug candidate)을 선정하는 

발견단계와 사람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임상시험 23 을 

포함하는 개발단계로 나뉜다. 24  개발단계에서 실시되는 임상시험은 

임상시험신청 전에 후보물질 최적화를 위한 비임상 단계, 

신약허가신청전에 제1, 2, 3상의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제1상 임상시험은 소규모(약 20명에서 100명)의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 단계로서 의약품이 사람에게 안전한지 

 
22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Cancer Drug show big sales rise in 2020; 

AbbVie ’ s Humira again tops list ” , (last visit on Jul 15, 2021)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latest-news-

headlines/cancer-drugs-show-big-sales-rise-in-2020-abbvie-s-humira-

again-tops-list-63249898>. 
23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

당 약물의 약동(藥動)･약력(藥力)･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을 말한다(약사법 제2조 제15호). 
24 식품의약품안전처, “ 임상시험의 종류 ” , (2021. 07. 15. 최종방문), 

<https://nedrug.mfds.go.kr/cntnts/15>. 



 

 14 

여부를 파악하고, 실험적인 약물 또는 치료법의 부작용을 규명하고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투여량 등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다. 

제2상 임상시험은 실험적인 연구 약물 또는 치료법이 효과가 있는지, 

더 많은 안전성 관련 자료를 탐색하기 위해 다수의(약 100명에서 

300명)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후보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단계로, 약리효과의 확인, 적정용량(dose strength)과 

용법(투약방법, 투약주기)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제3상 임상시험은 대규모 환자(약 1,000명에서 5,000명)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으로, 후보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증하고 부작용을 

관찰하며,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정보 등을 비교하고, 후보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되어 허가될 수 있도록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significant data)를 수집하기 위해 시행되는 시험이다. 유효물질 

수준에서 약 5,000개에서 10,000개의 화합물이 연구개발의 

파이프라인으로 들어가지만 전임상 단계에서 약 250개의 연구를 거쳐 

결국 1개의 신약이 승인을 받게 되며, 통상적으로 신약개발 과정을 거쳐 

환자가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10년-15년의 

연구개발기간, 소요되는 비용은 800백만 달러에서 13억 달러($1.3 

billion)이상으로 추정된다.25 

마지막으로 임상시험이 다 끝나면 의약품으로 시판허가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의약품 허가신청시 제약회사가 안전성, 유효성, 품질에 

관한 입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5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 개발 및 허가과정 ” , (2021. 07. 15. 최종방문), 

<https://nedrug.mfds.go.kr/cntnt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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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해당 의약품에 대해 품목허가(시판허가)를 

하게 된다. 제4상 임상시험이라고도 부르는 ‘시판 후 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 PMS) 26 는 약이 시판 사용된 후 장기간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신약의 부작용 

빈도, 약물의 최적의 사용법, 이익, 위험성을 포함한 부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시판 후 진행되는 시험이다. 

 

나. 화학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의 차이 

의약품에는 화학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이 있다. 화학의약품은 

합성의약품이라고도 하는데, 화학물질을 바탕으로 합성의 과정을 통하여 

제조된다. 바이오의약품은 생물의약품이라고도 하며, 유전자 재조합 

또는 세포배양과 같은 생명공학기술에 기반하여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단백질 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의약품이다. 화학의약품은 분자 크기가 작은 분자화합물이나 단순한 

분자구조를 가지는 화학의약품으로서, 대표적인 예로 아스피린과 같은 

알약 제제를 들 수 있고 보통 경구를 통해 투여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바이오의약품은 고분자의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분자 크기 역시 

화학의약품보다 100-1,000 배 정도 거대한 큰 분자화합물이나 복잡한 

분자구조를 이루고 있다. 바이오의약품은 기존에 치료하지 못했던 

다양한 질환, 특히 자가면역질환과 같은 면역질환이나 암 치료를 

가능하게 하였고, 대표적으로 바이알(vial, 주사용 유리 용기)이나 주사 

 
26  시판 후 조사는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22호, 

2020. 12. 14. 일부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있는데, "시판 후 조사"란 품목

허가를 받은 자가 「약사법」 제32조 및 제42조제5항에 의한 재심사 대상 의약품의 안

전성·유효성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검토, 확인 또는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용성적조사, 특별조사, 시판 후 임상시험 등 재심사 기간 

중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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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으로 주로 주사를 통해 투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7 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은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제제를 포함하는데, 협의의 바이오의약품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생성된 의약품으로 한정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여기에는 인슐린, 

성장호르몬과 같은 호르몬제, 단일클론항체의약품, 퓨전 단백질 등이 

포함된다.28 

화학의약품 중 이미 허가된 의약품(오리지널 의약품)과 제형, 안전성, 

효능·효과, 용법·용량, 품질 등을 동일하게 제조된 의약품을 

제네릭(generic) 의약품이라고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제네릭 

의약품을 이미 시판중인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형, 안전성, 강도, 투여 

경로, 품질, 유효성 및 용도가 동일한 의약품으로 설명한다.29 

오리지널 화학의약품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면 이와 주성분, 제형, 함량, 

안전성, 유효성, 용도가 동일한 제네릭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화학의약품의 복제약의 경우, 유효 성분이 

동일하면 그 효과도 같기 때문에, 별도의 임상시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오리지널 신약이 동물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시험과 사람에 대한 

임상 제1, 2, 3상을 거쳐 허가 받는 것과는 달리, 제네릭 의약품은 

안전성, 유효성 검사 및 임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생체이용률을 비교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통과하면 허가 받게 된다.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은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체 

 
27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29호, 2021. 

4. 5. 일부개정]. 
28 이주연,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 항체의약품을 중심으로”, 병원약사회지(J. 

Kor. Soc. Health-Syst. Pharm.), 제30권 제1호 (2013), 1면. 
29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Overview & Basics”, (last visit on July 15, 

2021), <https://www.fda.gov/drugs/generic-drugs/overview-ba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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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시험의 하나로 주성분이 전신순환혈에 흡수되어 약효를 나타내는 

의약품에 대하여 동일투여경로의 두 제제가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이다. 30  약사법 

제27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에 한하여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도 약사가 대체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31  

한편, 바이오의약품은 분자량이 크고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제조되는 바 세포주의 종류나 배양, 정제 

등 제조방법에 따라 미묘하게 변화할 수 있다. 제네릭은 확립된 

제조과정 하에서 화합적으로 합성되므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주성분(활성 성분)을 가지는 의약품을 일괄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반면에,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복잡한 제조공정이나 구조적인 복잡성에 

기반한 고유의 가변성으로 인하여 특징짓기 어렵고,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제조되므로 동일한 조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제품의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동등성 입증이 

어렵다.  

 
30  식품의약품안전처, “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란 ” , (2021. 07. 15. 최종방문), 

<https://nedrug.mfds.go.kr/cntnts/8>. 
31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 ①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처방전을 발

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생체를 이용한 

시험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어서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험을 통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의약품을 포함한다)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품목은 제외한다. 

여기서 약사법 제27조는 대체조제의 허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한편, 독자적인 

신약개발보다는 제네릭 생산을 주로 하는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측

면에서 고려된 규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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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허가 받은 바이오의약품과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으로서 

바이오의약품의 복제 의약품을 동등생물의약품 즉, 

바이오시밀러(biosimilar)라고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바이오시밀러를 

오리지널 신약(대조약)과 매우 유사한 바이오의약품으로서, 임상적으로 

비활성적인 부분이 있지만, 안전성, 순도 및 유효성 측면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정의하며, 32  

유럽의약품청(EMA)은 바이오시밀러를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대조약)의 활성 물질을 포함하는 생물학적 의약품으로 

정의한다. 33  한국의 경우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34에 

따르면 동등생물의약품을 이미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생물의약품이라고 

정의하며, 특히 이미 승인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안전성 및 유효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고, 유사성이 확립될 것을 요구한다. 

바이오시밀러는 살아있는 세포의 생물학적 반응을 이용해서 

제조하므로, 화학의약품의 복제약인 제네릭을 개발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배양 조건, 정제방법에 따라 효능도 바뀌므로 제조 설비나 방법 개발 

측면에서도 훨씬 어렵고 힘든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만 거치면 되는 제네릭과 달리,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효능 

입증을 위하여, 임상시험도 제2상만 제외하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임상과 제1항 및 제3상으로 대규모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32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cientific Considerations in Demonstrating Biosimilarity to a Reference Product,” 

Biosimilarity (2015), p. 3. 
33 European Medicines Agency (EMA), “Guideline on similar biological medicinal 

products ” , 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CHMP), 

CHMP/437/04 Rev 1 (2014), p. 4. 
34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29호, 

2021. 4. 5. 일부개정] 제2조 제10호. 



 

 19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류마티스관절염, 건선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을 포함하는 면역학 시장이나 암과 같은 종양 치료의 경우 

거의 바이오의약품 치료제만이 존재하고, 해당 의약품들의 가격은 일반 

화학의약품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환자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및 출시는 

의미가 있다. 다만,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경우 제품 개발 비용 외에 

대규모 임상 비용이 추가되어, 제네릭 개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술력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화학의약품의 경우 오리지널 신약 제조사와 제네릭 

제조사가 대부분 분리되어 있는 반면, 블록버스터 자가면역질환치료제 

엔브렐(Enbrel, 주성분 에타너셉트(etanercept))의 판매사인 

암젠(Amgen)이나 Covid-19 백신 개발 및 판매의 선두두자 

화이자(Pfizer)와 같은 글로벌 제약회사들도 오리지널 신약뿐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들의 자체 개발 및 제조, 판매로 의약품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35. 

 

제 2 절 미국의 화학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35 암젠은 오리지널 제약사이면서 블록버스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암제비타(Amjevita),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칸진티(Kanjinti), 비소세포폐

암 또는 난소암 등에 대한 항암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엠바시(Mvasi),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아브졸라(Avsola),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리아브니

(Riavni) 등 5개의 바이오시밀러를 제조 개발하였고, 화이자도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트

라지메라(Trazimera),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자이라베브(Zirabev), 레미케이드 바이오

시밀러 인플렉트라(Inflectra),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룩시엔스(Ruxience), 필그라스팀 

바이오시밀러 니베스팀(Nivestim),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뉴라스타(Neulasta, 주성분 

pegfilgrastim) 바이오시밀러 나이베프리아(Nyvepria), 빈혈치료제 에포틴 알파 바이오

시밀러 리타크릿(Retacrit) 등 7개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여러 국가에서 허가신청하

거나 허가 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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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개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 등록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판매 허가 승인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권리부여 과정이다. 특허등록(Grant of patent)는 미국 특허상표청에 

제출한36 특허 출원이 특허성을 갖추고 있는지, 신규성, 진보성(비자명성) 

등의 특허 요건을 37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특허 등록을 허여하는 

과정으로, 38  등록된 특허는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권을 

확보하게 된다 39 . 등록된 특허는 특허권자에게 미국에서 생산, 사용, 

판매, 판매 제안이나 수입 등을 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게 되며, 40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은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자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의약품 판매 허가(marketing approval)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의약품 허가신청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여하는 

것으로,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약 

신청자는 임상시험계획승인(Investigational New Drug, IND)을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하여,41 시험약을 사람에게 투여할 수 있는 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국이 전임상 데이터와 임상 계획을 살펴보고 

임상시험계획승인 및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에 대해 평가하면, 임상 

시험이 3상에 걸쳐서 진행된다. 신약 신청자가 임상시험을 끝내고 

 
36 35 U.S.C. § 111. 
37 35 U.S.C. §§ 101, 102 & 103. 
38 35 U.S.C. § 151. 
39 35 U.S.C. § 154(a)(2). 
40 35 U.S.C. § 271(a). 
41 21 C.F.R. § 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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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신청(New Drug Application, NDA)을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하면, 42  식품의약국은 신약의 용도에 대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판단하고, 의약품의 이점이 위험성을 능가하는지 파악하며, 약품의 

패키지(포장)에 포함되는 라벨(label)이 적합한지와 그 내용을 검토하고, 

약품 제조에 사용된 방법과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위해 사용된 관리 

방법이 의약품의 정체성, 강도, 품질 및 순도를 보존하기에 적합한지를 

충분히 살펴서 판매 승인을 하게 된다.43  이렇게 성격과 기준이 완전히 

다른 영역의 두가지 권리부여 과정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시도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었다.  

1984년 9월, 미국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빠르게 하고 

의약품 특허기간을 회복하는 종합계획의 일부로 ‘의약품 가격 경쟁과 

특허 기간 복원 법’(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44 일명 본 법을 입안한 의원들의 이름을 딴 

Hatch-Waxman법이 도입되었다. 45
 특허 기간 회복에 대한 계획은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의 임기 때 시작되었고, 1978년 카터 

대통령은 산업 혁신에 대한 주요 국내 정책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여, 

의약품을 허가 받는데 필요한 검토 절차에 따라 소요된 특허 기간에 

 
42 21 C.F.R. § 314.50. 
43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New Drug Application (NDA)”, (last visit 

on July 15, 2021), <https://www.fda.gov/drugs/types-applications/new-drug-

application-nda>. 
44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Pub. L. No. 

98-417, 98 Stat. 1585 (1984) (codified at 21 U.S.C. §§ 355, 360 (cc) (2000), 35 

U.S.C. §§ 156, 271, 282 (2000)), amended by 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of 2003, Pub. L. No. 108-173, 117 Stat. 2066 

(2003) (collectively, the “Hatch-Waxman Act”). 
45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Guidance for industry: listed drugs, 30-

month stays, and approval of ANDAs and 505(b)(2) applications under Hatch-

Waxman, as amended by the Medicare Pre-scription Drugs,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of 2003”, Federal Register, Vol. 69, No. 213 (2004), pp. 64314-

6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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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복원하도록 권장하는 제안이 나오게 되었다.  이후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대통령의 상무협의회(Cabinet Council of Commerce 

and Trade)도 이 제안을 지지하였고, 이후 이 제안은 S. 255법안으로 

바뀌어 상원을 통과하였으나, 3분의 2 정족수를 달성하지 못하여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이어서 Henry A. Waxman 하원 의원과 Orrin 

Hatch 상원의원은 특허 기간 복원 법안을 특허 기간 복원 및 약가 경쟁 

법안으로 보완, 수정하였고, 결국 1984년 ‘의약품 가격 경쟁과 특허 

기간 복원 법’(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이하 ‘Hatch-Waxman법’)이 제정되었다. 

미국의 약사법에 해당하는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줄여서 

‘FDCA’) 46  은 1938년에 통과된 미국 내 의약품 허가를 위한 

기본법령으로서, 미국 식품의약국이 신약의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식품에 대한 기준을 발행하고, 제조사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 공중보건 시스템에 대해 다루고 있다. 47 

Hatch-Waxman법의 도입으로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과 

미국 특허법이 개정되었고,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의 

제505조에 추가된 조항들은, 21 U.S.C. § 355 이하 조항으로 

성문화되었다.  

의회는 Hatch-Waxman법을 제정함으로써 (1) 오리지널 제약회사가 

새로운 의약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하도록 

 
46 See generally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 1, 21 U.S.C. § 301 et 

seq.(2006). 
47 APEC 조화센터, “미국 의약품허가제도”, 인·허가 보고서 시리즈-4 (2016. 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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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하면서, (2)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출시를 가속화하여 해당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제공하게 하려는 상충되는 

두 가지 정책 목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다.48 

특히 Hatch-Waxman법은 두 개의 타이틀로 나뉘어 49 , 타이틀 I-

‘약식 신약 신청(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의 명시적인 

목적은 ‘1962년 이후 최초 승인된 선구적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 

승인 절차를 수립하여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 50 이고,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약식 신약 신청(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이하 ‘ANDA’) 절차를 수립하였다. 51  Hatch-

Waxman법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제네릭 의약품도 의약품 허가신청에 

대해서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규정된 신약 신청(New 

Drug Application, NDA) 절차의 적용을 받았다. 52 신약 

신청(NDA)절차에 따르면 신물질 의약품(New Chemical Entities, 

NCE)은 수년 간의 임상 시험을 거쳐 의약품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를 제출해야하고,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에도 신약과 

동일하게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했다. 제네릭 

제약사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약의 

물질특허가 만료된 후 임상실험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추가 시간이 

필요하였으므로 시장 진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Hatch-Waxman법은 제네릭 의약품 제약회사들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48 Hatch-Waxman Act, supra note 31, at 1585. 
49 House of Representatives,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98th Congress 2d Session, Rept. 98-857, Part. 1 (1984), at 16, 17. 
50 Id. at 14. 
51 Id. at 15. 
52 21 U.S.C. § 355(b)(1) (FDCA Section 505(b)(1)). 참고로 21 U.S.C.의 제9장에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A)’가 §§ 301 – 399i에 걸쳐 규정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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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을 참조할 수 있게 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들을 원용하여 

보다 간소화된 약식 신약 신청(ANDA)을 이용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신청 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53  그 결과 제네릭 제조사는 

더 이상 안전성 및 유효성 테스트를 위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임상 

시험을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ANDA 절차는 제네릭 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의학적 조건에서 사용하고, 특허받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활성 성분과 동일한 활성 성분으로 구성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제네릭 의약품 신청자는 제네릭 의약품이 기존 신약과 

생물학적동등성(bioequivalence)이 있다는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54  

신약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이라도 신약 특허권자가 제출한 자료를 

원용함으로써 제네릭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 신청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제네릭 의약품은 Hatch-Waxman법을 도입한 

1984년에는 처방의약품의 20% 미만이었으나, 2015년 기준으로 80%를 

차지하게 되었다.55 

한편, Hatch-Waxman법의 타이틀 II-‘특허 연장(Patent 

Extension)’은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 과정상 생성된 특허 기간에의 

왜곡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판 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특정 제품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지출의 증가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를 창출하려는 것’이다. 56  Hatch-Waxman법의 도입으로 후발 

제네릭 의약품의 신청 및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의약품 가격 인하를 

 
53 21 U.S.C. § 355(j). 
54 21 U.S.C. § 355(j)(2)(A)(iv). 
55  Benjamin P. Falit, Surya C. Singh, and Troyen A. Brennan, “ Biosimilar 

Competition in The United States: Statutory Incentives, Payers, and Pharmacy 

Benefit Managers”, Intellectual Property & Innovation, Health Affairs, 34:2, (Feb 

2015), p. 294. 
56 House of Representatives,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98th Congress 2d Session, Rept. 98-857, Part. 1 (1984), a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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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허가 기간에 소요된 기간만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보상해주고자 하였다. 57  또한, 공공정책상 

환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시장 가격으로 의약품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회는 타이틀 II의 두번째 섹션에는 특허가 만료된 직후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아래에서 설명할 “Safe-Harbor” 

조항을 제정하였다.58  

 

2. Hatch-Waxman법의 제정과 특허법의 개정 

 

가. 볼라 면제(Bolar exemption) 조항 (35 U.S.C. § 271(e)(1)) 

신설 

특허법상 오리지널 신약에 대해 특허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그 신약을 다른 제약회사가 제조해서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논리로써 

실험적 사용이므로 예외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고, 59  철학적 

취향 또는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단순한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특허 

명세서를 활용한 실험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으나, 60  Hatch-Waxman법이 도입되기 전, 미국 항소법원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특허 실시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였다. 61 

 
57 35 U.S.C. §§ 156(c), 156(g)(6) (2012). 
58 Id. 
59 Rochelle Dreyfuss, “Protecting the Public Domain of Science: Has the Time for 

an Experimental Use Defense Arrived?”, Arizona Law Review, Vol. 46:457 (2004), 

p. 458. 
60 Poppenhausen v. Falke, 19 F. Cas. 1048, 1049 (C.C.S.D. N.Y. 1861). 
61 정상조, 박성수, 「특허법 주해 I」, (박영사, 2020), 10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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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네릭 의약품이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신청에 필요한 안전성 

시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등 신약의 임상실험 등을 대상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실시하는 행위가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험적 사용 변호에 의해 면제되는지 여부는 수년 동안 다투진 법적 

쟁점이었다.62 

구체적으로 Roche Products, Inc. v. Bolar Pharmaceutical Co. 

사건(이하 ‘Bolar 사건’) 63 을 살펴보면, 볼라(Bolar)사가 

로슈(Roche)사의 달만(Dalmane) 수면제의 주성분인 플루라제팜 

하이드로클로라이드(flurazepam hcl)의 특허권 64 이 만료된 후에 바로 

해당 약의 제네릭을 판매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존속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외국에서 수입하였고,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신청에 필요한 안전성 

및 유효성 실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Roche사는 Bolar사를 상대로 연방지방법원 65 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Bolar사가 i) Roche사의 특허권 존속기간 내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며, ii) 해당 특허권 존속기간 중 Bolar사가 

이익을 얻은 바 없고, iii) 해당 특허를 이용한 생산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인 Roche사에 실질적으로 직접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66  이에 

 
62 Sonya. J. Bible, “Does the Experimental-Use Defense to Patent Infringement 

Still Exist”, Science and Technology Law Review, Vol. 13, No. 1 (2010), p. 18. 
63 Roche Products, Inc. v. Bolar Pharmaceutical Co., 733 F.2d 858 (Fed. Cir. 1984). 

Hatch-Waxman Act 도입 후 파기됨, see 21 U.S.C § 271(e)(1) (2006). 
64 미국 특허 번호 3,299,053. 
65 1983년 7월 28일에, Roche사가 미국 뉴저지지방법원(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New Jersey)에 Bolar사를 상대로 소제기를 하였고, 같은 해 9

월 2일 Roche사는 임시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를 받았으나, 같은 해 

9월 26일 Bolar사의 요청에 의해 사건은 뉴욕동부지방법원(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으로 넘겨졌다. 
66 Roche Products, Inc. v. Bolar Pharmaceuticals Co., 572 F. Supp. 255 (E.D.N.Y.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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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Roche사가 항소하였는데, 연방항소법원(CAFC)은 Bolar사의 

시험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특허 실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아 Roche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67 

구체적으로 연방항소법원은 Bolar사의 행위가 전적으로 영리를 위한 

목적이고 ‘재미를 위한 경우나 단순히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엄밀하게 철학적 의문만을 위한 것(for amusement, to satisfy idle 

curiosity, or for strictly philosophical inquiry)’이 아니기때문에 

특허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연방항소법원의 이 결정은 

특허권자가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시장 

독점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였다. 

Bolar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온 후 이를 뒤집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미국의회는 Bolar사가 의약품 허가신청에 필요한 안전성, 유효성 

실험 등을 실시한 행위는 특허 침해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내용을 기저에 깔고 Hatch-Waxman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Bolar exemption” 조항 또는 “Safe Harbor”라고 불리는 미국 

특허법 35 U.S.C. § 271(e)(1)조가 신설되었고, 앞의 항소심 판결은 

파기되었다. 

미국 특허법 35 U.S.C. § 271(e)(1)조 68는 ‘연방 식품, 의약품, 

 
67 Roche Products, Inc. v. Bolar Pharmaceutical Co., 733 F.2d 858, 221 USPQ 937 

(Fed. Cir. 1984). 
68 35 U.S.C. § 271(e)(1) 원문 

(1) “It shall not be an act of infringement to make, use, offer to sell, or sell 

within the United States of import into the United States a patented 

invention (other than a new animal drug or veterinary biological product (as 

those term are used in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and the 

Act of March 4, 1913) which is primarily manufactured using recombinant 

DNA, recombinant RNA, hybridoma technology, or other processes 

involving site specific genetic manipulation techniques) solely for 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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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재조합 DNA, 재조합 RNA, 

하이브리도마(hybridoma) 기술, 또는 다른 부위별 유전자 조작 기술을 

포함하는 기타 공정을 사용하여 주로 제조된 신규 동물 의약품 및 

동물용 생물학적 제품을 제외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의약품 또는 동물용 

생물학적 제품의 제조, 사용 또는 판매에 관한 연방법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생성 및 제출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사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 발명을 미국 내에서 제조, 사용, 판매 제안, 또는 

판매하거나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은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본 조항에 의하면 의약품의 판매 허가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관련된 

사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의 실시 행위는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되므로, 제네릭 제조사는 특허 존속기간 이내라도 승인된 신약의 

제네릭 제조를 하는데 필요한 의약품 판매 허가 목적의 특허발명 실시 

행위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후발의약품 

제조회사들은 신약의 특허권이 만료됨과 동시에 시장진입을 하기 위하여 

특허 만료전에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69  다만 본 조 제정 

후에도, 2002년 Madey v. Duke University 사건 70 에서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재미를 위한 경우나 단순히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엄밀하게 철학적 의문만을 위한 것(for amusement, to 

satisfy idle curiosity, or for strictly philosophical inquiry)’인 

경우에만 실험에 의한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판시한 바 

 
reasonab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submission of information under 

a Federal law which regulates the manufacture, use, or sale of drugs or 

veterinary biological products. 
69 Kate Y. Jung, “Hatch-Waxman’s Safe-Harbor Provision for Pharmaceutical 

Development: A Free Ride for Patent Infringers?”, J. Marshall Rev. of Intell. Prop. 
L. Vol. 13 (2014), p. 451. 
70 Madey v. Duke University, 307 F.3d 1351 (Fed. Ci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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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후 Safe Harbor 규정은 미국 법원에 의해 광범위하게 해석되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 절차와 관련된 정보 획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사용’인 경우 궁극적으로는 상업적 이익을 갖는 다양한 활동 등도 

면제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5년 Merck KGaA v. 

Integra Lifescience I, Ltd. 사건 71 에서 미국 특허법 35 U.S.C. § 

271(e)(1)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하는 어떠한 형태의 제출(전임상 포함)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모든 용도로 본 조의 용도를 확장 해석하며 

특허침해의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특정 

조건 하에서 (1) 궁극적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제출 대상이 아닌 약물에 

대한 실험 또는 (2) 궁극적으로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되지 않은 

실험에서 특허 화합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후발의약품 제조사들이 신약에 대한 특허권이 만료된 후에 바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제네릭에 대한 시판허가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특허법 35 U.S.C. § 271(e)(2)(A)72에는 ‘특허에서 청구하는(특허로 

보호받는) 의약품 또는 용도에 대해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제505(j)조에 따라 허가신청하는 것은 특허 침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제505(j)조에 

따른 제네릭 신청의 의약품 허가신청 자체는 특허 침해가 될 수 있다. 

 
71 Merck KGaA v. Integra Lifesciences I, Ltd., 545 U.S. 193 (2005). 
72 35 U.S.C. § 271(e)(2) 원문  

(2) It shall be an act of infringement to submit—  

(A)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505(j) of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or described in section 505(b)(2) of such Act for a drug 

claimed in a patent or the use of which is claimed in a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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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ar exemption 조항의 도입으로 의약품 허가신청에 필요한 

임상시험의 진행 등은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으나, 특허 

존속기간 중에 해당 물질에 대해 의약품 허가신청을 하는 것 자체는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될 수 있으므로, 허가심사를 받는 동안 특허 

침해소송을 통해 특허 무효 또는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 여부를 

다투게 되었다. 

 

나. 특허 기간 연장 조항 (35 U.S.C. § 156) 신설 

일반적으로 특허권 존속기간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73 Hatch-Waxman법은 ‘의약품 가격 경쟁과 특허 기간 복원 

법’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이라는 이름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신약 허가권자들이 의약품의 허가를 

위해 소요한 시간에 대해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최대 5년 내로 

연장시켜 손실 기간을 회복시켜주었다. 미국 특허법 35 U.S.C. § 156 

규정을 신설하며 제약 특허의 경우 허가에 필요한 임상 시험 중 소요된 

시간의 일부에 대하여 특허 기간의 연장을 제공한다. 

본 제도의 시행으로 제네릭 제조사가 허가부터 시판에 이르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제네릭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 역시 의약품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보다는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통해 다수의 제네릭 진입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여 이들 간의 경쟁에 의한 

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74 다만, 본 제도의 시행을 

 
73 35 U.S.C. § 154(a)(2). 
74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보고서, 2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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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신약 특허권자의 권리 보장이 확대되었으나, 특허권자들이 계속된 

소송 제기를 통해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등 

특허권 존속기간의 과도한 연장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서 1984년 도입된 이후 계속 법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3. Hatch-Waxman법의 주요 내용 

 

가. 특허 등재와 인증 절차 

새로운 의약품 판매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제3자가 해당 의약품을 

제조,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 특허가 침해된다고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특허들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75  해당 의약품이 시판 

승인되면 이 특허들은 의약품 목록인 오렌지북(Approved Drug 

Products with Therapeutic Equivalence Evaluation, 이하 

‘오렌지북’(Orange book))에 등재된다. 76  오렌지북에 등재된 

특허들은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신청 심사 단계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의 근거가 되므로, 신약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약품과 

관련이 있는 다수의 특허를 등재하려고 할 것이다. 제네릭 회사는 

허가신청 시 등재 특허들이 무효라거나 해당 특허들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통해 등재 특허들을 극복해야만 한다.  

신약에 관한 NDA 제출 후 또는 최종 승인된 후에 신약 관련 특허가 

등록된 경우, 신약 허가신청자는 30일 안에 당해 특허를 오렌지북에 

 
75 21 U.S.C. § 355 (b)(1)(G). 
76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발간하는 의약품에 대한 특허 정보책자로서 표지가 

오렌지색이어서 오렌지북이라고 불린다. 화학의약품에 대한 특허 목록을 기재한 

오렌지북에 대응하여,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퍼플북(purple book)이 존재하나 

오렌지북과는 달리 구체적인 특허정보를 담은 리스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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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해야 한다.77 2003년 제도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등재가능한 

특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고, 미국 식품의약국은 제출되는 특허 

정보에 대하여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실제 신약과 해당 특허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오렌지북에 등재하였다. 

오렌지북에 등재된 특허만이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오리지널 제약사는 해당 신약과 관련하여 가능한 많은 특허를 

오렌지북에 등재하고자 하였다. 후발의약품 개발자 또한 오렌지북에 

등재된 특허들 외 추가로 정보 탐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 

일견 유리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제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특허들의 

등재가 늘어나고, 잘못 등재된 특허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제네릭 

제약업체가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특허 목록의 

삭제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오리지널 제약사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품목허가신청한 신약과 관련 없는 특허들을 등재함으로써 의약품의 

허가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 결과 특허소송의 증가하게 되고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가 심각하게 

지연되는 문제가 생기면서, 2003년 제도 개정 시 오렌지북에 등재 

가능한 특허의 범위를 제한하게 되었다. 78  오렌지북에 등재 가능한 

특허는 성분특허(active ingredient patent), 조성물특허(composition 

patent), 제형특허(formulation patent), 용도특허(method of use 

patent)로 한정되었다. 

후발의약품의 허가신청자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약식 신약 

신청(ANDA)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21 U.S.C. § 355(j)(2)(A)(vii)에 

 
77 21 U.S.C. § 355 (c)(2). 
78  박실비아, “미국과 캐나다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약제학회지 제38권 

제3호 (2008), 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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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각 등재 특허와 관련하여 아래 4개 인증 (Paragraph I, II, III & IV 

certification) 중 하나에 해당함을 표시하고 인증(certification)하여 

약식 신약 신청(ANDA) 제출시 함께 제출해야한다.79 

 

i) 허가신청에 관련된 의약품 특허정보가 미제출된 경우, 즉 해당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정보가 오렌지북에 없는 경우 

(Paragraph I),  

ii)  해당 오리지널 의약품의 등재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Paragraph II),  

iii) 해당 오리지널 의약품의 등재 특허 존속기간 만료 후에 의약품을 

시판할 경우 (Paragraph III),  

iv) 해당 등재 특허가 무효라거나 허가신청하는 후발의약품의 제조, 

사용 또는 판매가 해당 등재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주장할 경우 

(Paragraph IV). 

 

구체적으로, Paragraph I 인증은 해당 제네릭과 관련된 특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 

정보가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된 적이 없는 경우이다. Paragraph II 

 
79 21 U.S.C. § 355(j)(2)(A)(vii) 원문 

(2) (A) An abbreviated application for a new drug shall contain  

(vii) a certification, in the opinion of the applicant and to the best of his 

knowledge, with respect to each patent which claims the listed drug referred 

to in clause (i) or which claims a use for such listed drug for which the 

applicant is seeking approval under this subsection and for which information 

is required to be filed under subsection (b) or (c) —  

(I)   that such patent information has not been filed,  

(II)   that such patent has expired,  

(III)   of the date on which such patent will expire, or  

(IV)   that such patent is invalid or will not be infringed by the manufacture, 

use, or sale of the new drug for which the application is sub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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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존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후 제네릭 

의약품 신청자가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이다. 후발의약품 신청자가 

Paragraph I 또는 II 인증을 한 경우에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심사를 

거친 후, 신청서에 이상이 없으면 즉시 ANDA 허가를 받을 수 있고, 

2명 이상의 제네릭 제조자가 동시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Paragraph 

III 인증은 해당 제네릭 의약품이 그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는 속하지만,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제네릭 의약품을 시판하겠다고 

인증하는 절차로, 미국 식품의약국은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어야 

ANDA 허가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Paragraph IV 인증의 경우 모든 등재 특허들의 

존속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으나 특허 만료 전에 허가를 받아 

시장진입을 하려고 할 때 선택하며, 제네릭 신청자는 해당 제네릭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등록된 특허가 무효라고 적시한 

인증서(확인서)를 ANDA 제출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다.80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가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거나,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Paragraph IV 인증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바로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Paragraph I 내지 II의 경우 

허가신청 접수 후 바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나, 제네릭 신청자가 

Paragraph IV 인증으로 미국 식품의약국에 ANDA 신청을 한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은 해당 허가신청이 접수(acceptance)되었다는 사실을 

제네릭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제네릭 제약사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각 특허권자와 오리지널 의약품 

 
80 21 U.S.C. § 355(j)(2)(A)(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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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허가권자)에 Paragraph IV 인증을 통지하여야 한다. 81  이러한 

통지를 받은 특허권자는 45일 내에 ANDA 신청사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미국 식품의약국은 제품 

허가와 관련하여 특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심사를 완료한 후 허가를 

내준다. 82  특허권자가 45일 이내에 후발의약품 신청자를 상대로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미국 식품의약국은 ANDA 승인을 30개월 동안 

보류해야 한다.83 

 

나. 30개월 심사 자동 정지  

특허권자가 45일 이내에 후발의약품 신청자를 상대로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미국 식품의약국은 후발의약품의 허가신청 심사를 30개월 

동안 보류(30-month stay 또는 automatic stay)해야 한다.84 30개월은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ANDA 신청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30개월 이전이라도 i) 특허가 만료되거나, ii) 특허 소송에서 

특허가 무효라거나 특허를 침해하지 않다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경우, iii) 

법원의 합의명령(settlement order) 또는 법원이 특허가 무효라거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서명하는 동의판결(consent 

decree)을 내리는 경우, iv) 법원이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한 

후에 항소심에서 결정이 번복된 경우, 항소법원에서 특허가 무효 또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 합의명령 또는 특허가 무효라거나 

 
81 21 U.S.C. § 355(j)(2)(B)(ii)(I), § 355(j)(2)(B)(iii). 
82 21 U.S.C. § 355(j)(5)(B)(iii). 
83 21 U.S.C. § 355(j)(5)(B)(iii). 
84 21 U.S.C. § 355(j)(5)(B)(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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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서명하는 동의 판결을 하는 경우, v) 

법원이 특허의 무효 또는 침해 여부를 판결할 때까지, 후발의약품 

신청자가 상업적 제조자 또는 의약품 판매자와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결정을 내리고, 그 후 법원이 해당 

특허가 무효이거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 또는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30개월 전에도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이 내려질 

수 있다.85  

30개월은 통상적으로 Paragraph IV에 따른 ANDA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때, 미국 식품의약국이 신약 허가신청을 리뷰하고 승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Paragraph IV에 따른 침해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구체적으로 허가신청자가 허가신청을 한 날로부터 평균 25개월 

1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86  한편, 침해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1심은 

평균 25개월 13일, 항소심 결정까지는 37개월 20일 정도가 소요된다.87 

즉, 일반적으로 Paragraph IV에 따른 ANDA 특허침해소송은 30개월 

내에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한 법원이 

미국 식품의약국에 대해 법규정으로 정한 30개월은 경과하였지만 

판결까지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를 금지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제네릭 제약사로부터 ANDA 

통지를 받은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심사 자동 정지 규정을 악용해서, 

늦게 등록된 특허들에 기한 복수의 30개월 자동정지 중복 적용을 통해 

자동 정지 효과를 연장시키는 경우도 발생하였다.88 이러한 폐단을 막기 

 
85 21 U.S.C. § 355(j)(5)(B)(iii)(I), (II) & (III). 
86 Federal Trade Commission, “Generic Drug Entry Prior to Patent Expiration: An 
FTC Study”, Federal Trade Commission (Jul 2002) [hereinafter “FTC 2002 

Study”] at iii. 
87 Id. 
88  Hemphill, C. Scott, Lemley, Mark A, “Earning Exclusivity: Generic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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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2003년, 30개월간의 심사 자동 

정지가 1회만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다. 180일 판매 독점권  

최초로 Paragraph IV 인증의 주장을 성공시키고 시판 허가를 받은 

제네릭 제약사(퍼스트 제네릭)(first generic 또는 first filer)에게는 

당해 의약품에 대해 180일 판매 독점권(180-day Exclusivity)이 

부여된다. 89  180일 판매 독점권은 다른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허가 

부여를 180일 동안 중지시킴으로써 후속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봉쇄하고 최초 제네릭 의약품에게 시장을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혜택이다.90  

제네릭 신청자가 미국 식품의약국에 Paragraph IV 인증 방식으로 

허가신청을 하였고, 특허권자에게 해당 신청을 통지하였으나, (1) 45일 

이내에 특허권자가 제네릭 신청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미국 

식품의약국은 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최초로 ANDA 허가를 받은 

제네릭 제약사는 180일 간의 제네릭 독점판매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2) 특허권자가 미국 식품의약국 통지를 받고 45일 이내에 제네릭 

제약사에 대해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최대 30개월간 제네릭의 

허가가 자동 정지되고, 30개월이 지나면 미국 식품의약국은 ANDA 신청 

서류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경우 해당 제네릭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네릭 제약사는 180일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30개월의 

 
Incentives and the Hatch-Waxman Act.”, Antitrust Law Journal, Vol. 77 Issue 3 

(Sep 2011), p. 959. 
89 21 U.S.C. § 355(j)(5)(B)(iv). 
90 See FTC 2002 Study, supra note 19, a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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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기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최초의 제네릭 신청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180일의 독점권이 부여된다. 다만, 상기 30개월 계류 

기간 중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네릭 신청자 중 허가를 

받은 자는 누구나 시장을 진입할 수 있게 되고, 어느 누구도 180일의 

독점권은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특허권자가 승소한 경우에도 

해당 특허의 만료일까지 제네릭 신청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신청자 

모두 180일 독점권은 확보할 수 없게 된다. 

180일 독점 기간의 기산점은 첫 번째 Paragraph IV 인증 신청자가 

해당 후발의약품의 상업적 판매를 시작한 날 또는 등재 특허가 

무효이거나 해당 등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다. 91  180일 독점 기간 내에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동일 

의약품에 대해 신청한 다른 ANDA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없고, 92 

따라서 다른 제네릭 제약사들은 그 독점권을 부여받은 제네릭 의약품과 

경쟁할 수 없다. 제네릭 제약사의 잠재적 이익의 대부분은 이 180일의 

독점 판매 기간에서 실현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퍼스트 제네릭은 오리지널 제약사와 해당 약품 시장을 과점하면서 

제네릭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독점권은 후발의약품 

개발자로 하여금 특허 소송 비용 및 개발 위험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후발 제품의 개발을 서두르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퍼스트 제네릭이 i)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5일, ii) 침해소송에서 특허가 무효가 되거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승소한 날, 또는 소송이 합의에 이른 날로부터 75일 동안 

 
91 21 U.S.C. § 355(j)(5)(B)(ⅳ). 
92 21 U.S.C. § 355(j)(5)(B)(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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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iii) ANDA 신청인이 허가신청을 

취하하거나, iv) 미국 식품의약국이 ANDA 의약품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v) 최초 ANDA 신청 후 30개월 내에 

의약품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또는 vi) 180일 독점 기간 내에 

모든 등재 특허가 만료된 경우에는 180일 판매 독점권의 효력이 

상실된다.93 

 

라.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과 많은 자본의 투자가 필요

하므로, 신약의 시판허가를 위해 제출하는 임상시험 자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업체들이 스스로 원용하지 못하도록 배타적인 지위를 인

정하여 후발 제네릭 개발사의 부당한 무임승차를 방지하려는 것이 ‘자

료독점권(data exclusivity)’94 제도의 취지이다.95 Hatch-Waxman법

에서는 신규 물질 개체(New Molecular Entities, NMEs)에 대한 자료독

점권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96  즉 신약이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그 신약을 대조약으로 하는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없

고, 제네릭 제조사는 5년이 지나서야 신약개발자가 제출한 임상자료를 

원용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고, 제네릭이 신약과 마찬가지로 인

체에 적용가능하다는 생물학적동등성(bioequivalence)을 보이며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Paragraph IV 인증에 의해 특허 무효 또는 

 
93 21 U.S.C. § 355(j)(5)(D)(i)(I). 
94 ‘Data exclusivity’의 해석과 관련하여 자료독점권의 법적성격에 따라 의견이 나눠

지며, ‘독점권’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로 ‘배타권’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으나, 편

의상 한국에서 더 흔하게 사용하는 ‘자료독점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95 박준석, “의약허가와 관련된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의 고찰 – TPP 협정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통상법률 126 (2015. 12.), 14면. 
96 35 U.S.C. § 355(c)(3)(E)(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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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허가신청 하는 경우에는 신약의 허가

시점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는 신약 개발자가 제출한 자료를 원용

하여 허가신청할 수 있다.97 추가로, Paragraph IV 인증으로 허가신청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침해소송을 당할 확률이 높으므로, 그런 위

험을 감수하고 인증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로 승

소한 제네릭 사는 180일 독점판매권도 부여받게 되다.98 

자료독점권이 자료 내용 자체에 대해 적극적인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

이라는 의견과99 타인의 침해에 대한 소극적인 보호만을 규정하는 것이

므로 부당한 원용행위만을 배재할 수 있는 권리로 파악하는 견해 100로 

나뉘어 그 본질에 관한 다툼이 존재한다. 자료독점권이 특허권과 같이 

독점권을 행사하여 실시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고, 저작자의 아이디어의 

창작적 표현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해당 지적재산권과 달리 적극적으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만약 적극적인 독점권

이라면 해당 권리만을 독립된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고, 다

른 목적의 자료 활용까지 모두 규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복제

약 개발을 위한 원용에서만 문제가 될 뿐이므로, 자료독점권의 성격은 

다른 업체로 하여금 해당 자료를 원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극적인 보호

에 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101  

Hatch-Waxman법에서는 신규 물질 개체(New Chemical Entity, 

NCE)에 대한 자료독점권을 5년 보장하고.102 NCE가 승인받으면 그 때

 
97 21 U.S.C. § 355(j)(5)(F)(ii). 
98 21 U.S.C. § 355(j)(5)(B)(iv). 
99  자료독점권을 독점권으로 이해하는 듯한 입장으로는 김호철･안덕근, “한미자유무역

협정 의약품 지재권 협상결과 관련 법적 쟁점 분석”, ｢서울대 법학｣ 제50권 제2호, 서

울대 법학연구소 (2009. 6.), 632-633면 참조. 
100 박준석, 상게논문, 14면 참조. 
101 박준석, 상게논문, 19면. 
102 21 U.S.C. § 355(j)(5)(F)(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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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5년 동안 자료의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추가로 이미 시판이 허

가된 신약 물질에 대해 새로운 임상연구 시험을 필요로 하는 보충제에 

대해서도 3년의 자료독점권103을 규정하고 있다. 

 

4. 2003년 개정: 메디케어 처방 의약품, 개선 및 

현대화법(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of 2003)의 도입 

 

가. Hatch-Waxman법의 개정 배경 

미국에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약 19년이 

경과하면서 초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나타났다. 우선 

특허권자는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서 제한없이 오렌지북에 특허들을 

등재할 수 있었고, 등재된 특허들에 대해서 특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Hatch-Waxman법에는 오렌지북 등재 특허들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고, 미국 식품의약국 역시 

등재 특허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했다. 게다가 

신약 개발자가 등재된 물질 특허 만료 전에 동일 의약품에 대해서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흠결된 특허들을 추가로 등재하거나, 특허 소송 

중에 추가 특허들을 등재하여 실제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30개월의 

허가 지연을 반복하게 하여 후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계속 

차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취약점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특허 

소송의 남발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수년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103 21 U.S.C. § 355(j)(5)(F)(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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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180일 판매 독점권의 경우, 퍼스트 제네릭 회사에 특허 

소송 준비 및 제품 개발에 소요된 투자 비용에 대한 보상 또는 이에 

대한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지만,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악용되기도 하였다. 오리지널 제약사는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면 자사 

매출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므로,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싶을 것이고, 제네릭 제약사는 독점 판매 기간 동안의 판매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제품의 출시를 늦추고 그 

이익을 누린 후에 출시하고자 할 수 있었다. 즉,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 사이에 이러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미루는 ‘역지급합의(reverse payment settlement)’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역지급합의는 제네릭 제약사가 오리지널 

제약사로부터 독점 판매 기간동안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더 나은 

대가를 제공받고,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하지 않도록 하거나 다른 제네릭 

제약사의 제품 판매를 돕지 않게 하는 합의이다. 제네릭 제약사와 

오리지널 제약사 사이의 역지급합의를 통해 특허의 무효가 확실한 

경우에도 특허 소송을 종료하면서, 제네릭 의약품을 시장에 출시하지 

않고 시판을 지연하는 경우들도 발생하였다. 역지급합의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2003년, Hatch-Waxman법을 개정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은 

최종 규칙(Final rule)을 공표하였고, 의회는 ‘메디케어 처방 의약품, 

개선 및 현대화법(the 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of 2003, 이하 ‘MMA’)104을 통과시켰다.105  

 
104 Pub. L. No. 108-173, 117 Stat. 2066 (2003) (codified as amended in scattered 

sections of 21 and 42 U.S.C.). 
105 Colleen Kelly, The Balance Between Innovation and Competition: The H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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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3년 미국 식품의약국의 최종 규칙 

1) 2003년 미국 식품의약국의 최종 규칙의 발표 

미국 식품의약국은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FDCA)’에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연방규정코드(Code of Federal Regulations, C. F. 

R.)의 타이틀 21에 FDCA의 제505조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한다. 106 

참고로, 타이틀 21의 파트 314에는 신약의 판매에 대한 신청과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특허 등재와 30개월 자동 정지 규정 논란에 대하여 2003년 6월 

18일 최종 규칙107을 발표하였다. 이 규칙은 Hatch-Waxman법 체계에 

중요한 두 가지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첫째, 특허 제출 및 등재 

요건을 확정하여 혼란을 줄이고,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둘째, 제네릭 의약품의 승인 및 시장 진입을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하여 ANDA 신청에 대해 30개월 자동 정지의 복수 적용을 제한하고, 

30개월의 자동 정지는 1회만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108 

30개월 자동 정지 관련 사항은 MMA로 대체되었으나, 등재 특허 제출 

요건에 대한 최종 규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2) 오렌지북 등재 특허의 제한 

2003년 특허권자의 불필요한 특허 등록을 막기 위하여, 우선 

오렌지북에 등재하는 특허들을 물질특허, 제형·조성물특허, 용도특허로 

 
Waxman Act, the 2003 Amendments, and Beyond, (Harvard Law School, 2011), p. 

29. 
106 Pub. L. No. 108-173, 117 Stat. 2066 (2003) (codified as amended in scattered 

sections of 21. 
107 68 Fed. Reg. 36676 (June 18, 2003) (codified at 21 C.F.R. § 314.53(b)(1)). 
108 Id. at 3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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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하였고, 그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109  각각의 특허들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i) 물질(성분)특허(drug substance (active ingredient) patents)는 

허가 승인되거나 허가신청중인 의약품의 주성분(active ingredient)과 

동일한 성분에 대한 특허이다. 의약품이 다형(polymorph)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허가 승인되거나 허가신청중인 의약품의 주성분과 동일한 

주성분이고, 다형을 포함하는 의약품이 허가 받은 신약과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을 입증하는 시험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다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의 다형에 대한 종합적 보고(물리화학적 특성, 

안전성, 합성 및 정제방법, 제조 및 패키징 과정에서의 제법, 다형체의 

강도, 품질, 순도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분석방법, 다형체를 포함하는 

의약품에 대한 배치기록 및 cGMP 요건하에서 제조되었다는 기록, 신약 

허가 받은 의약품과 다형체를 함유하는 의약품 간의 생물학적동등성 

자료, 다형체를 함유하는 의약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의 목록, 각 

시험 배치와 신약 제품의 12개 투여 단위(dosage unit)에 대한 

비교용출시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110  

 

ii) 제형·조성물특허(drug product (formulation and composition) 

patents)의 경우, 허가 승인되거나 허가신청중인 의약품에 대한 

특허여야 한다. 

 

iii) 용도특허 (method-of-use patents)의 경우 해당 의약품의 

 
109 21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 314.53 (b). 
110 21 CFR § 314.53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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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적응증(indication) 또는 기타 사용 조건에 대한 특허여야 한다.  

 

iv) 공정특허(process patents), 패키지 특허(patents claiming 

packaging), 대사물질 특허(patents claiming metabolites), 및 중간체 

특허(patents claiming intermediates)는 등재될 수 없다. 

 

오렌지북에 등재된 특허들은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신청 심사 

단계’에서 후발의약품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의 근거가 되며, 

등재특허들을 기반으로 후발 의약품에 대해 침해소송이 제기되면 

30개월 심사를 자동 정지하게 되는 기준이 된다. 등재되지 않은 

특허들은 후발의약품의 허가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특허권자는 해당 

특허들을 기반으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고, 후에 별도의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신약에 대한 특허 보호범위자체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등재 목록 또한 신약의 허가신청자가 

오렌지북에 등재할 특허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및 제출서류의 

표시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하여, 111  등재 적합성에 대해서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메디케어 처방 의약품 개선 및 현대화법의 주요 내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분별한 특허 침해 소송이 남발되어 

특허권의 독점 기간을 연장하고 제네릭의 시판을 지연시키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3년 MMA가 제정 112 되며 1984년의 Hatch-

Waxman법이 개정되었다. 부제 A는 30개월 자동 정지 규정과 180일 

 
111 21 CFR § 314.53 (a). 
112 21 U.S.C. § 355 이하 조항으로 성문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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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독점권에 관한 개정을 포함하고, 부제 B는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특정 협약에 대한 FTC와 법무부의 리뷰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13  아래에서는 기존 Hatch-Waxman법에 대해 중요한 개정 

사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1) 30개월 심사 자동 정지에 대한 개정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는 한가지 의약품에 대해 여러 특허를 

등재해왔는데, 보통 신규 물질 개체(New Molecule Entities, NME)에 

대해 물질특허를 등록한 후, 물질특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의약품에 대한 다른 제법, 용도나 제형 개발과 관련된 후속 특허, 주로 

염화학물, 수화물, 다형, 광학이성질체, 제형 및 약물동력학적 데이터 

등에 관한 후속특허들을 지속적으로 출원하는 전략을 취해왔다.114 또한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는 제네릭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하나의 의약품에 걸려있는 여러 특허들 모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30개월 자동 정지’ 규정이 여러 번 발의되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일례로 다국적 제약기업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 

GSK)사의 블록버스터 항우울제 팍실(Paxil, 성분명 파록세틴 

하이드로클라이드(paroxetine hydrochloride)) 115 의 경우, 

 
113  108th Congress (2003-2004), “ H.R. 1, 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of 2003”,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last visit on Jul 16, 2021), <https://www.congress.gov/bill/108th-congress/house-

bill/1/text>. 
114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보고서, (2017), 236면. 
115 Competition & Markets Authority, “Decision of the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Paroxetine- Case CE-9531/11”, Open Government License (Feb 2016),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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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유효성분) 특허 116  만료를 앞두고 캐나다 제네릭 제약회사인 

아포텍스(Apotex)사가 팍실의 유효성분으로 미국에 제네릭 의약품 

약식허가를 1998년 3월에 신청하였다. GSK사는 Apotex사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2000년 11월까지 30개월의 자동 정지기간 즉, 

허가 유예를 얻어낸 후, 추가로 9개의 특허를 오렌지북에 등재하여 

5번의 자동 유예를 확보하였고 결국 총 65개월 동안 제네릭의 진입을 

막았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오리지널 제조사가 후속 특허들을 등재하여 

제네릭의 허가를 지연시키는 사례들이 늘어나자, 2003년 6월 12일, 

미국 식품의약국은 30개월 자동 정지는 하나의 ANDA 신청에 대해서 

1회만 가능하도록 MMA에 규정하였다. 117  계속적인 특허 등재로 

수차례의 특허 소송이 가능했던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 후발의약품 

신청자는 해당 허가신청 전까지 오렌지북에 등재되어 있던 특허들에 

대해서만 소명하면 되도록 하였고, 특허권자는 추가로 등재되는 

특허들에 대해서는 추가 특허소송을 통해서 허가 지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2) 180일 판매 독점권에 대한 개정 

180일 판매 독점권의 부여 목적과는 달리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 간의 합의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저지하며 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자, 2003년에 180일 독점권은 최초의 제네릭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16 미국 특허 번호 4,721,723. 
117 21 U.S.C. § 355(c)(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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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raph IV 인증으로 ANDA 신청 시 요건을 충분히 완벽하게 

갖추어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의 신청자에게 180일 독점권이 

부여된다. 다만, 동일자에 2인 이상이 ANDA 신청을 한 경우에는 모든 

신청자가 180일 판매 독점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118  

2017년 1월 간행된 미국 식품의약국의 “Guidance for Industry: 

180-Day Exclusivity: Questions and Answers”119는 제네릭 독점권 

대상 요건 및 자격 유지, 독점권 발생 및 범위, 독점권의 효력 소멸 

등의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고 있다. 이 guidance에 따르면, Paragraph 

IV 인증으로 상당히 완전한(substantially complete) 품목허가신청서를 

최초로 첫번째 날(on the first day) 제출한 자에게 최초 신청자(first 

applicant)라는 자격과 함께 180일 판매 독점권을 부여한다.  

1984년 법에는 180일 판매 독점권의 기산이 30개월의 의무 정지 

기간이 종료되면서 바로 개시되었으므로, 30개월 내에 특허 소송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네릭의 판매가 쉽지 않아 최초 제네릭 

의약품임에도 독점 판매기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었다. 2003년 MMA에서는, 180일 독점권의 기산점을 30개월의 의무 

정지 기간의 종료일에서 허가 받은 최초 제네릭 의약품의 최초 출시일로 

개정하였다. 둘 이상의 신청자가 180일 독점권을 누리는 경우 그 중 

먼저 제품을 출시하면 그 때로부터 독점 기간이 부여되게 되었다. 120 

최초 허가신청인이 아닌 자가 최초 허가신청인보다 먼저 허가를 받은 

경우 최초 허가신청인이 아닌 자의 시장 진입은 지연되었으나, 이를 

 
118 21 U.S.C. § 355(j)(5)(B)(iv)(I). 
119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Guidance for Industry 180-Day Exclusivity: Questions and Answers”,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 (Jan 

2017). 
120 21 U.S.C. § 355(j)(5)(B)(i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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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기 위해 최초 허가신청인이 아닌 자가 최초 허가신청인보다 먼저 

허가를 받은 경우 잠정적 허가(tentative approval)를 발행하고, 잠정적 

허가일부터 180일간 시장 독점이 시작되었다.121 

 

3) 합의 보고 

2003년 MMA는 특허권자와 후발의약품 신청자 간 또는 다른 제네릭 

의약품 허가신청자들과의 특정 유형의 합의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122  의약품의 

생산, 판매, 마케팅 또는 180일 판매 독점권과 관련하여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간 특정 계약을 체결하면 10일 이내에 FTC와 

법무부에 제출해야한다. 특허권자와 후발의약품 신청자 사이의 합의 중 

상당 부분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합의일 수 

있으므로, 반경쟁적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현금거래나 회사들 간의 담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4) 이의신청 조치 도입 

1984년 법에는 오렌지북 등재 특허들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고, 미국 식품의약국은 특허권자가 등재한 특허가 

등재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은 

오렌지북에서 등재 특허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므로, 등재 

대상이 아니거나 허가 받은 의약품과 관련이 없는 등재 특허가 있을 

 
121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upra, at 13. 
122 21 U.S.C. § 355(j)(5)(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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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Paragraph IV 인증을 하며 ANDA 신청을 한 

신청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경우, ANDA 신청인은 Orange 

Book에 등재된 특허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123  이러한 반소는 

등재된 특허가 NDA가 승인된 오리지널 약물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003년 개정 전에는 연방항소법원이 이러한 

삭제청구권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재 특허의 삭제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2003년 개정을 통해 제네릭 제약사의 부적격특허에 

대한 삭제 청구권이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반소를 통한 

항변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MMA는 그러한 소송에 대해 금전적 

손해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124 부적격 특허의 등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하겠다. 

이와 함께,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후발의약품신청인의 ANDA 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고 4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로 45일이 지난 경우, 후발의약품 신청인은 

해당 특허의 무효에 대한 확인판결(declaratory judgement)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125  45일동안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특허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후발의약품은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후 시판 중에도 특허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발의약품 신청인은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가 무효이거나, 

후발의약품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신고할 필요성이 있기 

 
123 21 U.S.C. § 355(j)(5)(C)(ii). 
124 21 U.S.C. § 355(c)(3)(D)(ii). 
125 21 U.S.C. § 355(c)(3)(D)(i)(I)(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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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었다. 

 

5. 2006년 미국 식품의약국의 최종 규칙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제네릭 의약품의 승인 지연을 줄이고, 

오리지널 제약사 및 제네릭 제조사 모두에게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2016 년 12 월 5 일 미국 식품의약국은 신약 승인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126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DCA)은 미국법(U.S.C.) 

타이틀 21의 제355조에 수정된 바와 같이, Hatch-Waxman법 및 

2003년 메디케어 처방 의약품 개선 및 현대화법(MMA)이 제정되자 

해당 내용을 포함하며 개정되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에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연방규정코드(Code of 

Federal Regulations, C. F. R.)의 타이틀 21에 FDCA의 제505조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는데, 2016년 10월 6일 MMA의 일부를 구현하고, 

FDCA의 준수 및 효율적인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파트 314 및 320 

규정을 수정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하였다.127 

 개정된 규정은 필요한 특허 정보 제출에 예외를 두고 있는데, 

등재신청자가 물질(drug substance)을 청구하는 특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고, 그 정보가 등재기준에 적합한 경우, 의약품(drug product)를 

청구하는 특허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등재 

 
126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s and 

505(b)(2) Applications, 81 Fed. Reg. 69,580 (Oct. 6, 2016) (to be codified at 21 

C.F.R. pts. 314, 320) (Final Rule). 
127 Li Feng, Ph.D., et al., “FDA Amends Regulations for 505(b)(2) Applications and 

ANDAs—Part I”, Intellectual Property & Technology Law Journal, (Sep 2017),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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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등재된 특허에 하나 이상의 변경사항에 대해 보완을 제출하면, 

특허 정보 제출 요구 사항이 적용된다.128 

MMA의 일부 개정이 추가로 이루어졌다. 2016년 12월 5일에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우선 의약품 품목 허가 시 제출하는 특허목록에 등재될 수 

있는 특허가 ‘허가 받은 또는 계류중인 특허’에서 ‘허가 받은 

특허’로 축소되었고, 다만 허가 받은 이후에 등록된 특허는 등록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정보를 제출하면 등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제네릭 의약품 허가신청자가 오렌지북에 등재된 특허 정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129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제네릭 의약품 부서(Office of Generic Drug)에서 

허가신청자에게 특허 정보의 확인을 요청하게 되고, 신청인은 30일 

동안 이와 관련된 이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해야 한다.130  

 

제 3 절 미국의 바이오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1. 바이오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개관 

 

가. 바이오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의 개념 

바이오의약품이란 화학의약품(의약품의 성분을 화학 합성으로 

만들어낸 의약품)과 달리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공학적으로 조작하여 

만들어낸 생체 유래 물질로 이루어진 의약품을 말한다. 미국 

 
128 Id. at 2. 
129 21 U.S.C. § 355(q)(1)(A). 

130 21 U.S.C. § 355(q)(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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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국에 따르면 생물학적 제품에는 백신, 혈액 및 혈액 성분, 

알레르기 유발 물질, 체세포, 유전자 요법, 조직 및 재조합 치료 

단백질과 같은 광범위한 제품이 포함된다.131 바이오의약품은 당, 단백질 

또는 핵산, 이러한 물질의 복잡한 조합으로 구성되거나 세포 및 조직과 

같은 살아있는 개체일 수 있고, 사람, 동물 또는 미생물과 같은 다양한 

생체 공급원에서 유래되며 생명 공학 방법 및 기타 최첨단 기술로 

제조될 수 있다. 

바이오의약품이 합성 의약품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효능이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제약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자가면역질환과 같은 면역학 및 종양학 

분야의 치료제는 바이오의약품이 대부분이다. 매년 전세계 의약품 시장 

및 판매 규모를 분석하는, Evaluate Pharma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처방약의 판매가 연평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2.7% 성장하였으나, 2020년에는 

3.7% 성장하고,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7.4% 성장이 

예상되어 2026년에 이르러서는 1.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132 2020년 Covid-19 전염병이 의료 분야 전반에 걸쳐 단기적인 

어려움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계는 장기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7.6%의 성장하여 2019년 

2,552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기존 

 
131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hat is a biological product?”, (last visit 

on July 16, 2021), <https://www.fda.gov/about-fda/center-biologics-evaluation-

and-research-cber/what-are-biologics-questions-and-answers>. 
132 Evaluate Pharma, “World Preview 2020, outlook to 2026”,13th edition, (July 

2020), pp. 5, 16. 

https://www.fda.gov/about-fda/center-biologics-evaluation-and-research-cber/what-are-biologics-questions-and-answers
https://www.fda.gov/about-fda/center-biologics-evaluation-and-research-cber/what-are-biologics-questions-and-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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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의약품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바이오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이다. 특히 100대 의약품 중 바이오의약품 매출 비중은 2010년 

34%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 53%에 이르렀고, 2024년경에는 50%로 

화학의약품과 그 비중이 비슷해질 전망이다.  

바이오의약품은 일반 화학의약품보다 평균 20배 이상의 고가이다. 

바이오의약품은 주로 고분자 단백질로서 화학의약품에 비해 분자량이 

훨씬 크고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한 유기 합성법으로 제조하기가 

어렵다. 바이오 의약품은 화학의약품과는 다르게 제품의 구성인 항체나 

단백질 조직 자체가 고분자이며 복잡하고, 그 생산과정 역시 세포에서 

만드는 것으로 생체 유래물을 사용하므로 완벽히 복제하여 재생산하는 

것이 어렵고, 제조 자체도 용이하지 않다. 133  특히,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유전자를 세포에 삽입하여 세포주를 키우고, 배양하고, 분리 및 

정제하더라도 그 배양, 분리 및 정제 조건에 따라 일부 단백질의 

당구조나 입체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화학의약품의 

복제의약품(제네릭)과 같이 완전히 동일한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의약품은 제네릭이라고 하지 

않고, 일정 범주 안의 유사한 의약품이라는 의미로 FOBs(Follow-on 

biologics)인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biosimilar)’라고 부른다. 

제네릭의 경우 합성에 의해 만들어진 화학의약품으로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100% 동일하게 제조된 복제약이다. 그러나,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염기서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세포 배양, 정제 등의 과정에서 

 
133  Kate S. Gaudry, “Exclusivity Strategies and Opportunities in View of The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66 Food and Drug Law Journal, 
587 (2011), p.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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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한 차이가 발생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바이오의약품을 만들어낼 수 없으므로 유사하다는 '시밀러’(similar) 

표현을 사용하여 바이오시밀러라고 한다. 

바이오시밀러 역시 생체 유래물을 이용한 생산과정으로 제조되므로, 

그 제조과정이 복잡하고, 생산량이 화학의약품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의 가격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바이오시밀러의 

개발은 살아있는 세포의 생물학적 반응을 이용해서 제조하므로, 

제네릭을 개발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배양 조건, 정제방법에 따라 

효능도 바뀌므로 제조 설비나 방법 개발 측면에서도 훨씬 어렵고 힘든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만 거치면 되는 제네릭과 

달리,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효능 입증을 위하여, 임상시험도 제2상만 

제외하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임상과 제1항 및 제3상으로 

대규모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그동안 바이오의약품이 암, 류마티스 관절염 등 다양한 질환에서 

기존의 화학의약품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월등한 유효성을 보이고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군이 증가하였으나, 화학의약품의 제네릭과 같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바이오의약품의 가격이 

비싸고,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자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34  특히 바이오의약품 업계는 바이오시밀러의 시장진입과 

가격 경쟁을 매우 꺼려했고, 주요 대조약의 특허들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나, 가격적인 부담이 적은 바이오시밀러를 

 
134 Lawrence A. Kogan, “The U.S.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of 2009 Triggers Public Debates, Regulatory/ Policy Risks and International Trade 

Concerns”,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Vol. 6, Issues 11 & 12, pp. 520-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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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수요가 늘어나고, 특히 2015년에 이르러 여러 바이오의약품의 

물질특허들이 만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었다. 1세대 바이오시밀러는 2010년 이전에 특허가 만료되는 

바이오의약품인 에포에틴(Epoetin), 필그라스팀(Filgrastim), 

소마트로핀(Somatropin) 등에 대한 복제의약품이고, 2세대 

바이오시밀러는 2015년 이후에 특허가 만료되는 항체의약품인 

허셉틴(Herceptin), 레미케이드(Remicade), 엔브렐(Enbrel), 

리툭산(Rituxan), 아바스틴(Avastin)에 대한 복제의약품으로 대변되며, 

2015년 이후 특허 만료 단백질 의약품인 란투스(lantus), 

세라자임(Cerezyme) 등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또한 2세대 

바이오시밀러에 포함되나 일반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항체의약품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를 2세대 바이오시밀러로 통칭한다.135 1세대 바이오시밀러 

대상 단백질 의약품의 분자량은 50kDa 136 이하이고 분자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나, 2세대 바이오시밀러 대상 항체의약품의 분자량은 

150kDa 이상이고 분자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므로, 2세대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하는 임상 

시험 및 허가 기준 측면에서 1세대 바이오시밀러보다 제조가 

까다롭다.137 

 

나. BPCIA의 도입 배경 

화학의약품의 허가는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DCA)’의 

적용을 받는 반면, 바이오의약품의 허가는 1944년에 설립된 ‘공중 

 
135 NH투자증권, 바이오산업, Industry Report (2015), 5면. 
136 kDA(킬로달톤)으로 1달톤은 산소원자 질량의 16분의 1을 나타낸다. 
137 NH투자증권, 상게보고서,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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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s Act, PHSA)’ 138 에 규정된 

바이오의약품 허가신청(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BLA’) 

절차를 따르도록 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량신약139의 경우 FDCA의 

제505(b)(2)조의 프로세스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984년에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DCA)’을 수정해서 

제정되고 이후 수차례 개정된 Hatch-Waxman법의 약식 신약 

신청(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ANDA)은 화학의약품에 

한정되었고 바이오의약품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기존의 BLA 절차는 ‘공중 보건 서비스법’에 따라 신약 

신청(New Drug Application, NDA)과 같이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하여 완전히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의약품 제조업체가 

생물학적 제제를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약업체는 생물학적 

제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미국 식품의약국에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는 임상 데이터를 제공하고, 미국 식품의약국이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가 만족스러운 경우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허가를 

부여한다. 화학의약품의 경우 복제약 제조업체가 신약의 화학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완전한 제형을 만드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복제약 즉 제네릭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도 기존 신약 개발자가 

허가과정에서 제출한 임상자료를 원용하는 한편 제네릭이 신약과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는 사실만 시험으로 밝히며 간소하게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완벽하게 동일한 

 
138 Roosevelt, Franklin D (July 1, 1944), "Statement of the President on Signing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 July 1, 1944", Internet Archive. Washington, D.C.: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pp. 191–193. 
139 개량신약은 신약은 아니지만 복용의 편의를 높인 제품이나 복합제 등을 의미한다. 



 

 58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을 만들 수 없으므로 화학의약품과 같이 기존 

신약의 임상자료를 원용하게 하는 약식 신약 신청(ANDA) 절차를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2010년 전에는 약식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혁신적인 바이오의약품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제조사 모두 완전한 임상 시험 데이터와 함께 

생물학적 제제 라이선스 신청(Biologics Licensing Application)의 

제출이 요구되었고, 이는 잠재적인 비용 절감이라는 매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진입장벽이 

되었다.140 

 

수년 간의 협상 끝에 2010년 3월 23일,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바이오의약품 가격 경쟁 및 혁신 법’(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of 2009, 이하 ‘BPCIA’) 141을 통과시켰다. ‘환자 

보호 및 적절한 치료법’(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의 일부로서 BPCIA는 ‘공중 보건 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 PHSA)’의 제351조를 개정하여 42 U.S.C § 

262에 성문화되었다. BPCIA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바이오의약품과 ‘매우 유사(바이오시밀러, biosimilar)’하거나 ‘대체 

가능(interchangeable)’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약식 허가 절차를 

포함하는 법이다. 142  BPCIA의 목표는 화학의약품보다 훨씬 비싸고, 

 
140 Falit, supra, at 295. 
141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Pub. L. No. 98-417. 

98 Stat. 1585 (1984) (codified across various provisions of Titles 21 and 35 of the 

U.S. Code). 
142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mplementation of the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of 2009 ”  (last visit on July 16, 2021) 

<https://www.fda.gov/drugs/guidance-compliance-regulatory-

information/implementation-biologics-price-competition-and-innovation-act-

https://www.fda.gov/drugs/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implementation-biologics-price-competition-and-innovation-act-2009
https://www.fda.gov/drugs/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implementation-biologics-price-competition-and-innovation-act-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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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하는 양을 고려할 때 환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상승하므로, 

바이오의약품의 가격을 낮춰 민감보험회사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 한편으로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를 유도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Hatch-Waxman법의 제네릭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연구 및 개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회사도 적을 것이고, 비용 인하도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143  

BPCIA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약식 허가신청 문서(abbreviated 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aBLA)를 제출하게 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임상자료를 활용하게 하여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미국 식품의약국으로 하여금 해당 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144  반면,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originator 또는 

innovator)에 12년의 독점권(exclusivity)를 부여하며 바이오시밀러의 

시장진입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과규정을 두어 

2020년까지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FDCA)’의 제505조에 

 
2009>. 
143 Grabowski H, Cockburn I, and Long G., “The market for follow-on biologics: 

how will it evolve?”, Health Aff (Millwood), 25(5):1 (2006), pp. 291–30; Grabowski 

H, Long G and Mortimer R., “Implementation of the biosimilar pathway: economic 

and policy issues”, Seton Hall Law Rev., 41(2):5 (2011), pp. 11–57; Grabowski H, 

Guha R and Salgado M., “Regulatory and cost barriers are likely to limit biosimilar 

development and expected savings in the near future”, Health Aff (Millwood), 

33(6):10 (2014), pp. 48–57. 
144 Ude Lu,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Striking a Delicate 

Balance between Innovation and Accessibility”, Minn. J. L. Sci. & Tech., Vol. 15:1, 

(2014), p. 614. 

https://www.fda.gov/drugs/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implementation-biologics-price-competition-and-innovation-act-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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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허가를 받은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는 FDCA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하였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임상적으로 비활성인 요소에서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고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안전성, 순도, 

유효성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바이오의약품을 나타낸다고 BPCIA에 규정되어 있다.145 이 법은 기존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에 대체가능(interchangeable) 바이오시밀러 

또는 동등바이오의약품으로 바이오의약품의 시판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대체가능(interchangeable)’하다는 의미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개입없이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체 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146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대조약, reference product)의 바이오시밀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조약과 고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안전성, 순도, 유효성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약으로서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허가 승인한 최초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노바티스(Novartis AG)의 자외사인 산도즈(Sandoz)가 만든 

암젠(Amgen)의 뉴포겐(Neupogen®) 바이오시밀러로서 2015년 3월 

5일 허가 받은 작시오(Zarxio)이다. 2015년 9월 3일 작시오는 미국에 

최초로 진입한 퍼스트 바이오시밀러가 되었고, 노바티스는 해당 

바이오시밀러 작시오를 원래 약가의 15% 할인한 가격으로 

출시하였다.147  

 
145 42 U.S.C. § 262 (i)(2) 
146 42 U.S.C. § 262 (i)(3). 
147 Lindsay Kelly, “Biologics in the: Practice of Law”, Harvard Journal of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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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7일 기준으로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총 29개에 이른다. 국내 바이오시밀러 제약사들 

또한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현재 7개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바이오시밀러 강국이라 

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2017년 4월 승인),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온트루잔트(2019년 1월 승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엔브렐의 바이오시밀러 에티코보(2019년 4월 

승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하드리마(2019년 

7월 승인)를 승인받아 현재까지 4개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승인받았고, 

2개의 제품은 미국 시장에 출시되었다. 셀트리온은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2016년 4월 승인), 혈액암 치료제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2018년 11월 승인),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허쥬마(2018년 12월 승인) 등 3개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승인받아 

출시되었다.  

이하에서는 미국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BPCIA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 BPCIA의 주요 내용 

 

가. Patent Dance(특허 교환) 제도 

1) 특허등재 규정의 부재와 Patent Dance의 도입 

Hatch-Waxman법에 따르면 화학의약품의 경우 “오렌지북”과 같은 

 
Public Policy, Vol. 39, No.1,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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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저장소에 화학의약품 특허 목록을 등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BPCIA는 관련 특허를 등재 및 관리하는 목록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바이오의약품을 커버하는 정확한 특허들을 식별하는 

것이 저분자 화학의약품에 대한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허들을 공개적으로 검색할 수는 있지만, 해당 

특허들이 여러 성분을 커버하고 있으며, 많은 의약품들은 특정 형태를 

보호하거나, 의약품의 용도를 보호하는 제형/조성물 특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148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화학의약품과 달리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세포에서 제조하는 것이라 완전히 똑같은 생물학적 제제일 수가 없고, 

복잡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여 제품, 조성물, 적응증특허 외에 수많은 

제조공정 특허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오리지널 제조사 입장에서는 

해당 바이오의약품에 관련된 제조 공정 자체를 특허출원을 통해 

실시예로 공개할 수도 있겠지만, 제조공정 기술을 기업의 영업비밀이자 

노하우로 보호하고, 드러내지 않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많고, 또한 

물질특허, 조성물/제형특허, 용도 특허와는 달리 등재목록에 올리는 

공정특허들이 실제로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특허인지 여부를 

기관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는 

화학의약품과 같이 오리지널 의약품에 관련된 특허들 전부를 특허 

목록으로 등재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 따라서,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특허 목록을 만드는 대신 오리지널 제조사와 바이오시밀러 

신청자 사이에 특허 목록을 교환하기로 하는 특허 교환(Patent 

Dance)과 같은 BPCIA 만의 규정(42 U.S.C. § 262 (l))이 신설되었다. 

 
148 Falit, supra, at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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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회사가 미국 식품의약국에 허가신청을 하고 20일 내 

오리지널 의약품의 허가권자에 허가신청 사실을 통지하면 오리지널 

제약사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리스트를 송부하게 되고 그 특허 

리스트에 대한 답변서를 주고받은 후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가 

바이오시밀러 허가신청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Patent Dance(특허 교환)라고 한다. 

 

2) Patent Dance의 구체적인 절차 

Patent Dance의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i) BPCIA 42 U.S.C. § 262(l) 규정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신청자는 이미 허가를 받은 바이오의약품과 매우 유사한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를 시판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에 약식허가신청문서(abbreviated 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aBLA)를 제출하고, 허가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오리지네이터 제약사인 대조약 제공자(reference product 

sponsor)에게 해당 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약식허가신청문서(aBLA) 및 

바이오시밀러 제조 공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49  

약식허가신청문서(aBLA)에는 바이오시밀러가 대조약과 매우 

유사하고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바이오의약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안전성, 유효성 및 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및 

제품의 생산 공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임상적으로 비활성인 성분의 사소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149 42 U.S.C. § 262(l)(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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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대조약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분석 

연구, 독성평가를 포함하는 동물 연구, 바이오시밀러의 안전성, 유효성, 

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임상 연구 자료로서 면역원성, 

약동학(Pharmacokinetics, PK) 및 일부 약력학(Pharmacodynamics, 

PD) 평가자료가 포함되고, 비교 임상 연구 자료도 포함될 수 있다.150 

ii) 대조약 제공자는 위 정보를 제공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제조, 사용하거나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또는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에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조약 제공자 소유의 

특허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특허 목록(일명, Paragraph 3(A) 특허 

목록)을 작성해서 바이오시밀러 신청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151  또한, 

실시권 계약의사가 있는 특허 목록을 작성해서 전달하여야 한다.152
 

iii) 바이오시밀러 신청자는 위 특허 목록이 타당한지 살펴, 특허 

목록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특허 목록에 있는 모든 특허들에 

대해서 답변서(detailed statement)를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에는 

특허 목록에 기재된 모든 특허들에 대해서 침해 여부 및 무효가능성을 

다투는 구체적인 진술이 포함된다. 바이오시밀러 신청자는 대조약 

제공자에게 상기 특허 목록에 기재된 특허들의 청구항 각각에 대해서 a) 

특허를 침해하지 않거나, 해당 특허가 무효임을 밝혀야 하고, 또는 b) 

해당 특허 만료될 때까지 자신의 제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할 의도가 

없음을 밝혀야한다.153
 

 
150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Biosimilar Development, Review, and 

Approval ” , (last visit on July 16, 2021), 

<https://www.fda.gov/drugs/biosimilars/biosimilar-development-review-and-

approval>. 
151 42 U.S.C. § 262(l)(3)(A)(i). 
152 42 U.S.C. § 262(l)(3)(A)(ii). 
153 42 U.S.C. § 262(l)(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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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대조약 제공자는 또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자신의 특허들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다시 전달한다. 이렇게 대조약 

제공자의 특허에 대해서 바이오시밀러 신청자와 대조약 제공자간 특허에 

대한 입장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Patent Dance (특허 교환)라고 한다. 

v) 그 후 양 당사자는 15일 내에 침해 소송의 대상이 될 특허들을 

협상해야 한다.154
 

vi) 그 기간에 협상이 되지 않으면 바이오시밀러 신청인은 소송 

대상으로 원하는 특허 개수를 대조약 제공자에게 통지해야하고, 155 

대조약 제조자와 바이오시밀러 신청인은 5일 이내에 특허 대상을 

협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156  대조약 제공자와 바이오시밀러 신청인은 

특허 침해 소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특허 목록을 동시에 

교환해야한다. 157  대조약 제공자는 바이오시밀러 신청인이 기재한 특허 

수를 초과할 수는 없다. 158  예를 들어 바이오시밀러 신청인이 특허 

목록에 5개의 특허를 기재하면, 대조약 제공자도 5개의 특허를 기재할 

수밖에 없고, 겹치지 않는 특허들이 최종적으로 1차 소송의 대상이 된다.  

유일한 예외는 바이오시밀러 신청인이 소송대상 특허 수를 0으로 

전달하는 경우이고, 이때는 오리지널 제약사는 1개의 특허에 대해 

소제기가 가능해진다. 결국 BPCIA의 절차에 따라 Patent Dance의 모든 

단계를 수행한 바이오시밀러 신청자는 각 당사자의 특허 목록에 

나타나는 최대 특허 수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vii) 대조약 제공자는 합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154 42 U.S.C. § 262(l)(4)(B). 
155 42 U.S.C. § 262(l)(5)(A). 
156 42 U.S.C. § 262(l)(5)(B). 
157 42 U.S.C. § 262(l)(5)(B)(i). 
158 42 U.S.C. § 262(l)(5)(B)(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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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최종 특허목록을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59  바이오시밀러 신청인은 특허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국 식품의약국에 통지하여야 한다.160  

 

3) Patent Dance의 효과 

Patent Dance 절차에 따라 대조약 제공자와 바이오시밀러 신청자가 

법에 규정된 대로 바이오시밀러 관련 정보와 특허 정보를 교환하게 되면, 

그 과정 중에 특허침해소송에서 다툴 특허들의 대상이 좁혀지고 개수가 

줄어들게 되고, 대조약 제공자는 Patent Dance 중 합의된 수의 특허를 

기반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야한다. 후발의약품 신청자가 Patent 

Dance에 참여하여 aBLA 및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후발의약품 

신청자가 상업적 마케팅 통지(notice of commercial marketing)을 하기 

전까지는 오리지널 제약사는 선언적 판결 소송(Declaratory judgement 

action, DJ action)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161 

만일 바이오시밀러 신청자가 위 규정을 따르지 않고, Patent Dance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도중에 그만두게 되면, 대조약 

제공자(오리지널 제약사)는 바이오시밀러사에 처음 보냈던 Paragraph 

3(A) 특허 목록에 있는 특허 전부에 대해서 침해소송 제기를 할 수 

있고, 선언적 판결 소송(declaratory judgement action, DJ action)도 

제기할 수 있다. 162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신청자가 허가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 진행될 수 있는 특허소송, 소위 1차 소송(first wave 

 
159 42 U.S.C. § 262(l)(6)(A), (B). 
160 42 U.S.C. § 262(l)(6)(C).  
161 42 U.S.C. § 262(l)(9)(A). 
162 42 U.S.C. § 262(l)(9)(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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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gation)의 범위는, 바이오시밀러 신청자가 Patent Dance 규정을 

충분히 만족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대조약 제공자와 

바이오시밀러 신청자가 사전에 특허목록 및 소송 대상 특허들에 대해 

침해 여부, 무효가능성을 다투는 답변서를 주고받은 것, 소송 대상 

특허가 사전에 정해졌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1차 소송은 전통적인 

특허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4) Patent Dance 진행여부의 전략적 선택 

BPCIA 규정 42 U.S.C. § 262 (l)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신청자는 

바이오시밀러 허가신청서(aBLA) 및 관련 제조 정보의 사본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에 제공하고 오리지널 제약사는 해당 바이오시밀러가 

침해하고 있다는 자신의 특허 리스트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인 Patent 

Dance를 거쳐야 하는데, 본 절차가 BPCIA의 강제조항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법원이 그 의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지, 

Patent Dance를 따르는 것이 필수적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 aBLA를 제출하는 것이 특허 침해 행위를 구성한다고 

전제하면,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바이오시밀러의 제조 공정에 대한 

정보를 수령받아 자신의 어떠한 특허를 침해하는지 파악하여 특허 

침해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것이나, 바이오시밀러 허가신청자 입장에서는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상대사에 제조공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거부감이 들 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 회사 중에는 제조 공정에 대한 정보를 초기에 

제공함으로써 Patent Dance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전략을 취한 회사들도 있다. Patent Dance의 진행이 필수인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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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까지 공정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지 42 U.S.C. § 262 (l)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다. 

2017년 6월 15일, Sandoz Inc. v. Amgen Inc., et al. 163 사건에서 

미연방대법관 전원일치로 Patent Dance가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판시한 

첫 연방 대법원 판례가 나오게 되었다. 해당 대법원 판례는 제4장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의 소송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Patent Dance의 진행 여부는 후발의약품 신청자(바이오시밀러사)의 

선택에 달려있으므로, 164  Patent Dance 진행 여부에 따른 장, 단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Patent Dance를 진행하는 경우 

오리지널 제약사 입장에서는 소송 전에 aBLA를 바탕으로 

바이오시밀러사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물질, 제형, 조성물을 확인할 수 

있고, 제조 공정 및 제조 장소 등 공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알게 되어, 

해당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자신의 특허들을 침해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바이오시밀러사로서는 i) 오리지널 제약사 및 특허권자가 

Paragraph 3(A) 특허 목록을 작성하여 후발의약품 신청자에게 

제공하게 되면, 바이오시밀러 심사 중에 오리지널 제약사 및 특허권자가 

제기하는 1차 소송에는 그 특허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특허에 대해서 

 
163  Sandoz Inc. v. Amgen Inc., et al., 137 S. Ct. 1664 (2017), available at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6pdf/15-1039_1b8e.pdf>. 
164 Dov Hirsch, “The Riddle of the Mysterious Patent Dance Wrapped in an Enigma: 

Is the Patent Dance of the BPCIA Optional or Mandatory?”,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vol 27 (2016), p. 671. 



 

 69 

소제기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소송 대상의 범위를 초기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ii) 후발의약품 신청자 스스로 소송으로 다툴 

특허를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iii) 미국 식품의약국이 서류 심사 

진행(개시)을 접수(acceptance)한 후 245~250일의 Patent Dance 

타임라인을 계산하여 특허권자의 소제기 시점을 예상할 수 있고, 소송을 

그 일정에 맞춰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i) Patent Dance가 

마무리되는(미국 식품의약국이 서류 심사 진행을 접수한 후 245~250일) 

시점이 되어야 소송이 시작되는 점, ii) 바이오시밀러사가 aBLA를 

대조약 제공자에게 제공해야하므로, 허가기관 외에는 공개되지 않은 

바이오시밀러 제조 공정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한다는 단점도 있다. 

 

나) Patent Dance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한편, Patent Dance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리지널 제약사는 

바로 특허침해소송을 바이오시밀러사에 제기할 수 있고, 선언적 판결 

소송(declaratory judgement action, DJ action)165 또한 구할 수 있다. 

바이오시밀러사 입장에서는 i) 침해소송이 곧 제기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고, ii) 민감한 공정 정보를 소송 전에 오리지널 제약사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디스커버리(discovery) 과정에서 바이오시밀러사는 관련된 

민감정보를 전부 제공해야한다. 반면, i) 대조약 제공자는 소송 개시 

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대조약 제공자는 21일 넘게 기다릴 수도 

있고, aBLA의 교환에 대해 협상을 시도해볼 수도 있음), ii) Paragraph 

3(A) 특허 목록이 생성되지 않으므로, 후발의약품 신청자는 소제기 될 

 
165 42 U.S.C. § 262(l)(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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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범위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며, 또한, iii) 선언적 판결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을 가지게 된다. 

 

다) Patent Dance에 일부만 참여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바이오시밀러사가 Patent Dance에 일부만 참여하는 

경우(partial participation in Patent Dance), 즉 Patent Dance를 

시작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사는 i) Patent 

Dance를 개시하였으므로 Paragraph 3(A) 특허 목록을 받게 되어, 해당 

특허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특허들에 대해서는 오리지널 제약사가 1차 

소송에서 다투지 않을 것임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ii) 침해소송이 

특허 정보가 완전히 교환되는 것보다는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i) 후발의약품 신청자가 대조약 제공자에게 aBLA 및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 또는 무효 입장을 주장하는 서면인 답변서를 

전달해야 하므로, 비밀유지 되어야할 민감한 공정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게 되며, ii) Paragraph 3(A) 특허 목록을 교환 후, Paragraph (4), 

(5) 특허 목록 생성 전에 Patent Dance가 중단되게 되면, 35 U.S.C. § 

271(e)(6)(B) 166 의 제한된 구제(remedy) 조항이 효력이 발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나. 180일 상업적 마케팅 통지(Notice of commercial marketing)의 

시기 

 
166 35 U.S.C. § 271(e)(6)(B)의 원문:  

(B) In an action for infringement of a patent described in subparagraph (A), the 

sole and exclusive remedy that may be granted by a court, upon a finding 

that the making, using, offering to sell, selling, or importation into the United 

States of the biological product that is the subject of the action infringed the 

patent, shall be a reasonable r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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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신청인은 상업적 판매의 최소 180일 전에 대조약 

제조자에게 상업적 마케팅을 할 것이라는 통지(notice of commercial 

marketing)를 보내야한다.167 즉, 바이오시밀러 신청인은 상업적 마케팅 

통지를 보내고 180일 후에야 제품 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허가신청을 

한 후에 언제든지 180일 상업적 마케팅 통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식품의약국의 제품 허가를 승인받은 후에야 180일 통지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대립이 있었다. 2017년 6월 14일, Sandoz 

Inc. v. Amgen Inc., et al. 사건168에서 미연방대법관 전원일치로 180일 

상업적 마케팅 통지의 경우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 승인 전에 한 통지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즉, 바이오시밀러 

신청인은 미국 식품의약국의 제품 허가 전에도 대조약 제공자에게 

180일 상업적 마케팅 통지를 보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조약 제공자는 이 180일 상업적 마케팅 통지를 받은 후 에야 

법원이 특허 무효성 및 특허에 대한 침해판단을 하기전까지 해당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상업적 생산 또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청구할 수 있다. 169  또한 

대조약 제공자는 180일 상업적 마케팅 통지를 받은 즉시 BPCIA 

소송의 2차 소송(2nd wave litigation)을 시작할 수 있다. 170  2차 

소송에서 대조약 제공자는 1차 소송에서 포함되지 않은 42 U.S.C. § 

262(l)(3)(A)의 특허 목록(Paragraph 3(A) 특허 목록, 즉 Patent 

Dance 중 당사자가 처음에 교환한 특허 목록)에 포함된 모든 특허를 

 
167 42 U.S.C § 262(l)(8)(A). 

168 Sandoz Inc. v. Amgen Inc., et al., 137 S. Ct. 1664 (2017). 
169 42 U.S.C. § 262(l)(8)(B). 
170 42 U.S.C. § 262(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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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할 수 있다. 

 

다.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바이오의약품 대조약 제공자에게 자료독점권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그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제약회사가 

일정기간동안 대조약 제공자의 자료를 원용하여 허가당국으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료독점권은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오리지널 제약사로 하여금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여 특허법에 있는 배타적인 권리와 유사하게 

작용한다는 의견도 있다. 171  BPCIA에는 바이오의약품 대조약에게 

12년의 독점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Hatch-

Waxman법이 규정하고 있는 5년172 의 자료독점권보다 훨씬 길며, 유럽 

연합이 자료독점권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최대 11년의 기간보다도 더 긴 

시간이다.  

화학의약품의 경우 5년의 자료독점권은. 원칙적으로 5년 동안 다른 

업체들이 해당 신약개발자의 임상시험자료를 후발 제네릭 업체들이 

허가과정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배타적인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후발 

제네릭 업체들의 부당한 무임승차를 방지하게 하려는 것이 ‘자료독점권’ 

제도의 취지이다.173 

BPCIA에 12년의 독점권이 규정되어 있으나, 기간별로 자료독점권과 

시장독점권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171  Sarah Sorscher, “ A Longer Monopoly for Biologics? Considering the 

Implications of Data Exclusivity as a Tool for Innovation Policy", Harvard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Vol. 23, No. 1 (Fall, 2009), p. 285. 
172 35 U.S.C. §355(c)(3)(E)(ii) & (i)(5)(F)(ii) 
173 박준석, 상게논문,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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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42 U.S.C. § 262 (k)(7)(B) 174에 따르면 4년 동안은 미국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대조약)과 ‘매우 유사’한 

모든 생물학적 적용을 검토하는 것을 배제, 즉 바이오시밀러의 허가신청 

자체를 금한다. 상기 4년 동안은 대조약의 허가신청 시 제출된 데이터에 

대해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을 규정하므로, 해당 자료를 

원용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고,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허가신청 자체도 

불허하게 된다.  

여기에 42 U.S.C. § 262 (k)(7)(A) 175 에 따르면 신약 개발자가 

허가받은 날로부터 1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미국 식품의약국은 

바이오시밀러를 허가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신약의 

허가시점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이후에 12년이 경과할 때까지의 보호가 

가지는 성격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176  일부 대조약 제약사와 일부 

상원의원들은 BPCIA의 12년 전체를 자료독점권으로 주장하기도 

하였다.177 대조약을 제공하는 회사들에게 그동안 소요된 비용과 시간에 

대한 충분한 금전상 보전이 필요하므로 12년을 자료독점권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일부 바이오시밀러 제조사들과 보험회사, 

 
174 42 U.S.C. § 262 (k)(7)(B) 원문 

(B) Filing period 

An application under this subsection may not be submitted to the Secretary 

until the date that is 4 year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reference product 

was first licensed under subsection (a). 
175 42 U.S.C. § 262 (k)(7)(A) 원문 

(A) Effective date of biosimilar application approval 

Approval of an application under this subsection may not be made effective 

by the Secretary until the date that is 12 year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reference product was first licensed under subsection (a). 
176  Donna M. Gitter, “ Biopharmaceuticals under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Determining the Appropriate Market and Data Exclusivity 

Periods”, Texas Intellectual Property Law Journal, Vol. 21, 213 (Apr 2013) p. 219. 
177 Daniel J. Gutierrez, Follow-On Biologics, (Nova Science Publishers, Inc., 2011),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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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그룹을 포함하는 기관들은 BPCIA의 규정이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과 시장독점권(market exclusivity)을 모두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4년 동안은 자료독점권과 시장독점권을 가지고, 4년 

경과 후에는 8년의 시장독점권이 부여된다고 주장한다. 178  즉, 4년이 

경과한 후에는 대조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를 원용할 수 있게 되어 

허가신청이 가능하며, 8년의 시장독점권(market exclusivity)이 

부여되므로 추가로 8년(총 12년)이 경과한 후에야 바이오시밀러의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식품의약국도 12년의 독점권을 

자료독점권이 아니라 시장독점권으로 유권해석하였다.179 BPCIA 규정도 

소아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 42 

U.S.C. § 262(m)(2) 및 42 U.S.C. § 262(m)(3)의 타이틀에 

“시장독점권”(market exclusivity)라고 명시하며 규정하고 있다.180 

BPCIA상 독점권의 해석은, 최초 4년 동안은 자료독점권을 부여하여 

42 U.S.C. § 351(k) 허가신청 자체를 금지하고, 4년이 경과하면 

대조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를 원용하여 바이오시밀러의 허가신청이 

가능하며, 남은 8년 동안 시장독점권(market exclusivity)을 부여하여 

해당 기간동안 바이오시밀러의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i) 42 U.S.C. § 

262(k)(7)(A)조에서 ‘effective date of biosimilar application 

approval’와 42 U.S.C. § 262(k)(7)(B)조에서 ‘filing period’를 

 
178 Donna M. Gitter, op. cit., pp. 220-221 
179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pproval Pathway for Biosimilars and 

Interchangeable Products: Public Hearing: Request for Comments ” , Federal 
Register, Vol. 75, No. 192, (Oct 2010), p. 61498. (“The BPCI Act also includes, 

among other provisions: A 12-year period of marketing exclusivity from the date of 

first licensure of the reference product,”). 
180  42 U.S.C. § 262(m)(2) Market exclusivity for new biological products, 42 

U.S.C. § 262(m)(3) Market exclusivity for already-marketed biologic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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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5년째부터는 바이오시밀러 허가신청 자체를 

금지하지 아니하여, 4년이 경과한 후에는 허가신청이 가능하고, ii) 

BPCIA 규정상 소아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장독점권”(market exclusivity)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iii) 

12년을 자료독점권으로 인정한다면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3. Hatch-Waxman법과 BPCIA의 차이점 

 

Hatch-Waxman법과 BPCIA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미국 

식품의약국이 서로 다른 접근방식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정에 

구속되는지 여부이다. Hatch-Waxman법은 미국 식품의약국이 통지, 

제네릭 제조업체가 생산하여야 하는 ANDA의 일부 증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요구하며, 추가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181 반면, 

BPCIA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가 약식 승인을 

받기 위해 생성해야 하는, 생물학적 유사성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전적으로 결정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석, 전임상 또는 

임상 자료 등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182  본 절에서는 

화학의약품에 대해 적용되는 Hatch-Waxman법과 바이오의약품에 

적용되는 BPCIA의 주요 규정들을 비교하고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특허 등재와 침해소송의 대상 

 
181 New drugs, 21 U.S.C. § 355(j)(2)(A) (2013). 
182 Falit, supra, at 29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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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ch-Waxman법에서는 화학의약품 관련 특허가 일명 오렌지북에 

등재 183 되어 공개되므로 제네릭 제조사는 등재 특허를 열람하고 미리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반면 BPCIA는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등재 

목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오리지널 제조사와 바이오시밀러 신청자 

사이에 특허 목록을 교환하기로 하는 Patent Dance 184와 같은 특이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후발의약품 제조사는 공정개발 전, 허가신청 전에 

별도로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특허자유도 조사(Freedom-To-Operate, 

FTO) 185를 거쳐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Hatch-Waxman법에는 오렌지북에 등재된 특허의 경우 

허가권자나 특허권자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침해소송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수에 대해 제한이 없다. 그러나 BPCIA에 따르면 

승인 전에 이루어지는 1차 소송(1st wave litigation)의 경우 대조약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어 Patent Dance 중 

바이오시밀러 신청자에게 송부한 Paragraph 3(A) 특허 목록에 기재된 

특허로 그 대상이 제한된다. 186  BPCIA의 경우 관련 특허들이 등재된 

목록이 없기 때문에 대조약 제공자들은 자신들이 판단할 때 침해라고 

주장하는 특허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제조 공정 정보의 제공 

Hatch-Waxman법은 제네릭 신청자에게 제조 공정을 밝힐 것을 

 
183 21 U.S.C. § 355(c)(2). 
184 42 U.S.C. § 262(l). 
185 특허자유도 조사(자유실시라고도 함, Freedom-To-Operate, FTO)는 발명을 자유

롭게 실시할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제3자 특허들의 권리범위 들을 조하사는 행위를 말

한다. 
186 42 U.S.C. § 262(l)(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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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BPCIA에서는 Patent Dance에 따르는 경우, 

aBLA와 함께 제조 공정 정보를 대조약 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대조약 제공자는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바이오시밀러 신청자에게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침해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대조약 제공자 소유의 특허 또는 전용실시권이 포함된 특허 

목록을 작성해서 전달해야 한다. 187  이렇게 바이오시밀러 신청자는 

대조약 제공인에게 제조와 관련된 정보를 소송 전에 전달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지만, 소송으로 다툴 특허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게 된다. 

 

다.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및 시장독점권(Market 

Exclusivity) 

Hatch-Waxman법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화학 물질에 

대해 자료독점권을 5년 부여한다. 188  화학의약품의 경우 5년의 

자료독점권은 원칙적으로 5년 동안 다른 업체들이 해당 신약개발자의 

임상시험자료를 후발 제네릭 업체들이 허가과정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배타적인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후발 제네릭 업체들의 부당한 

무임승차를 방지하게 하려는 것이다.189 

반면, BPCIA에서는 12년의 독점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허가 후 4년 동안은 자료 독점권(Data exclusivity)190을 

부여하여 42 U.S.C. § 351(k) 허가신청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후 

 
187 42 U.S.C. § 262 (l). 
188 35 U.S.C. § 355(c)(3)(E)(ii). 
189 박준석, 상게논문, 14면. 
190 42 U.S.C. § 262(k)(7)(B). 



 

 78 

8년에 대해서는 해석에 논란이 있으나, 미국 식품의약국의 해석 및 

BPCIA 조문의 구조와 취지를 고려하면 그 후 8년 동안은 

시장독점권(Market exclusivity)을 부여하여 해당 기간동안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191  

 

라. 자동 심사 정지 및 판매독점권 

Hatch-Waxman법의 경우 허가권자가 제네릭 신청인에게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30개월 자동 심사 정지가 개시되어, 192  제네릭 의약품의 

승인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많은 허가권자들이 이 조항을 남용하여 

여러 특허에 대해 다수의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승인을 지연시키려 하는 

경우가 많아, 30개월의 자동 심사 정지는 1회만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193  BPCIA에는 후발의약품 허가 판단시 자동 심사 

정지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Hatch-Waxman법에 의하면 특허 침해소송에서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최초로 주장하고 

승소 판결 받은 제네릭 신청자는 180일의 판매 독점권(‘180-day 

Exclusivity’)을 가지게 된다. 194  반면, BPCIA에는 이와 같은 조항이 

없다.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12년의 독점권 부여 외에 추가로 심사 

및 승인을 지연할 수 있는 권리를 대조약 제공자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다만, BPCIA에 따르면 상업적으로 판매하기 전 최소 180일 전에 

대조약 제공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하고 그 후에는 예비적 

 
191 42 U.S.C. § 262(k)(7)(A). 
192 21 U.S.C. § 355(j)(5)(B)(iii). 
193 21 U.S.C. § 355(c)(3)(C). 
194 21 U.S.C. § 355(j)(5)(B)(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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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도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바이오시밀러의 시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195  한편, 대조약에 대하여 최초로 대체가능한 

바이오시밀러(interchangeable biosimilar)인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최초 상업적 판매 후 1년의 판매독점권을 가지게 되는데,196 이는 특허 

무효화나 침해소송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마. 확인 소송 

Hatch-Waxman법에서는 허가권자 또는 특허권자가 제네릭 신청 

통지를 받고 45일 이내에 제네릭 신청자에게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제네릭 신청자는 특허무효 확인소송 또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97  반면, BPCIA의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신청인이 아닌 대조약 제공자만이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바이오시밀러 신청인이 i) 30일 내에 미국 식품의약국에 침해소송 

제기를 통지하지 않았거나, ii) 일정 기간 내에 대조약 제공자의 최초 

특허 목록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경우, iii) 소송 대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iv) 특허의 개수에 대한 통지나 특허 확정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v) 대조약 제공자가 추가한 새로운 특허나 실시권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경우, vi) 상업적 판매 180일 전에 마케팅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vii) 바이오시밀러 신청인이 신청 사실과 제조과정에 

대한 기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대조약 제공자는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98  

 
195 42 U.S.C. § 262(l)(8)(A). 
196 42 U.S.C. § 262(k)(6)(A), (B), (C). 
197 21 U.S.C. § 355(j)(5)(C)(i). 
198 42 U.S.C. § 262(l)(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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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캐나다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1. 서론 

 

1993년 캐나다에서는 미국의 Hatch-Waxman법의 허가-

특허연계제도를 모델로 하여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하였다. 199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the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 체결 후 허가-

특허연계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특허법을 개정하는 법안 C-

91을 마련하였고,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규정은 특허법에 

부속하는 ‘특허 의약품(판매 허가) 규칙’(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이하 PM(NOC))200을 제정하여 

도입하였다.  

캐나다의 허가-특허연계제도는 i) 의약품 특허목록 작성, ii) 특허 

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후발의약품 업체가 허가신청 시에 

특허권자에게 신청사실을 통지하는 제도, iii) 후발의약품의 허가 절차를 

중지시키는 자동유예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Hatch-

Waxman법과 유사하지만, i) 독점권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ii) 

화학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199 Ron A, Bouchard, et. al., “Empirical Analysis of Drug Approval-Drug Patenting 

Linkage for High Value Pharmaceuticals”, Northwestern Journal of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Vol. 8, No. 2 (Spring 2010), p. 177.  
200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SOR/93-133, 12 March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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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의 도입배경 

 

캐나다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자국 내 제네릭 제약사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캐나다 

법제는 제네릭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허권자의 부당한 

권리행사를 방지하는 내용의 규정들이 이미 보완되어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대표적으로 Bolar 예외(Bolar exemption, 즉, 특허 만료 

전에 실험 목적으로 하는 실시는 특허권 침해에서 예외) 201  규정이 

미국에서는 Hatch-Waxman법에 의하여 비로소 도입되어, 제네릭 

제약사에 새로운 이익을 제공하였지만, 캐나다에는 실험 목적의 특허 

실시에 대해 특허침해의 예외를 인정한 연방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등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새로운 특허침해 면제 규정을 규정한 것은 

아니었다. 202  캐나다의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해서 제네릭 제조사를 

대표하는 제네릭 제약 협회(The Canadian Generic Pharmaceutical 

Association, CGPA)는 특허권의 남용으로 인하여 제네릭 산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약가가 비싸게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오리지널 의약품을 제조 생산하는 캐나다 연구기반 

제약회사들(Canada’s Research-Based Pharmaceutical Companies, 

R&D)은 특허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으로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다고 

보아 특허 금지가처분 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는 캐나다의 특성상 

 
201 실험 목적을 위해 특허기간의 만료 전에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물품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특허 침해의 예외로 보는 조항으로, 미국에서 Bolar 판결(Roche 

Products, Inc. v. Bolar Pharmaceutical Co., 733 F.2d 858, 221 USPQ 937 (Fed. Cir. 

1984). Hatch-Waxman Act 도입 후 파기됨)이후 35 U.S.C. § 271(e)(1)에 Bolar 

exemption 조항이 신설됨. 
202 Edward Hore, “A Comparison of United States and Canadian Laws as They 

Affect Generic Pharmaceutical Market Entry”, Food and Drug Law Journal, Vol. 55 

(3) (2000), pp. 373, 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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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를 보호해주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여 

의견이 대립되었다.203 

캐나다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는 미국과의 NAFTA 협정 체결에 

따라 도입되었으나, 공식적으로는 본 제도의 도입이 미국 Hatch-

Waxman법의 도입 목적과 동일하게 신약의 기술개발 투자를 육성하고,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앞당기기 위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공표되었다.204   

캐나다의 허가-특허연계제도는 보건부(Health Canada) 산하의 특허 

의약품 및 연락사무소(Office of Patented Medicines and Liaison, 이하 

OPML)에서 운영하고, OPML은 오리지널 의약품 허가권자가 제출한 

특허 사항을 검토하여 등재에 적합한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다. 205 

예를 들면 특허 목록(Patent Register)에 등재되기 위해 OPML은 

2006년의 경우 등재 여부를 판단한 720건 중 38% (273건)을 등재 

거부한 바 있다. 206  이와 같이 본 제도에서는 특허권자를 보호하면서도 

그 보호가 지나치지 않도록 권리의 범위에는 적절한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미국의 Hatch-Waxman법과는 달리 제네릭 의약품 및 후속 진입 

바이오의약품(Subsequent Entry Biologics, SEB)에 대해서도 구분없이 

적용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203 Thomas A Faunce and Joel Lexchin, “Linkage pharmaceutical evergreening in 

Canada and Australia”, Australia and New Zealand Health Policy 4:8 (June 2007), 

p. 2. 
204 Ron A. Bouchard, et al., “Structure-Function Analysis of Global Pharmaceutical 

Linkage Regulations”, 12 MNJLST 391, 406 (2011); Regulations Amending the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138 Can. Gaze. Part I 3718, 

3723. 
205  박실비아, “미국과 캐나다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약제학회지 제38권 

제3호 (2008), 212면. 
206 박실비아, 상게논문, 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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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조항 

 

가. 특허목록 작성  

오리지널 제약사는 신약에 대해 허가신청서(New Drug Submission, 

이하 ‘NDS’)를 제출하고, 그 신청에 대해 보건부(Health 

Canada)로부터 의약품 판매 허가(Notice of Compliance, 이하 

‘NOC’)를 받은 후, 미국의 오렌지북에 대응하는 특허 목록(Patent 

Register) 207 에 해당 신약과 관련된 특허들의 등재를 청구하고 특허 

목록을 작성하게 된다.208 목록 작성 후에는 보건부가 해당 특허 목록을 

관리한다. 대상 특허는 물질특허, 조성물특허, 제형특허, 의약적 용도 

특허로 제한되어 있다. 

 

나. 진술서(Notice of Allegation, NOA)의 제공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참조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약식허가신청서(Abbreviated New Drug Submission, 

이하 ANDS)를, 후속 진입 바이오의약품(Subsequent Entry Biologics, 

SEB)의 경우 약식허가신청이 아니라 허가신청서(NDS)를 제출하게 

된다. 이때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증해야 하고,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임상 

시험을 진행한 것을 인증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목록에 등재된 모든 특허를 적시하며, 해당 등재 특허들에 대하여 

 
207 특허목록(Patent register)에는 의학적 성분(medical ingredient), 관련 특허, 특허만

료기간, 기타 관련된 정보가 알파벳순으로 기재된다.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들은 모두 

보건부에서 실사를 하고, 정보가 부족한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하여 정보를 정정하거나,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고, 부적합한 특허정보는 등재를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208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SOR 93-133)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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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오리지널 제약사가 특허권에 대해 진술(§ 4(4)(d))을 잘못하였다, ii) 

해당 등재 특허가 무효이다, iii) 해당 등재 특허의 등재가 

잘못되었다(등재될 자격이 없는 특허임), 또는 iv)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의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 또는 판매가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 v) 등재특허가 만료되었다, 또는 vi)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존속기간 연장(a certificate of supplementary protection, 

CSP)이 효력이 없다는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취하여 

진술서(Notice of Allegation, 이하 NOA)를 제출하여야 한다. 209 

약식허가신청(ANDS) 또는 SEB를 제출한 후에 의약품의 특허 목록에 

추가 등재된 특허들에 대해서는 진술이 필요하지 않다. 

NOA는 모든 무효 주장이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재하는 문서로서 법적 및 사실적 주장과 선행문헌과 

같은 근거들을 제시해야 하고, 수정이 불가능하다.  

다만 특허 만료시까지 판매 허가(Notice of Compliance, 이하 

NOC)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취하면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는 

오리지널 제약사에 NOA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또한 NOA는 미국 

Hatch-Waxman법에서는 통지기한을 20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캐나다 PM(NOC)에는 통지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 자동정지제도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가 오리지널 제품 제조사에게 허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주장에 대한 진술서(NOA)도 제공하면,210 오리지널 제품 

 
209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SOR 93-133) § 5(1), 

(2.1). 
210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SOR 93-133)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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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는 NOA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11  소 제기일로부터 품목허가 절차에 대한 24개월의 

자동정지(Automatic stay)가 개시되고, 212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 또는 

소송이 취하되거나 양 사가 합의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정지기간에는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할 수 없다. 미국의 자동정지기간이 

30개월 또는 지방법원의 무효 판결, 특허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일 중 

먼저 도달한 일자인 반면, 캐나다 보건부는 오리지널 제조사의 소 

제기가 접수되면 24개월 동안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의 허가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4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연방 법원에서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에 승소판결을 내리거나,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자동정지의 

효력이 중단되고, 또한 오리지널 제조사가 24개월 자동정지 조항을 

포기한다는 통지를 제공하면213 24개월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제네릭 및 

후발진입 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판매 허가(NOC)를 

부여할 수 있다. 

 

라. 기타 제도의 특징 

캐나다의 PM(NOC)에는 최초 도전에 성공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미국의 Hatch-

Waxman법에 의해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기하는 소송은 

특허침해소송임에 비하여, 캐나다 PM(NOC)에 따라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기하는 소송은 특허침해소송이 아니라 보건부 장관이 판매 

 
211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SOR 93-133) § 6(1). 
212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SOR 93-133) § 7(1). 
213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SOR 93-133) § 

7(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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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NOC)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구하는 소로서 

일정의 행정소송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결정은 특허 유효나 무효 또는 침해 여부를 공개적으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허침해소송의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PM(NOC) 소송과 별개로 특허침해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4. 캐나다 PM(NOC) 규정에 따른 소송 절차 

 

가. PM(NOC) 소송 절차 개관 

PM(NOC) 주요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부(Health 

Canada)에 약식 허가신청서(ANDS)를 제출한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second person)는 해당 의약품과 관련하여 특허 

목록(Patent Register)에 등재된 모든 특허들에 대한 진술이 필요하다. 

특허 만료까지 기다려서 판매 허가(NOC)를 받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면, 해당 등재 특허들이 무효라거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진술서(Notice of Allegation, NOA)를 오리지널 제약사(first 

person)에게 제공하여야 한다.214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가 오리지널 제약사에게 허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주장에 대한 인증서(NOA)도 제공하면, 215  오리지널 

제약사 또는 특허권자가 NOA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16  소가 제기되면 연방 법원에서의 

PM(NOC)의 소송이 시작되며, 후발의약품의 허가는 24개월 

 
214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SOR 93-133) § 5(1). 
215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SOR 93-133) § 5(3). 
216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SOR 93-133)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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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정지(Automatic stay)되게 된다. 그 기간내 또는 특허만료전까지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 허가(NOC)를 할 수 없다. 법원은 해당 소 

제기를 받아들이고, NOC 불허 명령을 내리게 하거나, 반대로 해당 소를 

각하하고, 보건부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아 NOC를 발급하도록 할 수 

있다. 반면, 오리지널 제약사가 45일 이내에 PM(NOC)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의약품의 판매 허가 (Notice of Compliance, 

NOC)가 부여될 수 있다.217  

 

나. PM(NOC) 소송 진행 일정 

PM(NOC) 규정에 따른 소송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된다. 소 

제기 후 평균 2-4개월 내 소송 일정이 정해지고, 5-8개월 내 오리지널 

제약사가 진술서(affidavit) 및 증빙서류(evidence)를 준비하면, 9-

12개월 내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 신청자도 진술서(affidavit) 및 

증빙서류(evidence)를 준비하게 된다. 12-15개월경에는 양 상대방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Cross-examination)이 진행된다. 

소 제기 후 14-17개월경에는 오리지널 제약사가 의견서를, 16-

19개월경에는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 신청자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 18-21개월경 공판(Hearing)이 열린 후 19-24개월 내 연방 

법원의 판결(Order)이 나와 소송은 종결된다. 즉, 2년 이내에 PM(NOC) 

소송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다. PM(NOC) 소송의 영향력 

 
217 Health Canada, Guidance Document: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Health Canada, (May 2021),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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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NOC) 소송은 대세효가 없고, 당사자간에만 특허 무효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오리지널 제약사는 여전히 특허침해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제네릭 제약사가 PM(NOC) 소송에서 이겼으나, 이후 특허침해소송에서 

진 경우 218 도 있으며, 반대로 제네릭 회사가 PM(NOC) 소송에서는 

패소하였으나, 이어진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한 경우219도 있다.  

추가로 PM(NOC) 소송에서 성공한 당사자는 연방법 하에 소송비용의 

일부를 되찾아올 수 있으며 220 , 전문가 증인 관련 비용이나 이동 경비 

등의 지출 비용은 거의 100% 받아낼 수 있다. 

 

라. PM(NOC) 제8조에 따른 손해배상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 신청자가 PM(NOC)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PM(NOC)의 제8조(Section 8)에 기인하여 오리지널 제약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21  만약 특허권자의 PM(NOC) 

소제기(금지명령신청)에 의하여 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신청이 자동 

유예된 이후, i) 특허권자가 금지명령신청을 철회 또는 중지하거나, ii) 

해당 법원에서 특허권자의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하거나, iii) 금지명령이 

항소를 통해 번복된 경우,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는 법원을 통하여 

특허권자에게 시장진입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218 얀센(Janssen)의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 (Levaquin) 항생제에 대하여 얀센 특

허 침해에 대한 얀센의 손해 및 비용(19백만 CAD)과 관련된 Teva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이 있다(Teva Canada Ltd v Janssen Inc, 2018 FCA 33; Janssen Inc v Teva 

Canada Ltd, 2016 FC 593, 2016 FC 727). 
219  일 예로 Servier사가 아포텍스(Apotex)의 페린도프릴 아르기닌/암로디핀

(Perindopril arginine/amlodipine) 제품 (Servier 's VIACORAM)에 대해 PM(NOC) 

Regulation 하 금지청구를 하였으나, Apotex의 무효 주장에 의해 해당 청구는 기각된 

바 있다(Les Laboratoires Servier v Apotex Inc, 2019 FC 616). 
220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SOR 93-133) § 8(1). 
221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SOR 93-13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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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22  이때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 신청자가 영구적으로 

잃어버린 시장 점유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NOA가 

제공된 날 또는 PM(NOC) 규정없이 NOC를 받을 수 있는 날 이후부터 

판매 지연 기간 동안 판매할 수 없었던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 신청자는 자신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오리지널 제약사의 수익에 대해 청구할 수 없으며, 보건부(Health 

Canada)는 이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오리지널 제약사가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후발의약품 제조사의 손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오리지널 

제약사 입장에서는 손해액을 지불하더라도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 할 수도 있다.  

 

5. 개정 내용 

 

가. 1999년 및 2006년 개정 내용 

1999년 개정에서 등재 대상이 되는 특허를 신약허가신청일 이전에 

출원된 특허만으로 제한하였다. 2006년 개정에서는 2003년 미국에서의 

제도 개선과 같이, 특허권의 보호와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허 목록에 등재될 수 있는 특허 

유형을 의약품 성분 또는 제제, 제형, 허가 받은 적응증에 대한 특허로 

제한하였다.223 특히, 제형에 대한 특허의 경우 다형체는 허용하지만, 염 

변경과 같은 다른 성분에 대한 청구항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포함하는 

 
222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SOR 93-133) § 8(2). 
223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SOR 93-133)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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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개정되었다. 224  또한 바이오의약품 및 제조방법을 한정한 

물질(product by process)도 등재 대상이 되었다. 225  이와 함께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는 자신의 허가신청시점까지 등재된 특허에 

한해서만 특허와의 관계를 소명하면 되도록 개정하여, 24개월의 자동 

정지가 연장되거나 2 회이상 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나. 2017년 개정 내용  

2017년 7월 15일, 캐나다 정부는 PM(NOC) 규정에 대해서 기존의 

서면 바탕의 신청(application)에서 온전한 디스커버리(discovery) 및 

구두 진술 진행 등이 포함된 완전한 특허침해소송(action)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개정을 꾀한다고 공표하였다. 기존의 약식 소송 

절차를 배제하며 온전한 소송 진행을 규정한 새로운 PM(NOC) 규정은 

미국의 Hatch-Waxman법과 더 유사하게 개정된 것으로, 개정된 

PM(NOC) 규정은 2017년 9월 21일에 발효되었다. 개정된 PM(NOC) 

규정은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해서 구별하지 않고, 특허, 

허가 및 상업적 관점에서 동일한 허가-특허연계 시스템 및 허가 절차를 

적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i) 오리지널 제약사가 등재 

특허(Patent Register)에 등재되지 않은 특허나 특허 청구항에 

기인해서도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 226과, ii) 오리지널 제약사가 

24개월의 허가 자동 정지 조항을 포기하면서 Section 8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첫번째 후발의약품 허가신청경쟁자의 시장 

 
224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SOR 93-133) § 

4(2.1). 
225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SOR 93-133) § 2(1). 
226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SOR 93-133)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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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을 허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227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iii)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와 유사한 수준의 디스커버리 절차가 

도입된 것이 중요한 개정 내용이다. 기존에 법원은 복잡한 기술적인 

증거 대신 서면 증거만을 바탕으로 판단하였고, NOA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네릭/바이오시밀러 신청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및 특허 무효 주장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다. 

또한, 오리지널 제약사가 1심에서 패소한 경우 후발 허가신청 의약품에 

판매 허가(NOC)가 부여되므로, 오리지널 제약사가 항소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또한 iv) 신약 허가신청자가 후발의약품 신청자로부터 NOA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대상 특허의 만료까지 보건부장관이 

후발의약품을 허가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던 것을, 신약 

허가신청이자 또는 특허권자가 45일 이내에 연방법원에 

특허침해판결(declaration)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다.228  이때 

후발의약품 신청자는 반소(counterclaim)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229 

기존에는 특허 침해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허가신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특허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캐나다는 캐나다·유럽 포괄적 경제 무역 협정(Canada-European 

Union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을 체결하며, 허가-특허연계규정에 완전한 항소권한을 

 
227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SOR 93-133) § 

7(5)(b), 8(4). 
228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SOR 93-133) § 6(1). 
229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SOR 93-133)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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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기로 선언하였다. 본 CETA 합의는 기존의 소송 신청을 패스트 

트랙의 특허 침해/무효 소송으로 개정되도록 하였다. 또한, 본 개정에서 

유럽의 추가 보호 기간(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SPC)을 

바탕으로 추가 보호 인증(Certificate of Supplementary Protection, 

CSP)을 통해 2년의 특허 보호 기간 연장 규정이 도입되었다.230 

다만, 개정된 규정에서도 24개월의 자동 정지 기간은 유지되어서, 양 

당사자와 법원은 24개월이라는 시간 제약 아래 특허 침해/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해당 기간 내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 또한 

24개월의 자동 정지 기간 중에는 같은 허가신청 NOA에 관련된 

소송만이 병합될 수 있고,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의 소송이 병합되는 

것은 금지되었다.231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는 기존과 같이 오리지널 제약사에 NOA를 

제공해야하나, 오리지널 제약사에게 비밀유지의무(reasonable 

confidentiality obligations)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232  구체적으로 

자세히 법적 및 사실적 근거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무효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문서 또는 전자문서도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는 특허 발명자의 연락처, 실험실 노트, 실험 

보고서 또는 특허 출원 당시에 발명을 구성하거나 그 시기에 사용되었을 

특정 문서나 관련된 사용에 대해 입증할 다른 문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233  즉, 미국 소송의 디스커버리와 같은 절차의 진행이 

 
230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SOR 93-133) § 3(2), 

4(1.1). 
231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SOR 93-133) § 6.02. 
232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SOR 93-133) § 

5(3.5). 
233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SOR 93-133) § 

5(3)(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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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가 소송에서 무효주장을 하는 경우 보다 

자세히 NOA를 기재할 것이 요구된다. 234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NOA와 함께 등재 특허가 

침해되지 않았음을 인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의 제출이 요구된다.  

 

제 5 절 호주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1. 서론 

 

국가별로 운용되고 있는 허가-특허연계제도는 근거법령, 법령의 형식 

및 적용대상 의약품의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미국에 허가-

특허연계제도가 1984년 Hatch-Waxman법으로 처음 도입된 이래 

호주에서도 2004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35 에 따른 

부속조치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었다. 호주는 제네릭 

 
234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SOR 93-133) § 

5(3)(b)(ii). 
235 U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Art. 17.10(4), 2004. 

 (“Where a Party permits, as a condition of approving the marketing of a 

pharmaceutical product, persons, other than the person originally submitting the 

safety or efficacy information, to rely on evidence or information concerning the 

safety or efficacy of a product that was previously approved, such as evidence of 

prior marketing approval by the Party or in another territory: 

(a) that Party shall provide measures in its marketing approval process to prevent 

those other persons from: 

(i) marketing a product, where that product is claimed in a patent; or 

(ii) marketing a product for an approved use, where that approved use is claimed 

in a patent, during the term of that patent, unless by consent or acquiescence 

of the patent owner; and 

(b) if the Party permits a third person to request marketing approval to enter the 

market with: 

(i) a product during the term of a patent identified as claiming the product; or 

(ii) a product for an approved use, during the term of a patent identified as claiming 

that approved use, the Party shall provide for the patent owner to be notified of such 

request and the identity of any such other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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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대한 특허연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허가-특허연계규정을 제한하고 있다.236  

호주에서는 약사법인 ‘의료제품법(1989)’(Therapeutic Goods Act 

1989, TGA)을 개정하여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입법화하였으나, 

미국이나 캐나다와는 달리 i) 의약품 특허목록의 작성, ii) 통지제도만이 

제한적으로 시행되었고, 자동정지(auto-stay)제도와 독점권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허권자는 특허침해소송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제3자의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절차에 대한 중지제도 규정 및 허가-

특허연계제도로 발생하는 자동정지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독점권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호주에는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특허권자의 특허권 

확대행위, 에버그리닝(evergreening) 237 에 반하는 규정(anti 

evergreening)이 추가되었다. 238  후발의약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 후 

그 판매금지가 근거 없는 것으로서 신약 제약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판매금지 신청을 한 것임이 밝혀지면 신약 제약회사가 

후발의약품 제약회사나 호주 정부 측에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호주 

의료제품법 제26D조239는 그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신약 제약회사에게 

알려진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리라는 합리적인 

 
236 Ravikant Bhardwaj, K D Raju and M Padmavati, “The Impact of Patent Linkage 

on Marketing of Generic Drugs”,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ol. 18 

(2013), p. 319. 
237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은 제약 분야에서 의약품 특허의 등록 시 권리범위를 넓

게 설정하고 2~3년 간격으로 약의 제형이나 구조를 조금씩 바꿔 후속 특허를 계속 출

원함으로써 특허의 보호기간을 늘리려는 것을 말한다. 
238  APEC 규제조화센터, 호주 의약품허가제도, 인·허가 보고서 시리즈-10 (2016. 

12.), 21면. 
239  Therapeutic Goods Act 1989 Section 26D (Requirements for interlocutory 

injunction) (last visit on July 20, 2021),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9C0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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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없거나 특허소송이 근거 없이 이루어져 남용되거나 합리적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경우에 신약 제약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인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증명은 쉽지 않을 

것이다.240  

기본적으로 호주의 특허법 제도가 워낙 특허권자 친화적인 제도인 바, 

의료제품법에 도입된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특허권자보다는 후발의약품 

제조사를 보호하는데 더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2. 호주의 특이 약가 제도 

 

호주는 소비자들이 구매가능한 약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시스템의 하나인 ‘의약품 보조 혜택’(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이하 PBS) 241 이라는 독특한 약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제약사의 신청으로 임상효과가 검증된 저가 

약품을 약품목록에 등재하고 등재한 약품에 대해서는 약값을 보조해 

주는 정책을 실시해줌으로써 약값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PBS 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은 정부보조금 혜택가로 구매할 수 

있으며, 매달 심사에 통과한 새로운 의약품을 온라인상에 업데이트하며, 

리스트에 없는 의약품은 전체 가격을 지불해야 구매가 가능하다. 242 

제약회사에서 PBS 리스트 등재를 신청하기 전에는 호주 

 
240 박성민⋅정용익⋅신혜은, “후발의약품 진입 후 신약 보험약가 인하와 손실 배분의 정의

(正義) - 우리나라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의 해석론과 입법론 -”,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2016), 33면. 
241 National Health Act, 1953, § 85 (Austl.). 
242  Kotra, “ 호주 제약산업 ” , 해외시장뉴스, (last visit on July 15, 2021),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781/globalBbsDataAll

View.do?dataIdx=177239&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

&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 



 

 9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하는 연방의료제품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이하 TGA)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의약품을 PBS에 등재하기 위해서 의약품 제조사는 

의약품급여자문위원회(the Pharmaceutical Benefits Advisory 

Committee, 이하 PBAC)의 평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 

PBAC은 약품의 치료효과를 측정하고 기존 치료제와 신청한 의약품의 

임상적 유효성, 합리적 가격 비교를 수행하고, 평가 절차를 거쳐 PBS에 

등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243  PBAC의 평가 절차를 거쳐 PBS 목록에 

등재되고 처방 의약품(오리지날, 제네릭)과 처방전 없이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drug, OTC 의약품) 

포함 약 80%가 PBS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의약품 가격은 제약사와 

PBAC 협의 하에 결정된다.  

 

3. 호주의 허가-특허연계제도 주요 조항 

 

가. 특허권자에 대한 통지제도 

의료제품법(TGA)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제네릭 제약사는 허가 기관에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유효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증하거나 또는 허가신청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44  상기 규정은 특허권자에 

대한 통지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통지에 따른 허가 절차의 자동 

유예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제네릭 제약사의 독점권 

 
243 National Health Act, 1953 § 101 (3A) (Austl.). 
244 Therapeutic Goods Act 1989, 26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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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제네릭 제약사의 확인서가 

허위이거나 실질적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 벌금을 납부할 수 있다.245 

 

나. 특허권자의 확인서 제출 요구와 보상 규정 

호주의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특이한 점은, 특허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제네릭 제약사의 특허 무효 또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통지에 대응하여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특허권자에게 특허권자의 행사가 정당한 권리사용이라는 것을 

서약하도록 하는 등의 확인 조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246 

또한, 특허권자가 시장 독점 기간의 연장을 위해 특허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제품법 제26D조에는 오리지널 제약사가 

후발의약품에 대해 판매금지시킨 후 오리지널 제약사가 특허소송에 

패소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의료제품법 제26C조는 판매금지 조치 전에 특허권자가 이행할 

의무와 의무 위반시의 제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약사에게 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허침해소송의 개시 전에 허가당국인 연방의료제품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TGA) 보건부장관에게 i) 제네릭 제약사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이 선의로 제기된 것이고, ii) 합리적인 승소 가능성이 

있으며, iii) 불합리한 지체행위 없이 수행될 것임을 서약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247  

 
245 Therapeutic Goods Act 1989, 26B (2). 
246 Roy F. Waldron, “Linkage in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Patent Litigation”, 944 

PLI/Pat 185, 2008, pp. 198-199. 
247 Therapeutic Goods Act 1989, 26C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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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확인서가 허위이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소송이 남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검찰총장은 손해전보명령을 법원에 구할 수 있고, 법원 

또는 법무장관(Attorney-General)은 제네릭 의약품 신청자의 신청을 

통해 특허 소송으로 특허권자가 얻은 이익 또는 제3자의 손해 혹은 

일실이익을 고려하여 최대 1천만 달러의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다. 248 

이와 같이 특허권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네릭 제약사의 시장 진입을 보호해 주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다. 중간금지명령(Interlocutory injunction)과 보상규정 

호주에서는 캐나다와 달리 특허소송과 중간금지명령(interlocutory 

injunction, 예비금지명령)이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고, 특허권자가 

특허소송 제기 후 별도로 중간금지명령 신청절차를 취해야한다. 

특허권자는 중간금지명령 신청 전에 법무장관에게 신청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고, 249  중간금지명령이 이루어진 후 특허권자가 다른 

당사자의 동의없이 주요 소송을 중단시키거나  특허권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하거나 소송이 남용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은 특허권자에게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와 연방(Commonwealth), 

주(State) 또는 지방 정부(Territory)에 보상하도록 명할 수 있다. 250 

후발의약품 신청자에 대한 보상은 후발의약품 신청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특허권자가 소송기간 동안 호주 내에서 해당 의약품의 판매로부터 얻은 

총 수익에 근거하여 산정되고, 연방, 주, 지방 정부에 대한 보상은 각 

 
248 Therapeutic Goods Act 1989, 26C (5). 
249 Therapeutic Goods Act 1989, 26D (1). 
250 Therapeutic Goods Act 1989, 26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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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발생한 보건 의료 및 약제비에 대해 해당의약품의 가액과 

중간금지 기간을 고려한 총 수익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251  후발의약품 

신청자에 대한 보상은 후발의약품 신청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특허권자가 

소송기간 동안 호주 내에서 해당 의약품의 판매로부터 얻은 총 수익에 

근거하여 산정되고, 연방, 주, 지방 정부에 대한 보상은 각 정부에 

발생한 보건 의료 및 약제비에 대해 해당의약품의 가액과 중간금지 

기간을 고려한 총 수익을 바탕으로 산정된다.252  

 

제 6 절 그 외 국가들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1. 중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가. 제도의 도입 과정 및 개정 특허법 

중국은 세계 3위의 제약시장으로서, 제네릭 의약품을 중심으로 제약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허가-

특허연계제도를 살펴볼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중국이 2002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불분명하나, 다만, 미국이 1992년 중국에 대하여 의약분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줄 것을 요구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의 체결로부터 중국의 의약 관련 법제도가 

 
251  박은혜, 변진옥, “허가-특허연계와 건강보험: 혁신의 촉진과 공적재원의 손실방지

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한국사회정책, 제23권 제4호 (2016), 104면. 
252 Harris, T., Nicol, D. & Gruen, N., Pharmaceutical Patents Review Report 2013, 
Canberra,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3), pp.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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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53  이 양해각서에서는 ‘허가-

특허연계제도’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정부는 이 양해각서를 

통하여 미국의 의약관련 발명을 보호하는데 동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중국은 1993년 1월 중국 특허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中華人民共和國專利法)’을 개정하여 의약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하게 되었다. 254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양자 간 혹은 다자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의무에 의해 도입된 

것과 상이하게 자체적으로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매우 큰 차이점이다. 

중국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主席令第 

45号)(이하, ‘약품관리법’이라 함)은 2001년 2월 28일 제9차 

전국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어,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의약에 관한 연구개발부터, 의약의 판매와 유통에 

이르기까지 의약의 모든 분야를 다룬다. 255  여기에, 약품등록에 관한 

관리방법을 규정한 ‘약품등록관리방법(药品注册管理办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05년 본 법에는 아직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나, 2007년 개정작업을 하면서 허가-

특허연계제도가 규정되었고, 2007년부터 개정된 약품등록관리방법에는 

기존의 약품특허선언조항(제18조), 복제약 신청기한 

제한조항(제19조)은 그대로 포함되어 있고,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시조항(제8조), 데이터독점조항(제20조) 

 
253  전성태, 홍재성, “한중 FDA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

로”, 한국의료법학회지 22(2) (2014), 194면. 
254 전성태, 홍재성, 상게논문, 194면. 
255 전성태, 홍재성, 상게논문,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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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검사기한보호조항(제66조)이 새롭게 도입되었다.256 

2020년 10월 17일에 중국 특허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中華人民共和國專利法)’ 257  4차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58 에서 통과되었다. 2008년 12월 27일 제3차 개정 이후 

12년만의 전면개정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개정된 특허법(이하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었다. 1985년 특허법 시행 이래 7~8년에 한 번씩 

있었던 세 차례의 개정과 달리 금번 개정은 12년이 소요된 만큼, 총 

29개의 조항에 걸쳐 다양하고 중요한 개정 사항을 다수 포함하였다. 

특히, 의약품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의약품 

특허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중국은 2020년 1월 15일 미국과 “Phase I” 무역합의에 

서명하였는데, 본 합의는 중국으로 하여금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의약품 특허 분쟁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제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2020년 10월 17일 중국은 다른 

조항의 수정과 함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포함하기 위하여 

특허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2020년 9월에 

국가지식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 259 과 

국가약품감독관리국(中国药品监督管理局) 260 은 공동으로 의약품 특허 

 
256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보고서 (2017), 277면. 
257 중국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총칭하여 "전리"라 칭하며, 한국과 달리 특허법, 실

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관련 내용이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에 포함되어 있다. 
258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 기관으로, 헌법을 제외한 모든 법률에 

대한 제정, 개정 권한이 있다. 
259  국가지식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의 영문명은 CNIPA(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이다. 
260  국가약품감독관리국(中国药品监督管理局)의 영문명은 NMPA(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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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에 대한 임시 규정(“Trial Measures of Early Resolution 

Mechanisms For Drug Patent Disputes”, 일명 “Draft Rules”)을 

공개하였고, 이 임시 규정은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개정 특허법 제76조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약품 출시 심사평가 및 심사비준의 과정에서, 약품 출시 

허가신청인과 유관한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등록을 신청한 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으로 인해 분쟁이 생긴 경우, 관련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등록을 신청한 약품 관련 기술방안이 타인의 약품 

특허권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당사자들이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매 허가를 

신청한 의약품과 관련된 기술이 타인의 특허권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 판매 

허가신청이자 사이 및 관련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 사이에 해당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인민법원 또는 

국가지식산권국에 행정 재결을 신청해 민사 소송 절차로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261  이 경우 국무원 의약품 감독관리부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원의 확정 판결(발생된 재정판결(裁判))에 근거하여 관련 

의약품의 판매 승인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62 

또한 신설된 특허법 규정은 특허 침해가 확인된 의약품에 대하여 

9개월의 약품 판매 허가의 잠정 정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61 Chuanhong Long, “China Amends The Patent Law: A Stronger Protection Is On 

The Way”, les Nouvelles (Mar 2021), p. 22. 
262 법무법인 광장, 중국 특허법 전면 개정 브리핑, 법률신문 (2021. 07. 20. 최종방문)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awFirm-NewsLetter-

View?serial=165739>.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awFirm-NewsLetter-View?serial=165739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awFirm-NewsLetter-View?serial=16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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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통한 허가심사단계에서 특허권자를 위한 

사전적 특허보호수단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겠다. 

또한,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인민재판의 결과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허가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무원 의약품 감독관리부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원의 확정 판결(발생된 재정판결(裁判))에 

근거하여 관련 의약품의 판매 승인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미국의 Hatch-Waxman법에는 i) 의약품의 특허목록 작성, ii) 특허 

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한 후발의약품 업체의 허가신청 시에 

특허권자에게 신청사실을 통지하는 제도, iii) 후발의약품의 허가 절차를 

중지시키는 자동정지제도, iv) 최초 제네릭 업체에게 부여되는 독점권 

제도 등의 허가-특허연계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i) 

의약품특허목록 작성, ii) 통지제도 및 iii) 자동정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었고, 독점권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7년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 다만 중국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오리지널 의약품(신약) 및 

제네릭 의약품의 정의가 다르고, 화학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은 2000년대 후반까지 오리지널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의 개념이 

구분되지 않았으나, 2007년 약품등록관리방법을 개정하면서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었다.263 중국법상 신약이란 기존에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은 의약품을 말하고, 외국에서는 판매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263 Steven J. Rizz; Max Lin, “Generic Drug Approval Process in China”, FDLI 

(2011),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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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허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약에는 새로운 적응증, 새로운 제형, 

새로운 전달경로 또는 생체 유사제품이 포함되며, 신약허가신청 시에는 

약물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제네릭 의약품이란 이미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의 판매허가가 

이루어진 의약품을 의미하며, 제네릭 의약품의 신청자는 제네릭 

의약품의 물질이 이전에 승인된 의약품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264  

2021년 7월 4일 국가지식산권국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의약품 

특허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 시행 

방법’(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实施办法) 임시버전을 발표하였다.265 본 

시행방법은 시범 운영 실시 방법을 거쳐 국무원이 동의하면 

발표일로부터 시행된다. 해당 조치는 특허 등재 시스템을 설정하고, 

등록된 특허를 기반으로하여 의약품의 판매 승인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 

또는 국가지식산권국을 통한 소송에 대한 이중 매커니즘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관한 주요 

특징들을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의약품의 특허목록 등재 

기존의 약품등록관리방법 제18조 266 는 의약품 특허 등록에 관하여 

 
264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보고서 (2017), 278면. 
265  China Releases Patent Linkage Implementation Measures, the National Law 
Review, Volume XI, Number 211 (July 2021),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china-releases-patent-linkage-

implementation-measures>. 
266 약품등록관리방법 제18조: 신청인은 그 등록을 신청한 약물 또는 사용된 처방, 가공

법, 용도 등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타인의 중국 국내 특허 및 그 권리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타인이 중국 국내에 특허를 소유한 경우 신청인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범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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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데, 의약품 품목허가신청인은 품목허가신청을 하기 위하여 

그 등록을 신청하는 의약품에 대한 특허 및 그 권리관계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오리지널 의약품 출원인과 제네릭 의약품 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의약품 출원에 대하여 요구되는데, 제네릭 의약품 

출원인의 경우에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인증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의약에 관련된 특허검색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 

작성된 특허 목록은 불완전하여 모든 특허 정보를 정확하게 게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267  

한편 중국의 약품등록관리방법 제19조는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신청시기를 약품특허 존속기간만료 2년 전부터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관리총국은 이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부합할 경우 특허기간 만료 후 신청약품에 대하여 

승인번호, 수입약품등록증, 의약제품등록증을 부여한다. 268  이 규정은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신청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된 타인의 특허권의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가 아니면 제네릭 

의약품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특허법이 발효되기 전인 2021년 5월 18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특허 등재 플랫폼’ (中国上市药品专利信息登记平台, 

PRP(Patent Registration Platform))(https://zldj.cde.org.cn/home)을 

구축하였다. 특허 등재 플랫폼은 미국의 Hatch-Waxman법의 특허 

 
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설명 또는 

성명을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약품등록과정에서 특허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특허법률, 법규에 따라 해결한다. 
267 Benjamin P. Liu, “Fighting Poison with Poison? The Chinese Experience with 

Pharmaceutical Patent Linkage”, The John Marshal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623 (2012), p. 636. 
268 Ibid., p.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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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오렌지북)과 비슷하며, 새로운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주축이 될 

것으로,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을 보유한 시판 허가권자들은 약품의 관련 

특허 정보 제출에 참여할 것이 권장되었다. 해당 플랫폼에는 일반 

화학의약품, 중국 전통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품목허가권자는 의약품 등록증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의약품명, 제형 

및 사양, 의약품 판매 허가증 소유자, 관련 특허 번호, 특허명, 특허번호 

등을 등록해야한다. 품목허가권자는 물질 특허, 조성물 특허 및 적응증 

특허에 대해 등재할 수 있다.  

후발의약품 신청자는 의약품 판매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타입 I) 

플랫폼에 등재 특허가 없다, II) 특허가 만료되었거나 무효인 것으로 

선언되었다, III) 등재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판매하지 않겠다, 

IV-1) 해당 등재 특허는 무효이다, 또는 IV-2) 해당 특허의 권리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해서 특허인증서에 

선언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269  제네릭 의약품 신청이 접수된 후 

10영업일 이내에 국가약품평가기관은 신청 정보와 해당 인증서를 특허 

플랫폼에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후발의약품 신청자는 허가신청 

접수확인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오리지널 제약사(품목허가권자)에 

특허인증서를 통지해야한다. 

 

다. 자동정지제도 

개정 특허법에 따르면 품목허가사실통지를 받은 특허권자는 의약품 

등록신청인의 통지에 대해 45일 이내 i) 베이징 지적재산법원에 소를 

 
269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实施办法 第六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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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거나, ii) 국가지식산권국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70 

특허권자가 4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9개월의 판매승인 자동 정지 

기간이 시작된다.  다만 바이오의약품에는 자동정지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우선판매품목허가 

중국은 제네릭 제약사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7년 5월 

정책 55호에 제네릭 독점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특허권자의 

특허에 도전하여 특허 침해소송에서 승소한 첫번째 제네릭 의약품은 

18개월의 독점권을 부여받고, 또한 특허를 성공적으로 무효화하는 

제네릭 의약품과 해외시장에서 판매된 최초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1.5년의 데이터 보호기간이 부여되었다. 

개정 특허법에 따르면 (1) 타입 IV의 인증이 성공한, (2) 최초 

허가받은 제네릭의약품인 경우 12개월의 독점권을 부여받는다. 271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제네릭 제품을 허가할 수 

없다.  

 

2. 대만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가. 도입 

대만 의회는 2017년 12월 29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규정한 약사법(藥事法)의 개정을 통과시켰고, 2019년 8월 20일 드디어, 

 
270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实施办法 第七条. 
271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实施办法 第十一条. 



 

 108 

대만의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되었다. 미국의 Hatch-Waxman법은 

화학의약품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바이오의약품은 BPCIA에서 별도로 

규정한 반면, 대만의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화학의약품 뿐만아니라 

바이오의약품에도 적용된다. 오리지널 제약사(새로운 약의 

허가판매자)는 신약 제품을 커버하는 등록 특허를 등재하고,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에 대해 해당 특허를 근거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대만의 경우 미국의 Hatch-Waxman법을 참고하고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하나의 법에 화학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에 모두 적용되고, 심사 유보 및 시장 독점권을 구분없이 

부여하는 바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이후 국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특허의 등재는 오리지널 제약사(오리지널 의약품 출원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오리지널 제약사는 판매 허가 후 45일 이내에 신약을 

커버하는 특허를 등재하여야 한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판매 허가 이후에 

등록된 특허는 등록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등재되어야 한다. 272 

등재대상이 되는 특허는 물질특허, 제형특허, 의약품 용도특허 273이다. 

특히, 용도특허의 경우, 오리지널 제약사는 특허 번호를 특정할 뿐만 

아니라 해당 용도로 커버되는 청구항을 특정해야 한다. 특허 존속기간이 

 
272 藥事法, 第48-3條 第1項. 
273 藥事法, 第48-3條 第2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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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되거나, 특허권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등재된 특허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변경이 일어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정보의 변경이나 삭제가 이루어져야 한다.274 

 

다. 품목허가사실통지 

제네릭 제약사가 제네릭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오리지널 제약사에 

의해 등재된 특허 전부에 대해서 대만 식품의약품청(食品藥物管理署)에 

침해 여부에 대한 진술(인증)을 하여야 한다. 대만의 제네릭 제조사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서 통지를 하여야 한다. i) 등재된 특허가 없거나, 

ii) 이미 특허가 만료되었거나, iii) 특허가 만료된 후에 중앙 보건 

당국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겠다, 또는 iv) 특허를 침해하지 않거나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275  

제네릭 제약사는 등재된 특허가 없거나, 만료되었거나, 특허 만료후에 

허가를 받겠다거나, 특허를 침해하지 않거나 특허가 무효라는 사실을 

중앙 보건 당국에 진술해야 하고, 중앙 보건 당국이 제네릭 제약사에 

허가신청에 대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고 통지한 날(허가신청일로부터 

42일 소요)로부터 20일 이내에 오리지널 제약사 및 중앙 보건 당국에 

인증서를 제출하고 통지해야 한다.276 특히, 제네릭 제조사가 iv) 특허를 

침해하지 않거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에 대한 

설명과 증거를 포함하는 통지를 하여야 하고, 오리지널 제약사와 

특허권자가 다른 경우 양사에 다 통지하여야 한다.277 

 
274 藥事法, 第48-6條 第1項. 
275藥事法, 第48-9條. 
276 藥事法, 第48-12條 第1項. 
277 藥事法, 第48-12條 第2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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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통지 중 i) 등재된 특허가 없거나 또는 ii) 이미 특허가 만료된 

경우, 허가신청이 심사된 후에 중앙 보건 당국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바로 받을 수 있다.278 iii) 특허가 만료된 후에 중앙 보건 당국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겠다고 통지한 경우, 허가신청이 심사된 후에 등재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대만 식품의약품청은 허가를 보류한다. 279  iv)로 

통지한 경우에는, 판매 허가 결정은 등재 특허들에 대한 특허권자들의 

조치에 따라 좌우된다. 등재특허권자가 제네릭 신청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앙 보건 

당국은 신약 허가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이 될 때까지 

허가를 보류한다.280 미국의 Hatch-Waxman법에서는 자동 정지 기간이 

30개월인데 비하여, 대만의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는 12개월의 

자동정지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라.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재특허권자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한 첫번째 제네릭 의약품 

신청자는 12개월의 판매독점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281 미국의 Hatch-

Waxman법 제도에서는 180일의 판매독점권을 부여한 반면, 대만의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는 12개월의 긴 판매독점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첫번째 제네릭 의약품 신청자는 판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를 시작해야한다. 282  첫번째 제네릭 

의약품 신청 회사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2개월의 판매독점권을 

 
278 藥事法, 第48-10條. 
279 藥事法, 第48-11條. 
280 藥事法, 第48-13條 第2項. 
281 藥事法, 第48-16條 第1項. 
282 藥事法, 第48-17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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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다. 283  다만, 판매독점권은 그 중 누구 하나라도 승인받은 

제품을 팔기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기산된다.   

 

3.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의 대부분의 국가는 허가-

특허연계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신 유럽연합은 신약에 

대해서 8년의 자료독점권 284 을 부여하여 허가-특허연계제도보다 더 

강력하게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유럽연합 자료독점권 

지침(EU Data Exclusivity Directive, Directive 2004/27/EC)에 따르면 

신약에 대해 일단 8년의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를 부여한다. 285 

미국의 Hatch-Waxman법이 화학의약품에 대해서 5년간의 

자료독점권을 부여하고,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BPCIA에서도 4년간의 

자료독점권을 인정해주는 것과 비교할 때 8년 동안 임상 시험 자료의 

원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킨 것은 매우 강력하게 의약품의 자료를 

보호하는 제도라 할 것이다. 

8년이 경과하면 후발 제네릭 업체의 신약 개발자의 자료 원용은 

허용되지만 그로부터 2년 동안은 허가당국이 허가를 내리는 것이 

금지되는 시장독점권(Market exclusivity)이 부여된다. 여기에 더하여, 

치료용 신약의 경우 ‘중요한 새로운 적응증(significant new 

indication)’을 추가로 발견하는 경우 위 10년 기간에 더하여 추가 

 
283 藥事法, 第48-16 第3項. 
284 European Medicines Agency, “Data exclusivity”, (last visit on Jul 20, 2021), 

<https://www.ema.europa.eu/en/glossary/data-exclusivity>. 
285 박준석, 상게논문, 16면, 각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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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시장독점권(8+2+1, 즉 최대 11년)이 주어질 수 있다. 286  또한, 

소아 적응증에 대해서 6개월의 기간 추가가 가능하며, 희귀질환 

치료제(orphan drug) 및 소아 적응증인 경우 질환별로 다르나 2년 

추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희귀질환 치료제 및 소아 적응증인 경우 총 

12년, 그 외의 경우 총 10년 내지 11년의 독점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유럽은 자료독점권을 통해 신약 개발자가 오랜 기간 시간과 

비용을 들여 확보한 전임상 자료 및 임상 시험 결과에 대하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자료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신약의 개발 

고취를 도모하도록 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별도의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유럽의약품청(the 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은 신약 

관련 특허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후발 의약품의 허가를 부여한다. 개별 

국가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일부 규정인 통지제도나 허가 

심사 자동중지제도 등을 가지는 국가들이 있다. 헝가리의 경우 제네릭 

제약사가 허가신청 시 어떠한 특허도 침해하지 않으며, 특허 만료시까지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해야 하며,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제네릭 제약사가 허가신청이 어떠한 특허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슬로바키아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에야 비로소 제네릭 의약품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포르투갈의 경우 오리지널 제약사는 허가신청한 제네릭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287 

 

 
286 Donna M. Gitter, op. cit., p. 566. 

287 Bhardwaj, supra, at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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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경우 

 

일본은 미국의 Hatch-Waxman법과 같은 형태의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미국 이외의 국가들 대부분이 

미국의 통상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허가-

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한 것에 비해, 일본은 특허권자 보호 측면에서 이미 

의약품 허가를 위한 재심사와 같은 행정절차를 통해 신약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고, 제네릭 시장 진입 촉진 측면에서는 국가에서 의약품의 

약가 조절을 통해 의약품의 가격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288  

특히, 일본은 미국과 같은 자료독점권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 제14조의4에 재심사 제도를 두고 있다. 재심사란 신약에 대해, 승인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기업이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사용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승인된 효능, 효과, 안전성에 대해 다시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심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독점 기간을 보장하고,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킴으로써 신약개발 기업이 막대하게 투자한 연구 

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의약품의 재심사기간에는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신청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여 오리지널 의약품의 독점을 허용하도록 한다. 289  재심사 기간은 

희귀의약품, 장기간의 투약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10년, 

 
288 신혜은, 복정정, “일본의 허가특허연계제도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산업재산권 제

66호, 133면. 
289 신혜은, 복정정, 상게논문,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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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물질 의약품은 8년, 신규 복합제, 신규 투여경로 의약품은 6년, 

신규 적응증, 신규 용법 용량 의약품의 경우 4년이 된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내 보호와 재심사 제도는 둘 다 신약의 시장독점을 허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같지만, 재심사 제도는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판매 승인 자체를 유보한다는 점에서 특허권 존속기간 보호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290 

또한 일본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2년에 한번 약가 개정을 

진행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인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내부요인으로 인해 일본 제약회사는 주로 새롭게 개발한 신약을 

약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미국시장에 먼저 판매하고 수년에서 

10여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일본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291 허가-특허연계제도는 대부분 내수시장에서의 신약개발 

장려와 제네릭의 쉬운 진입으로 의약품 가격경쟁으로 인한 약가 인하를 

통해 처방의약품의 저렴한 제공이라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본은 이러한 의약품 시장의 특성상 굳이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법률로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최근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CPTPP’) 292 가 발효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 293 이 

 
290 신혜은, 복정정, 상게논문, 139면. 
291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보고서 (2017. 11), 271면. 
292  CPTPP는 미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2016년 체결했던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이하, ‘TPP’ )을 모태로 하고, TPP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명칭이 

CPTTP로 바뀌어 2018년 12월 30일에 발효되었다. 
293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RCEP이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되었는데, 

RCEP은 아세안 10개국에 한국, 중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더한 15개국

이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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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됨에 따라 일본의 제도에도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CPTT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를 모태로 하는데, TPP는 환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협정으로 2015년 10월 체결되었고,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이 참여하였다. 본 TPP 협정문은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모호하게 서술하고 있다. 294  TPP의 최종 협정문 

제53조 295 는 비록 완화된 형태이기는 허가-특허연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협정국의 국내법 이행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TPP 

회원국의 주요 의무는 첫째,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시판허가를 요청한 자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도록 하는 

체계(통지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둘째, 특허권자에게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의 시판(marketing) 이전에 조치를 취할 수 

 
294 손경복,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 및 제도: 협정문 내용 변

화를 중심으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2(2) (2016), 100면. 
295 Article 18.53: Measures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Certain Pharmaceutical 

Products 원문 

1. If a Party permits, as a condition of approving the marketing of a 

pharmaceutical product, persons, other than the person originally submitting the 

safety and efficacy information, to rely on evidence or information concerning 

the safety and efficacy of a product that was previously approved, such as 

evidence of prior marketing approval by the Party or in another territory, that 

Party shall provide: 

(a) a system to provide notice to a patent holder62 or to allow for a patent 

holder to be notified prior to the marketing of such a pharmaceutical product, 

that such other person is seeking to market that product during the term of 

an applicable patent claiming the approved product or its approved method 

of use; 

(b) adequate time and opportunity for such a patent holder to seek, prior to 

the marketing 63 of an allegedly infringing product, available remedies in 

subparagraph (c); and 

(c) procedures, such as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and 

expeditious remedies, such as preliminary injunctions or equivalent 

effective provisional measures, for the timely resolution of disputes 

concerning the validity or infringement of an applicable patent claiming an 

approved pharmaceutical product or its approved method of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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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적절한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하며, 셋째,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에 대한 특허권자의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조치와 예비적 

금지명령 혹은 이와 동등한 효과적인 구제에 관한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96  협정문 제53조 제2항은 제1항의 

대안(alternative)으로 사법적인 조치 이외의 방법으로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에 대하여 시판허가를 요청한 자가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시판허가를 받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네릭 의약품의 구제에 대해서는 협정문도 허가-

특허연계제도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아닌 

제도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297  예를 들어 판매금지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각 회원국들은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 중 재량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6 손경복, 상게논문, 108면. 
297 손경복, 상게논문, 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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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한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제 1 절 서론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의존한 

의약품의 품목허가절차에서 신약에 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단계를 둠으로써, 특허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이용을 확대하려는 취지 하에 도입되었다. 298 

1989년 의약품에 대한 특허가 한국에 도입된 이래 20년간 물질특허 

존속기간이 보장되었지만, 품목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보통 특허 침해 여부는 관련 기업간 특허 분쟁을 

통해 허가 후 판매 단계에서 다투었으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으로 허가신청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신약에 대한 특허권과의 

관련성을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하여야 한다. 299 

오리지널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하여 관련 제품의 물질, 제형, 적응증, 

제조방법 등에 대해 특허권을 등록 받은 경우, 상기 특허들의 존속기간 

내에 후발 제약회사가 해당 신약을 제조하여 판매하면 특허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후발 제약회사들은 신약에 대한 특허권이 만료된 후에 바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298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해설서」(2015. 7.), 1면.  
299 약사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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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에 대한 시판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것이다. 

해당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되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특허법 

제96조에는 이미 시험 목적의 실시에 대한 특허침해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는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상시험을 위해 의약품을 생산 및 사용하는 것에는 

예외적으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우리 

법원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기위해 비교용출시험을 

하면서 시험약을 제조한 행위는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300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비교용출시험을 하면서 제네릭 의약품의 시험약을 생산한 행위에 대해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i) 

그에 필요한 기간만큼 신약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어 불합리한 점, ii) 신약의 특허권자는 품목허가(품목신고)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 받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하여도 동등한 혜택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iii) 특허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누구라도 곧바로 

 
300  특허법원 2008. 12. 9. 선고 2008허4936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6. 15. 선고 

2001카합1074결정, 2010년 특허법 제96조 1항 제1호가 개정된 후, 본 규정과 관련된 

소송은 더 이상 제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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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 기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2010년 특허법 

개정 시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연구 또는 시험의 범위에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나 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301  

따라서 한국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이미 

연구나 시험 목적의 실시에 대해 특허침해의 예외사유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오리지널 제조사와 제네릭 제조사의 형평성을 꾀하려는 법의 취지와는 

달리 신약 특허권자의 특허권 보호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2007년 6월 서명이 이루어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미국 측의 요구로 

도입되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문 제18.9조 제5항에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 가 규정되어 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1984년 미국에서 Hatch-Waxman법을 통해 최초 법제화되었고, 이후 

캐나다, 호주 등에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오리지널 제약사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를 제네릭 의약품 제조가 주력인 중소 제약회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제약 시장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막대한 자본을 동원하여 신약의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었으나, 국내 제약회사들은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기를 기다렸다가 제네릭 

 
301 특허법 [법률 제9985호, 2010. 1. 27, 일부개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연구 또

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

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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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개량 신약을 판매하는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보다 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본 제도의 목적에 대해 특허권자의 시장 

독점을 보장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억제하고, 제네릭 제품의 시장 

진입을 늦추면서 환자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특히,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의 허가신청과 특허 침해 

절차를 결부시키는 제도이므로, 특허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에 의해 제네릭을 비롯한 후발의약품의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리지널 제약사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허의 실제 침해여부와 무관하게 오리지널 제약사가 

계속 소를 제기하면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부작용도 유발할 수 있고, 오리지널 제약사를 과도하게 보호함에 따라 

후발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지연시켜 제네릭 시장을 위축하게 

만든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하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규정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 배경을 자세히 살펴본 후 본 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이후 본 제도의 

시행이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상세히 

검토하고 그 시사점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한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 배경 
 

1.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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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2007년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었다. 외교통상부 해석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란 의약품 시판허가를 받기 위해 원 개발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후발신청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단계에서 

특허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302  구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재된 의약품 특허에 대하여 1) 특허 존속기간 

내에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복제약 시판허가를 신청한 자가 관련 

정보를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2) 특허권자는 특허존속기간 중 복제약 

시판을 방지하는 조치를 시판 허가 절차 내에서 이행하도록 한다.303  

미국은, 자국 내에서는 의약품의 특허권자의 보호와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하였음에도,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 대해서는 의약품 관련 지재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304  미국은 다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여 왔고,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상에서도 의약품관련 지재권 강화와 함께 허가-

특허연계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 여부가 논의되었을 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본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었고, 도입하게 

된다면 통지 제도만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었으나, 미국 측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판매금지조치까지 도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305  미국 측은 

 
302 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2011. 7.), 45면. 
303 외교통상부, 상게자료, 45면, 본문에는 “식약청에 통보된 의약품 특허”라고 기재되

어 있으나, 여기서 통보는 법률상 용어로 표현하면 명백히 등재를 의미하므로 등재로 수

정하여 기재하였다.  
304 김현철, 한미 FTA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바이오의약품 적용여부에 대한 고찰, 이화

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7권 제1호 (2012. 9.), 228-229면. 
305  정차호, 한국형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의 제네릭 독점권 부여 여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과학기술과 법 제3권 제1호 (2012. 6.), 11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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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소송 제기 시 시판 허가 부여를 30개월 동안 자동 정지할 

것까지 요구하였으나, 우리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국내에서 

이행가능한 적절한 이행방안을 강구하는 선에서 합의하였다.  

우리 특허법은 1986년 개정 전에는 물질발명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으나,306 미국이 미연방 통상법 제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의 통상보복조치를 무기로 하여 물질특허의 인정을 

요구하며 통상압박을 가해옴에 따라서 1986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서 

물질발명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게 되었다.307 의약품은 개발 및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로 독점판매권이 부여된다. 특허 제도 또한 그 발명과 

창작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종국적인 기술발전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신약개발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리지널 화학의약품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면 이와 

주성분, 제형, 함량, 안전성, 유효성, 용도가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들의 

물질특허가 2015년 이후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바이오시밀러에 

도전하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 개발에 대해 특허권자가 투자한 

비용과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제약 기업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잘 활용한다면 제약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보호에 좀더 치우쳐져 후발 제약사의 

 
306 특허법 제4조 제3호([시행 1982. 11. 29.] [법률 제3566호, 1982. 11. 29. 일부개

정])는 화학방법에 의하여 제조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었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77판결,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후

1202 판결 참조. 
307 정상조, 박준석, 「지적재산권법」, 제4판 (홍문사, 2019), 55-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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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입을 제약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접근할 기회를 막을 수 있으므로, 국내 제약업계에 불리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2.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한다.308 체결국 간에는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자유무역협정은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 단계이다. 

자유무역협정은 협상 체결 국가 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한편, 그 외 국가에게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한다. 관세 및 

무역장벽 철폐가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주요 대상이지만, 최근에는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 조달, 경제 정책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7년 당시 수출 환경 악화, 한미 통상 마찰 

증가와 같은 통상 환경 악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총체적인 구조 개선을 

꾀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던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는 

가장 이슈가 된 분야였다. 대부분 미국 측에서 의제를 제기하였고, 

 
308  산업통상자원부, “FTA의 개념” (2021. 07. 20. 최종방문), 

<https://www.fta.go.kr/main/situation/fta/term/>. 

https://www.fta.go.kr/main/situation/fta/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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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에 대한 최저가 보장 부분을 제외하고는 미국 측이 제안한 내용들을 

우리가 상당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309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 합의사항에 따라 우리 법제에 

반영되었다. 미국은 Hatch-Waxman법 제정을 통해 의약품 심사 중 

불합리하게 심사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 존속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게 하였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미 존재하였던 우리 

특허법 제89조 제1항에 보다 구체적으로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성ㆍ유효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약품 

등의 발명’인 경우에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의약품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으로 의약품 지적재산권이 강화되고 

복제약의 시장 진입이 늦어져 약제비 지출이 더 증가하고, 다국적 

제약업계의 이익을 지나치게 대변하여 국내 제약 산업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310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제18장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18.8조 제5항에는 시판허가신청 목적의 특허물질 

사용, 제6항에는 의약품 시판허가 지연으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18.9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의약품 자료독점권이, 

제18.9조 제5항에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309  정용익, “한국의 법제 특성을 고려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방안”, 

박사학위논문 (2014), 52면. 
310  이해영·정인교,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시대의 창 (2008), 

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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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협정문 제18.9조 제5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8.9조 특정 규제제품과 관련된 조치 

5. 당사국이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원래 제출한 인 이외의 인이 그러한 정보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영역에서의 이전 시판허가의 증거와 같이 이전에 

허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증거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그 제품 또는 그 제품의 허가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허가당국에 통보된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시판허가를 요청하는 모든 그러한 다른 

인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나. 그 제품 또는 그 제품의 허가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허가당국에 통보된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다른 인이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국의 시판허가 절차에서의 

조치를 이행한다.311
 

 

위에서 보는 것처럼 제18.9조 ‘가호’ 에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및 특허권자에게 후발의약품 허가신청한 사실을 통지하는 규정을, 

‘나호’에는 특허권 존속기간 중 특허권자의 동의나 묵인없이 시판하는 

행위의 방지수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호’ 관련 규정은 

 
311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협정문, (2021. 07. 20. 최종방문), 

<https://www.fta.go.kr/us/do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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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부터 시행되었고, ‘나호’의 시판방지 조치는 협정 발효일 

이후 18개월 동안 위반시에도 분쟁에 회부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유예하였다가, 312  2010년 추후 협상에 따라 ‘나호’의 조치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 후 이행하는 것으로 유예되었다.313
 

 

3. 바이오의약품에의 적용 여부 

 

화학물질 자체에 대한 특허는 원천특허로서 배타적 범위가 매우 넓고, 

그 물질에 대한 용도발명 또는 제법발명 등에 대해서는 원 발명자의 

허락을 받아야 사용 가능하다. 특허권자는 원 화학물질 자체를 활용하는 

제형, 제조방법 및 사용방법에 대한 특허출원을 계속하면서 원특허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당해 화학물의 정보를 활용한 특허들로 배타적인 

권리범위를 더 확장해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제네릭 의약품은 화합합성 제재로서 보통 저분자 화합물이라서 

해당 성분들을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인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인증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 승인을 받을 수 

있다. 314  다만, 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특허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등재된 다른 조성물특허, 제형특허나 용도특허를 무효시키거나, 해당 

 
312 한·미 부속서한 (2010). 
313  한·미 FTA추가협상 합의문 (서한교환), (2011. 2. 10.). 제5절 의약품과 관련된 

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8.9조 제5항 나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대한민국에 적용된다(“Section E: Measures Related to 

Pharmaceutical Products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of Article 18.12 of the 

KORUS, Paragraph 5(b) of Article 18.9 of the KORUS shall apply to Korea beginning 

three years after the date the KORUS enters into force.”). 
314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Generic Drug Facts,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last visit on Jul 20, 2021), 

<https://www.fda.gov/drugs/generic-drugs/generic-drug-facts>. 

https://www.fda.gov/drugs/generic-drugs/generic-drug-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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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소송을 통해 증명해야 해당 의약품을 

출시할 수 있으므로, 후발 의약품 출시를 위해서는 물질특허가 

만료되더라도 다른 특허에 대한 소송 진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바이오의약품은 화학의약품과 달리 살아있는 생물의 세포 및 

조직을 이용해서 생산하며, 그 구조가 복잡하고 배양 배지, 온도, pH 

등의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제네릭과 달리 오리지널 

의약품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약의 생산이 불가능하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은 제조 공정이 드러나지 않고, 315  살아있는 세포의 

생물학적 반응을 이용해서 제조하므로, 화학의약품의 복제약인 제네릭을 

개발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배양 조건, 정제방법에 따라 효능도 

바뀌므로 제조 설비나 방법 개발 측면에서도 훨씬 어렵고 힘든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바이오시밀러의 경우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만 거치면 되는 

제네릭과 달리, 효능 입증을 위하여, 임상시험의 경우에도 제2상만 

제외하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임상과 제1상 및 제3상으로 

대규모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물질특허 만료 후에도 제네릭과 같이 경쟁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류마티스관절염, 건선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을 포함하는 면역학 시장이나 암과 같은 종양 치료의 경우 

거의 바이오의약품만이 존재하고, 해당 의약품들의 가격은 일반 

화학의약품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환자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및 출시는 

 
315 허가기관에 제출하는 BLA(Biologics License Applications)에는 제조 공정이 모두 

기재되지만, 해당 문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비밀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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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있다. 다만, 바이오시밀러 개발의 경우 제품 개발 비용 외 

대규모 임상 소요 비용과 같이 신약 개발비용보다는 저렴하지만 제네릭 

개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술력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화학의약품의 경우 오리지널 

신약 제조사와 제네릭 제조사가 대부분 분리되어 있는 반면, 

암젠(Amgen)이나 화이자(Pfizer)와 같은 글로벌 제약회사들도 

오리지널 신약뿐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의 개발에 뛰어 들어 개발 및 

제조, 판매로 의약품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8장 제9조 제5항의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 조항에는 그 대상을 ‘의약품’(pharmaceutical 

product)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장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정의가 

없다. 따라서 제도 도입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허가-

특허연계제도에 바이오의약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5장에서는 의약품을 정의하면서 

바이오의약품이 의약품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5장 규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장에만 미치고,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18장에 다른 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5장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국제 협약의 해석상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316 즉, 

제5장의 정의규정을 유추 적용하면 바이오의약품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조방법을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화학의약품과는 달리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조방법이 똑같을 수 없다. 바이오의약품에 있어서 

상당수의 특허들이 제조방법에 관련된 특허 또는 용도특허일 것이므로, 

 
316 김현철, 상게논문, 233면.  



 

 129 

바이오의약품과 화학의약품을 같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특허연계제도에 화학의약품 뿐만 아니라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특허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바이오 의약품을 

대상의약품으로 명시하였다.31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5장에서 의약품을 정의하면서 바이오의약품이 의약품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이 화학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을 구별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허가-

특허연계제도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양자간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미국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바이오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미국이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바이오의약품을 포함시킬 의사는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생각한다. 

2020년 12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15개 허가 승인하였다. 318  2021년 3월 최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국내 

최초로 항암제 아바스틴 319 (성분명 베바시주맙) 바이오시밀러 

온베브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고, 5월 화이자의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자이라베브도 허가를 받았다. 기존 제약산업이라고 하면 

제네릭(화학의약품)이 먼저 떠올랐으나, 최근에는 항체치료제를 비롯한 

 
317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해설서, 99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호 1항에서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인태반 유래의약품’ 등으로 품목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18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Biosimilar approval” (last visit on Jul 20, 

2021), <https://www.mfds.go.kr/eng/wpge/m_37/index.do>. 
319  아바스틴의 2020년 국내 판매액은 아이큐비아(Iqvia) 기준으로 1180억으로, 전체 

의약품 중 3위를 기록하였다. 

https://www.mfds.go.kr/eng/wpge/m_37/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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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의 비중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한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바이오의약품과 화학의약품을 같은 

대상으로 놓고 적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뒤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4. 입법 경과 

 

2010년 2월 10일,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합의서에 

서명하였고, 2011년 11월 22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국내에 도입되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제18.9조 제5항 가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어,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및 

허가신청 사실의 통지제도가 그때부터 시행되었다. 유예되었던 판매제한 

조치를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2014년 3월 21일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고, 의견 수렴을 거쳐 그 수정안이 

2014년 7월 25일 재입법예고되었다. 추가적인 수정을 거쳐 국회에 

상정되었고, 2014년 12월 1일 김용익 의원 등 10인의 의원발의안이 

통합, 조정을 거쳐 현행 약사법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우선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제18.9조 제5항 가호를 반영하여 

2011년 개정 약사법 제31조의3(의약품 특허목록)과 

제31조의4(품목허가신청 사실 통지)를 신설 320 하였다. 약사법 

제31조의3에 따르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품목허가를 받은 

특허권의 특허권자, 존속기간, 권리범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320 시행 2012. 3. 15, 법률 제11118호, 2011. 12. 2. 일부 개정. 



 

 131 

사항(특허정보)을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하기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허권이 일정한 대상 및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의약품에 관한 특허정보를 특허목록에 등재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약사법 제31조의4는 등재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자는 

등재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특허권자 등에게 품목허가를 신청한 

사실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리도록 하였다. 두 조항은 후에 

삭제되었고, 2015년 3월 13일, 각각 약사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4로 

신설되어 개정되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제18.9조 제5항 나호 

판매금지조치를 반영하여 2015년 개정 약사법 제50조의5(판매금지의 

신청) 및 제50조의6(판매금지 등) 등이 신설되었다. 321  약사법 

제50조의5에 따르면 후발제약사로부터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실을 

통지받은 등재의약품의 특허권자 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후발의약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약사법 제50조의6은 판매금지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재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동안 판매를 금지해야한다는 규정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협정문 제18.9조 제1항 322 에는 자료독점권을 

 
321 시행 2015. 3. 15, 법률 제13219호, 2015. 3. 13. 일부 개정. 
322 한미 FTA 제18.9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 당사국이 신규 의약품 또는 신규 농약품의 시판승인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그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관하여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판승인을 획득하기 위

하여 그러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이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그 당사국의 영역

에서의 시판 승인일로부터 의약품에 대하여는 최소한 5년 그리고 농약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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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었다. 해당 조문에는 신약의 경우 최초 허가시 제출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그 허가일로부터 5년 동안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 제품의 판매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8.9조 제1항의 자료독점권은 약사법 개정시 추가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행 약사법에는 자료독점권 관련 조항이 없다.  

다만, 약사법 제32조에는 ‘신약 등의 재심사’(시판 후 조사, post-

market surveillance, PMS)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에서는 신약의 경우 6년,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ㆍ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4년 등으로 재심사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이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이미 허가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안전성, 유효성 검사를 

면제하면서도, 위와 같이 재심사 대상에 속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만큼은 

안전성, 유효성 검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때 제출할 자료는 

‘최초허가 시 제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서 이와 동등범위 이상의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23  결국 하위 규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와 결부하여 실질적으로 자료독점권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이 없는 고시를 이용해 

자료독점권 제도를 우회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미 

 
는 최소한 10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시판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 또는 

2) 그 시판승인의 증거” 
32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38호, 2021. 4. 30, 일부개정,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 제27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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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및 한·EU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5년간 자료독점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료독점권 기간을 5년으로 하여 

명시적으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국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4가지 주요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간 효력의 차이를 

검토하도록 한다.  

 

제 3 절 한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주요 내용  
 

1. 서론 

 

국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현행 약사법324에 규정되어 있으며, 

i) 의약품의 특허목록 등재, ii) 허가신청사실의 통지, iii) 판매금지조치 

및 iv) 우선판매품목허가(독점권 제도) 등 4가지 절차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i)과 ii)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제18.9조 제5항 가호를, 

iii)은 동조 동항 나호를 반영한 것이며, iv) 우선판매품목허가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 미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후발의약품에 대한 약식 신약 신청인 ANDA를 도입하고, 퍼스트 

제네릭에 180일 판매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목적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였던 것에 반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서 요구되는 조치들은 후발의약품을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우선판매품목허가는 소송에 

 
324 법률 제16556호, 2019. 08. 2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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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위험과 비용의 부담을 감수하고도 특허에 도전한 후발제약사에게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한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독작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325 

아래에서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주요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 의약품의 특허목록 등재 

 

가. 등재 신청 요건 

의약품의 제조, 판매 또는 수입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을 특허목록에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법 

제50조의2 제2항에 따라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허가 당시 등재 신청할 특허는 

없었지만 이후 특허권이 등록된 경우, 그 특허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허목록 등재를 신청해야 한다. 326 

약사법 제5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한 

특허권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특허목록에 등재할 수 없고, 등재 신청건은 반려될 수 있다.327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새로 특허권이 

등록되는 경우 그 등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등재 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로는 i) 약사법 제50조의3 2항에서는 

특허권자 인적사항 등의 등재 정보의 변경은 언제나 변경 신청이 

 
325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해설서 (2015), 9면. 
326 약사법 제50조의2(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제2항. 
32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질의·응답집」 (2020. 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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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고, 다만 존속기간 만료일은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친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면 추가로 30일 

이내의 변경신청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50조의2 제2항에는 기간 연장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ii) 제50조의2 

2항에서 청구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상기 

30일의 기간을 준수해야하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328  iii) 후발의약품 허가신청 시 등재 되어있는 특허들이 그 다툼의 

대상이 되므로, 등재 특허 대상을 신청하는 신청 기간 30일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약사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의약품 등재를 신청한 자는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등재신청서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다만, 특허청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또는 새로 특허권이 등록되는 경우 그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다.329 

미국의 Hatch-Waxman법에서는 신약관련 등재특허 목록에 부적격 

특허를 등재함으로써 신약 특허의 보호기간을 부당하게 계속 연장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등재요건을 강화하고 등재 시기를 

제한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였고, 한국의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시에도 위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기간 및 등재대상을 

제한하는 조항이 고려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재신청 또는 등재 내용 변경신청한 의약품 

특허권이 등재 대상 및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의약품의 명칭, 특허권자 

 
328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해설서 (2015), 27면. 
329 약사법 제50조의2(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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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인적사항, 특허번호, 특허존속기간 등을 특허목록에 기재하고, 이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에 공개해야 한다. 330  의약품 

특허목록에는 2021년 7월 25일 기준으로 2,924건 (존속기간 만료된 

특허 981건 포함)의 의약품 특허가 등재되어 있다. 동일한 제품이나 

용량이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허들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실재 

등재된 특허의 수는 이보다는 적을 것이다.331
 

특허목록 등재 신청자는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약사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또는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로 

허가 받지 않은 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품목별로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332,333 

또한, 약사법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등재 신청요건으로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동의서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에는 특허권자의 실시권 허여서를 제출하여도 특허등재를 

허용하였으므로 특허권의 실시권을 갖고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330 약사법 제50조의2(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제4항 
331 등재된 특허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자동으로 삭제되지 아니한다. 특허권등재자

는 등재사항의 변경 또는 삭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신청할 수 있다(약사법 제50조

의3 제1항). 
332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해설서 (2015), 23면. 
333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그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품목허가"라 한다)를 받거나 제조판

매품목 신고(이하 "품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외의 자가 제34조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

아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하여

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http://medipatent.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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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추가적인 동의 없이도 등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15년 

3월 개정으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로부터 실시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특허 등재에 동의를 하여야만 

등재가 가능하게 되었다. 

 

나. 등재 대상 및 요건 

약사법 제50조의2 제4항은 ‘물질, 제형, 조성물 또는 의약적 

용도’에 대한 특허만이 특허 목록에 등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질에 관해서는 i) 주성분에 해당하는 화학식, 화학식명 등, ii) 염, 

수화물을 포함하는 용매화물, 무정형, 결정다형이 등재 대상으로 

인정되고, iii) 제조방법에 의해 한정된 물질이나, 가변영역의 아미노산 

서열 또는 염기서열이 의약품의 주성분에 관한 것인 경우 등재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형에 관해서는 주사용, 경구 등 제형(제제)의 

특수성에 관한 것이 인정된다. 조성물에 관한 특허권은 의약품의 

조성분을 조합한 복합제 또는 주성분과 첨가제의 조합을 통한 처방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또한 의약품 용도에 대해서는 의약품이 발휘하는 

새로운 유효성 효과, 용법 용량에 관한 특허가 등재될 수 있다. 334
 

의약품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는 등재 대상이 되지 않고, 제조방법에 

의해 특정되는 물질(product by process)의 경우 물질 자체가 새로운 

물질이면 등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이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은 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하고,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청구항 별로 

등재 신청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해당의약품의 품목허가일 또는 

 
334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해설서 (20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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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일 이전에 출원된 특허권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하다. 335 

특허청구항에 관한 기재사항에 관한 정보는 대상 및 기준을 충족하는 

내용에 한정하여 기재하고, 청구항 별로 직접관련성을 심사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제품 개발에 기여한 특허만을 특허목록에 등재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336  등재되지 않은 특허청구항은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신청사실 등의 통지,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다만 특허법상 유효하다면, 특허법상 권리행사의 기초는 될 수 

있다.337 

한편, 등재된 특허권의 청구항이 정정되는 경우, 해당 청구항에 대한 

특허목록의 등재를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특허의 정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서의 등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338  정정 후 청구항이 등재의약품과 관련이 

없게 된 경우, 특허 목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권으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오리지널 제약사는 특허목록의 등재 사항을 수수료를 

내고 변경 또는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339  

 

다. 특허목록 등재 변경 

특허목록의 특허권 등재자가 등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340 

변경 또는 삭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제50조의2 제4항의 내용, 즉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제품명, 품목허가를 받은 자, 특허권자, 

 
335 약사법 제50조의 2(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제4항 제2호 및 3호. 
336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해설서 (2015), 31면.  
33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해설서」(2018. 11.), 12면.  
338 유은경,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영향 및 그 대응전략”, 지식재산정책 정책리포

트, vol 24 (2015. 09), 14면. 
339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 3. 
340 약사법 제50조의 3(등재사항의 변경 등)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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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있는 경우), 해당 특허권 등에 관련된 정보이며, 등재사항의 

변경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변경 사항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진행된다. 341  2015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특허권자 인적사항 

등의 등재정보가 변경된 경우 언제나 변경신청이 가능하지만, 존속기간 

만료일의 변경은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변경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면 추가로 30일 

이내의 변경 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다.342 

 

3. 품목허가신청사실의 통지 

 

가. 통지 의무자 및 수령자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효능·효과에 관한 변경허가를 신청한 

후발제약사는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i) 특허권등재자(품목허가권자)와 ii) 등재특허권자등(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각각 허가신청 사실 및 허가신청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343  품목허가를 신청한 자가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i)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일, ii) 특허목록에 등재된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의약품을 상업적으로 제조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등재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에 근거하여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실, 및 iii) 등재특허권이 무효이거나 또는 

 
34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제59의4. 
342 약사법 제50조의 3(등재사항의 변경 등) 제2항. 
343 약사법 제50조의 4(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1항 및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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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를 신청한 의약품이 등재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의 

근거를 포함하여야한다. 344  다만, 해당 등재특허권의 무효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 근거를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나. 통지 의무의 면제 

다만 i)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ii)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iii) 

특허권자 등이 통지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를 한 경우, iv) 

i)~iii)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통지의무가 면제되어 신청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345 여기서, iv)의 

경우는 등재특허권이 의약품 용도에 관한 것이면 제조판매 또는 수입의 

품목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한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해당 의약적 

용도에 관한 특허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품목허가신청사실 등을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346  즉, 해당 등재특허권이 

 
34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4(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① 법 제50조의4에 따라 등재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법 제

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유효성·효과에 관한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

지 제59호의5서식의 품목허가신청사실 통지서를 특허권등재자와 등재의약품의 특

허권자등(이하 "등재특허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일 

2.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이하 "등재특허권"이라 한다)의 존속기간 만료 전

에 의약품을 상업적으로 제조·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등재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에 근거하여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실 

3. 등재특허권이 무효이거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의약품이 등재특

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의 근거. 
345 약사법 제50조의 4(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1항 단서. 
346 제32조의5(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 법 제50조의4 제1항 제4호(법 

제4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

50조의2 제4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의약적 용도에 관한 등재특허권이 법 제31조 제2항

·제3항·제9항 또는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제조판매 또는 수입의 품목허가나 변경

허가를 신청한 의약품의 유효성·효과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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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고 있는 의약품 용도 및 적응증을 삭제하고 품목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사실을 특허권등재자와 

등재특허권자등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 

구 약사법에서는 특허가 무효 또는 등재의약품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를 통지 면제사유로 

규정하였으나, 2015년 3월 개정 약사법에서는 그 경우를 통지 

면제사유에서 제외하였다. 347  위에서 언급한 i)-iv)만이 통지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  

한편, 등재특허권이 여러 개인 경우 그 중 하나라도 통지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품목허가신청사실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의 시기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통지해야 

한다. 348   그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가 특허권등재자(품목허가권자) 또는 

등재특허권자등(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통지한 날 중 통지가 

늦은 날을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일로 본다. 349  통지를 한 자는 

통지한 사실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0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i) 허가신청일, ii) 

주성분 및 그 함량, iii) 제형, iv) 용법ㆍ용량, 그리고 v) 유효성ㆍ효과 

등 총리령351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352 

 
347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해설서 (2015), 40면. 
348 약사법 제50조의4(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제4항. 
349 약사법 제50조의4(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제4항 단서. 
350 약사법 제50조의4(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제5항. 
35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4 제2항. 
352 약사법 제50조의4(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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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지 의무의 해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53 

 

4. 판매금지조치 

 

가. 판매금지 규정의 도입 

3년 동안 유예된 한·미 자유무역협정협정문 제18.9조 제5항 나호를 

바탕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전에 후발의약품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2015년 개정 약사법 

제50조의5(판매금지의 신청) 및 제50조의6(판매금지 등)이 각각 

신설되었다. 후발제약사가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근거하여 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 등재의약품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후발의약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354  

 

나. 판매금지 신청 요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판매 금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i) 

특허침해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ii) 적극적 

 
353 약사법 제50조의4(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제6항. 
354 약사법 제50조의5(판매금지 신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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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거나, iii) 상대방이 제기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응해야 한다. 355  또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i) 판매금지 신청이 정당하게 

등록된 특허권에 기하여 이루어졌고, ii) 제네릭 제약사를 상대로 한 

심판 또는 소송을 선의로 청구, 제기 또는 대응하였으며, iii) 승소의 

전망이 있고, 심판 또는 소송 절차를 불합리하게 지연하지 아니할 것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6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허가신청자로부터 허가신청 사실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45일내에 

판매금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서 ‘통지받은 날’이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국내 주소에 통지가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357  

판매금지 신청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판매금지 신청서(별지 

제59호의6 서식), 진술서와 함께 판매금지 신청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i)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후발의약품 

신청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ii) 판매금지 

신청을 위한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거나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iii) 위 소 또는 심판에 대하여 판결 또는 심결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358 

한번 판매금지처분이 이루어진 의약품에 대하여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변경허가신청에 따라 통지된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으로 

판매금지 신청을 할 수 없다. 359  이는 1개의 후발의약품에 대하여 

 
355 약사법 제50조의5(판매금지 신청) 제2항. 
356 약사법 제50조의5(판매금지 신청) 제1항. 
357 약사법 제50조의4(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제2항. 
35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5, 제1항. 
359 약사법 제50조의5(판매금지 신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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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한다는 의미이며, 예외적으로 

새로운 안전성·유효성을 추가한 경우에는 판매금지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다. 판매금지의 예외사유 

판매금지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금지신청이 위 

요건을 충족하고, 등재특허권의 무효나 통지의약품이 등재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 또는 판결 등의 사유가 없다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동안 

후발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360  다만, 약사법 제50조의6 

제1항에는 판매금지처분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i) 

판매금지신청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ii) 존속기간 만료, 포기 등으로 

소멸된 특허권을 기초로 한 경우, iii) 소송이나 심판을 신청하지 않고 

판매금지를 신청한 경우, iv)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 

특허권이 등재된 경우, v) 통지된 의약품이 2개 이상이고, 통지된 

의약품과 동일의약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판매금지를 신청한 경우, vi) 

이미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판매가 가능한 동일의약품이 

존재하는 경우, vii) 권리범위심판, 특허무효심판, 특허권 등재 무효에 

대한 심결, 재결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viii) 등재특허권이 재정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판매금지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 361  다만, 

특허권자의 판매금지 신청서상 기재 내용이 정당하지 않거나, 허위인 

경우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360 약사법 제50조의6(판매금지 등) 제1항. 
361 약사법 제50조의6(판매금지 등) 제1항 각호. 



 

 145 

않다. 

제50조의6 제1항의 판매금지 예외사유 중 제5호와 제6호를 더 

살펴보도록 한다. 제50조의6 제1항 제5호는 통지받은 동일의약품이 

2개 이상이고, 그 동일의약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판매금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판매금지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여기서 동일의약품이란 

주성분 및 그 함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동일한 의약품을 

의미하고(「약사법」제50조의6 제1항 제5호), 동일의약품은 원칙적으로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동일 여부를 

판단한다. 주성분이란 유효성분 및 유효성분의 염 또는 이성체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i) 주성분이 동일하다는 것은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중 주성분이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효성분이 

같더라도 염이 다르거나 이성체 관계가 있는 화합물의 경우 주성분이 

다른 것이며, 결정형 또는 수화물이 서로 다른 화합물은 주성분이 

같다고 할 수 있다. 362  또한, ii) 제형의 동일성은 의약품의 허가사항인 

“제품명” 및 “성상”에 기재된 제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허가사항에서 제형은 「대한민국약전」의 제제 총칙에서 정한 제형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새롭게 인정되는 제형 또는 

제제학적으로 구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장용과립, 서방정, 발포정, 

삼중정, 연질캡슐, 분말주사, 수성현탁주사, 질캡슐 등)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다. 363  iii) 효능, 효과 및 용법, 용량의 동일성은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문언적인 효능, 효과 및 용법, 

용량이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그 

 
362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해설서 (2018), 54면. 
363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해설서 (2018),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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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같으면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한편, 제50조의6 제1항 제6호의 예외사유는 판매금지가 신청된 

의약품과 동일의약품으로서 등재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품목허가나 변경허가를 받고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이 존재하는 

경우 판매금지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여기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의 의미는 특허권 존속기간 종료 후에 판매해야 한다거나, 

판매금지 처분을 받아 판매가 금지되는 등의 제한이 없어서 약사법상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약가 신청 등 실질적으로 

출시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실무상 제한 사항을 추가로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미 품목허가를 얻은 다른 제약사가 동일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다른 동일의약품인 후발의약품에 대해 판매금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제50조의6 제1항 제5호의 예외사유가 아직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통지된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인 반면, 

제6호의 예외사유는 이미 허가된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와 아직 

허가되지 않고 품목허가만 신청된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 간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가 특정 제네릭사에만 라이선스를 주는 방식으로 

제네릭 의약품 간의 경쟁을 저해하거나,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무력화함으로써 특허 도전에의 유인을 없애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다. 

 

라. 판매금지 처분 

판매금지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i) 후발의약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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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나 판결 등이 있는 

경우, ii) 등재특허권이 무효라는 판결이 있는 경우, iii) 의약품 특허권의 

등재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판매금지 

신청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면 안 된다.364  

 

마. 판매금지의 소멸 

판매금지의 효력은 i) 판매금지가 신청된 의약품이 등재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일 또는 판결일,  ii) 

등재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일, iii) 등재특허권이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일이나 판결일, iv) 의약품 특허권의 등재가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일 또는 판결일, v) 특허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의 

소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특허권자의 취하, 취하의 동의, 화해 또는 

각하 등으로 종료된 날, vi) 특허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의 소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중재 또는 조정이 성립한 날, vii) 

등재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 소멸일, viii)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ix)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판매금지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 또는 

x)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판명된 날 중 

가장 이른 날에 소멸하게 된다. 365  이 경우 조건이 완성되면 바로 그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후발의약품의 판매를 위한 별도의 신청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366 

 
364 약사법 제50조의5(판매금지 신청) 제4항. 
365 약사법 제50조의6(판매금지 신청) 제3항. 
366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해설서 (2015),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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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선판매품목허가 

 

가. 우선판매품목허가 규정의 도입 

등재특허에 대하여 가장 먼저 특허심판을 청구한 후, 가장 이른 날에 

등재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근거하여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특허 도전에 성공하는 등 ① 품목허가신청에 관한 요건, ② 

특허심판청구에 관한 요건, ③ 특허심판에서 인용 심결 획득 요건 등을 

만족하는 자는 최장 9개월(요양급여 신청 대상의 경우 2개월 더 연장 

가능 367 )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 368  이 때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과 동일한 후발의약품의 판매가 9개월간 

금지될 수 있다. 369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는 후발의약품의 빠른 시장 

진입을 촉진시켜 국민의 값싼 의약품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미국의 Hatch-Waxman법에서도 특허의 무효 또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ANDA를 제출한 최초의 제네릭 

신청자에게 180일의 독점권을 부여하며, 제네릭사의 조기 시장 진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본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Hatch-Waxman법에서는 

최초로 심판을 제기하고, 심판 또는 소송에서 인용 심결을 받을 것과 

같은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선판매품목허가신청은 약사법 제50조의4에 따라 허가신청 사실을 

특허권등재자(품목허가권자)와 등재특허권자등(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통지하여야 하는 자, 즉 등재특허권의 무효 또는 

 
367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 대상인 경우 우선판매품

목허가 기간이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부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요양급여 신청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결국 대다수의 퍼스트 제네릭제조사는 실질적으로 최장 11개월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받게 된다. 
368 약사법 제50조의7(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신청), 제50조의8(우선판매품목허가). 
369 약사법 제50조의9(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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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후발제약사가 할 수 있다.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은 의약품, 예를 들어 등재특허권이 품목허가를 

신청할 당시 이미 존속기간의 만료, 무효 확정 등으로 소멸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위임형 후발의약품 역시 

특허권자 등이 통지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경우로서 통지의무가 면제될 

것이므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다.370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들에 

대하여 특허심판(특허무효심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후 우선판매품목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371  세 종류의 심판 중 하나만 신청하여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심판을 청구한 

후 지체없이 특허번호, 특허심판번호, 심판청구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7237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지받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에 

공개하고 있다. 

 

나.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요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i) 최초 허가신청에 관한 요건, ii) 

특허심판 또는 소송에서 인용 심결 등을 받을 것, iii) 해당 심판 또는 

소송의 최초 청구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374 

 

 
370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해설서 (2015), 55면. 
371 약사법 제50조의7(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신청) 제1항. 
372 약사법 제50조의7(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신청) 제2항. 
37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7(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신청) 제2항. 
374 약사법 제50조의8(우선판매품목허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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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허가신청에 관한 요건 (1호)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통지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 중 가장 이른 날에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여야 한다. 375  같은 날에 신청한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 

같은 순위로 본다.  

통지하여야 할 의약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통지의약품이 

아닌 경우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다.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는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할 의무가 있으므로(약사법 제50조의4), 그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가 

특허권등재자(품목허가권자)와 등재특허권자등(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통지한 날 중 통지가 늦은 날을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일로 보아 우선순위를 판단한다.376 

 

2) 특허 심판 또는 소송에서 인용 심결 등을 받을 것 (2호)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권등재자와 등재특허권자등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내에, 등재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의 무효,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 또는 해당 의약품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자여야 한다. 377  통지받은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다.  

 
375 약사법 제50조의8(우선판매품목허가) 제1항 제1호. 
376 약사법 제50조의4(품목허가 등 신청 사실의 통지) 제4항. 
377 약사법 제50조의8(우선판매품목허가)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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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심결 또는 판결은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 중 최소한 하나의 

특허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해당 특허 목록에 등재된 모든 청구항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378  등재된 의약품에 여러 특허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등재된 특허 모두에 대해서 심판을 제기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특허에 대해서만 인용 심결 또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존속기간 만료일이 가장 늦은 특허에 대해 인용 

심결(판결)을 받아 의약품의 시판 시점이 실질적으로 앞당겨진 때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379 그러나 우선판매기간이 

최초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가능일부터 9개월 경과하는 

날까지이므로 남은 특허들의 존속기간이 상기 9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만료하지 않는 경우 우선판매를 할 수 없을 것이다.380  

따라서, 등재특허 중 어느 특허에 대해서 도전할 것인지,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중 어떤 심판을 

제기할 것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확인대상에만 효력이 미치므로 가장 선호되는 심판이나, 

우선판매품목허가신청자는 그 확인대상을 특허권자에게 노출할 수 있고, 

확인대상발명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면서 등재특허의 특허발명 범위를 

해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무효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반면, 무효심판의 경우 대세효 381가 있으므로 해당 

특허를 무효시키면 다른 후발 의약품 제조사에게도 특허 무효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378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해설서 (2015), 63면. 
379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해설서 (2018), 70면. 
380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해설서 (2015), 64면. 
381 대세효란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형성력이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송 제3

자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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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 심판의 최초 청구, 최초 심결 또는 판결 확보 요건 (3호)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i) 최초로 그러한 심판을 청구한 

자이거나, ii) 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한 자, 

또는 iii) 최초로 심판을 청구한 자이거나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허 심판을 청구한 자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자들 보다 먼저 

최초로 승소의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382 

예컨대, A사가 최초로 특허 심판을 청구한 후, B사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C사는 14일 이후에 각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C사가 가장 먼저 

승소하였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 A사는 위 i)에, B사는 위 ii)에, C사는 

위 iii)에 각 해당하여 모두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83 

실제로 뒤에 서술하겠지만, 2015년에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위해 

심판의 제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최초 심판청구로부터 14일내 

동일한 심판을 제기한 제약사들이 매우 많았다. 

하나의 등재 특허에 대해서 특허무효심판,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그리고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이 제기된 경우, 종류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청구된 심판이 최초 심판으로 인정될 수 있다. 여러 의약품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등재된 하나의 특허가 존재하는 경우 최초 

심판청구는 도전이 이루어진 하나의 의약품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384 

반면, 한 가지 등재의약품에 대하여 여러 개의 특허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 별로 청구된 심판이 최초 심판인지를 판단한다. 385  따라서 

여러 등재 특허 중에서 쉽게 무효심결을 받을 수 있거나 

 
382 약사법 제50조의8(우선판매품목허가) 제1항 제3호. 
383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해설서 (2015), 65면. 
384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해설서 (2015), 65면. 
385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해설서 (2015),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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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특허들을 선택하여 특허 

심판을 청구하며 우선판매품목요건을 만족하게 할 수도 있다. 

 

다. 우선판매품목허가의 결정과 판매금지 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하는 경우 별도로 

우선판매품목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허가증에 다른 

후발제약사보다 우선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선판매품목허가가 결정된 의약품의 

주성분 및 그 함량,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허가일 및 

우선판매품목허가기간을386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한 경우 i)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이면서, ii) 등재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의약품 중 등재의약품과 

유효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에 대하여 우선 판매 효과를 누리게 된다. 387 

실질적으로 등재의약품과 유효성분이 동일한 의약품만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게 될 것이며, 388 우선판매품목허가의 효과는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에 대하여 미치게 된다. 

동일의약품은 주성분 및 그 함량,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가 모두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389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과 동일한 

타사 의약품에 대해서 9개월간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390  동일성이 

 
386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8(우선판매품목허가) 제2항. 
387 약사법 제50조의9(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제1항. 
388 동일한 유효성분이라도 제형, 함량, 투여경로가 다를 경우 별개의 약품으로 간주한다. 
389 약사법 제50조의6(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제1항 제5호. 
390 약사법 제50조의9(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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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타사 의약품의 품목허가신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의약품의 판매가 금지된다는 조건부 허가가 부여된다. 동일의약품에 

대한 판매금지의 기간은 i) 최초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우선판매품목허가일과 ii) 특허존속기간만료 후 의약품을 판매하겠다고 

한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날 중 늦은 날로부터 최장 9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이다. 391  다만 위 9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우선판매품목허가의 근거가 된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판매금지기간은 그 존속기간 만료일이 종료 시점이 된다.392
 한편, 해당 

의약품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한 약제인 경우 2개월 

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한데, 393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394  

 

라. 우선판매품목허가의 효과 소멸사유 

우선판매품목허가의 판매금지 효력은 일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연 

소멸하게 된다. 판매금지 효력은 i)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소멸한 날, ii) 등재특허권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청구 또는 제기한 심판 또는 소송에 

의하지 않고 존속기간 만료,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 소멸된 날 중 가장 이른 날에 소멸하게 된다.395 

한편, i) 후발제약사가 승소하였던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요건인 심결 

또는 판결에 대하여 이를 취소 또는 파기하는 취지의 판결이 있은 경우, 

 
39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9 제2항. 
392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해설서 (2015), 76면. 
393 약사법 제50조의9(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제2항. 
39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9 제3항. 
39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10 제1항. 



 

 155 

또는 ii)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을 

판매가능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하지 않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선판매품목허가에 의한 판매금지의 효력을 

소멸시켜야 한다.396 이 때 ‘정당한 사유’란 의약품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법령 및 규제 하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건 및 

과정을 거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사유를 의미하고, 따라서 의약품의 시판을 담당하는 자의 

업무가 과다하다거나 업체의 판매계획이 변경된 경우, 자본이 부족한 

상황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397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iii)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금지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은 경우, 또는 iv)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판매품목허가에 

의한 판매금지 효력을 소멸시켜야 한다.39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선판매품목허가에 의한 판매금지 효력을 

소멸시켜야 하는 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99  그러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사유의 

발생을 통지한 경우에는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해관계인, 예컨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396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10 제2항 제1호 및 제2호. 
397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해설서 (2015), 82면. 
39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10 제2항 제3호 및 제4호. 
399 약사법 제50조의10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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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동일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400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금지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또는 판매금지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그로 인하여 판매금지된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게 판매금지의 효력이 소멸된 사실 

및 소멸된 날을 알려야 한다.401 

 

6. 관계기관에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복지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특허청장에게 판매금지처분 및 그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 

우선판매품목허가 및 동일의약품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 이와 

관련된 특허 심판 또는 소송의 개시 및 종결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402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품목허가, 특허의 

출원·등록 및 특허심판, 건강보험재정, 시장 경쟁질서 확립 등 정부의 

다양한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에, 본 

조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신속하게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403 

 

 
400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10 제3항. 
40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10 제2항. 
402 약사법 제69조의2 (관계기관에의 통보). 
403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해설서, 2015,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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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의 사항의 보고 

 

제약사들이 담합을 하여 시장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약사법에 합의 

사항의 보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등재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재특허권자 등과 통지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 간에 i) 해당 의약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 또는 ii)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취득 

또는 소멸에 관해 합의한 경우, 또는 후발 허가신청자 간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취득 또는 소멸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합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404  

 

제 4 절 한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영향 분석 
 

1. 서론 

 

약사법 제50조의11(영향평가)405에는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 품목허가 

 
404 약사법 제69조의3(합의사항의 보고). 
405 약사법 제50조의11(영향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0조의6에 따른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이 

장에 규정된 사항이 국내 제약산업, 보건정책, 고용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

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교육ㆍ연구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할 때에는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영향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158 

등의 규정이 국내 제약 산업 및 보건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에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도입된 후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6년, 2017년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년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년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2017년 내지 2020년의 영향평가서를 

검토하기로 한다. 다만,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심판에 

대해서는,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된 심판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한 

통계가 없고, 406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이 정리한 특허 심판 현황 

자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통계 사이에 차이가 크다. 따라서 

구체적인 심판 숫자보다는 심판제기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에 

영향평가서 검토의 의의를 둔다. 

 

2. 특허목록 등재 및 허가신청 사실 통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등재된 의약품은 1,496개(730개 성분), 등재 특허는 1,192개에 이르고,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06  특허심판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매달 심판청구와 진행상황에 대해서 정리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심판 종류에 따른 심판 전체의 숫자를 매월 분석한 것으로 의약

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의 특허나 심판을 구분하지 않았다. 



 

 159 

특허권 등재는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시행 초기인 2012년~2013년에 

집중되었으며, 2014년 이후부터는 매년 100개 미만 특허가 신규로 

등재되고 있다. 407  또한, 특허목록에 등재된 1,496개 의약품 중 

화학의약품이 1,240개(82.9%)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바이오의약품 

230개(15.4%), 한약(생약)제제 등 23개(1.5%), 기타 3개(0.2%)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목록에 등재된 1,496개 의약품 중 국내 제약사가 

특허목록에 등재한 의약품이 484개(32.4%), 외국계 제약사가 등재한 

의약품이 1,012개(67.6%)인 것을 비추어 보면 408  신약의 절대 다수의 

특허권자는 외국계 제약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등재의약품 190개에 대하여 1,855개 

후발의약품이 약사법 제50조의4(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에 따라 

허가신청사실을 통지하였고, 통지를 받은 등재의약품의 

114개(60.0%)가 1~5개의 후발의약품 신청자로부터 통지를 받았으며, 

통지를 가장 많이 받은 등재의약품은 넥시움정 40mg으로 64개의 

통지를 받았다.  이어서 넥시움 20mg 63개, 알비스정 62개, 챔픽스정 

1mg과 챔픽스정 0.5mg 5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09 

 

3. 판매금지조치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2020년 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38개 판매금지 신청 대상 중, 

국내 특허권자는 6개 등재의약품에서 50건의 판매금지를 신청하였고, 

 
40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2020. 11.), 52면; 특허목

록에 등재된 1,192개 특허 중 461개(38.7%)가 존속기간만료 306개(66.4%), 품목허

가소멸 70개(15.2%), 특허무효 36개(7.8%) 등의 이유로 완전히 삭제되었고, 2020년 

11월 기준으로 731개(61.3%)가 남아있었다. 
408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보고서 (2020), 56면. 
409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보고서 (2020),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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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특허권자는 28개 등재의약품에서 88건의 판매금지를 신청하여 

총 34개 등재의약품에 대해 138건의 판매금지 신청이 있었다.410 

또한, 2020년을 기준으로 106개 등재의약품에 대해 94개사에서 

494개의 후발의약품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신청을 하였으며, 

347개(73.1%) 의약품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411 

2020년 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347건의 우선판매 시작일부터 

우선판매 종료일까지의 우선판매기간은 평균 286일(약 9.5개월), 최장 

335일, 최단 97일이고, 우선판매기간이 9개월 이상인 이유는 우선판매 

품목허가 대상 제품이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 약제인 

경우 최대 2개월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412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 후발의약품의 수가 가장 많은 성분은 

로자탄칼륨/암로디핀베실산염으로 45개(13.0%)의 후발의약품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였으며, 뒤이어 메트포르민염산염/ 

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 33개(9.5%), 알리트레티노인과 티카그렐러가 

각각 25개(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413 

2017년, 2018년 자료를 바탕으로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가 

후발의약품 시장 진입이나 시장점유율, 약품비 지출, 제약사 매출 등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 평가해보면, 우선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판매금지되었다가 효력이 소멸된 의약품은 

특발성폐섬유증치료제인 오리지널의약품 피레스타정 200mg에 대한 

후발의약품 1건이고, 우선판매품목허가된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 

 
410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보고서 (2020), 71면. 
411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보고서 (2020), 73면. 
412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보고서 (2020), 74면. 
413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보고서 (2020),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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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품목에 대한 후발의약품 10개 품목이었다. 피레스타정 200mg의 

후발의약품은 등재특허권자의 판매금지로 인해 시장 진입이 8일 

지연되었고, 해당 후발의약품은 건강보험급여 심사 청구 내역이 없어 

오리지널의약품의 시장점유율, 약품비,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414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의 경우, 프레탈서방캡슐 

후발의약품은 3.8개월 조기 진입을, 글루코파지엑스알 100mg서방정 

후발의약품은 4.1개월 조기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415  

제도 도입 시 오리지널사의 판매금지조치로 인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지연, 그로 인한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 및 제약기업매출감소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나, 제도 시행의 2~3년차 영향평가 

결과만 보면,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가 국내 제약산업, 보건정책, 

고용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16  오리지널 

제약사들의 경우 판매금지에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고, 

불필요한 소송의 유발과 같이 비용이 증가했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고, 우선판매품목허가의 경우 제네릭 제약사 입장에서 소송 비용은 

늘었으나 실질적인 혜택이 적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417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2017년, 2018년 등의 자료만으로는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의 영향평가를 위한 분석 대상 및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418  

 

 
414  식품의약품안전처, 「 2018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2018. 12.), 7면. 
415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보고서 (2018), 9면. 
416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보고서 (2018), 15면. 
417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보고서 (2017), 229면. 
418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보고서 (20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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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심판·소송 

 

2015년에는 84건의 심판·소송 중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무효심판이 각각 29건(51%)과 28건(49%)로 비슷했으나, 

2016년에는 각각 176건의 심판·소송 중 17건(100%), 2017년 7건 

중 5건(71%)으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419 

2015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중 

판매금지에 관련된 86건의 심판·소송 중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 

61건(70.9%), 특허권침해금지 및 예방청구소송이 17건(19.8%),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 7건(8.1%), 특허 무효심판 1건(1.2%) 

순이었고, 2020년 9월 기준으로 결과가 확정된 74건 중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정된 56건 중 50건(89.3%),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정된 5건 중 3건(60.0%)이 인용되었다고 

한다.420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심판 259건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205건(79.2%), 무효심판 47건(18.1%), 

심결취소의 소 4건(1.5%),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 3건(1.2%) 순이었고, 

우선판매품목허가관련 심판 259건 중 2020년 9월 기준 결과가 확정된 

것은 237건으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정된 205건 중 

202(98.5%)건, 특허무효심판은 확정된 47건 중 30건(63.8%), 

심결취소의 소는 확정된 4건 중 4건(100.0%),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은 

확정된 3건 중 1건(33.3%)이 청구가 인용되었다. 421  특히, 

 
419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2019. 10.), 57면. 
420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보고서 (2020), 80면. 
421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보고서 (2020),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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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 2013년 6건(85.7%), 2014년 22건(73.3%), 

2015년 70건(58.8%), 2016년 22건(75.9%)으로 매년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심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중 

판매금지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신청 의약품 대상 특허심판·소송 

218건 중 심판·소송의 종류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 

138건(6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가 

확정된 118건 중 113건(95.7%)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등재특허의 

만료연도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인 경우에는 특허권 만료시기가 

늦어질수록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특허심판·소송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나, 등재특허 만료연도가 2025년 이상인 경우에는 

특허 심판·소송 건수가 급감하였다.422 

판매금지기간은 통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9개월을 판단하므로 

소송(심결)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9개월은 의미가 없는 기간이 

되고, 판매금지 제도의 적절성을 논하기 전에 존재 자체가 의미 없다는 

무용론도 무시할 수는 없다. 외국계 제약회사들은 국내 의약품의 

시장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판매금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하는 이유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타사가 이미 시장에 진입한 후 9개월이 지난 후에 진입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파악되며, 제네릭 제약사에 9개월의 시간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된다. 후발 제약사가 이미 병원에 

납품되고 있는 타사의 제네릭을 자사의 제네릭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422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보고서 (2017), 59-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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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병원 입장에서는 동일한 유효성의 의약품을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꿔야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우선판매권 없이 9개월 뒤에 

시장에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해당 의약품의 판매처를 찾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423  

우선판매권도 9개월 이내에 심판이 종결되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특허심판에서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소 9개월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9개월의 우선판매 기간은 그다지 효용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판매금지 9개월 기간은 우선판매권의 9개월 

기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최종 결정된 

기간이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제 5 절 한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개정 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도입된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후발의약품의 

개발을 유인하는 등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0년 8월 

20일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424  다만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 

 

1.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심사기준 명확화 (안 제50조의2 

제6항) 

 
423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보고서 (2017), 145면. 
42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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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은 특허등재 요건에 관한 심사기준 등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특허 등재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 

제50조의2 제6항425)은 등재대상 특허, 직접관련성 등 등재요건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 자료 작성방법 등을 약사법 하위규정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앞서 미국의 Hatch-Waxman법 개정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에서도 

특허권자는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서 제한없이 오렌지북에 특허들을 

등재할 수 있었고, 등재된 특허들에 대해서 특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오렌지북 등재 특허들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신약 개발자가 등재된 물질 특허 만료 전에 동일 

의약품에 대해서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약한 특허들을 추가로 등재하거나, 

특허 소송 중에 추가 특허들을 등재하여 실제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30개월의 허가 지연을 반복하게 하여 후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계속 차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무분별한 특허 침해 소송의 남발로 

특허권의 독점 기간을 연장하고 제네릭의 시판을 지연시키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3년 ‘메디케어 처방 의약품 개선 및 

현대화법’(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이하 MMA)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된 

조항들이 개정되었다. 우선 특허권자의 불필요한 특허 등록을 막기 

위하여, 오렌지북에 등재하는 특허들을 물질특허, 조성물특허, 

용도특허로 한정하였고, 신약의 허가신청자가 오렌지북에 등재할 

 
425 제50조의2 제6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4항”으로, “제3항에 따른 등재”

를 “등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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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및 제출서류의 표시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하여 등재 적합성에 대해서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특허목록 등재삭제 제한규정 도입 

(안 제50조의3 제5항) 

 

현행 약사법에서는 우선판매품목이 허가된 후 의약품 특허목록의 

등재의약품이 삭제되면 삭제일 이후 통지한 동일의 약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할 수 없어 우선판매허가품목의 우선판매권 실효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50조의3 

제5항 426 은, 등재특허권과 관련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신청이 있거나 

우선판매품목허가가 된 경우, 특허권등재자(등재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삭제 요청이 있더라도 우선판매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특허목록에서 등재특허권의 삭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제50조의3 제5항의 개정규정은 약사법 시행 후 최초로 삭제 신청되거나 

직권으로 삭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427 

 

3.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라 판매금지 되는 동일의약품 대상 

명확화 (안 제50조의9 제1항) 

 
426  제50조의3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0조의7에 따라 우선판

매품목허가를 신청 받았거나, 제50조의8에 따라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한 경우에는 

관련된 등재특허권을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삭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우선판매품목허가신청이 취하되거나 반려된 날 

  2. 제50조의9 제1항에 따른 판매금지의 효력이 소멸된 날 
427 약사법 개정안 부칙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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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50조의9 제1항 428 에서는 특허 도전을 통해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9개월간 동일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신청 

이후 품목허가 되는 동일의약품을 판매금지할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였다. 현행 약사법은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판매금지가 

적용되는 시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개정안은 우선판매품목허가에 

의해 판매금지되는 동일의약품에 대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신청 이후’ 

품목허가를 받는 의약품으로 명시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4.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특허목록 등재삭제 제한 시 등재료 

납부 면제 (안 제82조의2 제1항) 

 

개정안 제82조의2 제1항 429 에서는 특허권등재자의 특허권 삭제 

요청에도 안 제50조의3 제5항에 따라 우선판매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등재특허권을 삭제하지 아니한 경우, 등재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428 제50조의9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 경우”를 “하는 경우 제50조의7 제1항

에 따른 우선판매품목허가신청이 있는 날 이후”로 한다. 
429 제82조의2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0조의3 제5항에 따라 등재특허권을 삭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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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의 

소송 
 

 

제 1 절 서론 
 

각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도입 과정과 범위, 그 

운영방법이 상이하므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후발의약품 제약사는 개발단계부터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제도를 명확히 분석하여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허가신청일 

및 특허 소송 진행시기를 고려하여, 출시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는 우선 실시자유도(freedom-to-operate)430를 

조사하여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들을 파악하고, 국가별로 등재특허가 

있는 경우 해당 등재특허들을 자세히 분석해야 한다.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는 통지제도가 있는 국가에서 특허별로 무효 또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조사하여 통지 일정에 늦지 않게 통지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심사 자동정지 및 판매금지제도가 있는 

국가에서는 자동정지 및 판매금지 기간을 고려해서 제품의 출시 일정 및 

대응책을 사전에 준비해야할 것이다. 또한 우선판매권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우선판매권 확보를 위해 허가신청 시기를 가늠하고, 특허 

무효 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사전에 제기할지,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허 소송이 조기에 끝나지 않는 경우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의 

 
430  실시자유도(freedom-to-operate)는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발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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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도 지연될 수 있으므로 국가별로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출시 

일정을 조율해야 할 것이다. 합의 등을 통해 특허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여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선진입하거나, 소송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리지널 제약사(대조약 제공자) 역시 각국의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를 파악하여 해당 국가에서의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의 

통지 및 심판 제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후발의약품 통지를 

받은 후에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이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같이 

능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판매금지 신청을 할 것인지 등을 

선택함에 있어 각 국가의 관련 법규 및 소송 진행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각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의 소송 또는 

심판 사례를 살펴보고, 특히 판매금지 또는 우선판매권 확보를 위해 

제기할 소송이나 심판의 고려 시 유의사항을 검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회피하려는 역지급합의에 

대해 미국, 유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국내 역지급합의 문제들을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다. 

 

제 2 절 미국의 Hatch-Waxman법 소송 
 

1. 오렌지북 허위 정보 개제 관련 사건 (Mylan 

Pharmaceuticals, Inc. v. Thompson) 

 

Bristol-Myers Squibb Co. (이하 BMS사) 는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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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인 ‘BuSpar’에 대해 물질특허(미국 특허 US 4,182,763)를 

오렌지북에 등재하였고, Mylan Pharmaceutical, Inc. (이하 Mylan사)은 

BMS사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00년 11월 21일에 ANDA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였다. BMS사는 해당 물질특허가 만료되기 약 11시간 

전에, 대사산물에 관한 특허(미국 특허 US 6,150,365 (이하 365 

특허))를 주성분의 용도발명으로 오렌지북에 등재하려 하였다. 

Mylan사는 365 특허에 대해 Paragraph IV인증을 하는 대신, 해당 

특허의 용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ANDA를 제출하였다. 또한, 

BMS사가 해당 등재 특허를 삭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미국 식품의약국이 Mylan사의 ANDA를 승인하도록 지시하는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431 을 신청하며, 웨스트 

버지니아지방법원에 해당특허가 무효이며 그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432  이에 BMS사는 Mylan사를 상대로 

뉴욕남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소하였다.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은 Mylan의 주장을 인정하여, 미국 식품의약국에 해당 특허를 

오렌지북에서 삭제하고 Mylan사의 ANDA를 최종 승인하도록 

명하였다.433 BMS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법원은 BMS사에 

대한 선언적 구제 조치(declaratory relief action)가 특허법에 따라 

Mylan사에 제공되지 않았으며, 등재특허에 대한 이의제기가 연방 식품, 

 
431 금지명령(Injunction)은 대체로 가처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 잠정가처분적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으로 나뉘는데, 가처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은 본안소송의 

사실심리(trial)전에,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은 타인이 특허권자의 발

명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하기 위하여 본안소송의 사실심리 후에 구하게 되고, 잠정

가처분적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은 잠정가처분적 금지명령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의 특수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 정연덕, “특허권

의 남용과 이에 대한 방안: Patent Troll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제22호, Vol 22, 80면. 
432 Mylan Pharmaceuticals, Inc. v. Thompson, 268 F.3d 1323 (Fed. Cir. 2001). 
433 Mylan Pharmaceuticals, Inc. v. Thompson, 139 F. Sup. 2d 1 (DDC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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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화장품법(FDCA)에 대한 Hatch-Waxman법 수정안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법원은 Mylan사의 

행동이 특허법상 적절하거나 ‘인정된(recognized)’ 특허 침해 

방어책이 아니라 사적 행동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당시, Hatch-Waxman법 수정안에는 특허권자의 오렌지북(Orange 

Book)에 대한 특허 목록에 이의를 제기하는 조치를 가능하게 하거나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되고 오렌지북에 등재된 특허 정보의 정확성 

또는 관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제한된 프로세스를 제공할 

뿐이었다. 434  결국, 제네릭 회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는 ANDA가 

승인되기 전에 30개월 자동 정지를 요구하는 Paragraph IV 

인증(특허를 침해하지 않거나 무효라는 소명)을 제출하는 것 밖에 

없었다.                                                                                                                                                                                                                                                                                                                                                                                                                                                                                                                                                                                                                                                                                                                                                                                                                                                                                                                                                                                                                                                                                                                                                                                                                                                                                                                                                                                                                                                                                                                                                                                                                                                                                                                                                                                                                                                                                                                                                                                                                                                                                                                                                                                                                                                                                                                                                                                                                                                                                                                                                                                                                                                                                                                                                                                                                                                                                                                                                                                                                                                                                                                                                                                                                                                                                                                                                                                                                                                                                                                                                                                                                                                                                                                                                                                                                                                                                                                                                                                                                                                                                                                                                                                                                                                                                                                                                                                                                                                                                                                                                                                                                                                                                                                                                                                                                                                                                                                                                                                                                                                                                                                                                                                                                                                                                                                                                                                                                                                                                                                                                                                                                                                                                                                                                                                                                                                                                                                                                                                                                                                                                                                                                                                                                                                                                                                                                                                                                                                                                                                                                                                                                                                                                                                                                                                                                                                                                                                                                                                                                                                                                                                                                                                                                                                                                                                                                                                                                                                                                                                                                                                                                                                                                                                                                                                                                                                                                                                                                                                                                                                                                                                                                                                                                                                                                                                                                                                                                                                                                                                                                                                                                                                                                                                                                                                                                                                                                                                                                                                                                                                                                                                                                                                                                                                                                                                                                                                                                                                                                                                                                                                                                                                                                                                                                                                                                                                                                                                                                                                                                                                                                                                                                                                                                                                                                                                                                                                                                                                                                                                                                                                                                                                                                                                                                                                                                                                                                                                                                                                                                                                                                                                                                                                                                                                                                                                                                                                                                                                                                                                                                                                                                                                                                                                                                                                                                                                                                                                                                                                                                                                                                                                                                                                                                                                                                                                                                                                                                                                                                                                                                                                                                                                                                                                                                                                                                                                                                                                                                                                                                                                                                                                                                                                                                                                                                                                                                                                                                                                                                                                                                                                                                                                                                                                                                                                                                                                                                                                                                                                                                                                                                                                                                                                                                                                                                                                                                                                                                                                                                                                                                                                                                                                                                                                                                                                                                                                                                                                                                                                                                                                                                                                                                                                                                                                                                                                                                                                                                                                                                                                                                                                                                                                                                                                                                                                                                                                                                                                                                                                                                                                                                                                                                                                                                                                                                                                                                                                                                                                                                                                                                                                                                                                                                                                                                                                                                                                                                                                                                                                                                                                                                                                                                                                                                                                                                                                                                                                                                                                                                                                                                                                                                                                                                                                                                                                                                                                                                                                                                                                                                                                                                                                                                                                                                                                                                                                                                                                                                                                                                                                                                                                                                                                                                                                                                                                                                                                                                                                                                                                                                                                                                                                                                                                                                                                                                                                                                                                                                                                                                                                                                                                                                                                                                                                                                                                                                                                                                                                                                                                                                                                                                                                                                                                                                                                                                                                                                                                                                                                                                                                                                                                                                                                                                                                                                                                                                                                                                                                                                                                                                                                                                                                                                                                                                                                                                                                                                                                                                                                                                                                                                                                                                                                                                                                                                                                                                                                                                                                                                                                                                                                                                                                                                                                                                                                                                                                                                                                                                                                                                                                                                                                                                                                                                                                                                                                                                                                                                                                                                                                                                                                                                                                                                                                                                                                                                                                                                                                                                                                                                                                                                                                                                                                                                                                                                                                                                                                                                                                                                                                                                                                                                                                                                                                                                                                                                                                                                                                                                                                                                                                                                                                                                                                                                                                                                                                                                                                                                                                                                                                                                                                                                                                                                                                                                                                                                                                                                                                                                                                                                                                                                                                                                                                                                                                                                                                                                                                                                                                                                                                                                                                                                                                                                                                                                                                                                                                                                                                                                                                                                                                                                                                                                                                                                                                                                                                                                                                                                                                                                                                                                                                                                                                                                                                                                                                                                                                                                                                                                                                                                                                                                                                                                                                                                                                                                                                                                                                                                                                                                                                                                                                                                                                                                                                                                                                                                                                                                                                                                                                                                                                                                                                                                                                                                                                                                                                                                                                                                                                                                                                                                                                                                                                                                                                                                                                                                                                                                                                                                                                                                                                                                                                                                                                                                                                                                                                                                                                                                                                                                                                                                                                                                                                                                                                                                                                                                                                                                                                                                                                                                                                                                                                                                                                                                                                                                                                                                                                                                                                                                                                                                                                                                                                                                                                                                                                                                                                                                                                                                                                                                                                                                                                                                                                                                                                                                                                                                                                                                                                                                                                                                                                                                                                                                                                                                                                                                                                                                                                                                                                                                                                                                                                                                                                                                                                                                                                                                                                                                                                                                                                                                                                                                                                                                                                                                                                                                                                                                                                                                                                                                                                                                                                                                                                                                                                                                                                                                                                                                                                                                                                                                                                                                                                                                                                                                                                                                                                                                                                                                                                                                                                                                                                                                                                                                                                                                                                                                                                                                                                                                                                                                                                                                                                                                                                                                                                                                                                                                                                                                                                                                                                                                                                                                                                                                                                                                                                                                                                                                                                                                                                                                                                                                                                                                                                                                                                                                                                                                                                                                                                                                                                                                                                                                                                                                                                                                                                                                                                                                                                                                                                                                                                                                                                                                                                                                                                                                                                                                                                                                                                                                                                                                                                

2003년 MMA의 개정으로 특허권자가 Paragraph IV 인증에 따른 

ANDA 소송을 제기한 경우, ANDA 신청인은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함으로써, 해당 특허가 오리지널 의약품이나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렌지북에서 삭제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435  상기 판결에서 보듯 2003년 MMA 개정 

전에는 이러한 삭제청구권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재 

특허의 삭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2003년 개정에 의해서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제네릭 제약사가 부적격특허에 대한 삭제 청구권을 

반소를 통한 항변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나, 별도로 독립적인 

 
434 21 CFR § 314.53 (f) (2001). 
435 21 U.S.C. § 355(j)(5)(C)(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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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원인이 되지 않고, 또한 부적격 특허의 등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 하겠다. 

 

2. 제네릭 독점권 확보 관련 사건 (Mova Pharmaceutical 

Corp. v. Donna E. Shalala)   

 

미국 Hatch-Waxman법에 의하면, Paragraph IV 인증(등재 특허를 

침해하지 않거나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소명)로 ANDA 신청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서를 제출한 최초의 허가신청자는 제네릭 독점권을 

확보하게 된다. 동일일자에 신청한 모든 신청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시판일로부터 180 일간 후발 신청자의 허가신청이 유예되는데, 

특이적인 점은 승소 조건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1998년 미국 

식품의약국의 guidance에서도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연방법원은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네릭 독점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436 

Pharmacia & Upjohn Company (이하 Upjohn사)의 특허 의약품으로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 미분화 글리부라이드(micronized 

glyburide)에 대해 Mova Pharmaceutical Corp. (이하 Mova사)가 

최초로 Paragraph IV로 인증하며 제네릭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Upjohn사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진행 중인 1996년 12월 

19일, Mylan Pharmaceuticals, Inc. (이하 Mylan사)가 Paragraph IV로 

인증하며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Upjohn사는 Mylan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미국 식품의약국은 Mylan사의 제네릭을 허가하였다. 

 
436 Inwood Laboratories, Inc. v. Young 43 F.3d 712 (D.C. Cir.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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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Mova사는 21 U.S.C. § 355(j)(5)(B)(iv) (1994)에 의거하여 

컬럼비아 특별구의 미국지방법원에 미국 식품의약국을 상대로 

Mylan사의 제네릭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Mova사는 

Mylan사보다 먼저 미분화된 글리부라이드의 제네릭을 판매하기위한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해당 법정 조항인 21 U.S.C. § 

355(j)(5)(B)(iv)에 의해 180 일의 시장 독점 기간이 부여되었으므로, 

Mova사가 피소되거나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부터, 미국 

식품의약국은 180 일 기간이 끝날 때까지 Mylan사의 유사한 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Mylan사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Mova사가 아직 Upjohn사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successfully defended)"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식품의약국이 Mylan사의 신청을 즉시 승인할 수 있었다고 

반박하였다. 당시 미국 식품의약국은 특허소송에서 승소하여야 제네릭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Mova사의 청구를 인용하고, 미국 식품의약국으로 

하여금 Mova사가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후 

180일 (둘 중 먼저 도래한 날짜)까지는 Mylan사의 허가 승인을 

연기하도록 하는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437  이에 미국 식품의약국과 

Mylan사는 항소하였다. 예비금지명령에 대한 Mova사의 요청이 보류 

중인 동안 Upjohn사는 소송에 참가하기 위한 동의를 제출하였으나, 

지방법원은 Upjohn사의 참가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Upjohn사는 

항소하였으며 결국 미국 식품의약국 및 Mylan사의 항소와 

 
437 Mova Pharmaceutical Corp. v. Donna E. Shalala, 140 F.3d 1060, 1064 (D.C. Ci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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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되었다.438
  

연방항소법원은 미국 식품의약국이 첫 번째 신청자(Mova사)의 180 

일 독점 기간을 실행하기위한 전제 조건으로 “성공적인 방어” 요구 

사항을 부과한 것은 법적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 판시하며, 성공적인 

방어 요건은 법률의 문언적 텍스트와 일치하지 않으며 그 필요성이나 

명확한 의회의 의도로도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성공적인 방어” 

요건은 불필요하다는 지방법원 결정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Upjohn사는 소송에 참가할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항소 및 환송 절차의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최종적으로 연방항소법원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해야 한다는 조건 없이, Mova사의 제네릭 

독점권을 인정하였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최초 제네릭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시장에서 출시하거나 제품을 마케팅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성공적인 방어”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상기 요건은 

Hatch-Waxman법의 문자 그대로의 요건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제네릭 

독점권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제네릭사가 소송에서 승소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요구되지 않으며, 연방법원은 특허권자가 아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네릭 독점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3. 소결   

 

2003년 Hatch-Waxman법에 대한 개정으로 후발의약품 신청자가 

오렌지북에 등재된 특허 정보를 삭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438 Mova Pharmaceutical Corp., v. Donna E. Shalala, et al. Nos. 97-5082, 97-5111 

(D.C. Ci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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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반소를 통한 항변으로 제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등재특허의 수정이나 삭제에 대하여 후발의약품 

신청자가 수정을 요청하거나 소송 외의 방법으로 다툴 방법이 없으므로 

미국에서는 어떻게 취급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별도로 독립적인 소송원인이 되지 않고, 부적격 특허의 등재로 인한 

오리지널 제약사의 손해배상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직 

한계가 있다 하겠다. 

 또한, 180일 제네릭 독점권 확보의 경우 국내 우선판매품목허가 

9개월의 독점권에 대응하는데, 미국의 Hatch-Waxman법은 제네릭사가 

소송에서 승소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요구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제네릭 독점권을 부여받을 수 있음을 판례를 통해 재확인하였다. 

  

제 3 절 미국의 BPCIA 소송 
 

1. Patent Dance의 의무 여부 및 180일 마케팅 통지 관련 

연방 대법원 판결 (Sandoz Inc. v. Amgen Inc., et al.) 

 

가. 서론 

2010년에 BPCIA가 제정된 이래, 일부 조항들의 경우 해당 조항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에 불과한지 의견이 

분분하였다. Sandoz Inc. v. Amgen Inc., et al. 439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BPCIA의 i) Patent Dance가 필수조항인지 여부, ii) 180일 

마케팅 통지 조항과 예비적금지명령청구권 조항에 대해 명확하게 해석한 

 
439  Sandoz Inc. v. Amgen Inc., et al., 137 S. Ct. 1664 (2017), available at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6pdf/15-1039_1b8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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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2017년 6월 14일 미연방대법관 전원일치로 

내려진 본 판결에서, i) Patent Dance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ii) 180일 

마케팅 통지의 경우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 승인 

전에 한 통지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 전에 한 마케팅 통지도 유효한 지 여부에 대한 

논쟁을 잠재우고,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 후에야 마케팅 통지를 

제공해야 하므로 바이오시밀러를 6개월 동안 출시 못하게 되는 지 

여부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도 해소되었다. 

 

나. 본 판결의 사실관계 

2014년 6월 스위스 제약회사 Novartis의 계열사인 Sandoz사는 

Amgen사의 뉴포겐(Neupogen®) 바이오시밀러 제품 작시오(Zarxio, 

성분명 filgrastim)에 대해서 미국 식품의약국에 허가신청을 하였다. 

뉴포겐은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 환자의 백혈구 감소증을 예방하는데 

처방되는 필그라스팀(filgrastim)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으로, 

Amgen사가 이 의약품의 허가권자이자 특허권자이다. BPCIA 규정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이 허가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Sandoz사는 Amgen사에 허가신청 사실을 통지하면서 

제조 방법에 관련된 정보도 제공해야 했다. 그러나 Sandoz사는 미국 

식품의약국에 허가신청을 한 후, Amgen사에 허가신청 사실은 

통지하였으나 제조 공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를 받으면 바로 작시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통보하였다. 

만약 BPCIA 규정에서 180일 마케팅 통지를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 

후에 해야 하고, 통지 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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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Sandoz사의 행위는 BPCIA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2014년 10월 24일, Amgen사는 특허 침해 및 

법률 규정 위반을 근거로 Sandoz사를 상대로 제조공정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작시오의 판매를 저지하게 위해   

예비적금지청구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구하는 소송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440하였다. 

 

다. 소의 쟁점 

본 소송에서의 쟁점은 (i) 바이오시밀러 허가신청자인 Sandoz사가 

Amgen사에 제조공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Patent Dance’ 

규정을 위배하는 것인지, (ii) ‘180일 마케팅 통지’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만 비로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 받기 전이라도 시판예정일로부터 180일 이전에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BPCIA 42 U.S.C. § 262(l)(2)(A) 및 (B) 441 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440 Amgen Inc. v. Sandoz Inc., 2015 WL 1264756, (N. D. Cal. Mar. 19, 2015). 
441 42 U.S.C. § 262(l)(2)(A) & (B) 원문 

  (2) Subsection (k) application information not later than 20 days after the 

Secretary notifies the subsection (k) applicant that the application has been 

accepted for review, the subsection (k) applicant— 

(A) shall provide to the reference product sponsor a copy of the application 

submitted to the Secretary under subsection (k), and such other information 

that describes the process or processes used to manufacture the biological 

product that is the subject of such application; and 

(B) may provide to the reference product sponsor additional information 

requested by or on behalf of the reference product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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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 장관(Secretary)이 (k)항 신청인에게 허가신청이 

검토를 위해 접수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k)항 

신청인은 (k)항 신청 정보를- 

(A) (k)항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된 허가신청서의 사본과 그 신청 

대상인 생물학적 제품(의약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 공정 또는 

공정을 설명하는 기타 정보를 대조약 제공자에게 제공해야 

하고(shall provide); 

(B) 대조약 제공자가 요청한 추가 정보를 대조약 제공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조문에는 “shall”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미국법에서 

보통 “shall”은 ‘~해야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 많은 

사람들은 이 규정을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Sandoz사는 이와 달리 본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 “shall”은 이 

법의 다른 규정들과 함께 읽으면 맥락상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바이오시밀러 허가신청자는 제조공정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본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슈였다. 

 

다음으로는 BPCIA 42 U.S.C. § 262(l)(8)(A) 및 (B) 442 에는 

 
442 42 U.S.C. § 262(l)(8)(A) & (B) 원문 

(A) Notice of commercial marketing 

The subsection (k) applicant shall provide notice to the reference product 

sponsor not later than 180 days before the date of the first commercial 

marketing of the biological product licensed under subsection (k). 

(B) Preliminary injunction 

After receiving the notice under subparagraph (A) and before such date of the 

first commercial marketing of such biological product, the referenc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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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A) 상업적 마케팅 통지 

 (k)항 신청인은 (k)항에 따라 허가된 생물학적 제품(의약품)의 

최초 상업적 판매 일로부터 180 일 이전에 대조약 제공자에게 

통지를 제공해야한다(shall provide). 

(B) 예비적 금지 명령 

(A)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그러한 생물학적 제품의 최초 

상업적 판매일 이전에, 대조약 제공자는 (후발 의약품) 신청자가 

해당 생물학적 제품의 상업적 제조 또는 판매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상기 42 U.S.C. § 262(l)(8)(A) 조항은 바이오시밀러 허가신청자가 

허가 받은 바이오시밀러의 최초 상업적 출시일 최소 180일 전에 대조약 

제공자에게 통지를 한다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2 U.S.C. § 

262(l)(8)(B)는 대조약 제공자가 상기 42 U.S.C. § 262(l)(8)(A)의 

통지 위반을 이유로 바이오시밀러 허가신청자가 해당 제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sponsor may seek a preliminary injunction prohibiting the subsection (k) 

applicant from engaging in the commercial manufacture or sale of such biological 

product until the court decides the issue of patent validity, enforcement, and 

infringement with respect to any patent that is— 

(i) included in the list provided by the reference product sponsor under 

paragraph (3)(A) or in the list provided by the subsection (k) applicant 

under paragraph (3)(B); and 

(ii) not included, as applicable, on—  

(I) the list of patents described in paragraph (4); or  

(II)the lists of patents described in paragraph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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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기 42 U.S.C. § 262(l)(8)(A) 조항을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 비로소 180일 통보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바이오시밀러 허가신청자는 아무리 빨리 출시하려 

하더라도 허가받은 후 180일 이후에나 출시가 가능하게 되므로, 그만큼 

시판 날짜가 늦어지게 된다. 따라서, Sandoz사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이 나오기 전이라도 시판일자가 정해지면 그 날로부터 역산하여 

180일 통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 근거로 규정 

어디에도 허가 받은 후에 통지해야 한다는 제한사항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예비적 금지명령은 통지 의무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구제수단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Amgen사는 BPCIA 

목적상 180일 마케팅 통지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해야 

그 효력을 발휘한다고 주장하며, 예비적 금지명령은 의미 있는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주장하였다. 

 

라. 대법원 판결 및 해당 판결의 의의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는 위 (i) Patent Dance와 

(ii) 180일 마케팅 통지 해석 모두 Sandoz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인 연방순회법원의 2015년 7월 21일 

판결 443 에서는 (i) Patent Dance에 대해서는 Sandoz사 의견을, (ii) 

180일 마케팅 통지에 대해서는 Amgen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판결을 

하였다. Sandoz사가 (ii) 180일 마케팅 통지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고, 

최종적으로 2017년 6월 12일 대법원은 Sandoz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였다. 

 
443 Amgen, Inc. v. Sandoz, Inc., 794 F.3d 1347, 1357-8 (Fed. Ci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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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바이오시밀러 허가신청자가 대조약 제공자에게 제조공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구제조치, injunction 

relief를 줄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바이오시밀러 승인 전이라도 

바이오시밀러 시판일로부터 180일 이전에 마케팅 통지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Patent Dance에 대한 injunction 판단은 

연방법 소관이 아니라면서 직접적인 판단을 유보하였고, 주법에 따라 

구제받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방순회법원에서 결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즉, 바이오시밀러의 허가신청 사실 통지와 관련된 공정 

정보를 대조약 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인지 여부에 대한 

적용 법제가 연방법인지 주법인지 여부에 대하여 연방법의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할 뿐 주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방순회법원에서 다시 심리하였고, 2017년 12월 14일, 

연방순회법원은 ‘주법에 따라’ 특허권자가 바이오시밀러 

허가신청자에게 제조 공정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연방대법원 및 연방순회법원의 판결은 BPCIA 규정에 대한 

최초의 해석 판례로서, 바이오시밀러 허가신청이자 입장에서 

바이오시밀러의 제조공정이나 허가신청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고,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 후 180일 기다려 제품을 시판할 

필요가 없어져 제품 출시 시기에 대한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판례라 하겠다. 따라서 바이오시밀러사 입장에서는 

Patent Dance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자사의 공정 정보를 소송 전에 

미리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다만, 그 경우 바이오시밀러사는 

대조약 제공자가 어떤 특허에 대해서, 몇 개의 특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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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사전에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Patent 

Dance의 규정을 따르더라도, 어느 수준의 정보까지 제공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Patent Dance의 진행 여부에 대한 

선택은 소송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실무상 바이오시밀러 허가신청자로서는 특허권자의 특허 

포트폴리오 상황을 고려하고, 특허 침해소송의 대상 범위를 사전에 

협상하는 것이 유리할지 여부를 검토하여 Patent Dance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2. Patent Dance의 장점 관련 사건 (AbbVie, Inc. v. 

Beringer Ingelheim, et al.) 

 

2017년 8 월 2 일, AbbVie(애브비)사는 AbbVie사의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 휴미라 (Humira, 성분명 adalimumab)와 관련된 다수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Boehringer Ingelheim(베링거 

인겔하임)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 444 하였다. AbbVie사는 소장에서 

휴미라를 보호하는 특허가 미국에 100개 이상 등록되어 있으며, 

Boehringer Ingelheim사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실테조(Cyltezo)가 그 

중 74개의 특허를 침해했지만, Boehringer Ingelheim사에 대해 8 개의 

특허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AbbVie사가 

설명했듯이 Boehringer Ingelheim사는 BPCIA의 Patent Dance 절차를 

제대로 끝까지 준수해서 소송 범위를 8개의 특허로 제한할 수 있었다. 

Sandoz Inc. v. Amgen Inc. 사건에서 대법원은 BPCIA의 ‘Patent 

 
444 AbbVie, Inc. v. Boehringer Ingelheim et al, Case No. 1:17-cv-01065-MSG-RL, 

2019년 5월 5일 AbbVie사는 Boehringer Ingelheim사와 소송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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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ce’의 시작과 모든 정보의 교환을 연방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는 Patent Dance를 진행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 상황에 

따라서는 Patent Dance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Patent Dance의 진행 중 주요 장점은 BPCIA 1차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특허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BPCIA 소송의 2차 

소송은 Boehringer Ingelheim사가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기 180일 

전에 보내야하는 상업적 마케팅 통지에 의해 제기가 가능해진다. 

BPCIA에 따라 양 당사자들은 Patent Dance를 완료한 후 소송을 

제기할 특허를 협상하게 되는데445, 당사자간 소송할 특허에 대해 합의가 

안된 경우 바이오시밀러 신청인은 소송 대상으로 원하는 특허의 수를 

대조약 제공자에 통지해야하고 446 , 그 후 양당사자들은 동시에 특허 

목록을 교환하게 된다. 양 당사자는 바이오시밀러 신청인이 확인해서 

통지한 수보다 더 많은 특허를 전달할 수 없다. 결국 BPCIA의 절차에 

따라 Patent Dance의 모든 단계를 수행한 바이오시밀러 신청자는 각 

당사자의 특허 목록에 나타나는 특허의 최대수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Boehringer Ingelheim사의 aBLA를 

접수(acceptance)한 후 Boehringer Ingelheim사는 Patent Dance를 

시작하여 AbbVie사에 aBLA를 제공하였고, AbbVie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72 개의 특허번호가 기재된 목록을 보내자, 새로 

등록된 2건 특허까지 포함하여 총 74 개의 특허가 즉시 소송 대상으로 

논의되었다. 양당사자들은 의견서를 교환하고 소송으로 다툴 특허에 

 
445 42 U.S.C. § 262(l)(4)(B). 
446 42 U.S.C. § 262(l)(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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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협상을 시작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Boehringer 

Ingelheim사는 각자가 즉시 소송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특허 수를 

5개로 제한하기로 하였고, 결국 양 당사자들은 5개의 특허 목록을 

교환하였다. 결국 겹친 2개의 특허를 제외하고 8개에 대해 1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AbbVie사는 나중에 Boehringer Ingelheim사가 상업적 마케팅 

통지를 제공하면 2차 소송에서 나머지 특허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Boehringer Ingelheim사가 상업적 마케팅 

통지를 제공할 시기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2차 소송의 시작 시점은 

Boehringer Ingelheim사가 좌우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BPCIA의 바이오시밀러 신청인이 Patent Dance를 

준수했을 때의 장점을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할 것이다. 오리지널 

제약사에 aBLA 정보를 제공하긴 하나, BPCIA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의 

시기와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Patent 

Dance 진행 여부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사례이다.  

 

3. 180일 상업적 마케팅 통지 관련 사건 

 

바이오시밀러 허가신청인은 상업적 판매의 최소 180일 전에 대조약 

제조자에게 상업적 마케팅을 하겠다는 통지(notice of commercial 

marketing)를 보내야한다. 즉, 바이오시밀러 신청인은 상업적 마케팅 

통지를 보내고 180일 전까지는 제품 출시를 할 수 없다. 다만, 180일 

상업적 마케팅 통지를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 후에 해야 하는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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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하더라도 유효한지 다툼이 있었으나, Sandoz Inc. v. Amgen Inc., et 

al. 사건 447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 전에 

보낸 상업적 마케팅 통지도 유효하게 되었다. 대조약 제공자는 이 

180일 상업적 마케팅 통지를 받은 후에야 법원이 특허 유효성 및 

특허에 대한 침해판단을 하기전까지 해당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상업적 

생산 또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청구할 수 있고, 448  또한 180일 상업적 마케팅 통지를 

받은 즉시 BPCIA 소송의 2차 소송(2nd wave litigation)을 시작할 수 

있다. 449  대조약 제공자는 1차 소송에서 포함되지 않은 42 U.S.C. § 

262(l)(3) 특허 목록(Paragraph 3(A) patent list), 즉 Patent Dance 

중 당사자가 처음에 교환한 특허 목록에 있는 모든 특허를 2차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실무상 Patent Dance에 적극 참여하여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침해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특허권의 범위 등을 활발히 협상하는 

것이 유리할 지 혹은 아니면 공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특허권자가 

원하는 시점에 침해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 유리할 

지 여부는 특허권자 또는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 포트폴리오의 

특성이나, 제품 경쟁자 현황 등 소송 외 환경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기초한 

여러 소송이 진행되었다. Patent Dance 및 상업적 마케팅 통지와 관련된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447 Sandoz Inc. v. Amgen Inc., et al., 137 S. Ct. 1664 (2017). 
448 42 U.S.C. § 262(l)(8)(B). 
449 42 U.S.C. § 262(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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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Genentech, Inc. v. Amgen Inc.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사건) 

Amgen(암젠)사가 Genentech(제넨테크)사가 판매하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Herceptin, 주성분 

trastuzumab(트라스트주맙))의 바이오시밀러인 칸진티(Kanjinti)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에 허가신청을 하고, 2018년 5월 15일에 대조약 

제공자인 Genentech사에 180일 상업적 마케팅 통지(Notice of 

Commercial Marketing, NCM)를 보냈다. 2019년 6월 13일, 미국 

식품의약국은 칸진티를 허가 승인해주었다. 2019년 7월 10일, 

Genentech사는 칸진티에 대한 임시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 450  및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PI)을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구하였다451.  

 델라웨어 지방법원 Connolly 판사는 Genentech사가 부당한 

지연(undue delay)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TRO 및 PI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Connolly 판사는 i) Genentech사가 2018년 5월 

Amgen사로부터 상업적 마케팅 통지를 받은 후에 Amgen사가 칸진티를 

출시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ii) BPCIA 특허침해소송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가 꽤 진행되어 2019년 2월에 생성된 

문서들은 2019년 6월까지 Amgen사가 허가신청에 대해 뭔가 결정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었으며, 특히 2019년 4월에 Amgen사가 생성한 

문서들은 Amgen사가 2019년 6월에 출시할 계획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450 임시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은 법원이 예비금지명령을 결정

할 수 있을 때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451 Genentech, Inc. v. Amgen Inc., Civ. No. 18-924-C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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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iii) 2019년 4월과 6월 사이 Amgen사의 5명 

진술인들(deponents)은 Amgen사가 칸진티를 2019년 7월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이 

2019년 6월 13일에 칸진티를 허가 승인해주었음에도 Genentech사가 

2019년 7월 10일에 이를 때까지 거의 한달 동안 예비금지명령에 대한 

구제신청(motion for preliminary relief)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Connolly 판사는 Genentech사의 특허 라이선스 제공 상황에 

기초해서 판단할 때 Genentech사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당시 Genentech사는 

Mylan(마일란), Celltrion(셀트리온) 및 Pfizer(화이자)사와 

Genentech사의 치료방법(3주 투여 용법) 특허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4개월 동안의 판매에 대한 잠재적인 손해를 

수량화할 수 있었어야 했으나, Genentech사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Genentech사는 2심인 연방순회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연방순회법원 또한 Rule 36에 의해 본 판결을 확인하였다. 

Connolly 판사는 또한 Genentech사의 소송이 BPCIA의 취지나 

목표에도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연방순회법원은 상업적 마케팅 통지부터 

시작되는 180일은 양 당사자 및 법원에 즉시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반하여 구제요청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데, Genentech사가 PI를 

제기하는데 부당하게 지연(undue delay)한 것은 BPCIA 관련 규정 

측면에서 보더라도 청구를 기각할 만큼 충분하다고 부연하였다.    

 

나. Genentech, Inc. v. Immunex and Amgen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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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Genentech(제넨테크)사는 전이성 대장암, 폐암, 전이성 유방암, 

전이성 신세포암, 교모세포종, 난소암, 자궁경부암 등 여러 암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 바이오의약품, 아바스틴(Avastin, 주성분 

베바시주맙(bevacizumab))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었고, 

Amgen(암젠)사는 그 바이오시밀러인 엠바시(Mvasi)에 대해 2017년 

9월 14일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 승인을 받았다. Amgen사는 2017년 

10월 16일에 엠바시에 대해 180일 상업적 마케팅 통지를 보냈으나, 그 

당시에 바로 판매하지 않았고, 2018년 8월 16일 새로운 제조 시설을 

추가하고 약식허가신청(aBLA)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에 보충서면을 

제출하였다. Genentech사가 Amgen사를 상대로 BPCIA 소송을 제기한 

후,452 Amgen사는 2019년 7월 8일에 제품을 출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Genentech사는 2019년 7월 10일 Amgen사의 aBLA 보충서면이 

상업적 시장에 대한 새로운 통지 요구를 촉발했다는 이유로 제품 출시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을 

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지방법원은 동의를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고, 

Genentech사는 이에 항소하게 되었다. 

Genentech사는 Amgen사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허가 승인받은 

제품과 판매하려던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Amgen사는 42 U.S.C. § 

262(l)(8)(A)에 따라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허가신청에 대해 

추가적으로 상업적 마케팅 통지를 해야 한다며, 42 U.S.C. § 

262(l)(8)(A) 위반이라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새로운 상업적 마케팅 

 
452 Genentech, Inc. v. Immunex Rhode Island Corp. and Amgen, Inc. 395 F. Supp. 3d 

357 (D. De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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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가 제공되고, 새로운 180일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Amgen사가 

엠바시를 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델라웨어 지방법원 Connolly 판사는 Amgen사의 상업적 마케팅 

통지가 42 U.S.C. § 262(l)(8)(A) 하에서 효력이 없다는 

Genentech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BPCIA 규정은 바이오의약품의 상업적 

출시 전에 대조약 제공자에게 상업적 마케팅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조 시설이나 레이블링(labeling)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고, 바이오의약품이 한번 또는 여러 번 허가 받게 되는 것은 

42 U.S.C. § 262(l)(8) 조항과 무관하다 판시하였다.  

Genentech사의 항소에 따라 연방순회법원 또한 42 U.S.C. § 

262(l)(8)(A)가 아닌 42 U.S.C. § 262(k)에서 바이오시밀러 허가에 

대해 구체적인 요건을 설시하고 있으며, 42 U.S.C. § 262(l)(8)(A)에 

따른 통지는 42 U.S.C. § 262(k)의 바이오시밀러 허가 요건과 

구분되어야 하며, Sandoz Inc. v. Amgen Inc., et al. 에서도 42 U.S.C. § 

262(l)(8)(A)는 한번의 통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부연하며, 

Genentech사의 주장을 기각한 1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즉, 동일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aBLA에 추가할 서면들의 제출에 대해 각각 

추가로 상업적 마케팅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4. 소결 

 

2010년 BPCIA 규정이 도입되면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BPCIA 

소송들이 BPCIA 규정의 해석에 대해서 선례를 만드는 새로운 소송들이 

되고 있다. 앞선 Sandoz Inc. v. Amgen Inc., et al. 대법원 판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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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 의약품 신청자 입장에서는 Patent Dance가 필수는 아니게 

되었으나, 대상 특허가 많아 소송 대상을 줄이고 싶을 때에는 전략적을 

Patent Dance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것을 고려해볼 수도 있으며, 

오리지널 제약사 입장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제품 출시가 임박해질 때까지 

TRO나 PI를 제출하는 것을 기다리다 보면 그 청구가 기각될 위험성도 

증가하게 되므로, 바이오시밀러사의 허가신청과 180일 상업적 마케팅 

통지에 대해 적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것이다. 특히 오리지널 

제약사가 PI와 같은 가처분을 구하는 경우 PI를 얻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점검하여야 한다. 반대로, 바이오시밀러 허가신청자의 

경우 상업적 마케팅 통지를 보낸 후에는 PI청구가 들어올 것에 사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제 4 절 캐나다의 PM(NOC) 소송 
 

1. 2 개의 소송 시스템 

 

캐나다에서는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이하 

PM(NOC)) 소송과 기존의 특허 소송(patent litigation)의 2개의 절차가 

공존한다. 허가받은 의약품에 관련 특허를 소송에 포함하도록 

등재특허를 확장하는 경우, 허가(Notice of Compliance, NOC)의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소송 자체가 복잡해질 수 있다. 캐나다에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별도의 소송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특허침해소송 건으로 Janssen의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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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453와 Apotex의 로바스타틴(lovastatin) 항 콜레스테롤 약 등에 

관련된 건 454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제네릭 회사가 PM(NOC) 

소송에서는 패소 455 하였으나, 이어진 특허무효 및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로 Pfizer의 항 고혈압약 

노바스크(Norvasc)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amlodipine besylate)를 

청구하는 특허를 무효한 사건이 있다. 아래에서는 PM(MOC)하에 

진행된 소송들에 대해 좀더 살펴보기로 한다. 

 

2. 첫 번째 PM(NOC) 소송 (Amgen Canada et al. v. Apotex 

Inc.) 

 

이 사건은 캐나다에서 PM(NOC) 규정 하에서 진행된 첫번째 

사건이다. 암젠(Amgen)은 호중성백혈구감소증(neutropenia) 치료제인 

뉴포젠(Neupogen, 성분명 filgrastim) 및 뉴라스타(Neulasta, 성분명 

pegfilgrastim)를 판매하였고, 특정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폴리펩티드에 대한 캐나다 특허 번호 1,341,537를 뉴포젠 및 

뉴라스타에 대해 캐나다 특허 등재부(Canadian Patent Register)에 

등재하였다. 아포텍스(Apotex)사는 두 가지 용량에 대해 뉴포젠의 

바이오시밀러(Subsequent Entry Biologic, SEB) 456 의 허가신청을 

 
453 얀센(Janssen)의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 (Levaquin) 항생제에 대하여 얀센 특

허 침해에 대한 얀센의 손해 및 비용(19백만 CAD)과 관련된 Teva의 항소를 기각하였

다. 
454Merck & Co., Inc. et al. v. Apotex Inc. et al. 2013 FC 751, 2013년 7월 16일 연방

법원은 머크 (Merck)의 로바스타틴 특허 침해에 대해 총 1억 8천만달러 이상의 손해배

상 및 이자 지급 판결을 내렸다. 
455 Pfizer Canada Inc. v. Canada (Minister of Health), 2006 FC 220, aff'd 2006 FCA 

214, 2007 FCA 407. 
456  캐나다 PM(NOC) 법에는 바이오시밀러를 ‘후속진입 바이오의약품(Subsequent 

Entry Biologic, SEB)’으로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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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암젠은 허가(Notice of Compliance, NOC)를 금지하는 

명령신청을 연방법원에 청구하였다457. 

2015년 11월, Hughes 판사는 암젠의 금지청구를 기각하였다. 캐나다 

특허 번호 1,341,537 (이하 537 특허)의 청구항 제43항에 대하여 대해 

아포텍스사는 신규성, 진보성 흠결을 주장하였고, 판사는 청구항 

제43항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암젠이 곧바로 항소하였으나 연방항소법원은 암젠의 항소(2016 FCA 

196)를 기각하였다. 537 특허를 포함한 PM(NOC) 소송에서 승소한 

아포텍스사는 뉴포젠의 바이오시밀러에 허가(NOC)를 받아 판매를 

시작하였다. 

 

3. 추가 등재 특허에 대한 소송 (Janssen Inc. v. Celltrion 

Healthcare Co, Ltd. et al.) 

 

얀센(Janssen)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단일클론항체 바이오의약품 

레미케이드(Remicade, 활성성분 infliximab)를 판매하였고, 

셀트리온(Celltrion)과 그 마케팅 파트너 호스피라(Hospira)는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인 인펙트라(Infectra)에 대해 허가신청을 

하였다. 셀트리온과 호스피라는 인펙트라(Infectra)에 대해 

레미케이드의 적응증 중 일부 적응증인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건선 관절염 및 플라크 건선(RA 적응증)에 대해 허가 승인을 받았다. 

최초 허가신청 시에는 레미케이드에 대해 특허 등재부(Patent 

Register)에 등재된 특허가 없었으나, 추가 적응증인 염증성 

 
457 Merck & Co., Inc. et al. v. Apotex Inc. et al. 2013 FC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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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질환(IBD 적응증)에 대해 허가신청 중 레미케이드에 대해 청구한 

출원이 등록되었고(캐나다 특허 번호 2,261,630, 이후 ‘630 

특허’)되었고, 이후 630 특허는 특허 등재부에 등재되었다. 얀센은 630 

특허에 근거하여, 셀트리온 및 호스피라의 허가신청에 대해 허가(NOC) 

부여를 금지하는 명령을 구했다.458 

Aalto 수석서기(prothonotary)는 PM(NOC) 제6(5)조에 따라 새로 

등재된 특허가 셀트리온 및 호스피라가 이미 허가(NOC)받은 RA 

적응증에 대한 특허이므로, 프로세스를 남용한 것(“scandalous, 

frivolous, vexatious and an abuse of process”)이라며 얀센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그 결정을 30일 동안 유지(stay)하였다(2016 FC 525). 

얀센의 항소에 대해, Hughes 판사는 ‘특허가 약물의 특정 적응증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응증은 그 약물뿐만 아니라 제네릭 

회사가 의도하는 적응증과 비교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630 특허는 

RA 적응증에 대한 사용을 청구한 것이고, 셀트리온의 추가 신청은 IBD 

적응증에 대한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하였다. 또한 2년 심사 정지를 

이유로 한 항소 유지 요청 또한 유지(stay)할 근거가 없다며 

기각하였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허가신청 당시에 등재된 특허들에 대한 

무효나 침해여부를 다투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허가 중 

또는 후에 추가로 특허가 등재되는 경우, 그 특허에 대한 다툼은 앞선 

소송과 별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다만 기허가한 후발의약품의 허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458 Janssen Inc. v. Celltrion Healthcare Co., Ltd., et al., 2016 FC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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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매금지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Eli Lilly Canada Inc. v. 

Teva Canada Ltd.) 

 

테바 캐나다(Teva Canada Ltd.)는 릴리 캐나다(Eli Lilly Canada 

Inc.)의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자이프렉사(Zyprexa, 성분명 

올란자핀(olanzapine))의 제네릭 버전이 시장에 출시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PM(NOC) 규정 제8조에 기해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연방법원은 PM(NOC) 규정 제8조에 따라 테바 캐나다에 

7,000만 캐나다달러의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릴리 

캐나다는 항소하였다. 2018년 3월 20일, 연방항소법원(FCA)는 릴리 

캐나다가 테바 캐나다의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킨 것에 대해 릴리 

캐나다에게 부여한 7,000만 캐나다달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459  

PM(NOC)규칙 제8조에 따르면 제6조 제1항에 따른 소송이 중단 

또는 기각되거나 제6조 제1항에 언급된 선언(declaration)이 

항소심에서 번복되는 경우, 소송의 모든 원고는 공동으로 후발 의약품 

신청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진다. 460  테바 캐나다의 손해를 

정량화할 때, 연방항소법원은 PM(NOC)의 제8조의 손상은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했을 판매에 대해 제네릭 제조사에게 보상하기 위한 

 
459 Eli Lilly Canada Inc. v. Teva Canada Ltd., 2018 FCA 53. 
460 PM(NOC) § 8(2) 원문  

(2) Subject to subsection (3), if an action brought under subsection 6(1) is 

discontinued or dismissed or if a declara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6(1) is 

reversed on appeal, all plaintiffs in the action are jointly and severally, or 

solidarily, liable to the second person for any loss suffered (2) after the later of 

the day on which the notice of allegation was served, the service of which 

allowed that action to be brought, and of the day, as certified by the Minister, on 

which a notice of compliance would have been issued in the absence of thes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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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해당 기간 동안 유통 파이프라인에 판매를 했으므로 실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5. 소결  

 

PM(NOC) 판결, 특히 무효의 등재 특허를 바탕으로 판매금지를 

하였고, 후에 특허가 최종적으로 무효가 된 릴리 캐나다 사건은 제네릭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것을 지연시킨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다. 특허의 유효, 무효 판단은 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법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461 , 그 최종 판단은 법원이 

결정할 것이며, 당사자는 특허제도 하에서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믿거나 

유효라고 믿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험부담을 지는 것이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오리지널 

제약사가 등재 특허가 무효임에도, 등록특허가 유효임을 주장하며 

후발의약품을 판매금지하거나, 제네릭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것을 

지연시킨 경우, 특허권자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캐나다의 PM(NOC) 규정은 한국의 약사법처럼 화학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모두를 하나의 법규정에 규율하고 있으므로 그 제도와 

소송을 살펴보며 한국 제도를 개선해나가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이다. 

 

 
461  같은 원출원을 바탕으로 하는 PCT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도, 국가별로 출원 심사 

과정 중에 청구항 기재의 한정사항이나, 인용 방법, 청구항 수가 전부 달라질 수 있고, 

특허의 유효, 무효 역시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유동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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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호주의 중간금지명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 서론 

 

호주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는 중간금지명령이 이루어진 

후 특허권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TGA(호주 

약사법, Therapeutic Goods Act) 26조에 따라 법원은 특허권자에게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와 연방정부, 주 정부 또는 지역 정부에 

보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금지하는 

중간금지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호주 연방 정부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최초 판결을 받은 사례인 Commonwealth of 

Australia v. Sanofi 사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중간금지명령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Commonwealth of 

Australia v. Sanofi) 

 

사노피(Sanofi, 전 Sanofi-Aventis)는 항혈전제 플라빅스(Plavix, 

성분명 클로피도그렐 (clopidogrel))의 특허권자이고, 호주 

아포텍스(Apotex Australia)는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로서 2007년 8월 

16일에 사노피의 특허(특허번호 597784)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 사노피는 2007년 9월 25일 법원에 중간금지명령을 

신청하여 호주 아포텍스에 대한 중간금지명령을 받았고, 호주 

아포텍스의 후발의약품은 출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2009년 10월 13일, 호주 아포텍스가 연방법원에 항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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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의 클로피도그렐에 대한 특허의 취소판결이 내려졌고, 사노피가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지만 2010년 3월 12일 항소는 최종적으로 

인용되지 않았다. 그 결과 사노피의 중간금지명령 신청은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입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것으로 간주되었고, 호주 아포텍스는 

사노피에 중간금지 기간이었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호주 연방정부(Commonwealth) 

역시 2013년 4월 11일에 상기 기간 동안 호주 아포텍스의 

후발의약품이 약제급여제도(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에 

등재되지 못하여 정부가 입은 재정적 손실(사노피의 의약품이 16% 

가격인하되지 못해 발생한 재정적 손실을 약 6,000만 달러로 계산)에 

대해서 사노피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462  한편, 사노피는 2010년 

호주 아포텍스의 항소심에서 특허취소판결이 내려진 것이 잘못된 것이고, 

연방정부의 손해배상청구는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처사라고 주장하였다. 

2년 반 이상 유보되었던 본 소송은 2020년 Nicholas 판사가 호주 

연방정부의 보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며 종료되었다.   

연방정부는 PBS를 통해 호주의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 비용을 

보조하는데, PBS 목록(listing)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가격으로 PBS를 

통해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약품 목록을 의미한다. 첫번째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가 PBS listing에 등재된 경우, 기존 PBS 등재 

제품에 의무적으로 가격인하가 일어나는데 기존에는 16% 인하되었으나, 

2018년 10월 1월부터 25%로 가격인하가 적용되게 되었다. 이후에 

추가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가 listing되면 등재 제품에 대한 가격 

 
462 Commonwealth of Australia v. Sanofi (formerly Sanofi-Aventis) (No 5) [2020] 

FCA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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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의무를 유발시켜 연방정부가 조제하는 제품에 대해 약사에게 

상환하는 금액만큼 추가로 인하할 수 있게 된다.  

Nicholas 판사는 우선 i) 호주 아포텍스가 2008년 4월부터 PBS 

listing 하기위해 2007년 12월 1일까지 클로피도그렐 제품의 PBS 

listing을 신청했을 것이라는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고, ii) 장관 또는 

대의원이 그러한 신청을 수락하고 2008년 4월로부터 해당 제품을 

PSB에 listing 하지 않아, 호주 아포텍스의 클로피도그렐 제품으로 인해 

연방정부가 입은 재정적 손실은 중간금지명령의 존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손실이라고 판시하며, 연방정부의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3. 소결 

 

이 판결은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금지하는 중간금지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부가 손해배상을 요청한 4건의 소송 중 최초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다. PBS 지출로 얻은 절감액에 대해 보상을 

청구한 연방정부는 손실을 입은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금지명령은 일반적으로 제네릭이 PBS 목록에 신청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거나, 부당한 

중간금지명령에 대해 특허권자가 후발의약품 제약사에 보상하라고 

판결한 사례들은 이전에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중간금지명령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요구한 사례는 이 사건이 첫 사례이다.463 

 
463 박은혜, 변진옥, 상게논문, 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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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당한 중간금지명령에 대한 손해배상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해 

특허권자의 권리를 위축시키고, 신약의 적극적인 출시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사실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가 신약의 진입을 

저지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는 특허권자로 하여금 중간금지명령 신청을 신중하게 하여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그 결과 PBS 등재가 진행되어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464에 동의한다.  

 

제 6 절 한국의 특허침해소송 및 심판 
 

1.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후 소송 및 심판 현황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지난 2012년 3월 15일 한·미 미국 

식품의약국이 발효되며 도입된 제도이지만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제네릭의 약품 허가신청 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에게 허가신청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 

특허권자가 특허침해를 이유로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심결 또는 

판결이 날 때까지 조건부 허가를 받게 된다. 다만, 의약품 특허에 대한 

도전을 통해 최초로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받은 제약사에게는 최대 

9개월의 우선판매권이 부여된다. 

다수의 등재 특허가 있는 경우 각 특허의 침해 및 무효 가능성을 

파악하고, 시판후 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 PMS) 만료 

시점465도 고려하여 심판 및 소송 제기를 검토해야한다. 하나의 의약품에 

 
464 Pharmaceutical Patents Review Report, supra, at 142-143. 
465 시판후 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 PMS)는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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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보통 4개 이상의 복수의 등재 특허가 존재한다. 화학의약품의 

경우에는 약물(물질특허), 제형, 의약적 용도, 염 변경, 이성질체, 복합제 

등의 등재특허가,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는 약물(물질특허), 제형, 

적응증(용법, 용량) 및 제조방법을 포함하는 조성물특허 등의 

등재특허가 존재한다. 따라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가 우선판매권 취득을 위해서 또는 판매금지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또는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사전대처 측면에서 

심판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 어떤 특허에 대해 언제 어떠한 심판을 

제기할 지 선정하고, 전략적으로 제기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국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된 후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심판청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대폭 줄어들었다. 특허심판원의 

의약품특허목록집에 등재된 특허에 대한 심판청구 건수 및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허법 제133조에 따른 무효심판, 특허법 

제134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특허법 제135조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모두 계산하니, 2013년 49건, 2014년에 216건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1,957건으로 급증하였다가, 2016년 311건, 

2017년 3월 기준 154건으로 줄어들었다. 466  2015년에 심판청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앞서 설명한 우선판매권 취득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많은 제약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따라하기 

식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사항과 적정한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 검토, 확인 또는 검증하기 위하여 품

목허가를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실시하는 조사이다. 신약은 6년, 자료제출 의약품은 4

년이나 6년, 어린이용 용법, 용량을 허가 받은 의약품은 4년, 희귀의약품은 4년이 부여

된다. 미국이나 유럽의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466 특허청, “의약품 허가 관련 특허심판제도 안착 – 심판청구시기 선택은 세심한 주의 

필요”, 보도자료, 2017. 4. 6. 자,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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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요건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사법 

제50조의8 제1항에 따라 i) 최초로 허가신청을 하고, ii) 특허 심판 또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것, iii) 승소한 특허 심판 중 최초로 청구하였을 것 

모두를 만족해야 하는데, iii) 최초 심판청구는 실제 최초로 청구된 심판 

외에 최초 심판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된 심판 모두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개정 약사법 시행 

직전인 2015. 3. 2. ~ 3. 14.의 기간 동안 총 199건의 심판이 

청구되었는데, 약사법 법률 제13219호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약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제기된 심판은 2015. 3. 14. 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2015. 3. 14. 에 199건이 청구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로부터 14일인 2015. 3. 28. 까지 추가로 458건의 심판이 

청구되었다. 467  애초에 심판청구에 참여할 의사가 없던 제네릭사들이나 

제네릭 개발 계획이 없는 제약사들이 타사의 심판청구를 인지하고 

급하게 심판을 제기한 후에 자진 취하하는 것은 무분별한 심판청구로 

제네릭사의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뿐만 아니라 특허청의 귀중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특허권자로하여금 불필요한 심판 대응 비용을 

발생시켰다 할 것이다.468 

다만, 2016년 이후에는 심판청구건수가 안정화되어 제약사들이 

신중하게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 초기에는 주로 

무효심판과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1,957건 중 

1,648건, 84%), 이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주로 청구하고 있는 것도 

바뀐 부분이다(311건 중 294건, 95%).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467 심미성,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실시에 따른 특허심판의 현황 및 제언(提言), 지

식재산정책 정책리포트 vol 24 (2015. 09), 6면. 
468 심미성, 상게논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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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발명을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것이 

요구되므로, 권리범위확임심판의 청구가 늘어나는 것은 최소한 제품 

개발이 어느정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네릭사들이 심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우선판매권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재심사 

기간(Post Marketing Surveillance, PMS) 469  만료 후 허가신청한 

경우에 부여되는데, 심판 시기를 잘못 고려하여 지나치게 빨리 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맞지 않아서 심판에 승소를 하고도 

우선판매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각 심판제기시의 

주의사항과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의 주요 심판을 살펴본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 청구 시 유의사항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가 주력 질병 분야에서의 시장 파급력과 

경제성을 모두 검토하고 도전할 의약품을 선정한 후, 등재특허들에 

대하여 회피 설계가 가능한 경우와 적응증과 같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누어 심판 접근을 달리 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회피설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우선 검토하고, 회피설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고려하게 된다.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후발의약품 제조사가 회피설계를 

하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제기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이 필요한데,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가 승소 

 
469 신약으로 허가받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우 통상 6년간의 재심사기간을 부여받는데, 

이 기간 내에 제네릭의 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안전성·유효

성 자료를 활용할 수는 없는 바, 사실상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과 같이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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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의약품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우선판매품목허가 취득 또는 판매금지 규정은 약사법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 조항에 따라 ‘동일의약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주장 및 심결로 상기 권리 

관련 조항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 특정을 할 때 

주의해야한다.  

등재특허에 대해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존속기간 연장 대상이 맞는지, 즉 최초에 허가 받은 유효성분인지 

살펴봐야하며, 존속기간 연장기간의 산정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검토해야한다. 특히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에서 일부무효 판결이 

나는 경우, 부당하게 연장된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을 제외하고 

제대로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만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무효심판의 제기는 회피설계가 불가능한 경우에 고려해야 하고, 

다른 국가에서의 대응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및 소송 현황을 검토하여 

제기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다. 또한 무효심결의 경우 대세효가 있어 

경쟁자에도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으므로, 관련 제품 

경쟁사들의 심판청구 현황이나 허가신청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특허심판 최다 청구 사건 (베타미가서방정 관련 무효심판) 

 

아스텔라스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 (이하 아스텔라스)의 과민성 방광 

치료제 베타미가서방정(성분명 미라베그론)은 국내 과민성 방광 치료제 

시장에서 과반이상을 차지하는 의약품으로, 의약품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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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된 후 2015년 가장 많이 특허심판이 청구된 

성분이다.  

2021년 현재 베타미가서방정 50mg에 대해 등재된 특허는 5건으로 

물질특허470 및 조성물특허471 2건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다. 다른 

등재 특허 3건은 베타미가서방정의 ‘아세트산아닐리드 유도체의 α형 

또는 β형 결정’에 대한 결정형특허472, ‘아세트산 아닐리드 유도체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과활동방광 치료제’에 대한 용도특허473  및 ‘방출 

제어 의약 조성물’의 조성물특허474이다. 

아스텔라스는 2014년 3월 28일 과민성 방광 치료제인 베타미가 

서방정50mg에 대해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을 해서 2015년 1월 20일, 

382일의 연장등록결정을 받았다. 이후 한화제약을 포함하는 4개사는 

상기 용도특허에 대해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1심(심판원), 2심(특허법원)475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보건위생을 증진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특허권자는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476은 … 약사법 

 
470 특허번호 KR10-0506568, 2020년 5월 3일 존속기간만료. 
471 특허번호 KR10-0507400, 2020년 8월 1일 존속기간만료. 
472 특허번호 KR10-0908796, 2024년 5월 17일 존속기간만료 예정. 
473 특허번호 KR10-0967070, 2024년 11월 20일 존속기간만료 예정. 
474 특허번호 KR10-1524164, 2029년 9월 28일 존속기간만료 예정. 
475 특허법원 2017. 3. 16. 선고 2016허4498, 2016허4504(병합), 2016허4511(병합), 

2016허5620(병합), 판결. 이 판결은 2015년 3월에 신설된 특허법원 특별재판부(특허

법원장이 재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이 배석판사)사 맡은 사건으로, 국내에서 최초

로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이후 대법원에서

도 이 기준을 받아들여 판결을 확정하였다. 
476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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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다만 구 

특허법 제89조 제2항 477은… 허가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478  다만, 대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느 

심사부서의 보완요구로 보완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더라도, 그동안 다른 심사부서에서 그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위한 심사 등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존속기간 연장등록에는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2015년 3월, 한미약품과 종근당 등 11개사 479 가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상기 결정형특허와 용도특허에 대해 각각 무효심판을 제기한 

이후 4년 동안 법적다툼이 진행되었다. 지난 2019년 특허심판원은 상기 

결정형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일부성립·일부각하 심결을 내렸고, 

또한 같은 해 상기 용도특허 무효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에서도 2021년 1월 22일 베타미가서방정에 

대한 두 개의 특허무효심판에서 아스텔라스 제약의 상기 결정형 특허와 

 
에는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 

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77 구 특허법 제89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

유로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478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44, 851, 868, 875판결. 
479 한미약품, 종근당, 일동제약, JW중외제약, 대웅제약, 알보젠코리아, 인트론바이오파마, 

한화제약, 신일제약, 경동제약, 신풍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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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남은 등재특허인 

‘방출 제어 의약 조성물’의 조성물특허 480 에 대해서는 한미약품과 

종근당을 비롯한 제약사들이 회피설계를 하여 제네릭을 개발하고,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481 을 제기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청구성립(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심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결국 모든 등재특허에서 존속기간 만료 또는 무효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받아, 후발제네릭의 출시가능시점이 물질특허만료일인 

2020년 5월 3일로 당겨지게 되었다. 특허소송을 진행한 회사들 중 

최초 허가신청 요건을 만족한 한미약품과 종근당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아 2020년 6월, 7월 각각 '미라벡서방정 50mg'과 '셀레베타서방정 

50mg'을 출시하였다. 482  한미약품과 종근당은 2020년 5월 4일부터 

9개월인 2021년 2월 3일까지 우선판매권을 확보하게 되었고, 다른 

제약회사 9개사들은 우선판매품목허가 만료 후에 제네릭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베타미가 연간 처방액은 2020년 기준 원외처방액 

650억에 이르는 바, 아스텔라스는 과민성방광치료제 시장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고 상기 조성물특허, 용도특허의 특허법원 무효판결에 대해서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4. 무효심판 번복 사건 (엘리퀴스 관련 무효심판) 

 

 
480 특허번호 KR10-1524164, 2029년 9월 28일 존속기간만료 예정. 
481  특허청이 제공하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확인한 바로는 본 특허에 대해서 58 

건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과 3건의 무효심판이 제기되었으나, 심판인이 승소(청구성

립)한 건이 5건(2018당784, 2017당600, 2017당567, 2017당530, 2017당472), 확인

불가 건이 3건이며, 나머지 53건은 모두 청구취하되었다(무효심판 3건 포함). 
482 E 대한경제, “한미약품·종근당, ‘베타미가’ 특허법원에서도 승소” (2021. 07. 24. 

최종방문),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1240948193950668>.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124094819395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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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의 결과 번복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사실상 무의해진 

사례도 있다. 한국BMS제약과 한국화이자제약은 공동으로 

경구용항응고제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를 판매하였고, 아픽사반 

성분의 제네릭 후발의약품 제약사들(인트로팜텍, 휴온스, 알보젠코리아 

등)은 2018년 2월 28일, 특허심판원에서 등재의약품 엘리퀴스의 

물질특허의 무효심결을 이끌어냈다. 그리하여 퍼스트 제네릭사인 

인트로팜텍, 휴온스, 알보젠크리아는 이를 토대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해 2018년 5월 12일부터 2019년 4월 2일까지 우선판매기간을 

부여받았다. 483  이후 인트로팜텍은 유한양행에 허가권을 양도하였고, 

휴온스는 종근당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7월에 출시할 준비를 하였고, 

7월 26일 종근당, 알보겐, 휴온스 등이 제기한 ‘제제특허’ 무효심판에 

서 해당 특허도 무효라는 심결이 나왔다.  

그러나, 2018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택발명 진보성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 및 특허심판원의 판결을 뒤집고, 물질특허가 유효라고 

판결하였고, 등재의약품 제약사가 신청한 후발의약품 생산·판매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후발의약품은 시판되지 못하였다. 

우선판매품목허가는 판매가능일로부터 2개월 내 출시하여야 소멸하지 

않는데, 가처분 결정으로 출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2019년 

3월 29일에 특허법원의 특허무효판결이 나오자 제네릭이 시판될 수 

있었으나, 우선판매기간이 종료된 후였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다른 후발의약품도 이미 시장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선판매권을 누리지 못하였다.  

최종적으로 2021년 4월 대법원은 엘리퀴스의 물질특허가 유효하다고 

 
483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보고서 (2020),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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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며 한국BMS제약의 손을 들어주었다. 물질특허는 2024년 9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엘리퀴스 

제네릭의 2021년 1분기까지 누적 처방액은 127억원에 이른다. 

품목별로는 종근당 '리퀴시아' 41억원, 삼진제약 '엘사반' 24억원, 

유한양행 '유한아픽사반' 17억원, 한미약품 '아픽스반' 11억원, 유영제약 

'유픽스' 9억원 등이다.484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물질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한국BMS제약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다. 다만, 통상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배상액은 각 업체의 누적 

처방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5. 바이오시밀러 등재특허 관련 사건 (허셉틴 제형 무효심판)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Herceptin)(성분명 트라스투주맙, trastuzumab)에 대한 

무효심판 사례를 살펴본다. 2013년 10월, 허셉틴을 생산 중인 로슈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에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허쥬마’가 로슈의 

제형특허 485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셀트리온은 이에 2014년 1월 

특허심판원에 로슈 제형특허에 대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특허무효 

 
484 데일리팜, “‘손배소 위기’ 엘리퀴스 제네릭, 누적처방액 127억” (2021. 07. 24. 최종

방문),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5679&REFERER

=NP>. 
485  해당 특허는 2005년 로슈가 냉동건조 중인 바이오물질을 아미노산, 계면활성제 등

을 통해 오랜 기간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특허(특허번호 제10-514207호)로서, 

2017년 11월 19일에 존속기간 만료될 특허였고, 로슈는 이 특허를 이용하여 허셉틴을 

만들었다.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5679&REFERER=NP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5679&REFERER=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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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청구하여, 2015년 5월 18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특허 

무효심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로슈가 특허법원에 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년 2심 특허법원은 반대로 로슈의 특허가 

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018년 12월 

13일,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해당 특허가 진보성 흠결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486 5년간 이어온 특허소송은 종료되었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6년 9월 9일 로슈의 허셉틴 

조성물특허인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단백질 정제 방법’ 

특허에 대해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고, 2017년 7월 21일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해당 특허는 2019년 5월 3일 만료될 

예정의 특허였다. 2019년 3월 14일, 특허심판원은 “허셉틴 특허가 

선행발명들에 비해 진보성 흠결로 무효이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판매하려는 제품(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삼페넷)과 동일하게 정의한 

심판대상, 소위 확인대상발명이 허셉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허셉틴 정제방법 특허(조성물특허 형태)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인 

삼페넷이 허셉틴 특허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원소 승소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8년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인 

‘삼페넷’을 국내에서 출시하였고, 셀트리온도 2017년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인 ‘허쥬마’를 출시하여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키우고 

있었다. 이에 제넨테크는 2019년 5월 14일 상기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을 취소하는 

 
486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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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하였다. 이후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9년 1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온트루잔트(삼페넷의 미국 

제품명)를 시판허가 받았고, 2018년 9월부터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이던 미국 BPCIA 소송을 2019년 6월 27일 

제넨테크와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마무리하였고, 2019년 

7월 2일 국내에서 진행중이던 두 심판 또한 취하하였다.  

 

제 7 절 역지급합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과의 관계 
 

1. 서론 

 

특허권자와 이해관계인은 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 중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특허의 효력,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분쟁을 종료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합의는 소송 비용과 특허 이용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권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효율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분쟁과정의 부당한 합의는 무효인 특허의 

독점력을 지속시키고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방해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487 

지난 20년 동안 제약업계의 어떤 독점금지 이슈도 법원이나 논평가 

사이에서 합의(settlement)만큼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488  특히 

 
487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시행 2019. 12. 16.] [공정거래위원회예

규 제333호], 제6조. 
488 Michael A. Carrier & Carl J. Minniti III, “Biologics: The New Antitrust Frontier”, 

University of Illinois Law Review, Vol. 2018, No. 1 (2018),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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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급합의(Reverse payment settlement 또는 reverse payment 

agreement)는 수년간 미국 제약산업에서 많은 논쟁을 일으킨 주제였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종종 이용되는 합의는, 통상 

추정되는 침해자가 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 내지 향후 실시료(사용료) 

등을 지급하며 이루어진다.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회사간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제네릭 제약사가 해당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그 제품을 시판할 수 있는 라이선스(license)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오리지널 제약사(신약 특허권자)에게 지급하는 합의를 통해, 소송 

비용을 절약하고 제네릭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역지급합의는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약사에게 일정 기간 제네릭의 출시나 판매를 포기 또는 연기하는 

조건으로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에 대한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합의를 의미한다. 489  특허권자가 추정 침해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므로 ‘역지급’ 합의라고 칭하고, 일정기간 동안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합의이므로 ‘pay-for-delay’ 합의라고도 한다.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약사에게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간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게 되면, 제네릭의 시장진입이 

늦어지고 소비자는 계속해서 값비싼 약품을 구입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일정기간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역지급합의를 하는 

경우, 제약사간 담합으로 부당하게 특허 존속기간의 실질적인 연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제약업계에서는 수십 개의 제네릭 의약품이 동시 

 
489  김학수,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의 역지급합의에 대한 최신 판결; In re K-Dur 

Antitrust Litigation”, 경쟁저널 제164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2),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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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 제약사간 

역지급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이후 특허 소송 및 심판이 급증하면서 

제네릭을 판매하려던 후발 제네릭 제약사가 역지급합의를 통해 일정기간 

제네릭의 출시를 연기하거나 포기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제약 시장에서는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한 후 1년 뒤에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53.55% 인하되는 보험약가제도가 

적용되므로 약가인하에 따른 매출 인하를 걱정할 오리지널 제약사에게도 

역지급합의를 유인하는 요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두고 있고,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2020. 02. 28.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51호)에 따르면 제네릭 의약품이 급여 등재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상한은 기존 약가의 53.55%로 인하되고,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70%로 인하된다.490  

이번 절에서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회피하려는 역지급합의에 

대해 미국, 유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국내 역지급합의 문제들을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다. 

 

2. 미국의 역지급합의 

 

 
490 2020. 02. 28. 개정되기 전 고시(「약제의 결정 및 조정 조건」 (2011. 12. 30. 개

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6호))에 따르면, 제네릭 의약품이 최초로 등재되면 가

산 기간 1년 동안 오리지널 의약품은 원래 약가의 70%로 인하되고, 가산 기간이 경과

하면 동일한 성분, 제형, 투여경로인 의약품 공급이 4개 이상인 경우에는 오리지널 의약

품과 제네릭 의약품 모두 일괄적으로 53.55% 로 가격이 인하되고, 4개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 1년 동안의 가격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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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지급합의의 배경 

1984년 제정된 미국의 Hatch-Waxman법은 특허권의 보호를 통해 

신약 개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제네릭 의약품의 조기 출시를 통해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 확대라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Hatch-Waxman법에는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제네릭 의약품 허가절차의 

30개월 자동 중지 조항을, 제네릭 의약품의 조기 출시를 위해서 허가를 

받기위한 의약품의 시험적 사용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제네릭 의약품의 약식 신약 신청인 ANDA 제도를 도입, 

180일의 제네릭 독점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특허권을 보호하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도입된 미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시행 

초기에 예기치 못한 경쟁법적 문제점들을 드러냈고, 2003년 

법개정에서는 신규 화합물에 대한 물질특허를 등록한 후, 이를 개량하여 

신규염, 광학이성질체, 결정다형, 제형 등 후속 특허를 지속적으로 추 

넓게 설정한 뒤 약의 형태나 구조를 조금식 바꿔 관련 후속 특허를 

지속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특허권을 방어하는 전략인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을 제한하기 위한 조문들이 추가되었다. 즉, 

30개월 심사 자동 정지를 1회로 제한 491 하고, 등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조치492들이 도입되었다.  

특허권자의 신약과 약리학적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제네릭이 시장에 

출시되면 소비자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약을 구매할 수 있지만, 

 
491 21 U.S.C. § 355(c)(3)(C). 
492 21 U.S.C. § 355(j)(5)(C)(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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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약사에게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간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게 되면, 제네릭의 시장 진입이 

늦어질 수 있다. 관련하여, 최초 ANDA 신청인에게는 180일간의 

독점적 판매권이 주어지고, 180일 독점 기간 내에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동일 의약품에 대해 신청한 다른 ANDA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없으므로,493 최초 ANDA 신청인 입장에서는 180일의 독점권을 누릴 수 

있다면 승소여부가 불확실한 소송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역지급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한편,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다른 복제약 사업자가 

특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동 판결이 확정된 후 180일까지는 

복제약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므로, 오리지널 신약만으로 시장을 독점할 

수 있고 기존의 높은 약가를 유지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특허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역지급합의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Hatch-Waxman법은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처방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 비용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법규인데, 역지급합의는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유지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특허권은 배타성을 가진 독점적 권리이나, 그 권리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사의 경우 경쟁법상 위반의 여지가 없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역지급합의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차단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다른 형태의 특허권의 행사인지, 제약사간의 

이러한 합의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역지급합의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493 21 U.S.C. § 355(j)(5)(B)(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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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상의 규제가 문제될 수 있다. 

 과거 역지급합의가 경쟁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국 항소법원 

간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2013년 미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법원의 입장은 

명확해졌다. 미국의회는 2003년 메디케어 처방 의약품 개선 및 

현대화법 (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이하 MMA)을 일부 개정하며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의 허점들을 보완해왔다. MMA 제1112조는 제네릭 의약품 

신청자과 오리지널 제약사 간의 합의 및 제네릭과 후속 제네릭 간에 

우선판매품목허가에 관해 체결한 합의 내용을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494 제네릭 의약품 신청자와 오리지널 제약사 종료시키는 간의 

합의가 i) 신약의 제조 또는 판매와 관련된 경우 또는 ii) 그 신약과 

동등한 복제약의 제조 또는 판매와 관련된 경우, 또는 iii) 그러한 약에 

대한 180일 독점기간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 합의는 보고되어야 한다. 

또한 복제약 사업자 간에는 그 합의가 해당 약의 180일 독점기간과 

관련된 경우에만 보고하면 되고, 해당 합의문은 제네릭의 최초 상업적 

마케팅 날짜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역지급합의의 문제는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역지급합의의 이슈는 사실 특허법의 문제가 아니라 반독점법(anti-

trust law) 이슈로 접근해야 한다. FTC는 역지급합의에 대해 반경쟁적 

행위로서 셔먼법(Sherman act) 제1조 495  위반으로 추정하며 제약사를 

 
494 Medicare Modernization Act, Pub. L. No. 108-173, 117 Stat. 2066, § 1112 

(effective Dec 8, 2003). 
495 15 U.S. Code § 1. Trusts, etc., in restraint of trade illegal; penalty 

Every contract, combination in the form of trust or otherwise, or conspiracy, in 

restraint of trade or commerce among the several States, or with foreign nations, 

is declared to be illegal. Every person who shall make any contract or en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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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해왔다. FTC는 역지급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위법이라 추정하지만, 연방하급심법원들은 역지급합의에 대해서 

일관되게 판단하지는 않았다. 역지급합의가 있는 것만으로 당연위법(per 

se illegal rule)으로 보는 판례, 역지급합의를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라고 

보는 판례,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에 따라 역지급합의의 

반경쟁성과 친경쟁적 요소를 이익형량해서 위법성을 파악해야한다는 

판례 등 다양한 입장들의 판결이 존재하였다. 

 

나. 역지급합의 하급심 판결의 분석 

1) 당연위법의 원칙 (per se illegal rule) 

역지급합의에 대해서 항소법원별로 입장이 나뉘었다. 당연위법의 

원칙은 역지급합의의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역지급합의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이론이다. 2003년 In re 

Cardizem CD Antitrust Litigation 사건 496 에서 제네릭에 대해 최종 

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네릭을 출시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연간 4천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에 대해서, 1심법원은 

그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실제로 반경쟁적 효과가 있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며 당연위법(illegal per se)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제6연방항소법원 또한 ‘합의는 단순한 특허권 행사로 볼 

수 없고, 특허권에 부여된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과 잠재적 경쟁자에게 

 
in any combination or conspiracy hereby declared to be illegal shall be deemed 

guilty of a felony, and, on conviction thereof, shall be punished by fine not 

exceeding $100,000,000 if a corporation, or, if any other person, $1,000,000, 

or by imprisonment not exceeding 10 years, or by both said punishments, in the 

discretion of the court. 
496 In re Cardizem CD Antitrust Litigation, 332 F.3d 896 (6th Ci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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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대가로 매년 4천만 달러를 지불하여 특허권을 

유지하는 것은 별개다’라고 판시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로 다른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 역지급합의를 당연위법이라고 판단하며, 

역지급합의의 반경쟁적 경쟁제한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2) 합리의 원칙 (rule of reason) 

합리의 원칙은 역지급합의에 반경쟁적 요소가 있더라도 친경쟁적 

요소가 있으면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이익형량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Valley Drug Company v. Geneva 

Pharmaceuticals, Inc. 사건 (이하 Valley Drug사건) 497 에서 연방 

1심법원은 당연위법의 원칙을 적용해서 원고 승소의 약식결정을 

내렸으나, 항소심인 제11연방항소법원은 특허권자가 일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의 행사 

범위 내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당연위법의 원칙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특허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합리의 원칙 (rule of reason) 을 적용해서 Sherman Act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98  법원은 합의 내용이 특허권의 정당한 

독점 범위를 벗어나 반독점법 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고, 파기 환송심 및 이에 대한 항소 절차에서 역지급합의가 

Sherman Act에 위반되었다고 확정되었다. 

 

 
497 Valley Drug Co. v. Geneva Pharmaceuticals, Inc., 344 F.3d 1294 (11th Cir. 2003), 

cert. denied, 543 U.S. 939 (2004). 
498 Lisa M. Natter, “Infringement Lawsuits: The Continuing Battle between Patent 

Law and Antitrust Law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Loyola Consumer Law 
Review, Volume 18, Issue 3 (2006), pp. 37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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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합리의 법칙(약식 합리의 법칙, Quick-look rule of 

reason) 

2006년 Schering-Plough Corp. v. Federal Trade Commission 

사건(이하 Schering-Plough 사건)499에서는, 앞서 살펴본 Valley Drug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수정된 합리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FTC는 

특허권자 Shering-Plough가 제네릭 제약사인 Upsher사와 체결한 

역지급합의가 복제의약품의 시장 신규 진입을 저지 또는 지연시켜 

경쟁제한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1연방항소법원은 FTC의 

주장을 기각하며,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i) 특허의 

잠재적 배타성의 범위, (ii) 관련 합의가 그 범위를 초월한 정도, (iii) 

그로 인한 반경쟁적 효과를 판단하는 3단계 기준(three-part test) 

또는 수정된 합리의 원칙에 의해 반독점적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법원은 당해 화해 약정이 

특허의 배타적 효력을 넘어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며 화해가 합법이라고 판단하였다.500 

2006년 In re Tamoxifen Citrate Antitrust Litigation 사건501에서도 

Valley Drug 사건 및 Schering-Plough 사건의 판결들과 그 궤를 같이 

하여, 제2연방항소법원은 역지급합의가 경쟁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가 특허의 범위를 넘어서 독점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특허 신청 절차에서 사기 행위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2012년 7월 16일,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499 Schering-Plough Corp. v. FTC, 402 F.3d 1056(11th Cir. 2005), cert. denied, 126 

S. Ct. 2929 (2006). 
500  陳皓芸, “特許権の行使の制限を巡る法的問題に関する一考察-特許法と競争法が交錯

する分野を中心に-”, 名古屋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博士学位論文 (2013), 202面. 
501 In re Tamoxifen Citrate Antitrust Litigation, 466 F.3d 187 (2nd Ci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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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ls for the Third Circuit)은 In re K-Dur Antitrust 

Litigation(이하 K-Dur 사건) 502 에서 FTC의 견해를 수용하며, 

역지급합의의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른 

연방항소법원들이 채택한 ‘특허범위’ 테스트(Scope of the Patent 

Test) 즉, 역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문제가 된 특허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특허 합의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503  제3연방항소법원은 먼저 다른 연방법원들이 ‘특허범위’ 

테스트 즉, i) 문제가 되는 배타적 행위가 해당 특허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ii) 특허권자의 특허침해 주장이 객관적으로 근거가 있으며 iii) 

해당 특허가 부정한 수단을 통하여 얻어지지 않았다면 역지급합의가 

위법이 아니라는 기준을 적용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기준은 

반독점법의 적용을 부적절하게 제한한다고 판시하였다. 504  그 대신, 

제3연방항소법원은 오리지널 특허권자와 제네릭 제약사 사이의 

역지급합의는 추정적 반경쟁적(presumptively anticompetitive) 

행위로서, 이는 셔먼법(Sherman Act) 제1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제한행위(Restraint of Trade)를 입증하는 추정적 증거(Prima 

Facie Evidence)이므로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경쟁적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시키도록 하는 약식합리의 원칙(Quick-look rule of 

reason)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505 

연방항소법원들의 판단기준이 당연위법(per se illegal)과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대부분의 판례는 

 
502 In re K-Dur Antitrust Litigation, 686 F.3d 197 (3d Cir. 2012). 
503 손영화, “의약품 특허분쟁상 역지급합의에 대한 경쟁법상 문제”, 기업법연구 29(1), 

(2015. 3.), 419면. 
504 In re K-Dur Antitrust Litigation, 2012 WL 2877662 (3rd Cir. July 16, 2012). 
505 Brief of the FTC as Amicus Curiae Supporting Appellants and Urging Reversal, 

In re K-Dur Antitrust Litigation, 2011 WL 2115235, 28 (3rd Cir. May 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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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급합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Sherman Act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엇갈리는 판결들의 대칭 국면을 타개한 것이 

Actavis 사건의 연방대법원 판결이다. 

 

다. FTC v. Actavis, Inc. 연방 대법원 판결 

1) 사실관계 

솔베이 제약사(Solvay Pharmaceuticals)는 테스토스테론 저하증세 

치료제 안드로겔(Androgel)에 대하여 1999년 NDA를 제출하여 

2000년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았고, 2003년 관련 특허를 

취득하였다. 같은 해, 엑타비스사(Actavis, Inc.)와 패독 

연구소(Paddock Laboratories)는 안드로겔을 기초로 한 제네릭 약품에 

대해서 각각 ANDA를 제출하였고, 엑타비스사와 패독 연구소는 

Paragraph IV 인증을 하며 솔베이사의 특허는 무효이고, 이들의 약품은 

그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파사(Par 

Pharmaceutical)는 패독 연구소와 협력하여, 패독 연구소가 제네릭 

약품에 대해 허가를 받으면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솔베이사는 엑타비스사와 패독 연구소에 대해서 Paragraph IV 인증에 

기해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30개월 뒤 미국 식품의약국이 

엑타비스사의 제네릭 의약품을 안드로겔에 대한 최초 제네릭으로 

승인하였다.506 그러나, 2006년 솔베이사는 엑타비스사에 9년 동안 매년 

1,900만~3,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엑타비스사는 다른 

제네릭사가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솔베이사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50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Paragraph IV의 경우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을 제기할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은 ANDA에 관한 승인을 30개월간 보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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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월 전인 2015년 8월 31일까지 시장에 진입하지 않기로 

역지급합의를 체결한다. 이 합의는 엑타비스사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안드로겔에 대한 최초의 제네릭으로 승인을 받아, 

180일 간의 독점권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유의미한데, 이는 최초 신청 

제네릭 회사가 시장에 출시하지 않으면 180일의 배타적 기간이 

기산되지 않아, 다른 제네릭 제조사들도 시장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솔베이사는 패독 연구소에 총 1,200만 달러, 파사에 6,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하는 등 다른 제네릭사들과도 유사한 합의를 하였다. 

이에 2009년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위 

합의들이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솔베이사, 엑타비스사, 패독 

연구소 및 파사에 대한 소송507을 제기하였다. FTC는 제네릭 제조사들이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불공정한 경쟁방법금지)와 15 U.S.C. § 

45조를 위반하여 솔베이사의 독점 이익을 공유하며, 특허 경쟁을 

포기하여 9년 동안 제네릭 약품을 출시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지방법원은 FTC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FTC는 

이에 항소하였다. 

 

2) 항소심의 판단 

이에 미국 제11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Eleventh 

Circuit)은 지방법원의 판단을 인용하면서, 반경쟁적 효과가 특허의 

잠재적 독점 범위 내에 있는 한 역지급합의는 반독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독점금지법이 잠재적 경쟁자가 시장에 

 
507 FTC v. Actavis, Inc., 570, 133 S. Ct. 2233 (June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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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하지 않도록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특허소송에서 

역지급합의는 특허권자가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허권은 

시장에서 다른 경쟁을 배척할 수 있는 합법적인 독점권이므로, 특허권의 

특수성 고려판단(scope of patent)의 기준에서 역지급합의의 문제를 

판단하였다. 

앞서 살펴본 K-Dur 소송에서 제3연방항소법원은 약식합리의 

원칙(‘Quick-look’ Rule of Reason)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508  약식합리의 원칙은 반경쟁적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므로 

이는 본 사건에 대한 제11연방항소법원의 입장과 반대되는 판결이었다. 

이렇듯 Hatch-Waxman법과 관련된 특허 분쟁에 대해 반독점법의 

적용에 대한 연방항소법원들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었기 때문에, 

FTC는 미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다. 

 

3) 연방대법원 판결 

FTC v. Actavis, Inc. 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역지급합의가 

특허권의 배타적인 효력 범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반독점 

심사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역지급합의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FTC가 주장한 약식합리의 법칙(quick look 

rule of reason)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509  특허의 잠재적인 

독점권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508 In re K-Dur Antitrust Litig., 2012 WL 2877662 (3rd Cir. July 16, 2012). 
509 FTC v. Actavis, 133 S. ct. 22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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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연방항소법원의 판단과 달리, 특허와 독점금지 정책은 모두 특허의 

독점 영역을 결정함에 관계가 있고, 전통적인 반독점 요소들을 고려하여 

반독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특허에 의한 독점의 한계를 

넘는지에 대한 판단은 반독점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라고 판시하였다.510 

즉, 약식합리의 원칙에 따라 피고(엑타비스사)가 친경쟁적 효과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고, 입증에 실패할 경우 위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합리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건별로 위법성을 입증하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독점금지 위반 여부 즉, 반경쟁적 효과 

존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의의 반경쟁적 효과가 특허의 

잠재적 배타성 범위 내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해 합의에 

대해 경쟁법 적용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Solvay사 특허권의 실제 

유효, 무효나 침해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로 소송이 

종결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고 보았다. 특허 소송의 피고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인 

분쟁종결합의라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거액(unexplained 

large cash)’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는 심각한 반경쟁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합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심사하면 

역지급합의가 반경쟁적 효과를 가져올지 여부를 역지급의 액수, 

지급하는 측에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비용에 대한 역지급의 

규모, 관련 지급을 설명하는 기타 서비스의 관련성,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고, 반경쟁적 효과를 초래할지 가능성 

 
510 제11항소법원의 Solvay사, Par사, Paddock사 및 Watson Pharmaceuticals(이후에 

Actavis에합병)에 대한 FTC 소송의 dismissal 판시를 번복하고, 제11항소법원, 제2

항소법원 및 연방법원에 의해 적용된 “Scope of patent”의 적용을 거절하며, 근본 

특허에 의해 수여된 배타적인 권리를 넘어서지 않는 한 해당 합의는 적법하다고 판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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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업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511 

즉, 미연방대법원은 약식 합리의 원칙에 따라 합리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논란이 되는 합의가 소비자와 시장에 반경쟁적 영향을 갖는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경우에만 상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512  

미국에서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 합리의 원칙을 토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당연위법의 원칙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었고, 당연위법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경쟁제한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지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일반 상거래에 관한 분쟁에서 경쟁 기업간 화해하는 행위가 

반경쟁법상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특허 소송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연방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역지급합의에 대한 반독점 

분쟁에서 ‘특허범위’(scope of the patent) 테스트가 분쟁 해결의 

주요 기준이었으나, 연방대법원 판결은 역지급합의가 특허의 배타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반독점법의 적용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미국에서는 본 판결 이후에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에 따른 방법을 제약 기업의 반독점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요인으로 적용하게 되었다.513 

 

 
511 손영화, 상게논문, 424면. 
512  김준희, “역지급합의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 – 

FTC v Actavis Case-”, 법무법인 세종, Legal Update (July 19, 2013), 3면. 
513  정기택, “글로벌 제약기업의 '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 settlement)와 경쟁 

정책 동향”, 보건산업브리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vol. 122 (20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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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바이오의약품과 역지급합의 – In re Humira 소송 검토 

1) 사실관계 

휴미라는 2002년에 허가 받은 약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궤양성 

대장염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제이며 2018년 약 2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애브비의 메가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이고, 전세계 글로벌 

의약품 마켓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하는 가장 많이 팔리는 

바이오의약품이다. 휴미라의 주요 물질특허는 2016년에 만료되었다. 

애브비가 휴미라에 대해 수많은 적응증특허들을 등록받아 특허권을 

확보하는 동안 바이오시밀러사들은 바이오시밀러 제품 승인을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암젠(Amgen)은 2015년 

11월 바이오시밀러를 허가신청하였고, 애브비는 암젠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년 가을에 양사는 합의하였다. 애브비는 

다른 피고들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산도즈(Sandoz), 프레지니우스 

카비(Fresenius Kabi USA), 모멘타(Momenta) 및 화이자(Pfizer)와도 

2018년에 소송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 계약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들은 

적어도 2023년(가장 늦게 만료되는 특허보다 약 10년 앞선)까지 

미국에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제품 출시를 연기하게 되었다. 2019년 

3월, 미국 내 지방자치단체, 보험신탁기금, 근로자복지급여단체, 

노동조합 등 다수의 노조 단체들과 휴미라의 간접구매자(Initial 

Purchaser Plaintiff’s, IPPs) 조합들이 애브비와 잠재적 휴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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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들인 제약회사들 514 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다. 515  이 

소송들은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에서 In re Humira (Adalimumab) Antitrust 

Litigation으로 병합되었다. 원고들은 여러 해 동안 애브비가 휴미라 

보호를 위하여 휴미라의 사용, 제조 공정, 성분 및 대체 제형을 이루는 

247개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중 132개의 특허가 등록되었으며, 90% 

이상이 휴미라의 주요 물질 특허가 만료되기 2 년 전에 등록되어, 

애브비가 다른 피고들과의 협의 중에 “특허 덤불(patent thicket)”을 

이용하여 경쟁 업체가 유럽에서 먼저 출시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그 대가로 미국에의 바이오시밀러 진입을 연기하도록 강요한 

“pay for delay”와 관련된 소송 합의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원고들은 

애브비의 “특허 덤불” 전략이 주법 및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하는 

독점행위이며, 애브비가 체결한 합의 계약이 미국 주법 및 셔먼법 

제1조를 위반하는 시장 배분(market allocation) 및 역지급합의라고 

주장하였다. 미국 바이오시밀러 경쟁을 저지하고 높은 휴미라 약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허 덤불을 합의의 레버리지(leverage)로 활용하여 

유럽시장에서 출시하도록 하는 대신 미국 시장 진입을 포기하게 

하였다는 주장이었다. 

2020년 6월 8일,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의 Manish S. Shah 판사는 

 
514 애초 소장의 피고는 애브비(Abbvie Inc., Abbvie Biotechnology Ltd.)와 애브비와 

합의한 암젠(Amgen Inc.), 삼성바이오에피스(Samsung Bioepis Co., Ltd.), 마일란

(Mylan Inc., Mylan Pharmaceuticals, Inc.), 산도즈(Sandoz, Inc.), 프레지니우스 카비

(Fresenius Kabi USA, LLC), 화이자(Pfizer Inc.), 모멘타(Momenta Pharmaceuticals, 

Inc.)였다. 소송이 병합된 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소취하하였고, 애브비, 암젠, 삼

성바이오에피스 및 산도즈만 피고로 남게 되었다. 암젠, 삼성바이오에피스 및 산도즈는 

소 병합 시점에 각 사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은 

회사들이다.  
515 In re Humira (Adalimumab) Antitrust Litigation, 465 F. Supp. 3d 811 (N.D. III.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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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셔먼법 제2조 위반 주장에 

대해, 애브비의 특허 확보 활동은 객관적으로 근거가 없는(objectively 

baseless) 것이 아니며 Noerr-Pennington 516  하에서 보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517  법원은 (1) 애브비의 특허 기소 및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서 진행된 절차들을 검토하고, (2)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 절차, (3) 연방지방법원의 특허 침해 소송을 검토한 

후, 애브비의 행위 중 특허 취득 활동이 ‘객관적으로 근거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두번째 요소를 다툴 필요가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음으로, 법원은 원고의 셔먼법 제1조의 시장 할당 및 역지급합의 

주장에 대해, 애브비가 유럽에서 휴미라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경쟁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두는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시장 할당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법원은 특허법에 따라 “이전에 특허로 보호된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계약은 그 자체로 무효인 시장 할당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애브비와 경쟁사들 간의 합의를 

FTC v. Actavis 518판례에 따라 합리의 원칙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특허 소송 합의에 따라 애브비가 바이오시밀러 경쟁사들의 

 
516 E. R. R. Presidents Conference v. Noerr Motor Freight, Inc., 365 U.S. 127 (1961); 

United Mine Workers of Am. v. Pennington, 381 U.S. 657 (1965). 
517 노어-페닝턴(Noerr-Pennington) 교리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대

법원에 의해 설립된 교리로서 법률이 반 경쟁적 효과를 가지더라도, 법률의 경과 또는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시도에 대해서 독점금지법의 적용이 면제되는 교리를 말한다. 그

러나, Noerr-Pennington 보호는 가짜 소송 또는 ‘근거가 없고 반복적인 청구 패턴’에 

대해 확장되지 않으며, 가짜 소송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 테스트를 통해 식별된다. (1) 

합리적인 소송이 실질적으로 장점에 대한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송이 객관

적으로 근거가 없어야 하고, 소송이 객관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법원은 (2) 

근거 없는 소송이 정부 절차 (과정의 결과에 반하는)를 사용하여 경쟁 업체의 비즈니스 

관계를 직접 방해하려는 시도를 은폐하는지 여부를 물어본다. 
518 FTC v. Actavis, 570 U.S. 136 (2013). Actavis 소송에서, 대법원은 특허 보유자와 

침해 주장자사이의 특허 소송 합의는 문제 특허의 만료 전에 경쟁할 수 행위를 허용

하고, “합리의 원칙”에 따라 특허 보유자가 침해 주장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

을 확인하였다. 대법원은 소위 "역지급" 특허 소송 합의를 분석할 때 역지급의 "크기, 

지급인의 예상되는 향후 소송 비용, 다른 사람과의 독립성"등 지불을 나타낼 수 있는 

서비스와 다른 설득력 있는 정당성이 부족한지를 고려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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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입을 지연시키지 않고 바이오시밀러 제품들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경쟁을 하게하여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은 유럽 시장에 대해 조기 진입하며,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다른 

진입 날짜를 합의하는 것은 ‘모두 Actavis 판결 하에서 허용된다’고 

판시하며, 해당 합의는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시장 진입을 허용한 

것으로, 특히, i) 특허로 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유럽에서 유럽시장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ii) 크고 부당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역지급합의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7연방항소법원에 항소519한 상태이다. 

 

2) 시사점 

1심법원의 판결에서 Shah 판사는 애브비의 특허 등록 행동을 

옹호하지는 않았으나, 공격적인 특허 등록이 독점권 남용인지 여부에 

대해서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애브비의 특허들 90%가 2002년 이후 

10년 동안 등록되었고, 이는 바이오시밀러들의 등록 시점이 가까워진 

시기였기 때문이다. 애브비의 경쟁자들이 휴미라 관련 특허 중 일부를 

무효화시킨다고 하더라도, 100개 이상의 다른 특허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특허들에 대한 특허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바이오시밀러사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합의 

없이 소송 전체를 이길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무리였다 판단된다. 

시장 할당 및 역지급합의에 대해서, 법원이 비록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Actavis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것과 동일한 

 
519 UFCW Local 1500 Welfare Fund, et al. v. AbbVie Inc, et al., Case No.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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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규칙을 바이오의약품 소송에도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하겠다. 또한, 

본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관할권에서 동일한 제품에 대해 특허 

소송을 해결하는 합법적이고 독립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소송 종료 

합의 시 국가별 서로 다른 진입 날짜가 경쟁적일 수 있고, 하나의 

합의가 반드시 Actavis가 금지하는 일종의 ‘지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애브비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제조사들과 특허 분쟁에 합의한 

것은 i) 평균 3년 이상 소요되는 BPCIA 소송 비용을 고려하고, 해당 

분쟁을 종료하기위한 최선의 수단이었으며, ii) 애브비와 다른 

바이오시밀러 제조사간 합의를 통해 휴미라 관련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미국 시장에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출시될 수 있게 되었고, iii) 해당 

합의금은 애브비가 바이오시밀러사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시밀러사들이 애브비에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해당 특허분쟁의 합의는 반경쟁적이 아니라 친경쟁적인 합의로 보인다. 

실제로 유럽의 경우 2018년부터 바이오시밀러사들 간의 경쟁이 

시작되었고, 바이오시밀러 제제들이 기존 휴미라의 시장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대체해가고 있으며, 애브비 또한 휴미라의 가격을 인하하여 

시장을 방어하려 애쓰는 상황이다. 

본 사건은 오리지네이터와 바이오시밀러 제조사와의 합의를 

역지급합의로 볼 수 있는지 최초로 다투어지는 사건이므로 항소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  

 

3. 유럽의 역지급합의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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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가격이나 시장분할 등과 관련하여 

공동시장에서의 경쟁을 방해, 제한, 왜곡하는 목적 내지 결과를 

가져오는 사업자 간의 합의나 사업자단체의 결정 내지 공동행위 등을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TFEU) 제10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반 지식재산 분쟁의 화해에 

대해서는 TFEU 제101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지만, 그 분쟁 자체가 

형식적이거나 혹은 권리가 무효인 경우에는 당해 화해협정은 

반경쟁적이며 TFEU 제101조 제1항에 위반한다. 이러한 합의는 별도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520  

유럽에서 역지급합의를 포함한 화해 협정에 대해서 경쟁법상 문제를 

다룬 실제 사례는 미국에 비해 비교적 적은데, 이는 유럽과 미국에서의 

약가 및 후발의약품 진입 규제가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21  미국의 

경우 Hatch-Waxman법에 의해 Paragraph IV 인증을 첨부한 ANDA 

신청자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후발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하며, 최초 신청자는 180일의 독점 

판매기간을 누릴 수도 있으며, 약가 규제가 없어 선발의약품의 가격은 

높고 후발의약품의 가격이 떨어지므로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늦출 

인센티브가 높다 할 것이다. 522  EU 각 회원국에는 약가 규제가 있어 

후발의약품의 진입 후에도 미국처럼 약가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다.523 

그러나, 유럽에서도 역지급합의가 증가세에 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의 경쟁총국(European 

 
520 손영화, 상게논문, 430-431면. 
521 손영화, 상게논문, 427면. 
522 Id. 
523 정기택, 상게논문,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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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s Directorate General for Competition, DG Comp)이 

발행한 ‘제약산업에 관한 최종 보고서’ 524 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8년 6월까지 49개의 의약품에 관한 200개 이상의 화해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중 거의 절반의 합의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업체가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에게 일종의 보상을 지급하고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의 판매능력을 제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합의는 직접적인 

금전의 지급, 라이선스, 유통 계약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실제로 

20개가 넘는 화해계약에서 2,000만 유로를 넘는 직접적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525  유럽위원회는 2008년부터 경쟁법에 관련된 

의약품 업계의 특허 합의 사례에 대해 조사하였고, 선발의약품 제조 

업체와 후발의약품 제조 업체와의 합의 내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경쟁법 적용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FTC v. Actavis 사건이 나온 지 2일 뒤인 2013년 

6월 19일, 유럽위원회는 오리지널 제약사 Lundbeck사와 제네릭 

제약회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역지급합의가 위법하다면서 역지급합의에 

관여한 제약사들에게 총 14,600만 유로(€146 million)의 벌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역지급합의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다. 526  이 사건은 덴마크의 선발의약품 업체 Lundbeck사가 

복수의 후발의약품 업체와 2002년에 맺은 합의가 이 회사의 항우울제 

시탈로프람(citalopram)의 후발의약품 시장진입을 늦추게 하였다며, 

EU위원회가 해당 합의가 TFEU 제101조 제1항에 위반된다며 

 
524 European Commission, EU Pharmaceutical Society Inquiry Final Report, (July 8, 

2009), p. 310. 
525 Id. 
526  European Commission, CASE AT.39226 – LUNDBECK, Antitrust Procedure 

Council Regulation (EC) 1/2003 (Jun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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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dbeck사에 9,380만 유로, 후발의약품 업체들에 총 5,220만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린 사건이다.  

일례로 Johnson & Johnson v. Novartis 사건527을 살펴보면, 미국의 

Johnson & Johnson (이하 J&J)사는 진통제와 마취제로 사용되는 

펜타닐(Fentanyl)을 1960년에 개발하여 유럽시장에 판매하였다.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Novartis)사는 2005년 특허가 만료되는 

펜타닐의 제네릭을 개발해서 네덜란드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였다.  

2005년 7월, J&J사는 노바티스사와 공동판촉협정(co-promotion 

agreement)을 맺고, 노바티스사는 펜타닐의 제네릭 판매를 지연시키는 

대가로 다른 기업이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는 한 1개월마다 J&J사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지불받기로 하였다. 2013년 12월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카르텔로 판단하고 J&J사에 1,080만 유로, 노바티스사에 550만 

유로를 부과하여 총 1,63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528 

유럽위원회는 2008년 제약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산업조사를 실시하면서 

역지급합의와 관련된 여러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고, 복제약 

출시 지연 합의를 한 다른 제약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역지급합의에 대한 제재를 통해 제약분야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약품비 지출 감소를 통한 복지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제약사들에게 이와 같은 결정이 향후 신약 개발 및 

제네릭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지속적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527 Case AT.39685 — Fentanyl (COMP/39.685). 
528  J&J사와 Novartis사간 역지급합의로, 제네릭 출시 지연 합의가 유지된 총 17개월 

동안 네덜란드환자들은 제네릭 약가 대비 약 30%가량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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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역지급합의와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가. 서론 

역지급합의(“reverse payment agreement”)는 오리지널 제조사와 

후발 제네릭 제약사 사이에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지 않거나 출시를 

연기하는 조건으로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약사에 일정한 경제적 

이익(금원, 특허권 이용허락, 독점판매권 등)을 제공하는 합의를 

의미한다. 역지급합의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쟁법상 

규제가 문제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특허권은 배타성을 가진 독점적 

권리이나, 그 권리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가는 행사의 경우 경쟁법상 

위반의 여지가 없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 하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의 특허권의 행사가 공정거래 

위반이 될 수 있는지, 경쟁 제한적인 역지급합의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도 역지급합의가 경쟁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하여 항소법원 간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2013년 미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합리의 

원칙”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명확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역지급합의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된 최초의 대법원 

판례 529 가 나왔다. 대법원은 GSK와 동아제약 사이의 합의가 

역지급합의인지 여부에 대하여 금원 외 경제적 이익의 제공까지 

역지급합의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하며 그 범위를 넓게 판단하였다. 

 
52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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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해당 판결을 통해 역지급합의를 특허권의 범위로 해석할 수 있는지,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고민해보도록 한다. 

 

나. 역지급합의 대법원 판결 검토 (GSK 및 동아제약 사건) 

1) 사건의 개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 이하 GSK)사는 항구토 

작용을 하는 물질인 ‘온단세트론’을 최초로 개발하여 국내에서 

온단세트론의 제조방법에 대한 제법특허를 출원하여 1992년 8월 8일 

특허등록하였고, 이를 약리유효성분으로 하는 항구토제 ‘조프란’을 

제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신약허가를 받은 후 1996년 경부터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동아제약은 GSK의 온단세트론 제조방법과는 다른 

제조방법을 자체개발하여 그 제법에 따라 생산된 온단세트론을 

약리유효성분으로 하는 항구토제 온다론을 개발하여 1998년 7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9월경부터 

국내에 출시하였다. 

GSK는 1999년 3월 2일 동아제약을 상대로 ‘온다론’의 제조, 

판매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므로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동아제약은 1999년 3월 18일 특허청에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다. GSK는 이에 대응하여 1999년 

10월 13일 동아제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1999년 12월 17일, 양사는 ‘동아제약이 5년간 

온다론의 제조, 판매를 중단하고 관련 청구와 소를 모두 취하하며, 

GSK는 동아제약에게 조프란의 국, 공립병원에 대한 공동판매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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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출시 신약인 ‘발트렉스’(바이러스성 피부병 치료제)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상기 합의의 약정 

기간은 5년이었으나, 그 후에도 GSK와 동아제약은 계약 갱신을 하여 

합의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 

23일 GSK와 동아제약의 합의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특허 신약 및 제네릭 등과 관련된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와 

제9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GSK와 

동아제약에게 시정명령과 51억원 상당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530 

동아제약과 GSK사는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GSK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원고 GSK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531  그러나 동아제약의 사건을 

맞은 행정6부는 발트렉스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532   서울고등법원의 양 판결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역지급합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판단할 것인지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GSK사와 동아제약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2) 대법원 판결 

원고 GSK사가 동아제약과의 합의를 통해서 동아제약이 온다론의 

 
530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 및 동아제약(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

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1-300호, 2011. 12. 23. 
531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누3028 판결. 
532 서울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2누30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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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판매를 중단하고 서로 특허관련 분쟁을 종료하는 대신 

동아제약에게 조프란의 공동판매권과 발트렉스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면서 조프란이나 발트렉스의 경쟁제품의 제조·생산·판매를 

금지한 행위와 관련된 사건에서 2014년 2월 27일,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제59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되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에서 “의약품의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시도하면서 특허의 효력이나 권리범위를 다투는 자에게 

행위를 포기 또는 연기하는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특허 관련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한 경우, 합의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특허권자가 

합의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대신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합의의 

경위와 내용, 합의의 대상이 된 기간, 합의에서 대가로 제공하기로 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특허분쟁에 관련된 비용이나 예상이익, 그 밖에 

합의에서 정한 대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Actavis 판결에서 취한 ‘합리의 법칙’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제59조에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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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고,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행위의 외형상 특허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실질이 특허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 당해 특허권의 내용과 아울러 당해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의약품의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시도하면서 특허의 효력이나 권리범위를 다투는 

자에게 행위를 포기 또는 연기하는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특허 관련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한 경우, 합의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특허권자가 합의를 통하여 자신의 독점적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대신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는 GSK사가 자신들의 특허권을 다투면서 

경쟁제품을 출시한 동아제약에게 특허 관련 소송비용보다 훨씬 큰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경쟁제품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특허기간보다 장기간 그 출시를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서 

특허권자인 GSK가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자신의 독점적 이익의 

일부를 소외 회사에게 제공하는 대신 자신들의 독점력을 유지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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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 특허권자가 

특허의 효력 등을 다투는 자에게 그 행위를 포기하는 등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특허 관련 분쟁 종결의 합의를 

한 경우, 합의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GSK사가 동아제약에게 조프란 등 

공동판매권과 발트렉스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한 것을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트렉스의 경쟁제품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발트렉스의 경쟁 제품에 관한 부분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한 합의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른바 역지급합의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역지급합의의 성격과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최초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본 판결에서는 GSK가 동아제약과의 특허분쟁을 

종결하면서 체결한 역지급합의를 공정거래법 제59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제59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란 행위의 외형상 

특허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그 실질이 특허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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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 당해 특허권의 내용과 아울러 당해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종래 국내에서는 동법 제59조에 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동 규정의 성격에 관하여 

종래의 통설은 일본의 해석론의 영향을 받아서 지식재산보호제도와 

공정거래법의 상호보완관계를 전제로 위 별도의 공정거래법 적용의 

예외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본다.533 지식재산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적 관점에서 판단하여 지식재산권 행사행위라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 534  양자의 취지를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는 절충적인 견해 535 , 또는 오로지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제도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 536  등이 있으나,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각국 경쟁법은 사업자의 권리행사의 한계를 

설정하는 금지규범인데 반하여,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은 특정 주체에 

배타적인 권리를 설정해주기 때문에, 결국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 행사행위별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533  이호영, “역지불합의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결례 분석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Vol.  24, No. 4 (2014), 424면. 
534 손영화,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판례월보 361호 (2000), 31면. 
535 오승한, “지적재산권 라이센스의 배타적 조건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위법성 판단-독

점금지법의 동태적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13권 1호(통권 제32호) 

(2006), 753면. 
536 신혜은, “특허권자와 복제약 사업자의 역지불합의에 관한 연구- 관련 미국판례와 공

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심사지침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제36호 (2011), 70면. 특히, 별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공정거래법 제59조가 특허법 우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

다고 해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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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는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537  

본 대법원 판례는 단지 역지급합의에 대한 경쟁법 집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준 것에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집행 전반에 

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38  또한, 

역지급합의가 문제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 우리나라 제약업계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특허권자(주로 외국계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회사 사이의 판권 계약을 수직적 관계로 보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점 등 공정거래법 법리의 측면에서나 

제약산업의 경영의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하겠다.  

 

다. 역지급합의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역지급합의는 저렴한 제네릭의 발매를 지연시켜 의약품 소비에 있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고, 나아가 정부 재정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약사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제약사 스스로가 불합리한 

관행으로부터 탈피하여 연구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539 

최근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대법원, 유럽(EU) 위원회의 판결은, 

역지불합의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등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537 이호영, 상게논문, 426면. 
538 이호영, 상게논문, 427면. 
539 정기택, 상게논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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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정책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540  

우리 약사법 상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는 오리지널 제약사와 

약사법 제50조의9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퍼스트 제네릭 제조사 간 

역지급합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복수의 제네릭 제조사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독점권의 부당 행사 

가능성을 제한하였다. 또한 제약사들이 담합을 하여 시장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약사법에 제69조의3에 후발 허가신청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 사항을 합의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합의 및 담합에 대해서 

5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GSK 및 동아제약 사건에서와 같이, GSK사와 

동아제약이 합의하여 동아제약이 제네릭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서로 

특허관련 분쟁을 종료하는 대신 동아제약에게 오리지널 신약인 

조프란이나 미출시 신약인 발트락스의 공동판매권을 부여하면서 해당 

신약들의 경쟁제품의 제조·생산·판매를 금지한 행위는 상기 약사법 

규정으로도 방지할 수 없었던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를 초과한 

행위이며, 특허 만료일 이후에도 판매를 막는 행위로 부당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역지급합의가 위법한지 여부는 해당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 무효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진행되는지, 합의금 규모가 경쟁제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비금전 합의의 경우 합의금의 규모나 

적정성 등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Actavis 

 
540 정기택, 상게논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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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액의 돈을 지급하는 것은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소송 종료와 별도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합의급을 지급하려고 하려는 방법을 취하는 추세라고 

한다.  

 특히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으로 제네릭/바이오시밀러 

허가신청 판단 단계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등재 특허에 대한 침해 

여부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특허침해소송 및 무효심판 등을 통한 법원의 

판단이 전제된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거나 경쟁사에게 기회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특허분쟁을 제기하거나, 특허침해소송을 당한 경우 

소요될 막대한 소송비용을 고려해서, 또는 소송 종료 및 시장 진입 

확보를 위해 제약사간 합의가 자연스럽게 고려될 수밖에 없다. 특히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최초 제네릭 제약사에 오리지널 제약사가 

시판 지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능한 오래 

유지하고자 할 유인 요인이 있으며, 제네릭사 입장에서도 제네릭의 

출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소송비용 지출 대비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역지급합의에 관심을 가질 동인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541 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59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라 함은 관련 법률에 따라 

허여 받은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사용권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것’ 

 
541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2019.12.16.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3호, 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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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 당해 지식재산권의 내용, 당해 행위가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본 심사지침에 따르면, 합의의 당사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합의의 목적이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과 관련되는 경우, 특허권이 만료된 

이후의 기간까지 관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경우, 특허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시장에서 관련 사업자의 진입을 지연시키는 

경우, 분쟁의 대상이 된 특허가 무효라는 것을 합의 당사자가 인지한 

경우 또는 특허가 무효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특허분쟁의 합의를 부당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 등의 특허분쟁 과정에서 특허권이 만료된 이후까지 관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연하는데 합의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 이전에 주류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소위 

‘특허범위’ 테스트를 배척하고, 연방대법원 판결은 역지급합의가 

특허의 배타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반독점법의 적용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과 같이, GSK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로 역지급합의와 같은 특허권 행사행위는 그 

심각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의약품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는 특허권자의 

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542 

  

 
542 이호영, 상게논문, 427면. 



 

 244 

라. 화학의약품 외 바이오의약품에의 적용 여부 

한국의 허가-특허연계제도는 미국의 Hatch-Waxman법의 규정들과 

유사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 

단계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와 특허침해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소송비용 지출 문제, 특허권자와의 

역지급합의로 인하여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제네릭 의약품 

외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도 소송 종료 관련 합의를 역지급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소송 대상으로도 다퉈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역지급합의 문제를 바이오의약품에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미국에서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규정한 Hatch-Waxman법의 

적용 대상 의약품을 화학의약품으로 제한하고 있고, 바이오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의 허가와 관련해서는 2010년 제정된 ‘The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BPCIA)’를 적용한다.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는 생체 유래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복잡하고, 복제 및 재생산이 어려워 판매 가격이 화학의약품에 

비해 매우 높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Hatch-Waxman법의 핵심 

내용 중 최초로 제네릭 허가신청을 한 자에게 180일의 판매독점권을 

부여 543 한 반면, BPCIA에는 최초 신청권자에게 180일 독점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 

한편 약사법 제50-2조 이하에 도입된 국내 의약품 허가-

 
543 21 U.S.C. § 355(j)(5)(B)(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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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연계제도 조항들은 화학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에 구분 없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약사법에 규정된 9개월의 우선판매독점권 역시 

바이오의약품에도 적용된다. 다만, 상기 법에 따른 운영제도 초기의 

시행착오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약사법 규정에는 

바이오의약품에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 및 실효성이 

의심되는 조문들이 존재한다. 9개월의 독점권인 우선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제50조의8(우선판매품목허가)의 각 호인, i)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 중 가장 이른 날에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이고(같은 날에 신청한 자가 여럿인 경우 모두 

같은 순위로 본다), ii)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에 대한 무표심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중 어느 하나를 청구한 

자 중 iii) 등재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의 무효,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 

또는 해당 의약품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심결 

또는 판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받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i) 가장 먼저 품목/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ii) 최초로 심판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현실적으로 9개월 내 심결을 받을 수가 

없다. 우선심판을 청구하더라도 9개월 보다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되어 

심결이 나오는 실정이라,544 우선판매권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등재된 의약품에 여러 특허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는 일부 특허에 대해서만 인용 심결 또는 판결을 

받아도 가능하나, 의약품의 시판 시점이 실질적으로 앞당겨질 수 있도록 

 
544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단백질 정제 방

법(제조방법)으로 제조된 조성물특허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우선심판을 청구했음에도 불

구하고 심결이 나오는데 약 2년 6개월이 소요되었다. (2016년 9월에 소극적권리범위심

판을, 2017년 7월에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2019년 4월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특

허가 무효라는 심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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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만료일이 가장 늦은 특허에 대해 인용 심결(판결)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물질특허나 제형특허 외에 적응증특허 등 여러 특허가 

등재되는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가 용이하지 

않고, 결국 역지급합의에 대한 동인은 화학의약품보다는 적을 것이다. 

따라서, 약정기간동안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역지급합의에 대한 유인이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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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한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한계

와 개선책 
 

 

제 1 절 서론 
 

2015년 3월에 시행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의존한 의약품의 품목허가절차에서 신약에 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단계를 둠으로써,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이용을 확대하면서도 그에 관한 특허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하에 도입되었다. 545  신약 개발(혁신)과 후발 의약품 

개발(의약품의 접근성)을 모두 추구하려는 본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신약 특허권자에 비해 후발 의약품 제조사들은 본 제도를 통해 그 

반대급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므로 초기에 심판 및 소송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도 후발의약품 제약사에게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특히 

위임제네릭(authorized generic) 546 이나 역지급합의 등을 통해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들도 지적되어 왔다.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늦어지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높은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게 되어, 그 부담은 의약품 소비자인 국민과 

국민건강보험 급여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에 전가된다. 특히, 제네릭 

 
545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해설서 (2015), 1면. 
546  위임제네릭(authorized generic)은 신약을 생산하는 오리지널 제약사가 특허 기간 

내에 동일 제품의 제네릭을 직접 또는 위탁 생산하여 이름을 달리하여 판매하는 제네릭

을 의미한다. 오리지널 제품 판매사가 위임한다고 하여 위임제네릭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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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출시 지연은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 악화를 유도할 수 있다.  

국내 제약 업계 상황을 살펴보면, 기존의 여러 제네릭 제약사들 외 

최근 다양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해서 허가 받고 판매하는 

제약사들(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LG화학 등)이 증가하였고, 

SK바이오팜,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등과 같이 최근 신약 또는 개량 

신약 개발에 성공해 성공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한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신약 및 후발의약품 제조사 

어느 한쪽에 부당하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현재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의 문제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장에서는 현행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특히, 미국에서 

화학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Hatch-Waxman법 규정을 바탕으로 

국내에 도입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화학의약품 뿐만 아니라 

바이오의약품에도 적용되고 있는 바 하나의 규정으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상한 

인하와 제네릭사의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위임제네릭의 

약가 선점 문제를 검토한 후, 판매금지 규정 및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와 

관련된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을 고민해보기로 

한다. 

 

제 2 절 바이오의약품의 적용 이슈 
 

1. 바이오의약품과 화학의약품의 구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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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범주의 바이오의약품은 재조합 DNA 기술을 응용하여 

미생물세포 ·배양조직세포에서 대량으로 생산시킨 펩티드 호르몬, 백신, 

인슐린, 항체의약품 등의 의약품을 말한다. 바이오의약품은 

화학의약품과는 다르게 제품의 구성인 항체나 단백질 조직 자체가 

고분자이며 복잡하고, 그 생산과정 역시 세포에서 만드는 것으로 생체 

유래물을 사용하므로 완벽히 복제하여 재생산하는 것이 어렵고, 제조 

자체도 용이하지 않으므로, 일반화학품의 복제약인 제네릭과 같이 

완전하게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의약품은 세포를 생산하는 조건과 정제과정에 따라 

기존의 바이오의약품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으므로 복제약이라고 하지 

않고,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Follow-on biologics (FOB))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화학의약품에 대해서만 Hatch-Waxman법의 허가-

특허연계제도 규정을 적용하고, 바이오의약품은 후에 BPCIA 

(바이오의약품 가격 경쟁 및 혁신법,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of 2009, 이하 BPCIA)를 제정해서 구분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 근거가 

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규정에는 그 대상이 되는 의약품에 

화학의약품 외에 바이오의약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서 그 적용 범위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8장 제9조 제5항에는 그 대상을 ‘의약품’(pharmaceutical 

product)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장에는 의약품에 대한 정의가 

없고,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5장에서 의약품을 정의하면서 

바이오의약품이 의약품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제5장 규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장에만 미치지만,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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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 제18장에 다른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제5장을 

유추적용하는 것도 국제 협약의 해석상 가능했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상의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바이오의약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였다.  

그러나, 양자간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미국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바이오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체결 당시 미국이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바이오의약품을 포함시킬 의사는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5장에서는 의약품을 정의하면서 바이오의약품이 의약품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이 화학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을 구별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허가-

특허연계제도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판단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 

해설서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규정된 약사법 조항은 화학의약품 

뿐만 아니라 바이오의약품에까지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지만 547 , 한·미 

자유무역협정체결 당시 포함시킬 의사가 없었던 바이오의약품은 의약품 

허가-특허 대상에서 제외시켰어야 했다. 

바이오의약품은 화학의약품과 달리 살아있는 생물의 세포 및 조직을 

이용해서 생산하며, 그 구조가 복잡하고 배양 배지, 온도, pH 등의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네릭과 달리 동일한 

복제약의 생산이 불가능하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치료방법 및 살아있는 세포를 치료제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교한 제조방법 과정들에 대해서 많은 특허를 등록 

 
547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해설서 (20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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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바이오의약품에 대하여 그 특성상 화학의약품에 적용되는 

Hatch-Waxman법의 허가-특허연계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 하에 1984년 Hatch-Waxman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공중 보건 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 

PHSA)’을 적용하였는데, 2010년에 이르러 PHSA 제351조를 

개정하여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독자적인 BPCIA를 제정하게 되었다.  

BPCIA는 바이오의약품 신약 개발을 장려하고 특허권자를 보호하면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자 제정되었다. 사실,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화학의약품보다 훨씬 크고, 

바이오의약품은 보통 전통적인 약품보다 20배 이상 비싼 의약품이기 

때문에 548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및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은 보다 강력하게 자신들의 의약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BPCIA를 제정하기 이르렀다.  

반면, 우리나라 약사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화학의약품에만 적용되는 Hatch-Waxman법의 조항들을 도입하면서, 

성격이 완전 다른 바이오의약품에도 화학의약품과 구별하지 않고 

적용하게 하여, 바이오의약품에는 적용하기에 무리인 조항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행 약사법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바이오의약품을 제외시켜야 한다. 미국의 BPCIA와 같이 별도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거나, 현실적으로 독자 규정의 

제정이 어려우면 바이오시밀러에는 예외적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548 William L. Warren, et al., Abbreviated Approval of Generic Biologics, Genetic 
Engineering & Bio-Technology News (2006. 12.),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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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재 특허목록 관련 개정의 필요성 

 

미국의 경우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BPCIA에는 해치-왁스먼법에 

규정된 화학의약품에 대한 오렌지북과 같은 등재 특허목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현행 약사법 제50조의4에 따르면, 등재된 특허목록이 

있는 경우,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는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i) 특허권등재자와 ii) 등재특허권자등(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허가신청사실, 허가신청일을 통지하고 해당 

등재특허에 대한 관계를 표시한 특허관계확인서를 제공해야한다. 

등재특허가 무효라거나 품목/변경허가를 신청한 의약품이 등재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의 근거를 포함하여야한다. 

우리나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상 의약품 등재 특허목록에는 

‘물질, 제형, 조성물, 의약적 용도’ 중 어느 하나에 관한 특허들만 

등재 가능한데, 549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특히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와 

의약적 용도 특허들이 많다. 예를 들어 심사과정에서 제조방법발명으로 

한정되어 등록된 조성물특허의 경우, 실질은 제조방법발명 특허이나, 

조성물특허로서 등재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성물에 관한 

특허권은 의약품의 주성분을 조합한 복합제 또는 주성분과 첨가제의 

조합을 통한 처방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의약품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는 원래 등재 대상이 되지 않으나, 제조방법에 의해 특정되는 

물질(product by process)의 경우 물질 자체가 새로운 물질이면 등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특정 제조방법으로 한정된 조성물로 특허 받는 

경우는 등재대상이 되는데 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549 약사법 제50조의 2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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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는 특정 물질로 한정한 제조방법 특허들도 있지만, 

여러 바이오의약품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도록 물질(성분) 한정을 하지 

않은 제조방법특허들도 많이 존재한다. 대다수의 제조방법특허가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조성물’이라는 형식으로 등록 받고, 

적응증 및 용도특허 역시 ‘~하는 방법으로 투여하는 … 조성물’과 

같이 ‘물질’ 또는 ‘조성물’ 특허의 형식으로 등록되고, 이런 구조의 

특허들이 현 제도 하에서는 전부 등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의약품의 용도에 대해서는 의약품이 발휘하는 새로운 유효성과 

효과, 용법·용량에 관한 특허가 등재될 수 있는데 의약품 용도특허인 

적응증특허가 등록되면 오리지널 제약사가 해당 특허들을 등재시키고 

있는 실정상,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등재특허의 수는 화학의약품에 대한 

등재특허들의 수보다 더 많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경우에는 2021년 현재 등재특허가 54개에 이른다. 550  물론 

바이알(vial)과 형, 프리필드 시린지 형, 펜 형 등 주입형태에 대하여 

구분하여 등재해야하므로, 같은 특허가 중복으로 등재될 수도 있지만, 

존속기간이 만료된 2개의 특허를 배제하더라도 무려 52개의 특허가 

등재되어 있다.  

바이오의약품을 허가 받기 위한 품목허가신청시에 등재특허가 

무효라거나, 특허를 침해하지 않거나, 특허 만료후에 후발 의약품을 

 
550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휴미라 의약품 등재 특허목록, 

(2021.07.24. 최종방문), 

<https://nedrug.mfds.go.kr/pbp/CCBAK01/getPatentList?totalPages=6&page

=6&limit=10&delYn=N&sort=&sortOrder=true&searchYn=&sitemName=

%ED%9C%B4%EB%AF%B8%EB%9D%BC&smainIngr=&sitemSeq=&spatent

No=&sEntpName=&spatentRegistDateStart=&spatentRegistDateEnd=&spat

entEndDateStart=&spatentEndDateEnd=&sPatentDeleteDateStart=&sPatent

DeleteDateEnd=&sPatentChangeDateStart=&sPatentChangeDateEnd=#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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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겠다는 등의 인증을 해야하고, 심판이나 무효소송을 통해 

등재특허의 무효성을 다투어야 하므로, 허가 신청 단계에서 등재특허 

전부에 대해 소송이나 심판으로 다투도록 하는 것은 후발 의약품 

신청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현행 약사법상 화학의약품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과 다른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 우선,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화학의약품과 달리 관련 특허의 등재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바이오의약품과 화학의약품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특허를 

등재하고, 관련 규정들을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국 BPCIA와 

같이 등재 자체를 하지 않게 하거나, 등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법 

발명으로 한정된 조성물특허와, ‘의약적 용도’ 즉, 적응증과 용법· 

용량에 대한 특허들은 등재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는 허가 단계에서 해당 특허와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해당 

특허가 무효인지 아니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허가 후 판매 단계가 아닌 허가 시점부터 다투어야 한다면, i) 

허가 단계에서 무효심판 또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게 하므로 이는 불필요한 소송 및 심판 절차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제법발명으로 한정된 물질특허에 대해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대상을 특정하고, 

비밀유지로 보호받고 있는 제조공정을 확인해야하는 작업이 포함되게 

되므로 간단하지 않고 복잡한 소송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ii) 해당 

등재 특허를 무효시키거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는 

데까지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후발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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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성을 개선한다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취지와는 배치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바이오의약품에 화학의약품과 구분없이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 전부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무리하게 

화학의약품에 대한 규정에 바이오의약품을 억지로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의약품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별도 조항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제 3 절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상한 인하와 손해배상책임 

 
1. 서론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등재특허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신청 및 

승인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된 후에는 

등재특허의 무효성을 다투거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입증하거나, 

오리지널 제약사와 합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며 품목허가신청을 하게 

되었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무효라는 원심 결과에 기초하여 제네릭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을 때,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최종심에서 유효하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네릭사의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를 침해하게 된다.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를 침해하여 제네릭 제품을 출시한 경우, 그동안 해당 제네릭의 

판매 수익이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되어 왔으나, 제네릭사가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 외 오리지널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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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상한금액 인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지는지 여부가 논쟁의 

핵심이다.  

반면, 원심에서 오리지널 제약사가 승소하였다가 최종심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무효의 특허에 기한 판매금지 행사에 따른 오리지널 제약사의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제4장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 하에서의 소송, 제4절 캐나다의 PM(NOC)에서 살펴본 

Eli Lilly Canada Inc. v. Teva Canada Ltd. 사건 551은 후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전자의 경우, 즉 무효심판의 

최종심에서 오리지널 제약사가 승소한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상한금액 인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국내 보험약가제도 하에서는 제네릭 제조사가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등재를 완료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이하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정절차 처리를 거쳐 오리지널 

의약품의 보험약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2010. 12.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0호에 따르면 2011년 2월 1일부터 오리지널 의약품은 

퍼스트 제네릭 등재시 원래 약가의 상한금액이 80%로 인하되고, 552 

2012년 4월 이후에는 퍼스트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의약품 원래 

약가의 상한금액이 70%로 더 인하된다. 보험약가 상한금액의 인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험약가 인하 고시에 따른 것이고, 약제마다 

건강보험으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정하게 되면, 제약사는 더 높은 이익을 올리기 위해 거의 예외 없이 그 

 
551 Eli Lilly Canada Inc. v. Teva Canada Ltd., 2018 FCA 53. 
552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012년 4월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은 퍼스트 제네릭 등재

시 원래 약가의 상한금액이 70%로 더 인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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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액을 거래가격으로 하게 되므로,553 약가 상한금액 인하는 사실상 

실거래가의 인하를 의미하게 된다. 

제네릭 출시로 인한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인하에 대한 제네릭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대하여 2008년의 특허무효심판부터 10여년이 

넘게 법적 공방이 이어진 한국 릴리 v. 한미약품 및 한국 릴리 v. 

명인제약 손해배상책임 소송이 2020년 11월 26일 드디어 대법원 최종 

판결로 종료되었다. 제네릭사가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인하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제네릭의 조기 출시를 위하여 오리지널 

특허에 대한 도전을 필요로 하는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취지와 

손해배상책임의 요건과 법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사건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하급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하급심 판결의 검토 (한국 릴리 v. 한미약품, 한국 릴리 v. 

명인제약 사건) 

 

다국적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 리미티드 (이하 ‘일라이 

릴리’)는 중추신경계 질환, 조현병 치료제인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라자핀)’의 특허권자이고, 자회사인 국내 법인 한국 릴리는 이 

특허의 통상실시권자로서 오리지널 의약품 자이프렉사를 국내에 수입 및 

판매하였다. 자이프렉사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고 

급여 상한금액이 정해져 약제급여목록표로 고시되었다. 한편 명인제약은 

자이프렉사의 제네릭 제약사로 자이프렉사의 특허만료일인 2011년 4월 

24일 이후를 판매예정시기로 정하여 요양급여대상 결정신청을 하고, 

 
553 박성민, 정용익, 신혜은, 상게논문,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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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가 등재 신청을 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피고 제품을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하고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 및 

고시하였다. 이 와중에 제네릭 제약사 한미약품이 2008년 10월 1일, 

자이프렉사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년 12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기각 심결 554 을 받았으나, 한미약품이 바로 

항소하였고 특허법원은 2010년 11월 5일 해당 특허에 대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판결 555 을 선고하였다. 

이를 근거로 한미약품은 같은 해 11월 자이프렉사의 제네릭인 

‘올란자’를 출시하였고, 이는 자이프렉사 특허만료일인 2011년 4월 

24일보다 약 5개월 앞선 출시였다.  

한편, 명인제약은 자이프렉사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특허법원의 자이프렉사 특허무효 판결이 있은 후, 당초 정한 

판매예정시기를 앞당겨 2010년 12월 6일로 변경신청을 한 뒤 

자이프렉사의 제네릭 ‘뉴로자핀’을 출시하였다. 제네릭이 출시되자 

오리지널 의약품의 보험약가와 관련하여 2010. 12.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0호로 약제급여목록표를 개정하여 원고 제품의 상한금액 

인하 시행일을 2011. 4. 25. 에서 2011. 1. 1. 로 변경하고 그 

상한금액을 2011. 2. 1. 이전까지의 최종 상한금액의 80%로 한다는 이 

사건 고시를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일라이 릴리가 2010년 11월 24일 진보성 부정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2012년 8월 23일에 대법원이 위 특허법원의 

특허무효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판결을 파기환송 556 하여 해당 특허가 

 
554 특허심판원 2008. 10. 01. 선고 2008당2929호 심결. 
555 특허법원 2010. 11. 05. 선고 2010허371호 판결. 
556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후3424 판결, 파기환송심인 특허법원 2012허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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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자, 특허권자인 일라이 릴리는 이를 근거로 

제네릭사 한미약품과 명인제약을 상대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통상실시권자인 국내 법인 한국 릴리는 제네릭사 

한미약품과 명인제약을 상대로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를 이유로 상당 

매출액 감소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하였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릴리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들은 모두 

항소하지 않고, 판매 수익분을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한국 릴리는 이에 더하여 통상적인 

특허침해 손해배상 외에 약가 상한인하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였고, 이 소송이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상한인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국내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한국 릴리는 소송 

가액으로 한미약품에 15억원, 명인제약에 4,700만원을 청구하였다. 

두 사건 모두 특허권자인 일라이 릴리의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실시권자인 한국 

릴리의 약가 상한인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과 

특허법원에서 상반된 판시를 내놓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제네릭사 

한미약품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 557 한 반면, 특허법원은 제네릭사 

명인제약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558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한국 릴리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정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위법성,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호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2012. 11. 29.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한미약품이 주장하는 등록

무효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한미약품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2. 21. 확정되었다. 
557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5나2040348 판결. 
558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332 판결, 특허법원 특허21부(재판장 김환수 수

석부장판사)는 한국 릴리가 명인제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332)에서 

"명인제약은 한국 릴리에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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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약가상한 인하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미약품은 정당한 특허 도전을 통해 제네릭을 출시한 

것이고, 약가상한의 인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반하여 특허법원은 한국 릴리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인정하고, 

명인제약의 위법성, 상당인과관계,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약가 인하 

전후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매출액 감소 금액을 손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특허법원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최초의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20% 인하해 왔다는 점은 

제약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며 "명인제약은 릴리의 제품과 

성분·제형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약가등재 신청을 하고 즉시 

판매할 경우 릴리 제품의 약가가 인하되고 이로 인해 릴리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명인제약은 

독점적 실시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장래 제네릭 의약품 시장을 선점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제품을 시판하여, 제네릭 의약품 전체 매출액 중 50% 이상을 점유하는 

시장 선점 효과를 누렸다"며 "한국 릴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로서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받았음에도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 

독점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명인제약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한국 릴리는 2016년 한미약품을 상대로, 명인제약은 한국 

릴리를 상대로 각각 상고하게 된다. 이렇게 양 고등법원의 상반되는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오랜 심리 끝에 2020년 11월 26일,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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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진행되어 온 소송들에 대해 최종 판결을 선고하였다. 

 

3. 대법원 판결의 검토 

 

가. 대법원 판결의 판시 내용 

하급심의 서로 상반된 판결에 대해서 제네릭사 한미약품의 책임 유무 

문제를 심리하던 대법원 민사 2부는 최종적으로 한미약품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며 원고 한국 릴리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559 

대법원은 우선, 특허권자 일라이 릴리와 국내 법인 한국 릴리 사이에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인 한국 릴리를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560 여기에 대법원은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ㆍ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84126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고,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등 참조)”고 

 
559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260707 판결. 
560 대법원 민사 2부는 2020년 11월 26일, 원고 릴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한 약가상

한인하 손해배상에서 원고(릴리)측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같은 날 대법원 민사 3부가 명

인제약을 상대로 한 약가상한인하 손해배상에서 명인제약의 손을 들어주면서 약가상한

인하 손해분에 대해서는 제네릭사의 책임이 없음으로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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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하였다.  

제네릭사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한미약품은 하급심의 

특허무효판결 선고 후 특허 분쟁의 승소가능성을 바탕으로 각 제네릭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결정신청561 및 판매예정시기 변경신청을 한 

바 이는 모두 관련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오리지날 의약품의 약가 상한금액 인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행위인 고시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통한 원활한 요양급여 보장 및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으로 원고의 불이익은 위 제도가 정한 

절차에 따른 결과일 뿐 피고들의 책임이 아니므로, 제네릭사 한미약품의 

제네릭 의약품 제조·판매행위와 오리지날 의약품의 약가 상한금액 

인하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 제네릭사에게 약가 상한금액 인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요건 각각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대법원 민사 

2부는 한국 릴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당일 동시에 진행된 

대법원 민사 3부도 동일한 사유로 명인제약이 상고한 소송 562 에서 

제1심 563 과 제2심 564 의 판결을 뒤엎고 명인제약 손을 들어주며 

 
56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된 약제에 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상환

하므로, 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공급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수입자는 약제의 

시판 시기에 근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게 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하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을 결정

하여 고시한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제1항, 제11조의

2 제1항, 제6항). 
56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563 서울중앙지법 2017. 9. 15. 선고 2014가합556560 판결. 
564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3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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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의 판결 중 피고(명인제약) 패소부분을 파기하며 특허법원으로 

이 사건을 환송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의 분석 

이 사건의 핵심은 특허무효심판에서 오리지널 제약사가 패소하여 

제네릭사가 제네릭의 판매예정시기를 앞당겨 판매하였으나 최종심에서 

오리지널 제약사가 승소한 경우, 제네릭사의 오리지널 제약사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이미 인정되고 손해배상액도 확정되었으나, 

이와 별개로 제네릭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상한금액 인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지는지 여부이다. 

오리지널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상한금액 인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해야 하고,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i)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ii) 위법성이 있는지, iii) 

손해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우선, 제네릭사가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등재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정절차 처리만을 거쳐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등재가 완료되고, 

오리지널 의약품의 보험약가 상한금액이 자동으로 인하되므로, 특허 

침해여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제네릭사는 제네릭의 약가 등재 시에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상한금액이 인하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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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성 여부 

대법원은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ㆍ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분해한 뒤 각각의 행위 내지 단계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사실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이전에 

제네릭 의약품의 약재 등재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고, 제네릭사가 

특허법원의 특허무효판결 선고를 신뢰하여 제네릭 의약품을 

약제급여품목표에 등재 후 즉시 요양급여대상 약제로 판매할 수 있는 

사유로 예시한 ‘특허 분쟁의 승소가능성’을 소명하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결정신청 및 판매예정시기 변경신청을 한 것 모두 

관련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하여 모두 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약가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제네릭 제약사의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약가 인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의견도 

있다.565 

이에 반하여, 약가 등재 신청 자체가 위법하지 않고, 판매예정시기 

변경 신청 자체도 위법하지 않으며, 이러한 신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적법한 고시에 기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 

 
565  박성민, “약가인하에 의한 손해배상 여부 - 대법원 2016다260707 판결, 대법원 

2018다221676 판결”,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2호 (20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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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피고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단절적 

사고방식은 사건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으며, 큰 그림에서 보아 타인의 

특허 발명과 동일한 복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지적도 있다. 566  약가 인하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여 원할한 요양급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일 뿐, 특허침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문제까지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도 아니하며, 이러한 손해배상 문제는 특허법 또는 민법에 따라 

그들 간에 별도로 또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해결해야 함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약가 인하를 시행한 후 

제네릭의약품이 특허침해제품으로 밝혀지면 그때부터 인하된 상한금액을 

본래의 금액으로 회복시키지만 인하시점부터 회복 시점까지 인하로 입은 

손해를 회복해 주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의 손해는 민사법리에 따라 

별도 민사소송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567 

 

3) 인과관계 유무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568 

 
566 권영준, “2020년 민법 판례 동향”, 서울대학교 法學, 제62권 제1호 (2021. 3.), 301

면. 
567 Id. 
568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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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약가 인하 결정은 제네릭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소명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고, 

그 시행시기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보험약가 

인하 고시에 따라 보험약가가 삭감된다. 또한, 제네릭 의약품을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 후 즉시 판매할 수 있다는 소명사유로는 

‘특허분쟁의 승소가능성’이 예시되어 있을 뿐이므로, 제네릭사는 

오리지널 의약품에 관한 특허가 무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허분쟁의 

승소가능성을 소명하며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신청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제네릭의약품의 요양급여신청행위와 판매예정시기의 변경 신청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인과관계는 중간에 변수가 개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부정될 수 없고, 위법행위 주체가 어떤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가의 

관점에서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우리 민법상 상당인과관계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민법 제393조에서 규정된 예견가능성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를 위해 약가 등재를 하였고, 

등재된 약가에 의거하여 원고의 약가 상한금액이 인하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가 중간에 

개입되더라도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없다고 비판한 견해도 있다. 569 

대상판결은 피고 행위와 원고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가 개입하여 단절된 것으로 보는 듯하나, 재판행위나 

 
569 권영준, 상게논문, 3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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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행정행위 등이 중간에 개입되더라도 불법행위가 인정된 

사례들은 적지 않으므로,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진 피고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거나 그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570  

보건복지부장관의 개입으로 인과관계가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법리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비판은 일견 타당한 면이 있다. 피고가 

2심의 특허무효판결 선고 후 특허 분쟁의 승소가능성을 바탕으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결정신청 및 판매예정시기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특허가 무효라고 믿고 특허 발명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위험을 부담하며 하는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특허가 

유효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피고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다. 571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가지는 공익이 중요한 것이라면 별도 입법론을 

통해 해결해야할 법정책적인 과제라는 것이다.572  

 

다. 대법원 판결의 의의 

이번 소송은 국내 최초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상한 인하분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 무효 심판 제기 등의 도전과 제네릭 출시 전략에 

 
570 박성호, “2020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 인권과정의, Vol. 497 (2021. 5.), 

192면.  
571 권영준, 상게논문, 305면. 
572 특허도전에 성공한 후발의약품의 조기 진입 이후의 부당한 신약 보험약가 인하에 대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약 제약회사에게 손실보상을 하게하고, 후발의약품 진입 지

연으로 인한 신약 보험약가 인하 지체에 대하여는 신약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게 그로 인하여 얻은 망외의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의견도 있다 (박성민⋅정용익⋅신혜은, 상게논문,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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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끌어왔다. 특히 손해배상 

부담에 대하여 각 원심인 서울고등법원과 특허법원에서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민법과 특허법의 법리적 해석을 기준으로 논리적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있으나, 특허 무효 도전에 나서는 제네릭 제약사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제약업계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하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내려진 

법정책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제네릭사는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특허 무효 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되었고, 한편 오리지널 제약사는 특허침해소송과 별개로 

약가 인하 위험에 대해 별도의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사실 제네릭사 

입장에서는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를 무효시키는 데 승소가능성 외에도 

소송 비용과 소송에 소요될 시간 모두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보통 최종 

3심까지 다투려는 한국의 특허침해소송 현실상, 하급심의 무효 판결이 

선고된 후 그 판결을 기반으로 판매시기를 재고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제네릭사를 압박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적절한 약가를 설정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고 원할한 

요양급여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약가제도의 취지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환자들의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지원하려는 공익적인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법상 침해소송과 민법상 손해배상은 귀속 주체와 손해의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손해에 해당하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지적에 일견 타당한 면이 있다할 것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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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무효 확정 전에 제네릭의 판매를 위해 약가 

등재를 하려는 시도가 결과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상한을 

인하하도록 유도한 것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제네릭사에게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인하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제네릭사가 해당 의약품의 약가 상한을 인하할 것을 직접 요청한 것은 

아니며,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소명하였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상한 인하 시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인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제네릭사의 등재신청을 실질적으로 평가하였다면 바로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되지 않거나, 등재 시기 등이 조절되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상한 인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줄어들 수도 

있었다. 573  또한, 제네릭사가 보험약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해당 

제네릭을 판매(즉,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침해행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가 등재 신청행위와 특허침해행위에 대해서 위법성 

판단시 엄격하게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이 사건에서 원고인 오리지널 제약사가 약가 인하로 입은 손해는 

건강보험고시에 의한 문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약가 인하를 시행한 

후 본래의 금액으로 회복하는 시점까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책임지도록 해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제네릭사의 

등재신청에 대해 실질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바로 제네릭 의약품을 

등재하여,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상한이 인하되어 오리지널 제약사가 

 
573 오리지널 의약품의 해당 특허 만료가 제네릭사 약가 등재신청시점으로부터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270 

손해를 입게 되었으나, 사실 해당 손해액은 전체보험약가의 70%를 

지급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해야할 보험 약가 지급액이 줄어들어 

그만큼 이익을 보았으며, 국민 또한 보험약가가 인하되며 일부 이득을 

본 것으로 갈음된 것이다. 따라서 고시의 변경을 통해 특허가 무효 

확정된 경우에만 제네릭 의약품의 등재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등재 

조건을 ‘승소 가능성’보다 명확히 하거나, 실질 심사를 강화하여 약가 

등재하도록 하고,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상한 인하 후 특허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회복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즉 국가에서 책임을 지도록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다.  

 

제 4 절 위임제네릭 이슈 
 

1. 위임제네릭 (Authorized generic)의 위법성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시 지적된 대표적인 문제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경쟁하는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가 늦어져,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게 된다는 점이다. 비용이 보다 저렴한 제네릭이 

선호되면서, 신약을 생산하는 오리지널 제약사가 직접 또는 

위탁생산하여 제네릭명으로 판매하는 의약품을 위임제네릭(authorized 

generic)이라고 한다. 특허의약품을 가지는 일부 오리지널 제약사들은 

특허만료 후에 시장에 진입할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시장 방어의 방안 

중 하나로 자체적인 제네릭이라고 할 수 있는 위임제네릭을 출시하여 

제네릭 시장의 일부를 점유하고자 한다.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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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이 장려되고 제네릭 의약품이 

활성화될수록, 오리지널 제약사들은 대응전략으로 위임제네릭을 

개발하는 경향이 있다. 574  위임제네릭은 새로운 제네릭명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신약과 구별되어 판매가능하다. 또한, 위임제네릭은 오리지널 

제약사의 의사결정으로 개발, 판매되므로 특허기간 중에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특허기간 만료시점에 다른 제네릭이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시판되므로 제네릭 시장을 선점할 수도 있다.575 

미국에서는 Hatch-Waxman법이 2003년 개정되면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에 도전하여 시판 허가를 취득한 최초 제네릭 

의약품(퍼스트 제네릭)에 대하여 180일의 독점권을 부여하며, 576  그 

기간동안 추가 제네릭을 승인하지 않는다. 의회는 제네릭 회사들의 시장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 독점권 제도를 제정하였고, 577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퍼스트 제네릭의 약가는 경쟁자가 있는 다른 경우보다 상당히 

높았다. 퍼스트 제네릭의 증가로 이에 대한 오리지널 제약사의 대응 

전략으로 위임제네릭이 등장하였고, 특히 2003년 2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위임제네릭을 비롯하여 많은 위임제네릭이 

등장하였고, 그 결과 많은 퍼스트 제네릭의 매출이 감소하였다. 578 

위임제네릭의 확산에 대하여 제네릭 기업 측의 반발이 있었으나, 미국 

 
574 박실비아, 미국의 위임제네릭 현황과 국내 시사점, 보건·복지 Issues & Focus, Vol. 

190 (2013), 1면. 
575 박실비아, 상게논문, 2면. 
576 21 U.S.C. § 355(j)(5)(B)(iv)(I), 독점권(Exclusivity)은 같은 날 허가신청한 두 

명이상의 신청자와 나눠가질 수 있다. 
577 Federal Trade Commission, “Authorized Generic Drugs: Short-Term Effects 

and Long-Term Impact”, A report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ug 2011), 

p. i. 
578 Federal Trade Commission, supra, at 11-14, 2001년, 2002년 위임제네릭의 숫자

는 각각 7개 불과하였으나, 2003년 19개로 2배이상 늘어난 후 2004년, 2005년 각 19

개가 등장하였고, 2006년에 21개까지 증가한 후 2007년 12개, 2008년 15개로 감소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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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국(FDA)는 위임제네릭의 시판을 허여하고 있으며, 특히 180일 

독점기간 중에 출시되는 위임제네릭을 금지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고, 미국 법원도 위임제네릭의 시판이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579 다만, 특허권자와 제네릭사간의 합의에 대해서는 혼재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580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가 위임제네릭을 생산하는 것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다. 다만, 국내에서 

제네릭의 9개월 판매 독점 기간 내에 위임제네릭이 생산되는 경우, 

9개월의 시장 독점을 기대하고 특허 소송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 

제네릭사는 신약뿐만 아니라 자사의 제네릭보다 인지도가 더 높을 수 

있는 위임제네릭과도 경쟁해야하므로 기대수익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581 위임제네릭이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경쟁을 촉발하여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위임제네릭의 도입 가능성은 

제네릭사의 특허도전 의지를 감소시키고 제네릭의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어 소비자에게 저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582  2004-2010년 동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보고된 특허 분쟁 합의 333건 중 약 1/4인 75건에서 위임제네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는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157건이 퍼스트 제네릭과 

관련이 있었고, 이중 1/4인 39건은 오리지널 제약사가 위임제네릭을 

판매하지 않을 조건으로 퍼스트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579 See Teva Pharm. Indus. Ltd. v. Crawford, 410 F.3d 51, 54 (D.C. Cir. 2005). 
580 Federal Trade Commission, supra, at 11-14. 
581 박실비아, 상게논문, 211면. 
582  J. R. Thomas, “Authorized generic pharmaceuticals：effects on innovati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4),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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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합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583  오리지널 제약사가 위임제네릭을 

제조 및 출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퍼스트 제네릭의 판매 독점권을 

포기하게 하는 합의를 하면서, 위임제네릭을 통해서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지연시키고 오리지널 의약품의 독점 시장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2. 위임제네릭의 시장성 

 

한국에서는 MSD의 천식치료제 ‘싱귤레어(성분명: 

몬테루카스트나트륨)’의 제네릭 시장에서 싱귤레어의 상품명만 바꾼 

위임제네릭인 CJ헬스케어의 ‘루케어’가 2016년 상반기에 원외처방 

실적으로 선두에 오른 바 있었다. 584  루케어는 MSD와 CJ헬스케어가 

싱귤레어의 특허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인 2011년 7월에 출시한 

위임제네릭이다. 대웅제약이 자체개발한 개량신약 위장약 ‘알비스’나 

아스트라제네카의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의 제네릭 시장에서도 

위임제네릭이 매출 선두를 기록한 바 있다. 585  계열사 대웅바이오와 

알피코프 (2015년 12월 계열 분리)가 판매 중인 ‘라비수’와 

‘가제트’가 알비스의 위임제네릭이다. 기존에 제네릭 시장에서 강점을 

갖지 않은 업체을이 신약들의 위임제네릭을 판매했는데도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위임제네릭이 시장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583 Federal Trade Commission, supra, at 139-140. 
584 CJ헬스케어의 '루케어’는 MSD의 싱귤레어의 위임제네릭인데, 2016년 MSD는 해당 

위임제네릭에 대한 판권을 회수하였고, CJ헬스케어는 자체 제네릭 ‘루키오’를 개발 승인

받았다. 
585 이투데이, [BioS] “'두 얼굴의 의약품' 위임제네릭의 명과 암”, (2021. 07. 20. 최

종방문), <https://www.etoday.co.kr/news/view/1370406>. 

https://www.etoday.co.kr/news/view/13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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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증명된다.  

위임제네릭의 성공 요인으로는 우선 싱귤레어, 알비스의 사례처럼 

경쟁 제품보다 먼저 시장에 진입하여 빠른 시일내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것에 있다. 위임제네릭은 특허 만료 전에 오리지널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위탁 생산을 하게하여 허가 받은 후 바로 판매할 수 

있으므로, 시장에 선진입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오리지널 제약사의 

시장 점유를 사실상 강화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위임제네릭의 판매가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려는 불공정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식품의약국과 

법원은 위임제네릭의 시판이 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비록 

상품명은 다르지만 오리지널 제약사가 직접 생산 또는 위탁생산 후 직접 

판매하거나, 포장을 바꿔서 다른 제약사로 하여금 위임제네릭을 

판매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같은 제품이라는 사실에 위임제네릭을 선호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 제약사들은 시판후 조사(PMS) 만료 전 약가를 선점하기 

위해서 위임제네릭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한 

위임제네릭들은 다른 제네릭과 출시 시기가 비슷하여,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조하였다 하더라도 수십개의 제네릭이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서 시장을 선점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특허 만료전에 

판매되는 위임제네릭이 제네릭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렴한 제네릭의 환자에의 접근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건정책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가 만료되기전에는 

위임제네릭의 허가를 엄격히 하는 등의 구제 방법의 타당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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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한다. 

 

3. 보험약가제도의 개정과 위임제네릭의 약가 선점 

 

가. 보험약가제도의 개정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민에게 보험가입의무를 지우고 재산 및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여 그 보험료로 비용을 조달하는 

(강제적) 사회보험 모델을 취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59조 

이하). 586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의 가격은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상에 의해 정해지며, 2006년 5월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신약 약가 협상제도, 선발 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 587 와 최초 후발의약품 등재시 오리지널 의약품 보험약가 

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후발 의약품이 보험등재 및 보험약가 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함량의 신약 특허가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보험 약가를 20% 인하하여 기존 보험약가의 80%로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계단식 약가제도’588가 

 
586 이동진, “건강보험과 의료과오책임법: 두 기준 사이의 긴장⋅갈등과 그 조정”, 서울대

학교 法學, 제55권 제2호 (2014. 6.), 4면. 
587 선발 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임상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

별하여 보험급여목록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급여제외목록방식(Negative 

List System)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6년 5월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도입되었다. 
588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온 계단식 약가제도를 살펴보면, 오리지널 의약품은 

퍼스트 제네릭 등재시 원래 약가의 80%로 인하되었고, 1번째에서 5번째 제네릭의 경우 

이 약가에서 15% 인하된(80*0.85=68%), 68% 인하된 가격으로 결정되고, 6번째 제네

릭은 1-5번째 제네릭 약가에서 10% 인하된(68*0.9=61.2%), 61.2% 인하된 가격으로 

결정되고, 7번째 제네릭은 6번째 제네릭 약가에서 10% 인하된(61.2%*0.9=55.08%), 

55.08% 인하된 가격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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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었다.  

2012년 본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변경하여 ‘동일성분 동일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약제의 결정 및 조정 조건」 (2011. 12. 30.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6호)에 따라, 후발의약품이 최초로 

등재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은 원래 약가의 70%로 인하되고, 제네릭 

의약품은 가산 적용기간(1년) 동안은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인 70%의 

85%인 59.5% 589 로 정해지며, 1년이 경과 후 동일한 성분, 제형, 

투여경로인 의약품 공급이 4개 이상인 경우에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모두 일괄적으로 53.55% 590 로 가격이 인하되고, 4개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 1년 동안의 가격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추가로,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2020. 02. 28.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1호)(이하 

‘약제조정기준’)에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 기준이 개정되었다. 

이는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강화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네릭 의약품 개발을 위한 

노력에 따라 상한금액에 차등을 두는 ‘제네릭 의약품 차등 

보상제도’이다.  

개정된 약제조정기준은 ➀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수행’ 및 

➁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원료의약품(Drug Master File, DMF) 

사용’이라는 기준 요건 591  충족 여부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589 제네릭 의약품은 1년 동안은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에서 15% 인하된(70% * 0.85 = 

59.5%), 59.5%로 인하된다. 
590  가산 적용기간 1년이 경과하고 동일한 성분, 제형, 투여경로인 제품이 4개 이상이 

되면 기존 제네릭 가격에서 10% 인하된(59.5% * 0.9 = 53.55%), 53.55%로 전체 의약

품 가격이 인하된다. 
591 (1)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 입증 자료 제출: 품목 허가권자(제

약사)가 시험의뢰자가 되어 수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약품동등성시험기

준」 제18조에 따른 생물학적동등성시험결과 보고서 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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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즉, ➀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자료 또는 임상시험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➁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입증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기존과 같이 상한금액을 

53.55%로 하고, 위 기준 요건 중 1개만 충족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53.55%의 85%인 45.52%로, 모두 충족하지 못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45.52%의 85%에 해당하는 38.69%로 상한금액을 조정하되, 건강보험 

등재된 동일한 의약품이 20개 이상인 경우 위 요건 충족여부와 

무관하게 기등재된 동일제제592 상한금액 중 최저가와 38.69% 중 낮은 

금액의 85%로 조정하도록 약제조정기준을 개정하였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는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금액의 70%로 산정한다. 개정된 

약제조정기준은 기존의 ‘동일제제 동일가격 원칙’에서 벗어나 약가 차등 

약가 체계를 운영하여 제약사에서 신약 개발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면서도,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실시 및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매우 낮게 인하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에서 

마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역시 “개정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은 

등재되는 제네릭 의약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이상, 기존의 

‘동일제제 동일가격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관한 규칙」 [별표4]에 따른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입증 서류 제출: 완제의약품 제조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원료

의약품을 주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으로 사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

우(복합제의 경우, 신청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주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이 식

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원료의약품인 경우에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준 요건이 된다. 
592 동일제제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투여경로․성분․함량․제형이 동일

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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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수준 유지 확보를 위해 일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기존의 상한금액 

수준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므로,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해당할 뿐 ‘동일제제 동일가격 원칙'이라는 약가제도의 근간을 

변경, 폐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593  

생각건대 개정된 약제조정기준이 신규 등재되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제조정기준 개정 내용을 즉시 적용하지만 기등재되어 있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기준 요건 적용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3년 후 적용하도록 하는 점 등을 고려해본다면, 이는 제네릭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의지일 뿐, 최초등재제품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상한금액 차등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위임제네릭의 약가 선점 

개정된 약가조정기준에서 다루고 있는 제네릭 의약품 차등 보상제도과 

관련하여 위임제네릭의 약가 선점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근당이 

개발한 개량신약 ‘리피로우젯’의 위임제네릭이 20개 이상 진입하면서 

후발제네릭 제품은 ‘계단형 약가제도’의 적용으로 약가가 크게 인하되는 

상황이 예고되었다. 리피로우젯은 제약사 MSD의 오리지널 신약 

‘아토젯’의 개량신약이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으로 리피로우젯의 

위임제네릭이 고의로 약가를 낮게 받아 후발 제네릭의 진입을 

봉쇄하려는 시도가 가시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 1월 8일, ‘아토르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로 

 
593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19누4429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

고 2019누3642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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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고지혈증복합제의 위임제네릭에 대해 제약사 22곳 594이 허가를 

받았다. 리포로우젯의 위임제네릭들은 현재 허가 준비중인 오리지널 

신약 아토젯의 제네릭 의약품들보다 먼저 허가를 받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2020. 02. 28.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1호)에 

따라 제네릭 제품들은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DMF)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의 상한가를 받을 수 있다. 1가지 요건이 부족하면 

상한가는 15%씩 인하된다. 리피로우젯은 동일 성분에 대한 최초 

오리지널 신약인 아토넷과 동일 상한가로 등재되었다. 리피로우젯 

위임제네릭 22개 제품 중 20개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직접 실시하지 

않아서 동일성분의 최고가 대비 85%의 상한가로 약가가 책정되었고,595 

알보젠코리아의 ‘아제티브’가 최고가의 83% 수준으로 보험상한가가 

결정되었으므로, 대다수 위임제네릭들이 최고가 수준의 약가를 

부여받았다 하겠다. 

다만 개정된 ‘제네릭 의약품 차등 보상제도’에 따라 동일한 의약품이 

20개 이상 등재된 경우에는 최고가 요건 충족과 무관하게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 또는 ‘종전 최저가의 85%’ 중 더 낮은 약가를 

 
59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약회사명(위임제네릭 명): SK케미칼(토스젯), 경보제

약(아토에지), 국제약품(아페젯), 동구바이오제약(아토이브), 동국제약(아토반듀오), 보

령제약(엘오공정), 삼진제약(뉴스타젯에이), 삼천당제약(아토로우플러스), 셀트리온제약

(셀토젯), 안국약품(리포젯), 알리코제약(아르바젯), 알보젠코리아(아제티브), 에이치케

이이노엔(제피토), 우리들제약(리바젯), 유영제약(와이젯), 유유제약(유토젯), 이연제약

(바스타젯), 진양제약(아토브젯), 하나제약(아리토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제토바), 

한국프라임제약(아토에젯), 한국휴텍스제약(아토티브) 등이 ‘리피로우젯’의 위임제네

릭으로 2021년 1월 8일에 허가받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허가받은 

리피로우젯의 위임제네릭 22개 중 삼진제약의 뉴스타젯에이를 제외한 21개가 급여목록

에 등재된다고 한다. 
595 데일리메드, “위임제네릭 1개 빠진 아토젯 후발약, 약가폭락 예고”, (2021. 07. 28. 

최종방문),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4673>.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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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된다. 이 경우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가 적용되면 

최고가 대비 61.4%(최고가x0.85x0.85x0.85) 수준으로 낮아지므로, 

후속 등재 제네릭의 약가는 최고가의 61.4%를 넘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리피로우젯의 위임제네릭이 이미 21개 등재되면서 이후에 

진입하는 동일성분 제네릭의 경우 약가는 최고가의 61.4%를 넘을 수 

없으며,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2021년 2월에 이미 제약사 89개사가 아토젯의 제네릭을 허가 받은 

상태라고 한다. 

20개가 넘는 위임제네릭 업체들의 등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의적으로 위임제네릭으로 하여금 낮은 약가를 

받으면서 후발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전체 제네릭의 

약가를 크게 떨어뜨리는 전략을 취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제네릭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약가제도가 오히려 약가 선점을 

위해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는 위임제네릭과 맞물려 악용되지 않는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 5 절 판매금지 규정의 보완 필요 

 
1. 판매금지 관련 규정의 특징 및 개선의 필요성 

 

판매금지제도는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권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후발의약품이 판매되기 이전에 특허권자와 후발제약사 간의 

특허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취지의 제도이다. 596  우리의 의약품 허가-

 
596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해설서 (2015),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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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연계제도에서는 3년 동안 유예되었던 판매금지 제도가 2015년 

개정 약사법에서 도입되었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전에 

후발의약품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약사법 

제50조의5(판매금지의 신청) 및 제50조의6(판매금지 등)이 각각 

신설되었다.  

판매금지 관련 조항은 국가마다 도입 여부에 차이가 있다.  

미국의 Hatch-Waxman법에는 엄격하게 말하면 판매금지 규정이 

없으나, 특허권자가 제네릭 사의 통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 30개월간 제네릭의 허가 절차가 자동정지(automatic 

stay)되면서 허가가 보류되고 자동적으로 판매도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법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부적절한 판매금지에 대한 손해배상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적의료보험제도가 없고 주로 

민간의료보험에 의하여 의료보험이 제공되므로, 597  우리나라의 후발 

의약품 판매금지로 인한 보험약가상한 인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에는 법원이 판매금지를 신청한다. 

캐나다의 PM(NOC) 규정상 소제기는 자동금지명령을 요청하는 

행정절차적 효과를 가지지만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절차로서, 개정법에 

따라 법원이 특허의 침해 또는 유효 여부를 판단한다. 즉, 특허권자는 

진술서(Notice of Allegation)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연방법원에 보건부장관이 당해 의견서에 기재된 특허가 만료되기까지 

 
597 Thomas Rice, Pauline Rosenau, Lynn Y. Unruh, Andrew J. Barnes, Richard B. 

Saltma, Ewout van Ginneken, United States of America – Health system review,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Vol. 15 No. 3 (2013),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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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의약품 신청자에게 판매 허가(Notice of Compliance, NOC)를 

금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후발의약품 신청자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금지명령을 내린다. 598  법원에 이러한 

금지명령이 청구되면, 법률에 의하여 절차가 중지되고 후발의약품 

신청자에 대한 판매 허가(NOC) 발급은 24개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599 

반면 호주의 경우 특허권자가 법원에 중간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600 

법원은 재량에 따라서 해당 신청을 인용할 수도 기각할 수도 있다. 

특허권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하거나 소송이 남용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은 특허권자에게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와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에 보상하도록 명할 수 있다.601 

이에 반하여, 한국의 판매금지 신청 기관은 법원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다. 한국의 판매금지 처분은 행정청의 단순한 행정처분 

형태로 이루어지나, 그 본질은 특허권자의 특허 침해가능성을 이유로 

하는 가처분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판매금지는 형식 요건만 

갖추면(판매금지 예외사유 602 에만 해당되지 아니하면) 

 
598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SOR/93-133, as 

amended, s 6. 
599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SOR/93-133, as 

amended, s 7. 
600 Therapeutic Goods Act 1989, 26D (1). 
601 Therapeutic Goods Act 1989, 26D (5). 
602  제50조의6(판매금지 등) ①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판매금지 신청을 받은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은 판매금지가 신청된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0조의4에 따라 등재특허

권자등이 통지받은 날(이하 “통지받은 날”이라고 한다)부터 9개월 동안 판매를 금

지하여야 한다. 

1.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존속기간 만료, 포기 등으로 소멸된 특허권을 기초로 한 경우 

3. 제50조의5제2항 각 호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특허권이 등재된 경우 

5. 제50조의4에 따라 통지된 의약품이 2개 이상이고, 통지된 의약품과 다음 각 목

의 사항이 동일한 경우(이하 “동일의약품”이라 한다)로서 그 동일의약품 중 일

부에 대하여서만 판매금지 신청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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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량 없이 판매를 금지하게 된다. 즉, 판매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검토나 하자 확인 작업, 또는 후발의약품 신청자의 

이의신청 등의 절차 없이, 등재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신청행위만으로 판매금지가 발동하게 된다.  

후발의약품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허가 후 시장 진입을 위해 생산, 

판매에 따른 모든 준비를 다 해 두었는데 9개월 간 판매를 금지당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보통 후발의약품 신청자가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특허권등재자와 등재특허권자등(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통지한 후 허가 여부에 대해 검토 받는 중에 9개월의 

판매금지가 되는 경우에는, 판매금지기간이 품목허가신청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개월이므로,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해당 

의약품이 허가 받은 후부터 남은 기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후발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후, 효능, 효과에 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후발의약품 신청자가 특허권등재자와 

등재특허권자등(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약사법 제50조의4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판매금지 예외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새로이 9개월의 판매금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생긴다.  

제네릭 의약품 출시와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이 연동되어 있는 

 
가. 주성분 및 그 함량 

나. 제형 

다. 용법ㆍ용량 

라. 효능ㆍ효과 

6. 판매금지가 신청된 의약품과 동일의약품으로서 이미 등재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

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이 

존재하는 경우 

7. 제50조의5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결, 재결 또는 판결이 있은 경

우 

8. 등재특허권이 「특허법」  제106조제1항, 제106조의2제1항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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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험약가제도 특성상 오리지널 업체의 부당한 판매금지 

신청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 이 경우 오리지널 

업체는 최소 9개월 동안 제네릭 등재 시에 인하하게 되었을 

30퍼센트만큼의 약가를 보전하게 되므로,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제네릭 업체의 손해와는 별개로, 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인하되지 않는 약가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공공재원의 

손실도 입게 할 수 있다. 603  따라서 판매금지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매금지 관련 규정의 개선 방안 

 

가. 판매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필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약사법상 판매금지는 판매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형식 요건만 갖추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량 없이 판매를 금지하게 되므로, 보다 엄격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약품 특허 목록에 관련성 없는 

특허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오리지널 제약사는 특허목록의 등재사항을 

수수료를 내고 변경할 수 있으나, 604  후발의약품 제조사가 직권 삭제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거나 불복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의 판매금지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나,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바탕으로 하는 가처분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바, 

오리지널 제약사의 신청행위만으로 판매금지가 발동하게 되는 것에 대한 

 
603 박은혜, 변진옥, 상게논문, 99면. 
60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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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의약품 신청자의 구제책 조항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6 제2항 605 에는 약사법 

제50조의6 제3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판매금지 

소멸이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약사법 제50조의6 제1항 각호(제1호부터 제8호)의 

판매금지 예외 사유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매금지 조건의 정비 

한편 등재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가 판매 금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i) 특허침해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ii)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대응하여야 한다.606 오리지널 제약사 입장에서 

판매금지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6 제5호의 해석상 ‘모든 동일 

의약품 607 (제네릭)’에 대해 판매금지를 해야 하므로 608  제형, 주성분 

등이 동일한 의약품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동일의약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판매금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판매금지가 될 수 없다. 609 

 
605 제62조의6(판매금지 등) ② 등재특허권자등 또는 판매금지된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

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는 법 제50조의6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또는 제

10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606 약사법 제50조의5(판매금지 신청) 제2항. 
607 동일의약품은 주성분, 함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동일한 의약품을 의미한

다(약사법 제50조의6 제1항 제5호). 동일의약품은 원칙적으로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

출하는 자료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실질적 내용의 동일 여부를 판단한다. 
608 제50조의6 제5호에 따르면, “제50조의4에 따라 통지된 의약품이 2개 이상이고, 통

지된 의약품과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동일한 경우(이하 “동일의약품”이라 한다)로서 

그 동일의약품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판매금지 신청을 한 경우” 판매금지 예외 사유가 

되므로, 후발의약품 중 하나에 대해서 판매금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의약품에 대해 

전부 판매금지를 해야하는 것을 해석된다. 
609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해설서 (2018),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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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를 신청하기 위한 전제인 소 제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동일의약품을 청구하는 모든 제네릭 사에 소송 또는 심판을 제기해야 

하며, 선택적으로 특정 제네릭사를 골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은 오리지널 제약사에 큰 부담을 지운다 하겠다. 또한, 이 규정은 

외자사와 국내 제약사 모두에게 불필요한 행정소송 비용을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i) 특정 제네릭사가 등재 특허와 조성이 다른 

의약품이라고 통지하면 특허침해가 아닌 것이 되므로 오리지널 제약사는 

판매금지 신청을 할 수 없고, ii) 후속 다른 제약사가 판매가능한 다른 

제네릭 의약품과 동일의약품이라고 통지하면, 그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품목허가를 받고 

판매 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후속 제약사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 여지가 

있더라도 판매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판매금지를 신청하지 못한다는 

점 610 에서 그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 

판매금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오리지널 제약사가 선택적으로 원하는 

후발의약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제도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가격은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상으로 

정해지며,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하면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판매하게 

되고,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는 자동으로 인하된다. 따라서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가 늦어지면 환자들은 높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게 

되고, 건강보험공단의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 특히, 오리지널 제약사의 

 
610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해설서 (2018),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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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 조치와 제네릭 의약품의 우선판매품목허가규정은 건강보험 

약가와 매우 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처방의약품에 대한 공적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 지연과 오리지널 제약사의 이득은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와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 인하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와 호주에는 판매금지 신청이 

남용되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적절한 판매금지에 대한 손해배상의 규정이 도입되어 있다. 캐나다의 

경우 신약 제약회사의 판매금지 신청으로 후발의약품이 판매금지되고, 

그 후 신약 제약회사가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후발의약품의 진입이 

부당하게 지연되었음이 확인되면 신약 제약회사가 후발의약품 

제약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611을 두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li Lilly Canada Inc. v. Teva Canada Ltd. 

소송612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특허가 최종적으로 무효로 확정되었고, 

릴리 캐나다가 판매금지에 기하여 테바 캐나다의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킨 것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은 릴리 캐나다가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무효인 특허에 기한 신약 

제약회사의 판매금지로 후발의약품의 진입이 지연된 경우 신약 

제약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호주에서는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 뿐만 아니라 연방, 주, 지방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도 규정 613 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경우 

 
611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SOR/93-133 Section 8. 
612 Eli Lilly Canada Inc. v. Teva Canada Ltd., 2018 FCA 53. 
613 Therapeutic Goods Act 1989, 26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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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이 취하, 중단, 기각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허권자의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중간금지명령신청이 남용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약사법에는 판매금지신청에 대해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 못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판매금지가 내려진 경우,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허권의 과도한 행사로부터 의약품 

접근권을 보호하고, 국가 공적 재정의 손상을 방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지난 2014년 오리지널 제약업체의 부당한 특허권 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의 손실액을 오리지널 제약업체에 부담시키고 

손실액을 징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614 이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취지는 약사법의 개정으로 판매금지 제도가 도입되어, 의약품 

판매금지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등 오리지널 

제약업체가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i)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경우 또는 ii)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판매금지 신청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유지되어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개정안 

제101조의 2)을 신설하고, 손실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독촉 및 체납처분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61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27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4.6.19.), 제조업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주는 경우, 손실금

액을 징수하고, 제네릭 시판 지연으로 발생하는 오리지널 제약사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개정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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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개정안 제81조)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통과하지 못하였고, 제조업자 등이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1조 제3항 615 이 신설되었다. 

판매금지 신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손실상당액을 징수하게 

하는 것은 오리지널 제약사의 선의의 권리 행사에 대해서도 과도한 

제약이 되어 무리라고 하겠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손실상당액의 

환수금액의 산정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위법하고 부당한 경우의 

판매금지에 대해서는 손실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어야 

했다고 생각된다. 호주의 경우 법원이 개별 사건 별로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실질적 손실발생액을 산정하고 있는 바 호주의 사례를 

참조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는 우리나라의 

판매금지와 유사한 법원의 가처분 제도를 가지고 있고, 특허권자가 

소송에서 패소하고, 특허침해소송의 철회, 중단, 기각 시 특허권자의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가처분신청이 남용된 경우에는 가처분 

기간 동안 발생한 특허권자의 총 수익에 근거하여 법원이 적절하다고 

산정하는 액수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616
 물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거나 특허소송이 근거없이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의 증명 

자체는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이렇게 신약특허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615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3985호, 2016.2.3., 일부개정] 제101조(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③ 공단은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616 Therapeutic Goods Act 1989, 2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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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개정법에서도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권 남용을 본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실이 아니라, 무효인 특허의 등재로 

인한 오리지널 제약사의 이익 그 자체를 근거로 판단하도록 해야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강제징수권은 인정되지 않은 바, 

건강보험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이 경우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성 등을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증해야 하며, 그에 따른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보험 재정손실 징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당한 판매금지 신청에 대한 제재를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현재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규정한 약사법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부당한 특허권 남용에 의한 손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공 재정에 

대한 책임 및 형평성의 제고 측면에서 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 

 

제 6 절 우선판매품목허가 규정의 보완 필요 
 

1. 우선판매품목허가 요건 개정의 필요성 

 

약사법 제50조의4에 따라 허가신청 사실을 특허권등재자와 

등재특허권자등(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통지한 자 617 로서 

 
617 약사법 제50조의7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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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의 독점권인 우선판매품목허가(우선판매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제50조의8(우선판매품목허가)의 각 호인, i)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 중 가장 이른 날에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로서(같은 날에 신청한 자가 여럿인 경우 모두 

같은 순위로 본다), ii)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에 대한 무표심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중 어느 하나를 최초 

청구한 자 중 iii) 특허심판에서 특허의 무효,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 

또는 해당 의약품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심결 

또는 판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받을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등재특허권이 만료된 후에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특허권등재자(품목허가권자)와 등재특허권자등(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이 통지하지 않는 것에 합의하고 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가장 이른 날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다.618 

우선판매품목허가의 본래 취지는 우수한 제네릭을 개발하는 

제약업체들에게 독점 판매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나, 현재는 

우선판매품목허가 권리를 받는데 급급한 면이 있고, 특허 도전을 위한 

기술개발보다는 사업성에 따라 제약사들끼리 공동으로 승인을 받는 등 

공동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우선판매권 도입 후 승인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 등 분업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619 또한, 허가를 받기위한 

비용이 증가하자 소규모 회사는 단독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 

 
618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해설서 (2018), 68면. 
619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보고서 (2017),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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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스러웠으나, 우선판매품목허가가 도입된 후 공동 승인 형태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소규모 회사들이 난립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들만 우선판매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우선판매권의 신청 요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 14일 유예기간의 삭제 

14일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오리지널 사 입장에서는 많은 제네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소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고, 제네릭사 

입장에서는 14일 이내 최초심판청구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타사의 

심판청구 동향을 파악하고, 의약품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최초 

심판 제기 후 14일 이내에 심판 및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 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 특허에 대한 심판은 무려 

200여건이 진행되었고, 620  그 중에는 심판 준비가 안되어 있던 제네릭 

제약사가 제기한 심판들도 꽤 존재하였다. 결과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해서 우선판매권을 부여받은 회사가 많아 독점판매권의 권리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다. 따라서,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초심판을 청구한 자로서 무효,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 또는 해당 

의약품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제약사에 우선판매권을 부여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제안해본다.  

 

 
620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의 경우 등록번호 제1021752호 특허에 대해 97건, 등록번

호 제1454051호의 특허의 대해서는 62건, 등록번호 제728085호 특허에 대해서는 57

건 등 16건의 심판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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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9개월 내 승소 요건의 수정 

2015년 3월 15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때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가 

우선판매품목허가와 판매금지 기간이었다. 9개월과 12개월을 두고 

위원들간 논쟁이 이어졌고, 정부안과 김용익 의원의 발의안을 절충한 

수정안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는 9개월로 독점기간이 수정되었고, 

판매금지 기간도 정부안 12개월에서 9개월로 수정되었다. 6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년 이상 독점권을 줄 경우 소비자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며 우선판매품목허가기간을 

12개월로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판매제한 역시 통상 특허 

쟁송기간이 18개월 정도, 권리범위확인 소송 심판이 7-8개월 

소요되기에 그 중간인 12개월이 적당한 것으로 파악하여, 12개월로 

제안하였고, 김용익 의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평균 7.9개월로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9개월로 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선심판제도의 도입으로 허가-특허연계 관련 

심판은 6개월 내로 심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므로 심판에 소요되는 

기간이 9개월을 넘기지 않을 것을 기대하였다.  

본 제도 도입 시 우선심판제도에 의해 9개월 내 심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더라도, 이는 1심의 심결이 나오는데 소요되는 

기간만을 고려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바이오의약품과 화학의약품의 

심결에 소요되는 시기를 계산하였거나 분석을 한 후 나온 기간이 아니라 

임의로 선택한 기간이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실제 9개월 내 1심 승소의 

 
621 '우선판매품목허가제' 법안소위 통과-독점기간 9개월 수정, (2021.07.25. 최종방문), 

<http://www.yakup.com/news/index.html?nid=182582&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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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조건이 필수적인지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독점기간 9개월과 같은 

기간이 되도록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품목허가신청 

후 9개월 승소 요건의 경우 1심에서 승소하면 우선판매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제네릭 사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9개월 내 무효심판 또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을 받을 수 없는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제약사에는 본 

조항을 적용시키기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제네릭 제약사라 

하더라도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9개월이 이미 

지나버려 우선판매권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규정한 미국의 BPCIA에는 Hatch-

Waxman법과는 다르게 등재 특허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선판매품목허가 

조항을 두지 않았다. 우리 약사법에서도 화학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의 

차이를 감안하여, 바이오의약품을 등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하여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BPCIA와 같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별도 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각각의 규정안에서 

바이오이의약품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후자로 

접근하는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 적용시 9개월 내 특허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획득해야한다는 조건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허의 무효,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 또는 해당 의약품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때부터 9개월의 

우선판매권 기간을 부여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해본다. 

 

2. 단일화된 조문 적용에 따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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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경우 Hatch-Waxman법은 

화학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바이오의약품은 BPCIA에 별도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Hatch-Waxman법을 기반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관련 조문의 해석상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바이오의약품이 

포함되는지 의견이 분분하였다. 특허 등재 리스트 유무에서부터 차이가 

있는 바이오의약품에 화학의약품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 해설서에서 허가-

특허연계제도에 바이오의약품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였다.622 

약사법상 우선판매품목허가 규정은 오리지널 제약사에게는 

신약개발을 추진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여, 존속기간 5년 연장을 

제공해준 반면, 화학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 후발 허가신청자는 오리지널 

제약사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안전성, 유효성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것을 고려한 조항이다. 우리 약사법에 우선판매품목허가의 

규정 도입 시 후발의약품을 장려하기 위해 미국 Hatch-

Waxman법에서의 12월과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던 6월의 

중간값인 9개월로 독점권을 확보하게 규정하였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화학의약품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기 9개월의 독점권인 우선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등재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의 무효,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 또는 해당 

의약품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심결 또는 판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받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622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해설서 (20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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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최초 심판을 제기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9개월 내 심결을 받을 수가 없고, 우선심판을 청구하더라도 9개월보다 

더 소요되어 심결이 나오는 실정이라, 독점판매권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등재된 의약품에 여러 특허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모든 

등재특허에 대해서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일부 특허에 

대해서만 인용 심결 또는 판결을 받아도 되나, 존속기간 만료일이 가장 

늦은 특허에 대해 인용 심결(판결)을 받아 의약품의 시판 시점이 

실질적으로 앞당겨진 경우에만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623 즉, 

우선판매기간이 최초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가능일부터 

9개월 경과하는 날까지이므로 남은 특허들의 존속기간이 상기 9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만료하지 않는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다.624  

따라서, 화학의약품과 달리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9개월 내 

심결을 받아야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특허의 무효,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 또는 해당 의약품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때부터 9개월의 우선판매권 기간을 

부여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해본다. 

2020년 입법예고된 개정안들은 등재 관련된 조항의 보완에 치우쳐져 

있고 이후 개정안에 대한 진행상황은 답보상태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조문 정비를 통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후발적 의약품 신청자들을 보호할 

수 있으면서도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 보호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할 수 

 
623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해설서 (2018), 70면. 
624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게해설서 (2015), 64면. 



 

 297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 국내에서 2020년 10월 29일, 

머크(Merck KGaA)에서 판매 중인 대표적인 난임치료제(호르몬 

치료제)로서 ‘고날-에프(성분명: 폴리트로핀알파)’의 복제약이 

우선판매권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에서 

유영제약은 고날-에프의 복제약 625 인 ‘벰폴라’ 프리필드펜(pre-filled 

pen)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판매품목 허가를 받았다. 

벰폴라는 유럽의 게데온 리히터(Gedeon Richter)가 개발한 제품으로 

유영제약이 수입한 의약품이었다. 유영제약은 지난 2018년 머크를 

상대로 등재되어 있던 제형 특허 1건 626 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해 승소하였고, 해당 품목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을 확보하여, 

2020년 10월 30일부터 2021년 7월 29일까지 9개월 간 독점판매권을 

가지게 되었다.  

고날-에프는 호르몬 치료제로서 바이오의약품의 일종이므로, 

유영제약의 벰폴라가 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중 최초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머크의 고날-에프는 미국에서는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A) 및 Hatch-

Waxman법 하에 오렌지법에 등재되어 있었고, 2020년 3월 23일에 

이르러서야 BPCIA의 제7002(e)(4)(A)조에 따라 the Public Health 

 
625 벰폴라를 고날에프의 바이오시밀러라고 표현하는 기사들이 있으나, 벰폴라(폴리트로

핀알파)는 재조합-난포 자극 호르몬(r-hFSH) 성분의 자가주사제로서 합성된 바이오의

약품과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되는 복제약(제네릭)으로서 바이오시밀러는 아니라고 하

겠다. 
626 특허번호10-1105486-0000, 'FSH 및 LH과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액상 약제학적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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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Act (PHS Act) 제351조의 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627  즉, 2020년에 이르러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CAA)의 바이오의약품 정의에 따라 기존에 배제하였던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폴리펩타이드(chemically synthesized polypeptide)를 

바이오의약품에 포함하기로 하여, 바이오의약품 분류로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벰폴라는 원래 화학의약품이었다가 이후에 바이오의약품으로 

간주된 복제약(제네릭)으로서 흔히 바이오의약품으로 포함되는 살아있는 

세포에서 유래된 항체의약품 범주에서 벗어나는 의약품이다. 따라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규정한 미국의 BPCIA에는 Hatch-

Waxman법과는 다르게 등재 특허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선판매품목허가 

조항을 두지 않았다. 또한, 우선판매품목허가 조항에 대응되는 오리지널 

제약사에 유리한 규정인 30개월의 자동심사정지 규정 및 판매금지 

규정도 제정하지 않았다. 제품에 대해 허가 받은 후에는 180일 상업적 

마케팅 통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위험을 부담하면서 바로 판매 

가능(launch at risk)하다는 점은 양 의약품의 특성과 특허관계의 

차이점을 고려한 입법적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약사법에서도 화학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의 차이를 감안하여, 

바이오의약품을 등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하여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BPCIA와 같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별도 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허가-

 
627 FDA, “List of Approved NDAs for Biological Products That Were Deemed to be 

BLAs on March 23, 2020”, at 1 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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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연계제도의 각각의 규정안에서 바이오이의약품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후자로 접근하는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 적용시 

9개월 내 특허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획득해야한다는 조건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3. 특허 소송의 심판 및 남용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으로 의약품 특허 관련 소송이 

예상대로 증가하였다.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작된 첫 해인 2015년 

2,222건의 심판이 청구되었고, 2016년 311건, 2017년 395건의 심판이 

청구되었다. 의약품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하면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자에게 통상 허가신청 사실을 통지하게 되므로, 오리지널 

제약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침해금지소송 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오리지널 제약사가 판매 

금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기 소송 중 하나 이상을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제네릭 제약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에게 

특허무효심판이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USPTO에 특허무효심판인 IPR(Inter Partes Review)이나 

PGR(Post-Grant Review)을 제기할 수 있으나, IPR 및 PGR은 제한된 

조건을 만족하면 제기할 수 있으나 금반언(Estoppel)이 있으며 628 

 
628 IPR Estoppel은 특허법 35 U.S.C. 315(e) 조항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IPR 

신청인(Petitioner)이나 그 이해당사자가 IPR에서 최종 판결된 특허 청구항에 대하여 

심판에서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수도 있었던 무효주장 근거 ( “ ground that the 

petitioner raised or reasonably could have raised during that inter partes review”)

를 다른 후속 유효분쟁 즉, 다른 IPR, 1심 법원 소송, ITC 소송 등에서 재주장할 수 없

다는 것이다. 일종의 일사부재리 법리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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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에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입장벽이 

낮고, 그만큼 소송이나 심판이 남용되기 쉽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등재 특허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그 대상을 줄이고, 한편으로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조건에 

있어서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초심판을 청구한 자로서 무효,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 또는 해당 의약품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제약사에 우선판매권을 

부여하도록 수정한다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하여 제기되는 특허 심판 

및 소송의 남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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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의 특허권자를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신약 개발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하며, 제네릭 제약사에게는 특허만료 후 

조기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보호기간 내 신약 특허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신약 개발을 주도하는 

다국적 제약회사 특허권자들이 경쟁방해에 의한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하고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려고 한다면 

이 제도는 오히려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공공의 이익을 꾀하고자 하는 

시장의 경쟁을 무너트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각 제도와 운영 방식을 

비교법적 방법론으로 연구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도록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우선 국내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의 기조가 된 미국의 Hatch-Waxman법(Hatch-Waxman 

Act)의 제정, 해당 법규의 특징 및 오리지널 제약사들의 시장독점 지위 

유지를 위한 에버그리닝 전략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별도로 제정된 BPCIA 법제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학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을 구별하지 않고 약사법 

하에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규정하면서, 화학의약품 외 

바이오의약품까지 포함시켜 적용하고 있으므로, 바이오시밀러에 

적용시키기 어려운 조항들도 존재한다. 바이오의약품은 화학의약품과는 

다르게 항체나 단백질 조직 자체가 고분자이며 복잡하고, 그 생산과정 

역시 생체 유래물을 사용하여 만드는 것으로 완벽히 복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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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의 제조 공정은 

화학의약품의 복제약인 제네릭을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며, 

특히 바이오시밀러의 경우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만 거치면 되는 

제네릭과 달리, 효능 입증을 위하여,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임상과 

제1상 및 제3상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바이오의약품에 화학의약품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기존 약사법 

규정에서 제외시키거나 특허의 등재 대상을 줄이고,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 적용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기존 문헌들을 통해 각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규정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미국 외 캐나다, 호주의 허가-특허연계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최근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한 중국, 대만의 

제도와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유럽이나 일본의 사례도 

살펴보았다. 이어서 한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도입되는 과정과 2015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특징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어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에 수반되는 각국의 소송들을 살펴본 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아직 제도의 도입 초기 단계에 있지만 

제도의 도입 전 논의된 수많은 우려와 걱정들이 실제 제도의 시행으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본 연구를 통해 제도의 구체적인 쟁점과 현황들을 

전범위에 걸쳐 살펴보았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본 제도의 

도입이 벌써 6년차에 이르게 되었는데,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보다는 

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국내 법규의 부족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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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각국의 허가-특허연계제도는 도입 과정과 범위, 그 운영방법이 

상이하므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후발의약품 제약사는 개발단계부터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제도를 

명확히 분석하여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허가신청일 및 특허 소송 

진행시기를 고려하며, 개발 시기 및 시장 진입 시기를 조율해야한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은 신약 특허권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제네릭사에게도 특허 도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제네릭 

출시를 앞당겨 소비자의 이익도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신약의 적극적인 개발과 함께, 

제네릭의 보다 적극적인 특허 도전을 유인하고, 후발의약품의 출시를 

앞당겨 오리지널 의약품의 독점을 방지하고, 그 결과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에 소요되는 재정 비용도 감소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반영된 약사법의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규정과 관련하여, 판매금지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나,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바탕으로 하는 가처분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바, 

후발의약품 제약사를 위해 등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수단을 신설하고, 

오리지널 제약사를 위해서는 판매 금지 조건을 정비하여 선택적으로 

원하는 후발의약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무효인 특허권에 기한 판매금지의 경우 부당한 특허권의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의 경우 14일의 유예기간을 삭제하고 최초심판을 

청구한 자로서 무효,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 또는 해당 의약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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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제약사만 우선판매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9월 내 1심 승소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한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로 하여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보호하면서도, 후발적 

의약품 제조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현행 약사법의 관련 조항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각 국가들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규정과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살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약사법에 반영하고, 본 

제도를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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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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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Link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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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already been six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Drug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which was 

introduced in 2007 and came into effect in March 15, 2015, 

under the influence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The Drug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is a system that 

seeks to protect patent rights more actively by taking steps to 

consider whether patents are infringed on an original drug(new 

drug) in the drug approval review process. It was introduced in 

hopes of encouraging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drugs 

through strong protection of new drug patent holders and 

allowing generic drug manufacturers to freely use data on the 

safety and efficacy of new drugs during the patent term, 

thereby creating a pro-competitive effect that induces rapid 

introduction of generic drugs after patent expir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valuate whether the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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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operates according to its 

original purpose, and to devise ways to improve it after 

examining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To this end, 

the regul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s Drug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were examined, and the 

regulations of our Drug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were 

reviewed using a comparative methodology.  

To start with I reviewed the background,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U.S. Hatch-Waxman Act, which became the 

basis of the Korean Drug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historically. In the United States, the Hatch-Waxman Act is 

applied only to chemical drugs, and the BPCIA(the Biosimilar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was later established to 

operate separately for biologics. After reviewing the main 

regulations and features of the BPCIA, the differences between 

the Hatch-Waxman Act and BPCIA were examined. Next, the 

Drug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s in Canada and 

Australia were reviewed, and regulations in China and Taiwan, 

which the Drug Approval-Patent Linkage were recently 

introduced, and cases in Europe and Japan, which did not 

introduce the Drug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were 

also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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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n,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Korea's 

Drug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issues and 

controversy when was introduced, and whether it is applied to 

biologics were examined, and the main provis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is system stipulated in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were identified. 

Next, by examining the lawsuits and trials in each country 

related to the Drug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the 

effect of the Drug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on th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was analyzed. After examining the 

litigation under the Hatch-Waxman Act in the United States,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on BPCIA interpretation and 

litigation related Canada's PM (NOC) regulation, and Australia's 

compensation lawsuit for damages, Korea's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and judgements were reviewed. In addition, anti-

competitive acts such as reverse payment agreements between 

patent holders and generic drug companies to block the entry 

of generic drugs into the market were reviewed in detail by 

examining cases in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Korea, and 

considered whethe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Trade Acts 

were violated. 

Finally, I tried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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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Affairs Act, which introduced our Drug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and devise improvements to 

compensate for the deficiencies. Specifically,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s currently applied to both 

chemicals and biologics, but biologic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or exceptional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state-run insurance drug system, the entry of 

generics is bound to result in a reduction in the original drug 

price limit, so I analyzed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original drug price cut and examined the significance. In 

addition, regarding to the revised insurance drug system, I also 

suggested the need for a policy review of the preoccupation of 

the drug price of the authorized generic, which is not illegal as 

of now. 

Relating to the provisions of the prohibition of sales and 

permission for priority sales items in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which reflects our drug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the prohibition of sales is a kind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which has the same effect as an injunction based on 

the patent right of the patentee. In the event of prohibition of 

sales under unfair patent exercise, the original pharmaceu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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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should be held liable for damages to the generic 

pharmaceutical company. On the other hand, for original 

pharmaceutical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nditions for prohibition of sales so that they can selectively 

file lawsuits against the desired latecomers (follow-on drugs). 

In the case of permission for priority sales items, the rule that 

a trial claim filed within 14 days of the initial trial request also 

satisfies the initial trial condition should be deleted, and only 

pharmaceutical companies who have requested the initial trial 

and have received a trial decision in favor of permission for 

priority sales item should be secured. In addition, it was also 

proposed to remove the conditions that a trial decision or 

judgment should be made within 9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Given the situation in the domestic pharmaceutical industry, 

where generic/biosimilar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dominant,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should be revised and 

supplemented to encourag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of new drugs, while encouraging 

latecomer drugs applicants to actively fight against new drug 

patents and accelerating the market entry of late-stage drugs, 

to increase drug access to patients and to reduce medical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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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ring to the regulations and precedents related to the Drug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in each countr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that emerg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reflect 

them in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improve the system. 

 

Keywords : Drug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biosimilar, 

generic, BPCIA, Hatch-Waxman, prohibition of 

sales, permission for priority sales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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