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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동향

1. 러시아
가. 제약시장 동향

러시아
제약시장 규모는 2018년 약 201억불 규모로, 세계에서 10위권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향후
연평균 5.0% 이상 꾸준히 성장하여 2023년 약 256억불 규모를 형성하면서 중·동유럽 최대의 제약시장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17년 러시아의 의약품 비용 지출은 전체 보건의료 지출의 20.3% 및 GDP의 1.34%를 차지하였음
• 1인당 의약품 지출액은 2017년 약 139.6달러에서 2022년에는 약 179.08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7년 전문의약품의 매출은 총매출의 61.3%, 이 가운데 오리지널의약품은 20.3%, 제네릭의약품은 41.0%
및 OTC의약품은 38.7%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및 OTC의약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잘
보여주고 있음
• 2014년, 2015년 및 2016년까지 루블화 기준으로는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상쇄되었음. 달러 대비 루블화 평가절하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중동유럽(CEE)지역의 가장
큰 제약시장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경기회복을 토대로 러시아는 주요 신흥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 진출한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2017년 하반기 경기의 하락으로 인한 다국적 제약기업의 저조한 매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제약시장은 향후
중동유럽 지역의 주요 시장으로서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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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규모·고령화에 따른 질병부담 가중, 만성 비전염성 질환 증가에 따른 의약품 수요 증가,
큰
보건의료접근성 개선, 정부의 의약품 생산 역량 강화를 통한 수출활성화 정책 등은 러시아 제약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2018년 기준 약 1억4천만명(세계9위)에 달하는 거대 내수시장을 토대로 큰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2017년 1인당 의약품 소비액이 140달러로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러시아 제약시장은 향후 의약품 매출
성장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보건의료접근성 개선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중동유럽 32개국의 1인당 의약품 소비액 평균은 184달러이며, 그 중 러시아는 17위를 차지하고 있음

• 러시아 제약시장의 성장은 주로 제네릭 및 OTC시장의 성장에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제네릭은 향후 10년간
오리지널 시장을 잠식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러시아 정부는 ‘Pharma 2020 정책’을 통한 의약품 생산 자국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제약기업 진출에 상당한 기회 또는 도전을 제공 할 것으로 전망
- 러시아의

의약품 생산 역량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증가는 제약 시장 성장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장기적으로, ‘Pharma 2020 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따른 러시아內 증가하는 의약품 생산 현지화로 인해,
혁신의약품 제조기업들은 비즈니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 정부 통제 증가, 의약품 지출 비용억제 정책, 제네릭 처방 장려, 취약한 규제환경 및 기술전문성 결핍 등은 향후
제약시장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의약품 등록·입찰시장에 대한 정부 간섭·통제 증가 및 취약한 지재권 보호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러시아內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계속되는 정부의 비용억제 정책으로, 오리지널 대신 제네릭의약품 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빈번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절차적 투명성 및 신뢰도 감소를 초래하여, 제약부문 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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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ESGP, Pharma.be, BMI

[그림 1] 2014-2028 러시아 제약시장 추이(의약품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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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러시아 제약시장 추이
2015

2016

2017

2018e

2019f

2020f

2021f

2022f

2023f

의약품 매출액(10억 달러)

15.92

16.41

20.10

20.10

21.03

22.36

23.32

24.47

25.63

1인당 의약품 소비액(달러)

110.7

114.0

139.6

139.6

146.2

155.5

162.4

170.6

179.0

의약품 매출액, GDP 대비(%)

1.17

1.28

1.27

1.25

1.27

1.29

1.32

1.34

1.36

자료: AESGP, Pharma.be, BMI

나. 경제 동향
2018년까지 러시아의 경제는 경기 침체로 인한 부진에서 서서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2018년 실질 GDP 성장률은 약 1.6%로 전망이 되지만, 이를 정점으로 성장률은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19년 1.4%, 2020년 1.3%의 GDP 성장률이 예상됨
- 국제유가 하락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제재 지속에 따른 2014년의 경제악화를 극복,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경제 회복세 유지
- 2019년은 재정긴축정책으로 국가 재정이 안정될 전망이며, 환율은 2018년보다 소폭 평가절상 또는 유지가
전망됨. 국제유가에 따른 경제 안정화 단기간 지속 예상
• 2018년 5월 푸틴 대통령의 공식 취임과 동시에 2024년까지 ‘러시아연방 발전을 위한 국가 목표 및 전략과제’를
대통령령으로 공표하였으며, 혁신성장정책 목표가 다수 포함
- 디지털 경제 육성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데이터 전송·처리·저장 인프라를 마련하고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건, 교육, 농업 등 경제·사회 영역에 디지털 기술 도입
- 자국 산업 보호 정책 및 비관세 장벽 강화로 자원개발 등 전략산업부분에 해외투자 제한, 정부통제하에
부분투자만 제한적 허용 및 외국산 의료제품 등 공공조달참여 제한 제도 시행
• 러시아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독일, 네덜란드 등이며 한국은 8위 규모로 69억불 정도임. 주요 수입 제품은
전기기계, 자동차 및 부품, 석유화학제품 등
- 작은 내수시장으로 인해 소비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며, 천연자원의 부재로 인해 중계무역 등 서비스업이
발달하였음
- 對러시아 한국의 투자는 26억불(누적액)으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액 중 러시아의 비중은 0.7%

다. 주요 질환
러시아는 주변 유라시아 국가와 비슷한 질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히 비전염성 질환의 비중이 큼
• 러시아에서 주요한 질환은 심장관련 질환, 암, HIV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치료제 시장이 중요
• 심장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은 국가로, 이는 낙후된 의료 시스템과 높은 흡연율 및 알코올
소비량에 기인함.
* 러시아 정부는 흡연율 감소 및 음주량 감소를 위해 인식제고 캠페인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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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 관리 기준 향상 및 의약품 진보 및 인구 감소로 인해 DALYs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관상동맥 질환과 뇌졸중에 의한 사망률이 아주 높은 국가로 전체 사망률의 약 1/3, 그 다음으로는 암이 약
1/4을 차지함
* 주요 사망원인(‘17): 관상동맥질환(37.0%), 뇌졸중(21.4%), 심근염(3.7%), 폐암(3.3%), 독감 및
폐렴(2.8%) 등

1

관상동맥 질환
(Coronary Heart Disease)

2 뇌졸중(Stroke)
3

신근염
(Inflammatory/Heart)

4 폐암(Lung Cancers)
5

6

결장-직장암
26.83 인구 십만명당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17)
(Colon-Rectum Cancers)

7 HIV/AIDS

11.7 인구 십만명당 알코올 섭취량(L) (‘17)

8 위암(Stomach Cancer)

59.0:22.8 인구 십만명당 남녀 흡연율(%)(‘17)

9 폐질환(Lung Disease)

71.9세 평균 기대수명(‘16)

독감 및 폐렴
10 자살(Suicide)
(Influenza and Pneumonia)

0.5:9.5 전염성 : 비전염성 질병부담(DALYS)(‘17)

자료 : Worldlifeexpectancy.com., BMI 등

2. 우크라이나
가. 제약시장 동향

우크라이나
제약시장 규모는 2018년 약 31.3억불 규모로, 향후 연평균 6.7% 이상 꾸준히 성장하여
2023년 약 43억불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우크라이나 의약품 지출액은 전체 보건의료 지출의 46.1% 및 GDP의 2.54%가 될 것으로 전망
• 1인당 의약품 지출액은 2015년 약 50.1달러에서 2018년 71.1달러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주변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임. 2023년 100.9달러로 증가 예상
• 2018년 전문의약품의 매출은 총매출의 64.3%, 이 가운데 오리지널의약품은 32.7%, 제네릭의약품은 67.3%
및 OTC의약품은 35.8%가 예상되며, 제네릭의약품과 OTC의약품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 자국 경제의 어려움과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었으나 점차 안정되어 가는 중으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제약산업의 실제 성장률은 약 5% 정도로 보임
- 우크라이나에서의 의약품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및 국가 경제 안정이 이루어진다면
해외 기업들에게도 진출하기 좋은 시장으로 인식
- 다만 거시경제 측면에서의 여러 불안 요소들은 경제적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 불안요소가 될 수 있음

우크라이나는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약시장도 과도기적 상황에 있음
• 제약시장에 대한 개혁은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에서 의약품 비용 지불에 대해 개인 부담률이 75% 이상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 재정을 높여 이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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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2017년 의약품 상환 제도에 대한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의약품 등록과 의약품 품질 관리 절차
전반에 대한 규제 환경 개선을 진행함
• 우크라이나 정부의 보건의료 개혁의 추진으로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제약시장의
잠재적인 성장이 예상됨.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건의료 재정 부담 증가로 인한 시장 변화도 고려해야 할 부분임
- 2019년 1월 우크라이나 보건부는 2020년부터 의약품 상환 정책의 실시 확대를 발표함
- 하지만, 여전히 자금 조달 방식 등 우크라이나의 의료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음
• 우크라이나 제약시장의 경쟁력은 매우 높으며, 다국적기업과 로컬기업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
- 약 600개의 외국 기업들이 시장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제네릭의약품과 일반의약품(OTC)
의 판매를 하고 있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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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IPM, Apteka, Fitch Solutions

[그림 1] 2014-2028 우크라이나 제약시장 추이(의약품 매출)
<표 1> 우크라이나 제약시장 추이
2015

2016

2017

2018e

2019f

2020f

2021f

2022f

2023f

의약품 매출액(10억 달러)

2.24

2.30

2.63

3.13

3.29

3.44

3.73

4.03

4.33

1인당 의약품 소비액(달러)

50.1

51.7

59.5

71.1

75.2

78.9

85.9

93.4

100.9

의약품 매출액, GDP 대비(%)

2.46

2.46

2.33

2.54

2.65

2.57

2.56

2.58

2.58

자료: AIPM, Apteka, Fitch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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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 동향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도전과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에 있음.
• 우크라이나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과의 갈등은 여전히 향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음
- 하지만 대내외적인 갈등은 자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수출 감소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는
더욱 늘어날 것임
• 2018년 12월 우크라이나 정부는 IMF로부터 39억불의 구제 금융을 14개월에 걸쳐 지원받기고 함. 거시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향후 경제 정책에도 폭넓은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이며, 보건의료 및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경제 활동 및 투자
심리 확대를 위한 정책에도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
• 2019년 3월 대통령 선거는 중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구조적인 개혁과 거시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2019년 2월 우크라이나 의회가 EU와 NATO 가입 노선을 명문화 한 개헌안을 승인함
- 친서방 정권을 표방하고 있는 페트로 포로센코 대통령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통령 재선 여부에 따라서
향후 정부 방향성의 변화가 예상됨

다. 주요 질환

우크라이나의
주요 질병은 대부분 심장병 및 암과 같은 비전염성 질환이며, 2016년 가장 높은 DALYs는
심장질환, 암, 근골격계 질환이었음
• 하지만 서유럽에 비해서 전염성 질환율도 높으며, 특히 HIV의 높은 유병율이 문제가 되고 있음
• 당뇨병 환자가 인구의 약 6.5%로 주변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그 증가율이 매우 높아 향후 주요한 질병이 될
것으로 보임. 이는 도시화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 및 비만에 기인함
* WHO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이고, 21.3%가 비만임

• 2016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사망자의 약 13%가 각종 암으로 인한 것이었음. 환자 치료 및 의약품의 부족으로
인해 그 심각성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 HIV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약 22만명이 HIV/AIDS 양성으로 알려져 있음.
- HIV/AIDS는 면역체계 약화로 인해 결핵 등 타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빠른 검진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 심혈관 질환이 남성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사망자의 68% 이상이 순환기 이상으로 인한 질병에 의한 것임.
세계에서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심혈관 비율이 높음
* 주요 사망원인(‘17): 관상동맥질환(53.6%), 뇌졸중(16.0%), 폐암(2.5%), 결장-직장암(2.2%), HIV/
AIDS(1.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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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상동맥 질환
(Coronary Heart Disease)

6 위암(Stomach Cancer)
신근염
(Inflammatory/Heart)

21.17 인구 십만명당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17)
49.4 인구 십만명당 남성 흡연율(%) (‘17)

2 뇌졸중(Stroke)

7

3 폐암(Lung Cancers)

8 폐질환(Lung Disease)

22.0:25.7 인구 십만명당 남녀 비만율(%)(‘17)

9 유방암(Breast Cancer)

72.5세 평균 기대수명(‘16)

10 자살(Suicide)

0.51 65세 이상 남성/여성 비율(‘17)

4

결장-직장암
(Colon-Rectum Cancers)

5 HIV/AIDS

자료 : Worldlifeexpectancy.com., BMI 등

Ⅱ

제약시장 분석

1. 러시아
	(최신동향) 러시아 정부는 제네릭 장려 등을 통한 국가 재정의 안정과 제약바이오 산업의 발전, 그리고 국가
보건의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
- 2018년 12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2021년까지 3% 이상의 경제
성장률 유지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보건의료 분야가 그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
- 2018년 12월 러시아 내각은 2019년 부가가치세(VAT)율을 18%에서 20%로 올려서 마련한 재정을 보건의료
분야에 할당할 것이라고 약속함
- 2018년 11월, 러시아 보건부는 2023년까지 의약품 상환제도를 도입할 것이며, 2016년부터 만들고 있는
초안을 2019년에 마무리하고자 함. 이에 대한 시범 사업을 2020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음
- 2018년 7월 푸틴 대통령은 2024년까지 암센터의 건설 및 보수에 146억불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 러시아
정부는 암의 조기진단 비율을 현재 30%에서 50~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

	(주요정책) 러시아는 ‘Pharma 2020 정책’을 통하여 자국의 의약품 생산을 확대하고 수입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러시아의 정부의 ‘Pharma 2020 정책’은 의약품 자국 생산 증가와 주변 CIS 국가로의 의약품 수출 증가 등의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이 정책은 러시아의 의약품 자급도 충족 및 통화 변동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해외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자국의 의약품 수출 증가를 위한 정책은 현재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Pharma 2030
정책’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이 정책은 Phamra 2020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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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Pharma 2020 정책>
• 러시아 푸틴(Putin) 대통령은 ‘Pharma 2020 정책’을 제시하면서 러시아 제약산업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지속적으로 변혁하기 위해 노력함.
     - 자국 내 필수의약품을 자급자족하고 수출을 촉진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4년 이후 유가 하락, 루블화 평가절하로 인한 수입의약품 가격 상승 등으로 더욱 주목받음
     - 이 계획은 3단계로 나뉨
       · 1단계(2009∼2012) : 러시아 의약품 생산 및 개발 현지화 추진. 새로운 생산설비 투자.
       · 2단계(2013∼2017) : 자국 생산 의약품 개발. 제네릭의약품 수입 대체 및 의약품 자급 추진.
       · 3단계(2018∼2020) : 의약품 수출 확대 및 수입 대체를 위한 혁신 신약 개발
     - 자국 의약품 시장점유율 2010년 22%에서 2020년 50%, 필수의약품의 90% 대체를 목표로
제시하고 의약품 수출도 2010년 2.8억불에서 2020년 13억불을 목표로 함
• 지나친 자국 중심의 산업 발전 추구, 국가의 규제 및 정부입찰 개입으로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몇 번의 입법 변경이 되었음
     - 2015년 12월에 러시아연방 입법개정안(No.389-FZ)이 승인되어 2016년에 외국 제약업체가
해외에서 생산된 의약품이라도 러시아 내에서 포장된 경우는 현지 기업으로 정의하도록 함
     - 그러나 2017년부터는 반드시 완제의약품으로 생산되어야지만 자국 기업으로 간주함
     - 정부 의약품 입찰에도 외국 기업 참여가 어려운데, 자국 제품이 2개 이상 입찰에 참가할 경우 외국
제품은 자동으로 배제됨. 이는 결국 외국 다국적 기업의 현지 생산시설을 운영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가지고 옴(‘Three’s a crowd’ rule)
     - 2017년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정부 의약품 입찰시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는 25%의 가격선호도를 주도록 하였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 러시아 정부의 보호무역적 정책의 결과로 자국의 제약산업은 상당히 성장했으며, 다국적 기업들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의 시장 확보를 위해 투자를 했음
     - 러시아 산업부에 따르면, GMP 기준의 새로운 제약공장이 건설되었으며, 이 중 7개가 해외 다국적
기업에 의해 세워졌음
     - 78개의 해외 제약기업이 러시아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일부 제품을 현지화하였음.
     - 러시아 의약품 생산 능력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7년 9월 기준 러시아 생산 의약품의 비율은
32%, 필수의약품의 경우는 83%로 나타남
     - 2018년 이후 3차 단계에서는 연구 중심으로 발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의약품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Pharma 2020 정책’을 기반으로 Pharma 2030을 준비하고 있으며, 글로벌 관점에서
러시아 의약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음
     - 2018년 2월 러시아 정부는 Pharma 2030의 주요 목표는 혁신 의약품의 개발 및 발전에 있다고
발표함. 이 계획의 목표로 2024년 의약품 수출액 30억불을 제시함.  
• 한국 기업은 러시아의 이러한 제약산업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맞는 미래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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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러시아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다른 신흥국에 비하여 비효율적이며, 러시아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2018년 블룸버그 헬스케어 효율성지수(Bloomberg Healthcare Efficiency Index)에 따르면, 러시아는
1인당 보건의료 지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대 수명과 보건의료 시스템 순위가 55개 국가 중 53위를 차지
- 러시아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대 수명이 높지 않음. 2015년 평균 기대
수명이 70.9세 였으며, 특히 남성의 기대 수명이 65.3세에 불과했음
- 2018년 8월 러시아 보건부는 2020년까지 4,100만불의 연방 예산을 투자하여 러시아의 생활 방식을 향상시킬
계획을 제안했음. 이 예방 의료 캠페인을 통해 만성질환 유병율을 줄여 의료 시스템에 주는 부담을 줄이고자 함
- 러시아 주요 질환은 심장병, 뇌졸중, 암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이며 질병 부담이 가장 큰 질환은 심혈관 질환임.
최근 HIV의 발생률이 높이지면서 전염성 질병에 대한 국가 부담이 커지고 있음.
- 러시아의 수입의약품 시장은 Roche, Sanofi 등의 다국적 제약회사의 의해서 주도되고 있으며, 자국의
제약기업은 주로 제네릭의약품 시장에 주력하고 있음. 보호무역 정책을 우회하기 위한 다국적기업과의 파트너십
채결을 통해 특허 제품을 생산을 허가 받고 있음

	(전문의약품) 2017년 러시아 전문의약품 시장은 125억불 규모이며, 2023년까지 연평균 6.2%로
증가하여 169억불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 2017년 전문의약품(처방약) 매출액은 전체 제약시장의 61.3%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8년에는 67% 수준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
- 질병부담 증가 및 보건의료접근성 향상은 전문의약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질병부담의 증가에 따른 급증하는 의약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로써 가격이 저렴한 처방의약품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
- 그간 러시아의 수입대체정책은 자국 제약산업에 상당한 투자를 촉진시켰으나, 취약한 규제 환경과 기술전문성의
결핍으로, 대부분의 투자는 제네릭의약품 생산에 집중되어 있음
* 수입대체(Import Substitution): 수입에 의존하던 재화나 서비스를 국내에서 생산함으로써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것

• 향후 전문의약품 시장은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제약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나, 오리지널보다는 주로 제네릭 중심의 성장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
- 혁신의약품 부문은 정부의 통제 증가 및 의약품 인허가 지연 등의 장애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 제네릭의약품 부문은 판매량과 매출액 기준으로 오리지널 시장을 잠식하며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통해
의약품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비용면에서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 시킬 것으로 예상
<표 2> 러시아 전문의약품 시장 전망
2015

2016

2017

2018e

2019f

2020f

2021f

2022f

2023f

전문의약품 매출 (10억 달러)

9.38

9.83

12.48

12.52

13.31

14.34

15.13

16.02

16.92

총 매출 대비, 전문의약품 매출(%)

58.9

59.9

61.1

62.3

63.3

64.1

64.9

65.5

66.0

자료: AESGP, Pharma.be,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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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널의약품) 2018년 러시아 오리지널의약품 시장은 40.6억불 규모이며, 2023년까지 연평균
3.3%로 증가하여 47.8억불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 2018년 오리지널(특허)의약품 매출액은 전문의약품시장의 약32.4%, 전체 제약시장의 약 20.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제약시장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신흥 제약시장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의약품의 사용은
비교적 낮게 유지되고 있음
- 오리지널의약품 시장 규모는 제네릭 및 OTC의약품 시장에 비해 작으며, 이는 주로 정부의 고부가가치
의약품에 대한 지불용의 낮음 및 소비자 입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높은 가격 때문
* 2018년 전문의약품의 매출은 총매출의 62.3%, 이 가운데 오리지널의약품은 20.2% 및 제네릭의약품은 42.1%
그리고 OTC의약품은 37.7%를 차지하였음
* 정부는 오리지널의약품 구매를 위해 제한적인 기금을 제공하고 있음

• 오리지널의약품 시장은 향후 2028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의 제네릭 처방 장려 정책
및 규제 환경의 변화 등은 이러한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향후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처방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로
제네릭을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라 오리지널 시장은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잠식될 것으로 전망
* 전문의약품 대비 오리지널 매출(%): 32.4%(‘18) → 28.3%(’23) Vs 제네릭 매출: 66.5%(‘18) → 71.7%(’23)
* 전체 매출 대비 오리지널 매출(%): 20.2%(‘18) → 18.7%(’23) Vs 제네릭 매출: 42.1%(‘18) → 47.3%(’23)

- 러시아의 빈번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절차적 투명성 및 신뢰도 감소를 초래하여, 향후 제약부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취약한 지재권 보호 및 의약품 등록·입찰시장에 대한 정부 간섭·통제 증가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러시아內 시장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표 3> 러시아 오리지널의약품 시장 전망
2015

2016

2017

2018e

2019f

2020f

2021f

2022f

2023f

오리지널 매출 (10억 달러)

3.20

3.31

4.05

4.06

4.21

4.42

4.54

4.67

4.78

전문의약품 대비, 오리지널 매출(%)

34.1

33.6

32.9

32.4

31.7

30.8

30.0

29.1

28.3

총 매출 대비, 오리지널 매출(%)

20.1

20.2

20.3

20.2

20.0

19.8

19.4

19.1

18.7

자료: AESGP, EGA, Pharma.be, BMI

	(제네릭의약품) 2018년 러시아 제네릭의약품 시장은 85억불 규모로 예상되며, 2023년까지 연평균
7.5%로 증가하여 121억불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 2018년 제네릭의약품 매출액은 전문의약품시장의 약67.6%, 전체 제약시장의 약 42.1%를 차지하였음
- 러시아 제네릭의약품 시장은 전체 의약품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전체 제약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정부는 저렴한 제네릭의 대량 공공조달을 통한 구매를 선호하고 있으며, 러시아內에서는 저가의약품 사용 및
자가치료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러시아의 최근 3년간 저유가로 인한 경기 침체(‘14~‘16) 및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비싸서 구매할 수 없는 정도인
수입된 혁신의약품의 높은 가격 등의 영향으로, 제네릭 처방은 더욱 장려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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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제네릭 처방 장려 정책은 장기적으로 제네릭의약품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건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적정가격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
- 러시아內 취약한 특허권 보호 환경 및 의약품 허가 지연 등은 혁신의약품의 러시아 시장 진입에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계속 유지되어, 제네릭의약품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제네릭의약품은 향후 10년간 오리지널 시장을 잠식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표 4> 러시아 제네릭의약품 시장 전망
2015

2016

2017

2018e

2019f

2020f

2021f

2022f

2023f

제네릭 매출 (10억 달러)

6.18

6.53

8.34

8.47

9.10

9.92

10.59

11.36

12.14

전문의약품 대비, 제네릭 매출(%)

65.9

66.4

67.1

67.6

68.4

69.2

70.0

70.9

71.7

총 매출 대비, 제네릭 매출(%)

38.8

39.8

41.0

42.1

43.2

44.3

45.4

46.4

47.3

자료: AESGP, EGA, Pharma.be, BMI

	(일반의약품) 2018년 러시아 일반의약품 시장은 75.7억불 규모이며, 2023년까지 연평균 2.9%로
증가하여 87.2억불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 2018년 OTC의약품 매출액은 전체 제약시장의 약 37.7%를 차지하였으며, 향후 러시아 시장內 상당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차지할 것으로 전망
- 러시아 OTC시장은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제약시장에서 제네릭 시장 규모에 견줄 만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리지널의약품 시장의 약 2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2
 017년 전체 매출 중, 오리지널의약품은 20.3% 및 제네릭의약품은 41.0% 그리고 OTC의약품은 38.7%를 차지하였음

- 저렴한 가격, 이용편의성 및 자가치료 선호현상 등은 OTC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처방의약품에 대한 상환제도의 보장범위가 제한적인 점과 함께, 병원 내원시 드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문화적으로
자가치료를 선호하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OTC 부문은 전체 제약시장 매출 대비 40% 수준을 상회하며 크게 성장하였으며, 이는
경기침체가 러시아 국민으로 하여금 더 많은 자가치료를 유도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총 매출 대비 OTC 매출(%): 41.1%(‘15) → 40.1%(’16) → 38.9%(’17) → 37.7%(’18)

• 러시아의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 소비의 성장 및 의약품 상환제도의 보장 확대는 장기적으로 OTC의약품
시장점유율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
- 물가하락 및 비용 측면에서 보건의료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자가치료에 대한 수요 감소로, OTC의약품 매출
성장은 장기적으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표 5> 러시아 일반의약품 시장 전망
2015

2016

2017

2018e

2019f

2020f

2021f

2022f

2023f

OTC 매출 (10억 달러)

6.54

6.58

7.81

7.57

7.72

8.02

8.20

8.45

8.72

총 매출 대비, OTC 매출(%)

41.1

40.1

38.9

37.7

36.7

35.9

35.1

34.5

34.0

자료: AESGP, EGA, Pharma.be,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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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현황) 러시아 의약품 시장의 선도 기업읜 Sanofi-Aventis, Bayer AG, Pharmstandard 등이 있으며,
러시아 내 약 900개의 제조업체가 활동 중
• 글로벌제약협회(AIPM)에 소속된 글로벌 제약기업은 64개이며, 이러한 기업들은 ‘Pharma 2020 정책’의
영향으로 러시아 내에 생산시설에 투자를 많이 했음
• 로컬 제약기업의 경우는 다국적 대기업과의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등을 수입하거나 신약에
대한 특허권을 양수받아서 판매하고 있음
- 러시아는 ‘Pharma 2020 정책’에 따라 수입 제품을 점차 줄이고 있고 직접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이 쉽게 진출하기는 어려움

2.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수는 기회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최근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고령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인구 감소는 잠재적인 시장 성장에 부정적인 요소이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는 시장성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음

	(규제 및 일반) 우크라이나 의약품관리국(SMDC)는 의약품에 대한 품질, 안전 및 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및 보건부 법령에 따라 운영됨
• 2011년 1월 우크라이나는 PIC/S 회원국으로 가입했음. 이는 의약품 규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해외
제약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음
- 해외 제조 의약품에 대한 등록,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국제 인증 등을 용이하게 함
• 2016년 10월 보건부는 자국 제약산업의 개혁을 위한 3단계를 제시함
- 자국의 의약품 품질 개선·합리적 사용·의약품 재정 확보·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국가 의약품 정책 수립,
필수 의약품의 목록 작성, 참조가격제를 도입한 의약품의 적정 가격 평가임
- 이에 따라, 필요한 해외 의약품의 구입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의약품 상환 제도의 개혁을 통해 의약품
보급의 확산을 꾀하고 있음
- 2016년 11월에 국가의약품 목록을 승인하여 고령화 등에 따라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천식, 제2형 당뇨병 등
21가지 질병 목록을 제시함
• 의약품 정부 조달시스템의 경우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해외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음
- 2016년 4월 보건당국은 중앙집중식 구매조직을 통해 전국적 규모의 대규모 의약품 구매와 이를 통한 의약품
가격 할인을 3단계로 추진하기로 함
- 이를 위해 2016년 법적 정의 및 제도적 입법 체계를 구성하고(1단계), 2016~17년 조직 및 임원 구성,
의약품 조달에 대한 권한 실행(2단계), 2018년 UNICEF에서 중앙구매기구(CPO)로의 구매 전환 진행함
- 이 방식은 다국적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으로 인해 압박을 가해 이익을 감소시키지만, 우크라이나 의약품
시장에서의 매출은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어 장기적으로 현대적인 조달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임
• 2016년 5월 31일 의회의 결정에 따라, 해외에서 승인된 의약품에 대한 등록 절차가 단순화 됨
-미국, 스위스, 일본, 호주, 캐나다와 EU에 등록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당국에서 전체적인 평가는
필요가 없음
* 모호한 문구가 있지만, 의약품 등록이 약 10일로 단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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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은 다국적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으나, EU와 우크라이나 협회 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음
* 궁긍적으로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의약품 허가 단순화 정책은 부정적임

	(보건의료) 2017년 12월에 서명된 우크라이나 보건의료 개혁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운 긍정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 2019년 1월 우크라이나 국민건강보험(NHS)은 지방에서의 효과적인 개혁 추진을 위해 5개의 새로운 지역
사무소를 열 것이라고 발표함
- 2018년 12월 국민건강보험은 2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19년 7월부터 58개의 진단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상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함
-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추가적인 의료서비스가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인의 과도한 의료부담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2018년 8월 새로운 국민건강보험의 시행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지연과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의료시스템은 비집중화되어 있어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하지만 27개의 지방
보건행정기구에 의해서 예산이 운영됨
- 보건의료 예상은 주로 세금에 의한 것이지만, 1인당 소득액이 낮아 전체 예산을 감당할 수 없음. 특히 유가
하락 및 자국 화폐 평가절하가 있었던 2014~16년에 보건의료 재정이 매우 어려웠음

	(전문의약품) 2018년 우크라이나 전문의약품 시장은 약 20억불 규모로 예상되며, 2023년까지 연평균
7.8%로 증가하여 29억불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 2018년 전문의약품(처방약) 매출액은 전체 제약시장의 64.3%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 비율을 10년간
계속 증가하여, 2028년에는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문의약품 시장은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과 맞물려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임
- 2017년 4월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천식 등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보상 프로그램(Affordable Medicine program)을 도입함. 이 목록은 향후 개혁의 진행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가의 혁신의약품이나 신약보다는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중심이 될
것이며, 시장도 제네릭의약품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표 2> 우크라이나 전문의약품 시장 전망
2015

2016

2017

2018e

2019f

2020f

2021f

2022f

2023f

전문의약품 매출 (10억 달러)

1.44

1.45

1.68

2.01

2.14

2.24

2.46

2.68

2.92

총 매출 대비, 전문의약품 매출(%)

64.2

63.2

63.8

64.3

65.0

65.3

66.0

66.5

67.5

자료: AIPM, Apteka, Fitch Solutions

13

보건산업브리프

	(오리지널의약품) 2018년 우크라이나 오리지널의약품 시장은 6.6억불 규모로 전망되며, 2023년까지
연평균 9.4%로 증가하여 10.3억불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우크라이나 제약시장에서 오리지널의약품의
비중은 크지 않으나 점진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됨.
• 2018년 오리지널(특허)의약품 매출액은 전문의약품시장의 약 32.7%, 전체 제약시장의 약 2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우크라이나 제약시장은 동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오리지널의약품의 비중이 낮으며, 이는
낮은 1인당 의약품 지출액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정부의 의료개혁 및 보험제도 변화도 제네릭의약품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서 오리지널의약품의 비중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특허권 등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특허를 받은 의약품 위주로 시장을 진출을
추진하는 다국적 제약기업에게는 더욱 어려운 환경이 될 것임
- 하지만 향후 새로운 혁신의약품, 오랜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 등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오리지널의약품에 대한 필요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표 3> 우크라이나 오리지널의약품 시장 전망
2015

2016

2017

2018e 2019f

2020f

2021f

2022f

2023f

오리지널 매출 (10억 달러)

0.41

0.43

0.55

0.66

0.71

0.76

0.85

0.94

1.03

전문의약품 대비, 오리지널 매출(%)

28.6

29.6

32.5

32.7

33.1

33.7

34.5

35.0

35.2

총 매출 대비, 오리지널 매출(%)

18.4

18.7

20.7

21.0

21.5

22.0

22.8

23.3

23.8

자료: AIPM, Apteka, Fitch Solutions

	(제네릭의약품) 2018년 우크라이나 제네릭의약품 시장은 14억불 규모로 예상되며, 2023년까지 연평균
7.0%로 증가하여 19억불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 
2018년
제네릭의약품 매출액은 전문의약품 시장의 약67.3%, 전체 제약시장의 약 43.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전통적으로 우크라이나 제약시장은 제네릭의약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최근 정부의 보건의료
개혁으로 인해 그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임
<표 4> 우크라이나 제네릭의약품 시장 전망
2015

2016

2017

제네릭 매출 (10억 달러)

1.02

1.02

1.13

1.35

전문의약품 대비, 제네릭 매출(%)

71.4

70.4

67.5

총 매출 대비, 제네릭 매출(%)

45.8

44.5

43.1

자료: AIPM, Apteka, Fitch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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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e 2019f

2020f

2021f

2022f

2023f

1.43

1.49

1.61

1.74

1.89

67.3

66.9

66.3

65.5

65.0

64.8

43.3

43.5

43.3

43.3

43.3

43.8

	(일반의약품) 2018년 우크라이나 일반의약품 시장은 11.5억불 규모이며, 2023년까지 연평균 4.7%로
증가하여 14.1억불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 2018년 OTC의약품 매출액은 전체 제약시장의 약 35.8%를 차지하였으며, 시장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우크라이나에서 OTC시장은 중요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가 넓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함
- 의료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자가 치료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어 전체 시장에서 OTC의약품의 비중이
줄어들 것임
<표 5> 우크라이나 일반의약품 시장 전망
2015

2016

2017

2018e

2019f

2020f

2021f

2022f

2023f

OTC 매출 (10억 달러)

0.80

0.84

0.95

1.12

1.15

1.19

1.27

1.35

1.41

총 매출 대비, OTC 매출(%)

35.8

36.8

36.2

35.8

35.0

34.8

34.0

33.5

32.5

자료: AIPM, Apteka, Fitch Solutions

	(기업현황) 우크라이나 제약시장은 다국적제약사들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자국의 기업들은 저가의
제네릭의약품 및 비타민을 주로 생산하고 있음
• 자국

기업들의 대부분 1990년대에 민영화되었고, 몇몇 회사는 주정부 산하에서 백신, 인슐린 등을 공급하고 있음
• 비영리, 비정부조직인 국제의약품제조협회(AIPM)가 2009년 설립되었으며, 2018년 13개의 제약기업이
혁신의약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소속 기업 : Acino Pharma, Bayer Healthcare, Berlin-Chemie, Bionorica, Egis, EVER Neuro
Pharma, GSK, Ipsen, Orion Pharma, Sopharma Pharmaceuticals, Stada CIS, Teva
• 최근 동유럽 및 인도 제약기업들이 많이 진출하였으며, 약값의 대부분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따라
오리지널의약품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함
- 그럼에도 대형 다국적 제약기업이 우크라이나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음
- 특히 Stada, Gedeon Richter, Egis, Teva, Krka, Novartis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Ranbaxy,
Dr.Reddy와 같은 인도 제네릭제조업체도 시장을 상당히 점유하고 있음
- Roche는 로컬기업인 Lumier Pharma와 합작투자 형태로 진출하여 Rituximanb 및 Transtuzumab을
생산하고 있음. Eli Lilly는 Farmak과 계약하여 재조합 인슐린을 생산하고 있음
• 자국의 로컬 기업들은 저가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의 2/3을 차지하고 있음. Kyive, Lviv,
Kharkiv 등의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음
- 시장이 파편화되어 있고, 외국 제네릭의약품 진입 장벽이 낮아서 해외 수입의약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편이며, 자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해외기업의 생산시설 투자 등은 많지 않음
• 주요 자국 기업으로는 약 6.5%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Farmak社, 다양한 제네릭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Arterium Corporation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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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무역환경

1. 러시아
가. 제약시장 SWOT 분석

장점
- 중·동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제약시장

약점
- 정부의 약가, 상환 및 구매 정책이 복잡하고

-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1인당

불투명함에 따라, 정책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질병부담은, 만성질환의약품에 대한 상당한

- WTO 가입에도 불구하고 지재권 보호가 특히

수요를 제공하고 있음
- 2012년 8월 WTO 가입을 통해, 시장 진입 장벽
완화 및 지재권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취약하며, 이와 관련된 지재권 환경의 개선 속도가
더디고 있음
- 건강보험재정 규모가 충분하지 않음
- 산업에 대한 수입대체와 보호부역 주의의 양면성

기회

위협

- 예측되는 인구증가율을 고려할 때, 큰 시장 성장

- 정부 간섭, 부패 및 환율변동성 등과 같은 거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소비자의 낮은 구매력과 정부의 의약품 지출 비용
억제 조치로 인해, 제네릭의약품시장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 빠르게 증가하는 H I V 양성 인구는, 항 H I V
치료제에 대하 미충족 수요를 보여주고 있음

위험이 존재함
- 특허법 등 각종 규정이 취약하고 법률비용이
비싸며,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수 있음
- 러시아內에서 생산된 의약품 비율을 증가시키려는
조치는, 수출기업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음
- 미국과의

관계 및 세계 정세에 따라 향후 무역보복
조치 등이 실행될 경우, 의약품 등의 수출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제네릭

처방을 증가시키려는 조치는, 가격이 저렴한
위조의약품 제조 및 유통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

자료 : BMI, KHIDI 재가공

나. 의약품 수출입 현황
	(수출) 러시아 의약품 수출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7.3억불이며, 2023년에는 15.2억불로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 약 15.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러시아의 주요 수출 교역국에는, 우크라이나(1.29억불), 카자흐스탄(1.26억불), 벨라루스(0.95억불),
우즈베키스탄(0.71억불) 및 키르기스스탄(0.28억불) 등이 포함됨(‘17, ITC)
* 뒤를 이어, 아제르바이잔(0.19억불), 라트비아(0.19억불), 리투아니아(0.18억불), 몰도바(0.16억불) 및
한국(1664만불, 10위)이 차지하고 있음

- 러시아연방 산업무역부 장관 Denis Manturov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동안 의약품 수출은 전년대비
23.5%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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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rovax社의 경우,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동유럽시장을 공략하여,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의약품 수출이 매출액 기준으로 59% 및 판매량 기준으로 81% 성장하였음
* Petrovax社는 러시아 주요 의약품 제조기업으로, Pfizer 및 Boehringer Ingelheim 등 주요 다국적 제약기업과
라이센싱 및 현지화 등과 관련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향후 의약품 수출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의약품 수출 확대 정책 및 인접한 CIS 및 중앙아시아 시장,
특히 우크라이나 및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한 의약품 수요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 러시아의 의약품 수출 성장은 기존 ‘Pharma 2020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현재 Pharma 2030 정책의 주요
이슈로서 논의되고 있음
* Pharma 2030의 주요 아젠다로서, 의약품 수출 확대 정책 기조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러시아內 의약품 생산 확대는, 내수시장 및 급성장하고 있는 인근 CIS 국가로 의약품 공급 및 수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수출 교역국인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은, 향후 몇 년간 높은 의약품 시장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특히 러시아 제약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네릭의약품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수입) 러시아 의약품 수입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103억불 규모이며, 2023년에는 127억불로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 약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러시아의 주요 수입 교역국에는, 독일(22.6억불), 프랑스(9.4억불), 미국(7.8억불), 이탈리아(6.5억불) 및
영국(5.9억불) 등이 포함됨(‘17, ITC)
* 뒤를 이어, 인도(5.6억불), 스위스(5.6억불), 헝가리(4.3억불), 네델란드(3.9억불) 및 슬로베니아(3.7억불)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2235만불)은 37위 순위로서 미미한 수준임

- 러시아 정부는 ‘Pharma 2020 정책’을 통해 심화되고 있는 의약품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러시아의 의약품 수출 확대 정책은, 의약품 생산역량 강화를 촉진하고 자국 생산을 확대하여, 향후 의약품
수입 의존도를 점차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
* 2017년 의약품 생산역량은 전년대비 12% 상승하였음
* 필수의약품(VED) 자국 생산 비율(%): 76.8(‘16) → 84.0(‘17) → 90.0(‘18, 추정)
<표 6> 러시아 의약품 수출입 현황 및 전망
2016

2017

2018e

2019f

2020f

2021f

2022f

2023f

의약품 수출

589

683

733

823

949

1,088

1,266

1,519

의약품 수입

8,489

10,362

10,330

10,760

11,375

11,780

12,241

12,671

△7,900

△9,679

△9,597

△9,937 △10,426 △10,692 △10,975 △11,152

의약품 무역수지

자료: United Nations Comtrade Database DESA/UNSD, BMI, 단위: 백만 달러

17

보건산업브리프

2. 우크라이나
가. 제약시장 SWOT 분석

장점

약점

- 고령
 인구 확대 및 관련 질병은 증가로 의약품 수요 증가

- 주변 국가에 비해 1인당 의약품 소비가 낮음

- 주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크고 시장과 인구

- 의약품 규제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았으며, 급격히

-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진입장벽이 높지 않음

변화하고 정부 입찰 절차도 투명성과 효율성이 부족함
- 국내 특허법 수준이 국제 표준에 미치지 못함
- 의약품

소비가 주로 제네릭의약품과 OTC 제품에 제한됨

기회

위협

- 정부의 보건의료 개혁의 추진은 헬스케어 산업의

- 부패한

사법 체계, 경찰 정책은 특허법의 집행을 방해

접근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제한된 소비력 및 치료에 대한 요구 증가는 저가
중심의 제네릭의약품의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
- 새롭고 현대적인 미충족 의약품에 대한 필요성이

할 수 있음
-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충돌로 인한 불안정
- 자국 산업의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주의적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 제약기업들에게 새로운
제품 출시의 기회가 될 것
- WTO 가입과 새로운 개혁 추진으로 의약품 관세
철폐,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 감소로 수입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
자료 : BMI, KHIDI 재가공

나. 의약품 수출입 현황
	(수출) 러시아 의약품 수출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1.99억불로 예상되며, 2023년에는 3.91억불로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 약 1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 교역국에는, 우즈베키스탄(0.26억불), 러시아(0.29억불), 벨라루스(0.20억불),
카자흐스탄(0.19억불) 및 몰도바(0.13억불) 등 주로 CIS 국가들이이 포함됨(‘17, ITC)
* 뒤를 이어,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라트비아 등이 차지하고 있음

- 자국 화폐인 흐리브냐(hryvnia)의 약세로 수출과 수입에 큰 영향을 미쳤음.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국 시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음
- Farmakx社의 경우, 20여개 국으로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매출의 30% 이상을 수출을 통해 만들어 내고
있음.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에 오피스를 두고 있음

	(수입) 러시아 의약품 수입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20.3억불 규모이며, 2023년에는 32.3억불로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 약 9.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러시아의 주요 수입 교역국에는 독일(3.3억불), 프랑스(1.4억불), 인도(1.3억불), 미국(1.0억불) 및
이탈리아(1.0억불) 등이 포함됨(‘17, ITC)
* 뒤를 이어,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스위스 순이며, 한국은 740만불 수준으로 33위 순위로서
미미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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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록에 대한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미국, 스위스, 일본, 호주, 캐나다 및 EU에서의 의약품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주요

의약품 수입이 대부분 유럽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러시아로부터의 의약품 수입은 급격히 줄어들었음
<표 6> 우크라이나 의약품 수출입 현황 및 전망
2017

2018e

2019f

2020f

2021f

2022f

2023f

의약품 수출

186

199

210

245

272

324

391

의약품 수입

1,710

2,027

2,153

2,302

2,587

2,901

3,233

△1,524

△1,828

△1,944

△2,067

△2,315

△2,577

△2,842

의약품 무역수지

자료: United Nations Comtrade Database DESA/UNSD, Fitch Solutions, 단위: 백만 달러

Ⅳ

제약시장 진출현황 및 전략

1. 러시아
가. 한국 제약기업 러시아 진출 현황
2017년 對러시아 의약품 수출액은 약 3,085만불 규모로 28위의 수출국이며, 원료 및 완제의약품이
골고루 진출하여, 최근 4년간 10.8%의 高성장률을 기록

<국내 제약사의 러시아 제약시장 주요 최근 진출 현황>
• 크리스탈지노믹스, 러시아 PharmArtis International과 진통소염제 ‘아셀렉스’의 10년간 1억
574만불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18)
• 한국유나이티드, 소염진통제 ’클란자CR정‘ 글로벌 제약사 TEVA를 통해 러시아 출시(’19)
• 동아쏘시오홀딩스, 러시아 파머신테즈社와 의약품 공급확대, 현지 영업망, 생산시설 등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17)
• 이수앱지스, R-Pharm社와 고셔병치료제 ’애스서틴‘ 러시아·유라시아 10개국 공급계약 체결(’17)
• 일양약품, 역류성식도염 신약 ‘놀텍’ 2,200억원 규모 수출 계약(‘16), 백혈병치료제 ‘슈펙트’ 145억원
규조 수출 계약(‘14)
• 동아ST, 당뇨병치료제 신약 ’에보글립틴‘ 기술수출(’15)
• 셀트리온 ‘램시마’ 시판허가 승인(‘15)
• 인트론바이오, 러시아 LLC DARLEKS社와 박테리아치료제 기술수출(’15)
자료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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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對러시아 의약품 수출 현황
구분

수출액(천불)

2014

2015

2016

2017

원료

완제

원료

완제

원료

완제

원료

완제

21,102

6,790

14,583

7,663

18,849

11,136

15,633

15,214

27,892

22,246

29,985

30,847

자료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Facts & Survey Report, 2017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KHIDI 재가공

나. 러시아 제약시장 진출 전략
	(제네릭 현지화 전략) 러시아 제약시장은 큰 인구수에 기반하여 잠재적인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1인당
의약품 소비가 아직까지 높지는 않음. 하지만 시장이 제네릭의약품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제약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
• 하지만 현지 생산 등의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제네릭의약품 시장의 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은 현지화 전략으로 진출하고 있음.
- J&J는 러시아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2010년에 ‘‘Pharma 2020 정책’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러시아 파트너 및 현지화 전략을 주진함. 러시아를 기반으로 중앙아시아, 동유럽까지 진출
- Novartis의 경우 2017년 7월 St Petersburg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여 Sandoz의 제네릭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변 국가로 수출을 하고 있음
- Roche는

1991년부터 Moscow, St Peterburg와 Novosibirsk에 현지 법인을 운영하였으며, 현지 러시아
기업과 많은 파트너 계약을 체결함. 이를 통해 러시아 연구소와 공동 연구 형식의 R&D 투자 및 임상시험을 진행
• 한국 제약기업의 경우, 러시아 현지의 생산시설 설립 등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므로 다수의
한국 기업간의 컨소시엄 형태로 현지 공장을 설립하거나 현지 생산 시설을 인수 하는 형식이 가능성이 있음
- Teva, Sandoz, Gedeon Richter, Krka 등 대형 글로벌 제네릭기업이 러시아에 제조사를 두고 있으며,
러시아 투자의 중요한 부분이 제네릭의약품임. 이는 러시아의 제약산업 기술 수준이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특허권 보호 측면에서도 여전히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임.
- 2018년 7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Sun Pharma, Hetero Labs, Advance Pharma 등 인도의 대형
제약기업이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의약품 제조시설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고 함

	(품목 선정) 러시아는 국토가 넓지만 큰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높은
사망률과 낮은 출산율로 인해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
• 상대적으로 고령인구가 적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만성질병의 치료제에 대한 수요 및 전망은 좋지 않음.
- 따라서 현재 러시아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품목은 항암제, HIV 치료제, 신경면역질환 치료제,
희귀의약품 등의 혁신의약품임
- 2017년 9월 AstraZeneca는 심장 혈관 질환, 당뇨병 및 암 치료를 위한 혁신 의약품 생산을 위한 Kaluga
공장 설립 및 생산 시작
- 2018년 7월 AbbVie는 러시아 제약기업 R Pharm과 HIV치료제 Kaletra의 현지 생산 계약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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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Takeda는 Yaraslavl에서 다발성골수종 약물인 Ninlaro 생산라인의 개통을 발표함. 이 약물은
러시아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음
• 한국의 경우 항암제 신약 품목은 많지 않지만,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중에 항암제의 비율이 가장 큰 점을
고려한다면, 이후 항암제 해외 진출에 있어서 러시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지 기업과의 조인트벤처 설립, 현지 임상시험, 공동연구 등의 형식으로 개발 단계부터 러시아 지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아시아 및 동유럽권으로 확대 전략 추진 가능
- 2015년 러시아 정부는 희귀질병(Orphan diseases)에 대한 개념을 제정했음. 이는 제약 기업에게 중요한
함의를 주며, 향후 이 약물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기술이전) 러시아는 향후 새로운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하여 기술이전을 통한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혁신의약품의 제네릭 제품에 대하여 현지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진출이 가능함
• 최근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혁신 의약품에 대하여 현지화 전략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장을 선점해 왔음
- 2018년 8월 미국은 Gilead는 러시아 로컬 기업인 Pharmastandard社와 계약을 맺고 C형 간염치료제
Sovaldi와 HIV치료제 Truvada에 대하여 기술이전 및 판권을 넘김. Pharmastandar는 자사의 공장에서
생산 후 판매할 예정
- 한국 제약기업 중 신약이나 개량신약 등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기술이전을 통한 현지 생산의
형태로 진출이 가능함
• 현재 러시아는 ‘Pharma 2020 정책’ 중 3단계에 있으며, 수입 대체를 위한 혁신신약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따라서 기술 이전을 통한 러시아 시장 진출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임

2. 우크라이나
가. 한국 제약기업 우크라이나 진출 현황

2017년
對우크라이나 의약품 수출액은 약 535만불 규모로 56위의 수출국이며, 원료 및 완제의약품이
골고루 진출하여, 최근 4년간 10.8%의 高성장률을 기록
•한국 제약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제약업체 혹은 다국적 제약기업 등과 제품 수출, 임상시험 및 기술수출 등을
통해 협력 중

<국내 제약사의 우크라이나 제약시장 주요 최근 진출 현황>
• 대웅제약, SC Fitfarm社와 바이오의약품 수출 공급을 위한 전략적 제휴 양해각서 체결(‘14)
• 대웅제약, 성장호르몬 ’케어트로핀‘과 전용주사기 제품 수출(’14)
• 동아ST, 게로팜社와 자체개발 당뇨병치료제 ‘에보글립틴’의 기술수출 계약체결을 통해 우크라이나
임상·허가·판매 진행(‘15)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소염진통제 ’클란자CR정‘ 임상시험 완료 및 시판 허가 획득(’16.12)
•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제제 ‘나보타’ 수출(’18.12)
자료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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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對우크라이나 의약품 수출 현황
구분

수출액(천불)

2014

2015

2016

2017

원료

완제

원료

완제

원료

완제

원료

완제

646

998

583

1,341

763

1,708

1,601

3,750

1,644

1,924

2,471

5,351

자료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Facts & Survey Report, 2017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KHIDI 재가공

나. 우크라이나 제약시장 진출 전략
	(파트너사 발굴) 자국 기업 중심으로 의약품 유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으므로 현지에서 믿을 수 있는
파트너사를 찾느냐가 진출 성공의 핵심으로 여겨짐
• 우크라이나의 경우 불안정한 상황이 많아 현지화 전략은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시각이 있으며,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제품 등록, 판매허가, 유통 등을 추진
• 대부분의 의약품이 도매상을 통해 국영기업, 병원 및 약국으로 공급되며, 약 3,000개의 유통업체가 있다고
알려져 있음. 대표저인 업체는 Optima-Farm, Alba Ukraine, BaDM, VVS 등이 있음

	(고품질 제네릭) 우크라이나는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선호가 뚜렷한 국가임. cGMP 등의 국제 기준의 의약품
생산은 어렵기 때문에, 고품질의 해외 제네릭기업들의 관심이 많음
• 우크라이나 지역에 다국적 제네릭기업이 다수 존재하며, 최근 제네릭의약품의 경우 인도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므로, 이들과의 상대적 우위를 위한 전략이 필요함
• Ranbaxy한국의 경우, 2006년 중반에 루마니아 제네릭의약품 회사 Terapia를 인수하여 우크라이나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진출에 성공함. 유럽·러시아 우수 생산시설 인수합병을 통한 우크라이나 진출 전략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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