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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의 성장과 의약품산업의 구조 변화
□ 세계 의약품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신약 개발의 무게중심도 ‘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으로 이동

※ 의약품은 원재료의 성분에 따라 구분하는데, 화학반응으로 제조되는 ‘합성의약품’과
사람·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바이오의약품’으로 구분
ㅇ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는 2,200억달러로 의약품시장의 25% 수준이나,

’

매출액 상위 10개 의약품 중 8개는 바이오의약품 ( 16년 기준)

※ 바이오의약품 비중(%) : 18(’10년) → 25(’16년) → 29(’22년e)
※ 매출 상위 5위 中 바이오의약품 : 1위 휴미라(161억달러,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3위 엔브렐(91억달러,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4위 리툭산(86억달러, 림프종치료제) 등
합성의약품 vs. 바이오의약품

구분
합성의약품
제조방법
화학물질 합성
복용/보급
주로 경구 투여/약국
부 작 용 예상할 수 없음, 전신 부작용
제조단가
낮음(표준화 및 대량생산 가능)
신약성공확률 성공빈도가 낮아지는 추세
복 제 약 짧은 개발기간 및 낮은 비용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의약품
생물유래 물질(항체, 세포 등) 배양
정맥·근육 주사/의사처방
상대적으로 경미, 국소 부작용
높음(별도의 복잡한 생산시설 필요)
합성신약 대비 성공확률 높음
고도 기술 및 높은 비용 필요

ㅇ 바이오의약품은 1세대(백신, 인슐린 등)와 2세대(류마티스치료제, 항암제 등)
를 거쳐, 현재는 표적·맞춤치료제에 대한 신약 연구개발이 활발
1세대

2세대

(1940년대~)

(1990년대~)

생물학적 제제 단백질 치료제

세포배양의약품

백신

인슐린

항암제

혈장분획제제

인성장 호르몬

자가면역치료제

황독소 등

인터페론

류마티스치료제

자료 : 삼정K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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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2000년~)
세포치료제
체세포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결손증치료제

□ 바이오의약품은 제조공정이 까다롭고 품질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신약 개발 가치사슬의 분업화 및 아웃소싱 등 비즈니스모델 변화 촉진
ㅇ 신약 개발 초기 후보물질 발굴에서부터 임상 및 허가, 생산, 마케팅
및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문 위·수탁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
신약개발 가치사슬의 분업화 및 아웃소싱

CDO·연구기관
CRO
CMO
CDMO
CSO

※ CDO(Contract Development Organization, 위탁연구개발),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수탁),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위탁생산), CDMO(Contract Development
& Manufacturing Organization, 위탁개발·생산),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
ㅇ 주로 글로벌 제약기업과 기술 및 인프라가 부족한 기업들이 비용·
위험부담 완화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아웃소싱을 활용
- 각국의 약가인하 정책, 임상시험·허가기준 강화 등으로 신약개발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축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한 것도 원인
e
(억달러)
e

※ 세계 시장규모

: CRO : 354(’16) → 645(’21 ) [연평균증가율 12.8%]
CMO : 788(’16) → 1,087(’20 ) [연평균증가율 8.4%]

□ 특히, 바이오의약품 아웃소싱 분야는 국내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로 부상
ㅇ 한국은 미국, 독일 등 의료산업 선진국에 비해 생산, 임상시험 등의
비용은 낮은 반면, 중국 등 경쟁국보다 우수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의약품 아웃소싱(CRO, CMO, CDMO 등)에 적합

* 높은 품질관리, 효율적인 공정시스템 운영, 지적 재산권 보호체계 마련 등

ㅇ 바이오의약품 전문 위·수탁기업과 전략적 제휴 및 M&A*도 활발

* SK(주)의 미국 바이오의약품 CDMO 엠팩(AMPAC) 지분 100% 인수(’18.7) 등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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