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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01 영국, 바이오의약품 특허 만료 및 바이오시밀러 대체
[The Pharmaceutical Journal, 2018.10.08]
’18년 10월 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특허권이 만료됨에 따라, 영국 국민건강보험(NHS)은 경비 절감
및 환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임랄디·암젠비타 등 바이오시밀러로 대체를 준비. 따라서 전문가들은
환자들의 우려 불식을 위해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인지할 필요에 직면

2023년까지‘휴미라(Humira)’를비롯한17개주요바이오의약품의특허가만료될것으로전망
•

대표적으로 ’18년 10월 16일로 애브비(Abbvie)의 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의
특허권이 만료

•

이처럼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는 바이오시밀러(Biosimilars)로의 대체 가능성을 의미

•

따라서 바이오시밀러의 평가 기준, 조달 프로세스, 처방약 목록 포함 여부 및 환자들의 우려 등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필요

[바이오시밀러의 정의 및 평가 기준]
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 등 동물에서 추출·제조된 약품이며, 그 중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효능이 흡사한 복제약을 의미
•

EU 는 ’ 06 년 에 바 이 오 시 밀 러 ‘ 소 마 트 로 핀 (somatropin)’ 을 첫 승 인 한 후 지 금 까 지 46 개 의
바이오시밀러를 승인

•

유럽의약청(EMA) 은 EU에서 승인된 바이오의약품에게 적용되었던 동일한 기준, 즉 약품
품질·안전성·효능에 따라 바이오시밀러를 평가

•

바이오시밀러의 판매 절차는 EMA에 판매허가 신청→EMA의 과학 위원회 및 EU 전문가들의 의약품
데이터 평가→EMA가 유럽연합위원회(EC)에 과학적 소견 제출→EC가 EU 전역에서의 판매를 허가

[바이오시밀러의 비용 절감 효과]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NHS)의 비용을 대폭
절감할 것으로 기대
•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쟁을 촉발해, △약가 인하 △그로 인한

NHS의 경비 절감 △환자와 임상의에게 접근성 및 선택권 확대 등의 결과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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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NHS 잉글랜드는 인플릭시맵(infliximab), 에타너셉트(etanercept), 리툭시맙(rituximab) 등
기존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최근 출시된 바이오시밀러로 대체함으로써 ’17-‘18년 동안 총 2억
1천만 파운드의 비용을 절감

•

이처럼 ‘최고의 가치(best value)’를 지닌 바이오의약품을 사용함으로써 NHS는 2021년까지 매년
2억-3억 파운드의 경비를 절감할 것으로 전망

•

절감된 비용은 혁신적 치료법 개발 및 환자 케어에 재투자됨으로써 NHS 기금의 활용 폭이 더욱 확대

[바이오시밀러의 조달 프로세스]
조달 및 입찰 프로세스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 각 지역별로 실시
•

NHS 잉글랜드는 병원 공급 및 조달 부서 ‘CMU(Commercial Medicines Unit)’를 통해 진행하며, 현재
CMU는 휴미라(아달리무맙)의 조달 계획을 수립 중

•

NHS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에서는 ‘NHS 전국 조달청(NHS National Procurement)’ 및 ‘스코틀랜드
보건 조달전문센터(centre of procurement expertise for health in Scotland)’를 통해 진행

•

아달리무맙의 바이오시밀러로서 영국 내 사용 승인을 획득한 약품으로는, △삼성바이오젠

(Samsung Biogen)의 임랄디(Imraldi) △암젠(Amgen)의 암제비타(Amgevita) △산도즈(Sandoz)의
하이리모즈(Hyrimoz)

[바이오시밀러와 처방약 목록 포함 여부]
현재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중 영국 내 사용 승인을 획득한 바이오시밀러 약품은 총 14종
•

구체적으로, △인플릭시맵(infliximab) △에타너셉트(etanercept) △리툭시맙(rituximab) △소마트로핀

(somatropin) △인슐린글라진(insulin glargine) △아달리무맙(adalimumab) △트라스투주맙(trastuzumab)
△베바시주맙(bevacizumab) △에녹사파린(enoxaparin) △인슐린 리스프로(insulin lispro) △테리파라타이드

•

(teriparatide) △폴리트로핀알파(follitropin alfa) △에포에틴(epoetin) △필그라스팀(filgrastim)

그 중 트라스투주맙과 베바시주맙 등은 ’23년 이전에 특허권이 만료될 예정

바이오시밀러를 처방 의약품 목록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결정
•

바이오시밀러가 CMU의 입찰 및 조달 프로세스를 통해 선택되더라도, 해당 지역 처방약 목록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각 병원 및 관련자들의 소관

•

바이오시밀러가 처방약 목록에 포함되었을지라도 투여조제 시 기존 의약품을 바이오시밀러로 자동
대체하는 것은 금물이며, 두 가지 바이오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담당 의사의 몫

•

한편, 웨일즈에서는 ‘웨일즈 의약품 계약 위원회(All Wales Drug Contracting Committee)’가
바이오의약품의 처방약 목록 포함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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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우려]
바이오시밀러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환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수
•

보건 전문가는 환자와의 면대면 상담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치료의 장점 △다른 바이오의약품으로
대체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점들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제공

•

특히 기존 바이오의약품을 바이오시밀러로 대체한 경우, 환자에게 △규제 기관이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해 모든 바이오의약품의 처방을 추천 △바이오시밀러가 품질·안전성·효과성에 있어서 엄격한
규제 프로세스를 통과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해야 함

•

바이오시밀러의 출시 및 그로 인한 가정치료(home care) 서비스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 적어도
바이오시밀러로 바꾸기 2주 전에는 환자들에게 고지

NHS 잉글랜드는 바이오시밀러와 관련한 공문 및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해 답변 마련
•

이는 ‘전문인 약국 서비스(SPS)’ 혹은 ‘전국류머티즘관절염협회’ 등 다양한 환자 조직 웹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

[전문가들을 위한 지원]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의사·간호사·약사들이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하여 어떤
바이오의약품이 활용 가능한지 알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
•

이는 환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안도감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

이를 위해 NHS 잉글랜드는 ‘지역 의약품 최적화 위원회(RMOCs)’가 개발한 ‘임상의들을 위한
브리핑’을 SPS 웹사이트에 제공

※자료에 수록된내용은 해외동향을요약한 것으로기관의 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4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2018.11.12

Vol. 307

스마트 헬스케어
01 보건 부문, 이머징 기술 관련 전략 수립 아직 미비
[Healthcare IT News, 2018.11.01.]

HIMSS 미디어(HIMSS Media)는 보건 부문 전문가 180명을 대상으로 이머징 기술 및
병원 혁신에 대한 의식을 조사
•

향후 ‘보건 부문의 혁신을 견인할 기술’을 묻는 질문에 △분석 및 데이터 관리(73%) △AI 및 머신
러닝(66%) △클라우드 컴퓨팅(53%) △FHIR 같은 오픈 소스 프로토콜(44%) △3D 프린팅(36%)

•

•

△센서 및 IoT(33%) △로봇(28%) △가상현실(27%) △블록체인(23%) 등의 순으로 복수 답변

‘AI 등 이머징 기술에 대한 전략 수립 여부’를 묻는 질문에, △수립 중이다(33%) △수립할
계획이다(39%) △수립 계획이 없다(28%)로 답변

병원 혁신에 있어 이머징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에도, 관련 전략을 수립 하고 있는 응답자는
3분의 1에 불과

•

그 외, ‘조직이 보건 혁신을 효과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신규 툴 및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항목에는 응답자의 94%가 동의

02 핀란드 후올레티, 크라우드소싱 타입의 환자 지원 앱 개발
[GovInsider, 2018.10.30.]

핀란드의 의료 스타트업 ‘후올레티(Huoleti)’는 중증 환자들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크라우드소싱 하는 모바일 앱을 제작
•

앱으로 중증 환자를 가족 및 지인 네트워크와 연결해서 식사 준비나 병원 방문 등의 요청 사항에
대해 지원자를 크라우드소싱 하는 방식

•

앱은 요청 항목별로 지원자를 표시해 줌으로써, 일일이 도움을 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및 요청을
거절했을 때의 심리적 부담을 제거

•

’18년 8월, 호올레티는 유럽의 거브테크(govtech) 부문을 혁신한 선두 스타트업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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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03 중국 인터넷 헬스 업체, 온라인 병원으로 사업 영역 확장
[China Daily, 2018.11.01.]

지난 4월 중국 정부가 인터넷 업체의 온라인 병원 운영을 허가함에 따라, 인터넷 헬스
업체들이 온라인 병원으로 사업을 확장
•

기존의 온라인 헬스 플랫폼의 서비스는 의료진 등급 매기기(rating) 및 진료 주선 등에만 국한

•

신규 지침은 △추적 진료(follow-up consultation)를 허용 △의약품 구입에 있어 환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e-처방을 장려

‘수투리서치연구소(Sootoo Research Institute)’는 ’20년 중국 온라인 의료 시장이
900억 위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
•

대표 온라인 헬스 업체 ‘하오디에프닷컴(Haodf.com)’은 △’16년 닝샤후이 자치구

‘인촨(Yinchuan)’에 온라인 병원을 설립 △8월 기준 지역 내 의사 16,500여 명이 등록 △현재까지
750만 명의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

그 외 ‘위닥터(WeDoctor)’는 △’15년 말 ‘우전인터넷병원(Wuzhen Internet Hospital)’을 설립 △일일
평균 6만 명의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04 캠브리지대, 3D 인체 장기 칩 개발로 2D 세포 배양의 한계 극복
[Medgadget, 2018.11.01.]

캠브리지대 연구팀은 세포를 전극 안에서 배양시키는 ‘3D 인체 장기 칩(Organ-on-achip)’을 개발
•

질병 관련 실험용 동물 모델의 대안으로 인체장기칩(Organ-on-a-chip) 장비가 대세지만,

•

△대부분의 장비는 2D 세포 배양법을 채택 △실제 조직과의 유사성에 있어서는 한계가 뚜렷

세포 배양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해 3D 세포 배양 모델이 필요

•

세포 배양을 실시간 모니터 하기 위해서는 세포에 전극 부착이 필수지만, 그 방법의 난해함 때문에
연구팀은 세포를 ‘전극 안에’ 안치하는 방법을 채택

•

전기 전도성이 있는 스폰지 중합체로 세포 배양용 비계(飛階)를 제작→플라스틱 튜브 안에
장착→세포의 전성(電性) 정보를 신속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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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건산업
01 최소 침습 자궁경부암 수술, 개복 수술보다 환자 사망률 높아
[Japan Times, 2018.11.01.]

자궁경부암 수술 방법 중 최소 침습 수술이 전통적 개복 수술보다 환자 사망률이 더
높다는 새로운 증거가 등장
•

연구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수술에 있어 복강경을 통한 최소 침습 수술을 받은 환자가 개복 수술을
받은 환자에 비해 암 재발 확률이 4배

•

환자 사망률과 관련해, △최소 침습 수술을 받은 여성 310명 중 14명 △개복 수술 받은 여성 312명
중 2명이 사망

•

하복부를 절제하는 개복 수술과 달리, 최소 침습 수술은 장기적 차원의 엄격한 연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와 장비 삽입을 위한 최소한의 절제 및 빠른 회복 기간 등을 이유로 지난 10년여
동안 인기를 누림

위 연구 결과 발표 후 몇몇 병원은 전통적 개복 수술로 회귀
•

‘텍사스대학교 MD 앤더슨 암 센터(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에서도
자궁경부암 수술 환자 631명을 대상으로 4년 6개월 후의 생존율을 자체 조사한 결과, △최소 침습

•

수술 환자의 생존율은 86% △개복 수술 환자는 96%

현재 ‘존스홉킨스병원’은 최소 침습 자궁경부암 수술을 중지한 상태

02 애브비와 로슈, 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 말기 임상실험에 성공
[Reuter, 2018.11.01.]

미국 ‘애브비(AbbVie)’와 스위스 ‘로슈(Roche)’는 백혈병 치료 신약 벤클렉스타
(Venclexta)의 말기 임상 실험에 성공
•

양 사가 개발 중인 표적 치료법을 로슈의 암 치료제 가싸이바(Gazyva)와 병용했을 때 만성임파구성백혈병
(CLL)의진행이지연

•

향후 CLL 환자들을 위한 고정기간(fixed duration) 치료제로 활용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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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건산업
03 미국 인슐린 시장, 경쟁 강화 및 가격 투명성 절실
[The Hill, 2018.11.01.]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인슐린 시장이 환자가 아닌 제약업체 및 보험사들에만 유리하게 작용

•

•

인슐린 가격이 ’12년 이래 두 배, 지난 10년 간 세 배 상승했는데, 이는 △미국의 인슐린 제조업체
3곳이 시장을 거의 독과점 △저렴한 제너릭 의약품이 시장에서 도태된 결과

업체들은 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해 도매업체 및 보험사에 가격 할인을 제공했으며, 상대 측이 높은
할인을 요구할 경우 약가 상승이 불가피한 구조

•

이 같은 왜곡된 행태로 인한 인위적 약가 상승의 피해는 무보험 환자들의 몫

따라서 인슐린 가격 투명성 및 시장 경쟁 강화를 위한 법적 개입이 필요
•

이를 위해 다이애나 드게티(Diana DeGette)와 톰 리드(Tom Reed) 의원은 △도매업체에게 약품
할인가 대신 표준 가격 적용 △제조업체에게 인슐린 가격 책정 근거 등을 법으로 요구할 것을 제안

04 제퍼슨 헬스, 직원 3만 명에게 무료 유전자 검사 기회 제공
[Fortune, 2018.11.02.]

‘제퍼슨 헬스(Jefferson Health)’는 유전자 시퀀싱 스타트업 ‘칼라 지노믹스(Color
Genomics)’와 공동으로 자사 직원 3만 명에게 유전자 검사 기회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

•

위 프로그램의 목적은 △제퍼슨 헬스 차원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치료 증진 △칼라 지노믹스

차원에서는 ‘23앤드미(23andME)’ 같은 가정용 DNA 테스트 서비스와의 차별성 부각
•

위 테스트를 통해 △암 리스크 유전자 30개 △유전성 심장질환 연관 유전자 30개 △인체가 처방약을

처리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유전자 14개를 분석
•

유전자 검사는 선택 사항이며, 이미 4,000명의 직원이 검사를 요청

•

칼라의 유전자 검사는 결과 해독에 있어 전문가의 개입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 시판 중인 가정용
유전자 검사와 차별화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