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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특징 및 시장 현황

특징 안전성/유효성 입증, 장기간 많은 투자(15년, 10억 달러 이상)

시장 2015년 1조690억 달러  2020 1조 4,000억 달러

source : The Global Use of medicines: outlook through 2020, IMS, Nov. 2015

http://www.roche.com/
http://www.innovation.org/


Source : The changing face of the top 10 pharmaceutical Companies, IMS

구분 제약기업 바이오기업 의약품

명칭

매출
2014년 461억 달러 245억 달러 129억 달러

2013년 460억 달러 108억 달러 110억 달러

글로벌 제약산업 동향

1등 기업 (제약, 바이오),  제품 (휴미라)

스타기업 및 제품단생



Novartis GSK deal on vaccines, cancer drugs 
and consumer healthcare (Apr., 2014)

M&A 활발

글로벌 제약산업 동향

Pfizer – Allergan

180조

상위 10개 M&A 규모 2,279억 달러(2013년의 106.6%증가)



문제점_R&D 비용 증가, 높은 실패율

비용 1975년 1.38억 달러  2005년대 13억 달러

실패율 신약개발 비용의 60% 임상3상 투자,  실패율 증가

source : The New Frontiers of Biopharmaceutical Innovation, IFPMA



기업 전략_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결과 오픈 이노베이션의 결과 : P1 -> NDA 성공률 3배(by Delloitte)

1988년-2012년 사이 281개 바이오제약사의 의약품 파이프라인 조사결과



기업 전략_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구분 개방의 정도에 따른 오픈 이노베이션 타입(by Delloitte)



글로벌기업 전략 - 사업분야 다각화 -

source : The changing face of the top 10 pharmaceutical Companies, IMS

사업확장 글로벌 Top 10 기업 : 진단제, 장비, 제네릭/바이오시밀러 등으로 사업 확장

기업 전략_사업분야 다각화



기업 전략_기업 인수합병(M&A)

M&A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주요 기업 전략

source : Frost & Sullivan 9837 Life Sciences Mergers, Acquisitions, and Partnerships, June 2012



 의약분야 개방형 혁신 사례의 대표사례인 CEEDD 모델 구축

- CEEDD : Centre of Excellence for External Drug Discovery

 다양한 파트너기업과 연계하여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개발 추진

-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에 펀드를 제공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며, 

점차 GSK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시너지 창출

 사이언스 앰배서더(Science ambassador) 체계 활용

- 세계 곳곳에 지역 전문 과학자 스카우터를 파견하는 방식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조직 체계화, 모델 구축

 성과 : 세계 최초 암 예방 백신 가다실(Gardasil) 개발

- 머크는 앰버서더를 통해 호주 벤처기업 CSL로부터 바이러스 입자 기술 도입

- R&D 및 임상을 통해 FDA 승인 후 연 10억 달러 매출 발생

해외사례 글로벌 제약사의 개방형 혁신 사례



기업 전략_개방형 혁신 (Open Innovation)

대학 협력 Pfizer사 CTI(Center for Therapeutic Innovation) 운영

Pfizer는 각 CTI에 20-25명 인력, 비용 제공

학계에서는 시험책임자를 비롯한 연구진 투입
각 CTI에는 공동운영위원회(JSC) 구성
CTI에서 개발된 제품 소유권은 양측 공동 소유
제품의 판권은 우선적으로 Pfizer 소유



 의대, 자연대, 약대 교수진과의 정기적 미팅 진행

- 의사결정자(연구소장)가 직접 참여

 신규 바이오마커 등 신약타겟 발굴에 노력 집중

- 혁신항암제 등 표적으로서의 가능성 탐색

 First in Class 신약개발 타겟에 주목  타겟 발굴을 위한 협력연구 시도

 합성신약 오픈이노베이션 제도

- 신약 생산성(성공확률) 제고를 목표로 하는 상생 파트너쉽

- 회사 차원에서 Lead 도출 분야에 집중 투자 진행

- 합성 이외 단계는 기업이 수행하고, 무한반복 가능한 모델로 진행

- 현재 KAIST, 고려대 등 학계 및 연구소와

파트너쉽 진행 중

국내사례 국내 제약사의 개방형 합성신약 개발 사례



 산학연병원간 자생적인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현

국가차원에서 확보 중인 연구자 DB 및 연구인프라 DB 통합 구축
 산학연에 공개하여 대학연구소 +기업간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현

제언 1 개방형 신약개발을 위한 혁신전략 1



 개방형 혁신 리스크 분산 및 지원시스템 구축

전략 1 : 개방형 혁신 리스크 분산

 개방형 혁신 지원 펀드 조성을 통한 기업의 리스크 중 일부를 정부 부담

- 재정적 리스크 분담을 통해 국내 제약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향후 개방형 혁신 추진 증가에 대응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정책 로드맵) 필요

전략 2 : 혁신 지원 시스템 구축

 해외 신기술, 유망기업 등 비즈니스 탐색을 위한 정보지원시스템 마련

- 국내 제약기업의 수요가 신속히 반영 가능한 수요지향적 정보지원 시스템 필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약산업 특화 사업성 평가 Tool 개발

- 의약품 개발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Tool 필요

- 국내 기업의 자체 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병행

제언 2 개방형 신약개발을 위한 혁신전략 2



Open Innovation

Open…?

Innov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