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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신약개발 임상시험은 수 년의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성공 확률은 약
0.01%로 낮은 고(高)위험 프로젝트다. 따라서 제약회사는 독자적으로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보다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수탁기관)에게
아웃소싱 하여 신약개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있다.
CRO 분야는 1980년대 의약 선진국인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아시아, 중남미 등 파머징(Pharmering, 떠오르는 제약시장)의 등장과 세계적인
고령화가 CRO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국내 CRO 시장은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세계 CRO 시장이 9.9% 성장한 데 비해 우리나라 전체 CRO
시장은 14% 증가했다. 또한, 국내시장에서 토종 CRO들의 시장 점유율이 2013년
33.3%에서 2018년 46.8%까지 올라가는 등 외국계 CRO와의 격차도 줄고 있다.
국내 CRO 시장의 성장배경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꼽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15.7%로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10.5%)
보다 높다. 또한 의약품 제조 고도화로 합성의약품 보다 생산이 어려운 바이오
의약품 수출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의약품의 양적·질적 성장은 국내 CRO 기업들에게
노하우 축적과 해외진출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매출 1조원을 초과하는 국내
제약회사가 9개로 늘고, 유망분야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들의 바이오·의료 투자
금액도 2019년에 1조원을 초과하는 등 자금 확보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2016년
23억 달러규모에서 2019년 상반기에만 3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신약 기술수출은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우수성과 잠재력 홍보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환경과 임상시험에 적극적인 환자분위기도 큰 장점이다. 서울은 세계 임상
시험경쟁력 1위 도시로 2017년부터 2년 연속 선정되었다. 이러한 우수한 의료 및
임상 인프라는 신약개발 모멘텀으로 이어져 국산 신약 30개중 8개가 2015년 이후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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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CRO는 해외 대형 제약사의 글로벌 임상시험 수주, 신남방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진출을 통해 서비스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CRO가 중심이 된
바이오 서비스 산업 수출은 2016년 3,398억원에서 2018년 6,313억원으로 연평균
36.3%씩 성장하였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제약산업과 CRO 산업은 성장을 거듭하였지만 여전히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과 보완이 필요하다. 글로벌 기준을 만족시키는 국내 CRO
들이 생겨났지만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제약사들은 여전히 외국계 CRO를 더
선호하고 있다. 중요한 임상시험에서 국내 CRO 업계가 지속적으로 배제
되면 신약개발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하고 우리나라 전체 신약개발 경쟁력도 저
하된다. 따라서 국내 CRO 업계 성장을 위해 제약산업 관련법에 CRO 산업 명문
화, 통계청의 CRO 산업분류 제정, 정부 자금으로 신약개발시 국내 토종 CRO 사
용 권장, 민관 협동 해외진출 지원체계 설립 등이 이뤄져야 한다. CRO 업계 자체
적으로도 임직원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글로벌 우수인재 확보, 외국 임상협
회와의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인 CRO와 제조업인 제약사가
협업하며 시너지를 내는 파트너쉽으로 해외진출이 이뤄져야 한다.

본 문

Ⅰ. 연구 배경

신약 개발 임상시험은 수 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지만 성공확률은
0.01%에 불과한 고위험 프로젝트로 제약회사가 독자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큼
1980년대부터 의약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약회사가 임상시험을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수탁기관)에 아웃소싱하게 되면서 전세계
CRO들이 분야별로 세분화·전문화되고 있음
전세계 CRO 시장은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확대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용이해짐에 따라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 최근 미국 회사를 중심으로 AI 테크 스타트업과의 협업 사례가 많아지고 신약
개발 효율화가 기대되면서 전체 시장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 중임
* AI 신약개발 시장 (출처 : Global Market Insights) ’16년 2억 6250만 달러 → ’24년 40억 달러

특히 국내 토종 우리나라 CRO들은 2000년 초반 설립되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속 성장하여 글로벌 기준을 갖춘 업체들이 등장하였으며 국내 CRO
시장 성장률도 세계시장을 상회
● 최근 5년간 세계 CRO 시장은 7.7% 증가한 데 비해, 동기간 우리나라 CRO
시장은 14% 성장하며 아시아 2위의 주요 시장으로 부상함

우리나라는 의약품 수출 증가, 우수한 임상시험 환경 등으로 CRO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며 국내 CRO는 향후 신성장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이 유망
●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CRO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분석하여 한국 CRO 생태계
활성화와 해외진출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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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현황
1. CRO (임상시험수탁기관)
임상시험수탁기관(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이란 신약개발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임상시험 연구를 아웃소싱(Outsourcing) 하는 기관
● 신약 개발 단계에서 제약사의 의뢰를 받아 임상시험 진행 설계와 컨설팅, 통계
분석,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최종 허가업무 등의 다양한 업무를 대행
- 최근에는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바이오스타트업, 의료스타트업, 의료기기 업체,
정부기관 등의 허가 및 연구를 아웃소싱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음
● CRO는 빅파마1)(Big pharma)들이 많은 북미, 유럽 기반의 의약 선진국을
중심으로 R&D 비용 감소, 신약 출시기간 단축이라는 수요에 맞게 발전

CRO가 대행하는 임상시험은 신약 개발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후보물질의 치료 효용성과 안전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엄격한 시험
●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기에 국가별로 엄격한 과학적 윤리
규정에 따라 허가하는 기관2)을 가지고 있음

신약 개발 임상시험은 연구단계 이후 총 4단계로 구성되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평균 10년 이상의 많은 시간과 2조원 정도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지만 성공
확률은 평균 0.01%인 고(高)위험산업
● 신약 개발 임상시험은 후보물질 탐색부터 임상시험, 신약 허가까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약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지만 성공 확률은 희박
1) 빅파마(Big Pharma) : 크다는 뜻의 ‘Big’과 제약의 ‘Pharma’의 합성어로 전 세계에서 매출액이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인 대형 제약사를 뜻함
2) 각 나라별 주요 국가기관 :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NMPA,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미국 (식품의약국, FDA, Food & Drug Administration), 일본(PMDA, Pharmaceutical and Medical Devices Agency),
유럽(유럽의약품기구, EMA, European Medicines Agency)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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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임상시험 단계>
임상 단계별 소개

소요기간

단계

기초탐색 및 원천기술 연구

연구

개발후보물질 선정

연구

전임상(비임상) 시험

개발

임상시험

개발

- 임상1상 시험 : 안전성 집중검사

1~2년

개발

- 임상2상 시험 : 소규모 환자대상 최적용량 결정

2~3년

개발

- 임상3상 시험 : 다수의 환자 대상으로 약물의 유용성 확인

2~4년

개발

- 임상4상 시험 : 시판 후 안전성 유효성 검사

개발

신약허가 및 시판

시판

자료 : 한미약품 홈페이지 참조

따라서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은 고위험·고비용 임상시험의 모든 단계를 자체
진행하기 보다는 CRO와 협업하여 후보물질 탐색 및 임상시험을 진행

2. 세계 CRO 시장 현황
세계 CRO 시장은 2019년 현재 408억 달러 규모이며 2018년부터 연평균
7.5%씩 성장해 2023년에는 555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
● 특히 기존 대형 의약품 특허 기간의 만료와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인 mHealth
(모바일 헬스),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과 결합하여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세계 CRO 시장 규모 전망>

출처 : ISR Reports 2019, 한국임상시험백서 2호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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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CRO 시장은 제약산업 규모의 3%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파머징(Pharmering)3)
증가와 고령화에 따라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전세계 제약시장은 ’13년부터 ’17년까지 연평균 2.2%씩 증가하여 ’18년 약 1조
179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였고 북미와 유럽지역이 60%이상을 점유4)

현재 해외 CRO 시장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대형 업체간의 합병 및 인수를
통해 개발부터 시판까지 국제적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트렌드임
● 특히 세계 10위 대형 CRO의 본사는 대부분 미국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이 해외 지사들을 설립하여 국제적인 다국가 임상시험을 주도함
- 현재 본사가 미국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회사는 ICON(아일랜드), Wuxi(중국)
두 곳뿐으로 미국의 경쟁력이 압도적인 상황임
<2018년 세계 대형 CRO 회사 순위>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회사명

수익규모

본사위치

1

LabCorp(Covance)

10,441

미국

2

QUANTILES IMS HOLDINGS INC.

9,739

미국

3

Syneos Health

2,672

미국

4

PAREXEL International Corporation

2,411

미국

5

PRA Health Sciences, Inc.

2,259

미국

6

Pharmaceutical Product Development(PPD), LLC

1,900

미국

7

CHARLES RIVER LABORATORIES INTERNATIONAL(CRL), INC.

1,857

미국

8

ICON PUBLIC LIMITED COMPANY

1,758

아일랜드

9

Wuxi apptec

1,011

중국

10

Medpace Holdings, Inc

436

미국

자료 : Annual reports and SEC fillings 자료 저자 재가공

3) 파머징(Pharmerging) : 제약(Pharmacy)와 신흥(Emerging)을 합친 신조어로 떠오르는 제약 시장을 의미하며
동남아, 중동, 중남미에 해당
4) 2019 글로벌 보건산업 시장규모(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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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CRO 현황
국내 CRO 시장 규모는 약 4,551억원 규모로 2014~2018년간 연평균 11.5%씩
성장하였으며 국내 CRO 매출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세계 신약개발 아웃소싱 시장은 2013~2017년간 연평균 9.9%씩 성장5)

● 외국계 CRO가 국내시장을 선점해왔으나 국내 CRO가 2014~2018년간 연평균
21.1%씩 가파르게 성장하며 추격 중
- 국내 CRO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2017년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섰으며
2018년에는 매출이 최초로 2천 억원을 돌파
<최근 5년간 국내 CRO 시장 연간 매출액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 원)

구분

14년

15년

16년

국내
CRO

980

1,151

1,339 1,927 2,105

외국계
CRO

1,961

전체

17년

18년

2,167 2,433 2,373 2,445

2,941 3,318 3,772 4,300 4,551

출처 : 2019년 CRO 산업현황 조사 결과보고서 자료 저자 재가공

이러한 국내 CRO 성장배경에는 기존 CRO의 역량 강화와 신규 CRO 설립 확대,
정부에서 설립한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CRO 인증 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외국계 CRO는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분야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CRO 육성이 필요함

5) 한국임상시험백서 2호 2019 (국가임상시험재단)

IIT, 국제무역통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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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CRO의 성장 잠재력
1.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
국내 제약시장 규모(생산액+수출액+수입액)는 ‘18년 약 23.12조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7% 증가6)하였으며 글로벌시장에서 약 1% 차지7)
※ 전세계 제약시장은 ’18년 1조 1,970억 달러 규모이며 북미와 유럽이 60%이상 점유

● 국내 제약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은 국내 CRO들에게도 매출 증대 기회 확대
및 선진 바이오기술 노하우 축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① 국내 의약품 수출 증가와 고도화
(양적성장) 우리나라의 의약품 수출은 증가율에 있어서 최대 수출 단일품목인
반도체 수출을 상회하며 꾸준히 성장
● ‘19년 의약품 수출은 전년대비 10.3% 증가한 41억 달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5.7%씩
증가하여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연평균증가율(10.5%)을 상회
※ 우리나라 총수출액 (억 달러, %) ’15년 (5,268) → ’19년(5,422) CAGR8) 0.7% 증가
※ 반도체 수출액 (억 달러, %) ’15년 (629.1) → ’19년 (939.3) CAGR 10.5% 증가

<최근 5년간 의약품 수출입 현황>

<최근 5년간 의약품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5

2,291

32.6

5,076

-1.8

2016

2,737

19.5

5,875

15.7

2017

3,170

15.8

5,971

1.6

2018

3,717

17.3

6,947

16.3

2019

4,101

10.3

7,517

8.2

자료 : 한국무역협회, MTI2262(의약품)

6) 2019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21호(식품의약품안전처)
7) IQVIA Market Prognosis IQVIA Institute, Oct 2017
8)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 연평균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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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복제약 등 단순한 원료 의약품 중심의 수출에서 벗어나 완제 의약품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바이오 의약품 수출이 확대되어 고무적
● 바이오 의약품 수출은 ’18년에 전년대비 10.92% 증가한 1조 7천억원9)을 기록
하였으며 유럽, 미국 등 선진 의약품 시장에도 진출
- ’13년 이후 우리나라 제약회사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의약품
기구(EMA)에서 총 8개의 바이오시밀러 판매허가를 획득

※(참고)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원료 의약품·완제 의약품으로 분류할 수 있고 제조방법상으로는 합성의
약품·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합성 의약품 : 천연물에서 찾은 성분을 유기화학 합성으로 제조하며 주로 경구투여 약품
- 바이오 의약품 : 재조합 DNA 기술을 응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뜻하며 고급 배양기술 필요
- 바이오시밀러 :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으로 합성의약품 복제약보다 고급기술이 필요함

전세계 합성 의약품 시장은 정체된 반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고속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고급기술이 필요한 바이오 의약품의 국내 성공신화는 국내 제약회사,
국내 CRO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규모(억 달러, EvaluatePharma, 2018) :
(‘10년) 1,240→ (’16년) 1,920 → (‘24년) 3,840
* 글로벌 상위 100대 기업의 전체 매출액중 바이오 의약품 매출 비중(%, EvaluatePharma, 2018) :
(‘10년) 32 → (’17년) 49 → (‘24년) 52

② 국내 제약사 매출 및 투자금액 확대
빅파마(Big Pharma)와 비교시 작은 규모지만 국내 제약사들 중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한 회사들이 증가하며 제약산업의 양적 성장이 이뤄짐
● 종근당과 대웅제약이 매출 1조원을 넘어서며 2019년 기준 총 9개 기업이 매출
1조원 클럽에 가입함

9) 2019년 식품의약품 산업동향통계(식품의약품안전처)

IIT, 국제무역통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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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내제약회사 매출액>
(단위 : 억원)

순위

회사명

2019년 매출액

1

한국콜마

16,663(추정)

2

유한양행

14,924(추정)

3

GC녹십자

13,697

4

셀트리온헬스케어

12,849(추정)

5

광동제약

12,402(추정)

6

셀트리온

11,285

7

한미약품

11,136

8

대웅제약

11,134

9

종근당

10,786

자료 : 이코노믹 리뷰 기사10) 자료

유망분야에 투자하는 벤쳐캐피탈 업체들은 바이오/의료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처음으로 신규 투자금액이 1조원을 초과
● 바이오/의료 투자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6.6%씩 증가하며 업종별 신규 투자
금액에서 가장 높은 투자금액과 증가율을 달성함
<최근 5년간 업종별 신규투자금액 >
(단위 : 억원. %)

업종

2015

2016

2017

2018

2019

CAGR

바이오/의료

3170

4686

3788

8417

11033

(36.6)

ICT 서비스

4019

4062

5159

7468

10446

(27.0)

유통/서비스

3043

2494

4187

5726

8145

(27.9)

영상/공연/음반

2706

2678

2874

3321

3703

(8.2)

기타

1668

1570

1283

2077

3518

(20.5)

전기/기계/장비

1620

2125

2407

2990

2036

(5.9)

ICT 제조

1463

959

1566

1489

1493

(0.5)

화학/소재

1486

1502

1270

1351

1211

(-5.0)

게임

1683

1427

1269

1411

1192

(-8.3)

합계

20858

21503

23803

34250

42777

19.7%

자료 :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19.12월 (한국벤쳐투자협회) 자료 저자 재가공

10) 잘 나가는 K-제약바이오… ‘1조 클럽’ 쏟아진다 (이코노믹리뷰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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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약 기술수출 증가와 오픈이노베이션 전략
기술수출은 개발 중인 신약의 기술이나 권리 등을 해외 기업에 파는 것으로 ’89년
한미약품의 최초 기술수출 이후 최근 4년간 급격히 증가
● ’16년 23억 1,922만 달러에서 ’19년 상반기에만 39억 6,040만 달러로 성장하는
등 한국 제약업계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의약품 기술수출 분석>
계약시기

계약규모

비고

2016년

23억 1,922만 달러

동아에스티 등 12건(비공개1건) - 인보사 기술수출제외

2017년

12억 3,400만 달러

제넥신 등 8건(비공개 2건)

2018년

41억 9,265만 달러

유한양행 등 10건

2019년 상반기

39억 6,040만 달러

브리짓바이오테라퓨틱스 등 9건(비공개 2건)

자료 : KoNECT 금융감독원 기업 공시 자료분석(’19년 7월 기준), 임상시험백서 2호 재인용

국내 제약사들의 자체 R&D를 통한 기술 수출 외에 CRO와의 협업, 바이오 벤처 등
오픈 이노베이션11)을 통한 기술 수출도 추진
● 신약 개발 비용은 늘고 제품 수명주기는 짧아지면서 제약회사들이 다양한
파트너와 개발을 협업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으로 혁신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 국내 제약사인 유한양행은 초기 9개였던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을 ’19년 10월
기준 27개로 확대했으며 절반이상이 오픈이노베이션으로 이뤄짐
●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은 제약사와 바이오 벤쳐, CRO들에게 새로운 동반성장
전략을 제시하며 제약업계 체질 변화를 가속화

기술 수출은 수익원을 재투자하여 제약업계의 선순환구조 형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와의 공동임상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이점도 있음

11) 오픈이노베이션이란 개방형 혁신이라고도 불리며 다른 기업이나 학계 등으로부터 기술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혁신 방안 (헬스코리아뉴스 19.01.03)

IIT, 국제무역통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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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임상시험의 글로벌 위상 강화
한국 임상시험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9년 3.2%로 우리나라 내수 제약시장의
글로벌 점유율인 1.2%를 상회하는 유일한 바이오헬스 분야12)13)
●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의료진과 임상시험에 적극적인 환자 분위기 등으로
글로벌 임상시험 순위가 국가로는 6위, 도시로는 서울이 1위를 차지
-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누적으로 10,732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일본
5,970건을 제치고 중국 16,560건에 이어 가장 많은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아시아 2위 시장 점유
<전체 임상시험 실시 주요 국가별 순위>

자료 : 미국 국립보건원(NIH) ClinicalTrials.gov(20.02.20 자료) 저자 재가공

- 임상시험 도시별 순위 결과 세계 유수의 도시들을 제치고 서울은 ’17년부터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세계 임상시험에서 중요한 역할 차지

12) 한국임상시험백서2호(KoNECT)
13) 바이오헬스 산업은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분야를 아우르는 산업 (출처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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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임상시험 실시 도시별 순위>
순위

2014

2015

2016

2017

2018

1

서울

휴스턴

휴스턴

서울

서울

2

휴스턴

서울

뉴욕

휴스턴

휴스턴

3

뉴욕

뉴욕

서울

뉴욕

마드리드

4

런던

런던

보스턴

마드리드

뉴욕

5

보스턴

마드리드

마이애미

보스턴

마이애미

자료 : 미국 국립보건원(NIH) ClinicalTrials.gov, 임상시험백서 재인용

국내에서 승인되는 임상시험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급 단계인
2상, 3상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임상시험의 질적 성장도 진행되고 있음
● ’18년 임상시험은 총 505건으로 ’17년 대비 6.0%이상 증가하였으며 2상, 3상의
승인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제약사 임상시험 단계별 승인 현황>
(단위 : 건)

구분

1상

2상

3상

기타

계

2016년

180

96

175

6

457

2017년

176

89

209

2

476

2018년

211

98

189

7

505

자료 : 2018년 임상시험계획 승인 현황 보도자료, 임상시험백서 재인용

이러한 임상 시험의 증가는 제약업계의 신약개발 모멘텀으로 이어져 국산 신약
30개중 8개 신약이 2015년 이후 집중적으로 등재되는 상승세를 주도
<국산 신약 허가 현황(2015~2018년)>
기업명

제품명

효능·효과

허가일자

크리스탈지노믹스(주)

아셀렉스캡슐

골관절염치료제

2015.2.5

동화약품(주)

자보란테정

항균제(항생제)

2015.3.20

항균제(항생제)

2015.4.17

동아에스티(주)

시벡스트로정
시벡스트로주

동아에스티(주)

슈가논정

당뇨병치료제

2015.10.2

한미약품(주)

올리타정

항암제(폐암)

2016.5.13

일동제약(주)

베시보정

B형간염치료제

2017.5.13

CJ헬스케어

케이캡정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2018.7.5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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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나라 CRO의 해외진출
국내 임상·생산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바이오 서비스산업 수출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바이오산업 전체 수출액에서 3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
● 바이오 서비스산업 수출액은 ’16년 3,398억원에서 ’18년 6,313억원으로 연평균
36.3%씩 성장하였으며 대부분이 CRO(임상), CMO(생산)14) 서비스 수출 성장에
기인
<바이오산업 전체 수출액>

<바이오 서비스산업 수출액>

(단위 : 천억원)

’16년

’17년

’18년

수출액

수출액

수출액

18.8

20.6

20.7

17.3

19.0

18.5

3.4

5.5

6.3

기 타15)

6.9

6.5

6.3

전체

46.3

51.7

51.8

바이오
의약산업
바이오
식품산업
바이오
서비스산업

자료 : 2018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한국바이오협회) 자료 저자 재가공

1. Inbound 서비스 수출
최근 바이오 서비스산업 수출증가에서 나타나듯 국내 대표적인 CRO 기업들은
국내에서 해외 대형 제약사의 글로벌 임상 수주로 서비스 수출을 진행해 왔음
● 특히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성이 확보된 국내 CRO기업들 위주로 대형
제약사와 파트너쉽을 체결해 글로벌 임상 진행
14)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이란 의약품위탁생산으로 신약개발 회사가 생산시설 구축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제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약품 생산을 대행해주는 것을 말함
15) 기타에는 바이오화학 · 에너지 산업, 바이오 환경산업,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바이오 장비 및 기기 산업, 바이오
자원산업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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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서비스수출 사례) - LSK Global PS
- 2000년 3월에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임상시험
수탁기관으로 신약개발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One Stop Full Service CRO이며 ’19년 매출규모는
270억원
- ’17년 국내 최초로 모든 임상시험 서비스에 대한
국제 기준인 ‘ISO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으며
2019년 CRO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
-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임상시험 수탁 서비스를
제공해 온 LSK Global PS는 ’19년 12월 기준으로
1,153건 이상의 임상연구를 수행했으며 이 중
글로벌 임상시험은 134건에 이름
- 2010년 글로벌 대형CRO와 경쟁해 국내 CRO
최초로 글로벌 제약사의 FIH(First-in-Human) 항암제
글로벌 1상을 수주했으며 2016년에는 국내 CRO
최초로 대규모 글로벌 3상 항암 임상시험을 수주해
12개국 95개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글로벌
임상시험을 완료
- LSK Global PS는 CRO서비스 영역에서 확대해
신약개발 전문 자회사 ㈜엘에스케이엔알디오
(LSK NRDO Co., Ltd)를 설립했고 동국대로부터
고형암 치료제 후보물질을 도입해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음
- 2019년 국내 CRO 최초, 폴란드 바르샤바에 약물
감시(PV) 유럽지사 설립
자료 : LSK Global PS 홈페이지, 언론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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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utbound 서비스 진출
전 세계 CRO시장에서 아시아 시장(Asia-Pacific)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CRO와 자국 CRO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음
● 아시아 CRO 시장은 ‘15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19.9% 성장하며 아시아 이외
지역 성장률(11.1%)을 압도하고 세계 성장률(12.4%) 상승을 주도
<세계 CRO 시장 및 아시아시장 성장률>
(단위 : 10억 달러)

자료 : Total Cro Market Forecast (Frost & Sullivan)

국내 CRO들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ASEAN(베트남, 태국, 싱가폴 등)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에 착수
●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의약품 산업 규모를 갖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 정부가 의약품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면서 해외 CRO 및 제약사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국내 업체들의 진출도 가속화
- 중국 정부는 신성장 동력인 제약업계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임상시험
데이터 수용, 최대 60영업일내 임상시험 승인 등의 고강도 규제 개혁 실시
● (베트남) 세계 10위권의 의약품 소비 국가로 시장규모가 크며 국제조화규정
(ICH-GCP)를 도입하여 글로벌 임상시험이 많이 진행되는 국가로 특히 치료를
받아보지 않은 환자들이 많아 피험자 모집율과 유지율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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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가장 유사한 의료시스템, 국제조화규정 도입,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동남아 최대 임상시험 누적
국가로 발돋움(2,651건)16)
● (싱가포르) 세계적인 의료강국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세계 톱10 제약사
8곳의 생산시설을 확보하여 ASEAN CRO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17)

국내 CRO의 해외 진출은 초창기에는 해외 CRO 및 병원과의 파트너쉽 구축에서
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해외 지사 직접설립, 해외지역 CRO 합병 및 인수(M&A)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국내 CRO의 해외진출은 궁극적으로는 국내 제약업계의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의약품 수출 활성화와 의약품 개발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해외 아웃바운드 진출사례) - ADM KOREA (베트남, 태국)
- ’19년 4월 아시아 지역 진출을 위해 베트남 내 1위
CRO인 Smart Research Inc. 의 지분 인수를 통해 글
로벌 협력체계 구축. 베트남의 Smart Research Inc. 는
11년 베트남 보건부가 공식 승인한 최초의 베트남 현지
CRO로 미국, 일본 등과 글로벌 임상시험 경험이 있는
업체임.
- ’19년 8월 태국에 사무소 설립을 통해 동남아 지역에서
임상시험을 계획하는 국내 제약사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아시아 10개 지역에 진출할 계획이 있음.
- ’20년 2월 대웅제약과 공동임상 개발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MOU의 주요내용은
대웅제약의 주요 신약에 대한 글로벌 신약개발/임상시험
전략 및 공동임상 개발체제를 확립하여 상호 협력 추진
하기로 함.
- ’03년 설립된 국내 CRO로 19년도 컴퍼니케이(벤쳐
캐피탈)과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60억원 투자유치를
받았으며,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음
자료 : ADM KOREA 홈페이지, 언론기사 종합
16) 미국 국립보건원(NIH) ClinicalTrials.gov(20.02.20 자료)
17) 바이오 산업 몸집 키우는 싱가포르... 글로벌 제약 생산시설 집중(19.9.11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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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2000년 이후 국내 제약산업과 CRO 산업은 양적·질적 성장을 이뤄냈지만 동시에
글로벌 CRO의 아시아 및 한국 시장 진출도 본격화되었음
● 국내 CRO 시장은 몇 년 전까지 외국계 CRO가 장악하고 있었으나 최근 국내
CRO의 폭발적 성장으로 국내외 CRO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의 해외진출을 고려하여 여전히 외국계 CRO를 더 선호하고
있으나 비용 증가, 기술유출 가능성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
● 외국계 CRO 이용시 국내 CRO 대비 신약 개발 비용 증가, 신약 기술 및 데이터의
해외유출 가능성, 의사소통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외국계 CRO가 국내에서는 모니터링 등 단순 업무만 제공하고 외국본사에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 제약사와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

또한 국내 CRO가 중요한 개발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될 경우 신약 개발에 필수적인
R&D 전문 노하우가 해외로 유출되어 국가적으로 신약개발 경쟁력 제고에 지장을
초래
● 신약개발 경험이 축적될수록 성공할 신약후보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므로 국내
제약회사와 국내 CRO의 협업은 제약강국의 필수요건

(CRO 지원법 강화) 국내 CRO의 성장을 위해서는 제약산업 관련법 개정, 통계청
분류를 통한 정책근거 확보, 제약회사의 국내 CRO 사용시 인센티브 강화, CRO
자체 인증제도 강화, 세제 혜택 등이 필요
● 제약산업 특별법18)에 제약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CRO 기업도 제약산업의
지원대상임을 명문화하고 글로벌화와 산업육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
1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이 법은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하여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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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제약산업 특별법에는 제약기업, 혁신형 제약기업19)만 있을 뿐 CRO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여 정책지원 대상으로 삼기 어려움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내 CRO 산업을 명확한 산업군으로 분류하여 CRO 기업수,
종사자수, 매출액 등 통계확보를 통한 지원정책 근거 마련
● 범부처 신약 개발 산업단과 혁신형 제약기업 등 국가 R&D 지원을 받는 기관은
국내 CRO 사용 권장 혹은 의무화 도입 필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CRO 자율 등록제20)에 등록된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해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여 미등록업체와의 차별성 강화

(민관협동 해외진출 지원체계 설립) 국내 CRO의 해외진출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CRO 기업의 효과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해야함
● 특히 기존 해외진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정부기관, 경제단체등과
한국 임상CRO 협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업체들의 효율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
● 한국 임상CRO 협회는 선진국 임상협회21)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세계시장에서
국내 CRO 업계를 홍보하며 업계 위상을 제고할 필요

(CRO 우수인재 확보 지원) 최근 세계 신약 개발 트렌드는 생물 빅데이터, AI,
딥러닝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나 국내에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함
● 현재 인력의 고도화와 우수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최근 설립된 AI
대학원내 CRO 분과 설립,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지식융합 확대 등이 필요
19) 혁신형 제약기업 : 신약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이나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있거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계 제약기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 CRO 자율등록 : ’13년부터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주관으로 CRO 등록제를 실시하여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약 31개의 업체가 자율등록을 완료하였음(20.2월)
21) 미국은 2002년 ACRO(Association of Clinical Research Organizations)를 설립하였고 일본은 1994년 협의체로
전환된 JCROA(Japan CRO Association) 구성되어 있어 국제적 교류를 통해 해외 네트워크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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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고급 서비스 산업인 국내 CRO와 제조업인 국내 제약사간 상생의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동반 해외진출을 도모해야 함
● 신약개발이 바이오헬스산업의 꽃이며 자국에 역량 있는 CRO가 많아질수록
신약개발 및 해외진출은 더 용이해지므로 국내 CRO와 제약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
● CRO는 제약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시설투자가 적게 필요한 고급 서비스산업으로
효율적인 협업과 지원이 이뤄진다면 제조와 서비스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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