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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4. 현재 미국 임상3상 파이프라인의 치료영역별 PTRS(기술 및 규제 성공 확률) vs. 예상 최고판매액

2021년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 주요 동향 및 전망

KIMCo INSIGHT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의 초점이 복제약에서 개량신약 더 나아가 혁신신약으로 진화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시장의 변수가 될 전망

규제 당국의 민첩성과 호응도가 더 높아진 가운데 새로운 규제 활용 수단 등장 

- 코로나19 치료제의 응급사용허가를 제외하더라도 2020년 신약허가 수는 지난 10년간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임

- 실사용 데이터나 컴퓨터모델 활용 신약개발, 디지털 기술 등 새로운 규제 활용 수단 등장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M&A가 바이오제약 투자와 가치평가의 동력으로 작용한 가운데 향후 제재 강화 가능성

- 2020년 AstraZeneca-Alexion ($390억 달러), Gilead-Immunomedics ($210억 달러), BMS-MyoKardia

   ($131억 달러) 등 대규모 M&A 이어짐   ($131억 달러) 등 대규모 M&A 이어짐

- 새 위원장 임명으로 약가인상이나 반경쟁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M&A에 대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의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글로벌 주요 동향

2026년 처방의약품 매출 톱(top) 기업: 1위 AbbVie, 2위 Roche, 3위 Novartis

- 2020년과 비교 AbbVie가 2단계 상승하면서 Roche를 넘어 1위 차지, Bristol Myers Squibb가 3단계

   하락하면서 8위 기록

2026년 판매액 톱(top) 의약품: 1위 Keytruda, 2위 Opdivo, 3위 Eliquis

- 최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승인된 AbbVie의 Rinvoq가 2020년 38위에서 빠르게 상승해

   2026년 10위에 진입

2026년 제약 R&D 지출 톱(top) 기업: 1위 Roche, 2위 Johnson & Johnson, 3위 Merck & Co2026년 제약 R&D 지출 톱(top) 기업: 1위 Roche, 2위 Johnson & Johnson, 3위 Merck & Co

- 7위 AstraZeneca가 8.4%, 6위 Bristol Myers Squibb이 7.4%, 10위 AbbVie가 7.1%로 연평균 7% 이상으로 

매우 빠르게 연구비 지출이 증가할 전망

NPV(순현가) 기준 톱(top) R&D 프로젝트: 1위 Tirzepatide (당뇨치료제, Eli Lilly), 2위 NVX-CoV2373 

(코로나19 백신, Novavax), 3위 Donanemab (알츠하이머 치료제, Eli Lilly)

-- Eli Lilly의 두 개 프로젝트가 1위와 3위 차지, 4위 BMS-986165 (건선치료 면역억제제, Bristol 

Myers Squibb) 등 면역치료제와 7위 DS-1062 (폐암치료 항체-약물접합치료제, Daiichi Sankyo) 

등 항암제도 상위권에 포진

글로벌 주요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