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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백신) 스푸트닉V, 에피박코로나, 코비박 등 벡터·불활성화·아단위
단백질 방식으로 개발 완료 및 상용화

   * (세계) 아스트라제네카(영·스웨덴), 화이자(미·독), 모더나(미), 노바백스
(미), 시노백(중) 등이 대표적

   ** 스푸트닉V: 세계 최초 개발이라는 뜻으로 ‘스푸트닉’지칭, 92% 효과, 인
도·브라질 등 생산진출(연 1억 도스 목표), 한·중앙아 등 CMO 진출

  ㅇ (치료제) 러 순수개발 치료제는 전무, 덱타메타손·코로나비르·아레플리
비르·아비파비르·렘데시비르등글로벌제약사현지생산진출중

 □ 러시아 제약산업 일반 현황
  ㅇ (정부) ’21년4월, 푸틴 대통령 연례교서의 보건·의료·복지 집중

☞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디지털 의료 확대 강조
   - (정부지원) ‘제조업발전전략 2035’를근간, 의약품·의료기기의생

산성 증대, 혁신 및 기술 경쟁력 제고, 수입대체화 추진
  ㅇ (제약산업) 러의약품시장규모는세계15위(2.2% 비중), 2020년동안

전년대비 23% 증가와 2023년까지 연 4~6% 성장세 유지 전망
   - 성장 모멘텀은, △정부지원확대, △백신개발 탄력, △글로벌

기업의 현지진출 활발 등임. 
    * (유럽) Sanofi, Novartis, Byer, Johnson&Johnson, GSK, (한국) 녹십자, 

셀트리온, SK케미컬 등
 □ 러시아의 코로나 팬데믹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 한-러 팬데믹 제약산업 협력방안
  ㅇ (제약) 러 수입대체화 정책 활용 ☞ 기술협력·합작·제조투자
  ㅇ (백신·치료제) 원격진료서비스 등의 우수기술 공유·한국 상용화 기술협력·

인적교류·CMO/CDMO·러노후장비산업인프라자본투자등
    * (협력사례) 셀트리온·종근당·일양약품·녹십자 등
    ** (대표적 CMO) 스푸트닉V 양산, 휴온스·GL Rapha·엠피코퍼레이션 등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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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러시아의 코로나 팬데믹 현황





- 3 -

1  2021년 상반기 러시아 팬데믹 대응 현황

□ 팬데믹 속 러시아 경기현황
※ (6.30 러시아 코로나) 누적 확진자 551만명, 사망자 13만5천명 (일일 확진자 2만2천 명 이상)
 * 제3차 확산과 일일 사망자 670명 이상으로, 팬데믹 이래 최대치를 기록 중
 * ‘스푸트니크V’ 등 현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QR 코드제(식당 출입제한)와 원격 근무 실지 

중이나 백신 접종률은 인구 대비 20% 미만

 ㅇ 경제성장 : 2019년까지 회복세 불구 2020년 –3% 기록, 2021은 소폭의 회복 기대
   - 국제유가하락⋅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경제상황 악화 

후 회복세 진입
     * 러시아 원유 생산량은 세계 3위(12% 비중), 매장량은 세계 6위(6.2% 비중)
   - 2020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소폭의 회복 기대 중
[ 러 정부 및 국제기관별 러시아 경제전망치 ]

(단위: %)
구  분 러 경제부 러 중앙은행 OECD 세계은행 IMF EIU
2016 △0.2 △0.3-0.7 △1.7 △1.2 △1.5 △1.2
2017 0.8 1.1-1.4 0.5 1.4 1.0 1.6
2018 1.5 1.4-1.8 1.4 1.4 1.2 1.5
2019 1.3 0.8-1.3 0.9 1.4 1.2 1.3
2020 △3.9 △4,0-5.0 △7.3 △4.0 △4.1 -
2021 2.9 3.0-4.0 3.5 3.2 3.8 -

자료 : 러 경제부, CBR, OECD, WB, IMF, EIU
* 기타 기관 ’21년 전망: Fitch (3.0%), IHS Markit (2.1%);l (러) 모스크바 고등 경제 대학교 (2..8%), AKRA (3.8%) 
 ㅇ (총 교역) 2020년 총 교역량은 5,678억 달러로 전년대비 14.7% 감소

[ 러시아 교역 변화 ]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H

수출 497.4 343.5 285.7 357.8 449.9 422.4 336.4 129.5
(증감률) △5.44 △30.93 △16.84 25.26 25.75 △6.05 △20.36 11.3

수입 287.1 182.9 182.4 227.5 238.2 243.6 231.4 88.3
(증감률) △8.95 △36.28 △0.25 24.69 24.67 △2.14 △5.01 23.7

자료 : GTA(Global Trade Atlas), 러 연방 관세청(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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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수입) 2019년 총 수입액은 2,436억 달러, 2020년은 2,314억 달러 기록
   - 2020년 기준 러 수입 상위국 1-2위는 중국(점유율 : 22.73%), 독일(10.11%)이 

유지, 한국은 3.09% 점유(10.53%↓, 7위) 기록

□ 러시아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
 ㅇ (참고) 세계 팬데믹 최근 동향

날짜 기사 내용 관련기관 연론

6.20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B.1.617.2) 확산에 각국이 다시 방역규제에 
나섬. 세계보건기구(WHO)는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이미 80곳이 넘는 
나라에 확산되었고 해당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우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는 방법은 백신 접종이 우선. 코로나
19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는 자사 백신을 2차 
접종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중증질환 예방 효과는 각각 92%, 96%라고 
밝힘.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CDC), 
세계보건기구

(WHO),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경향신문

6.21

세계 평균 100명 당 접종자 비율은 19.61명
누적 백신접종 현황: 러시아 2,452만 도스
누적 확진 사례: 러시아 490만 8,794건
누적 사망자: 러시아 11만 5,003명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에 따르면 
한국시간 20일 기준, 세계 누적 확진 사례는 1억 6,462만 6,458건, 사망자 
수는 341만 3,801명임.

- 뉴스핌

7.15

델타 변이가 면역계의 공격을 피해 감염력을 높일 수 있음. 실제 델타 
변이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60%가량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수먀 스와미나탄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과학자는 “델타 변이는 엄청난 전염력 때문에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변종이 되는 과정에 있다”고 밝힘. 오는 24~25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선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대책이 의제로 오를 전망

- 국민일보

 ㅇ 2021년6월30일, 러시아 일일확진자 21,182명(모스크바 8,598명) 기록
   - (6.2) ’21년 최저치 8,832명(6.24) 기록
     * 최대치 29,900명(’20.12.24.)
   - (6.18) 소뱌닌 시장은 일일확진자(모스크바)의 90%가 ‘델타변이’라고 발표
   - (6.13) 6.14(월) 공휴일을 6.18(금)까지 임시공휴일로 연장과 함께 공원 등 인구

밀도가 높은 공공장소 패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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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8) 7.2(금)까지 모스크바 내 업무종사자 40% 이상 재택근무 권장, 7.15부터 
’Healthy Moscow(200만명 이상 백신접종 달성, 모스크바 업무종사자의 60%)’ 
실시 선언

[러시아 확진자 증가세 최근동향]

자료 : Worldometr(www.worldometers.info)

 ㅇ 백신 접종 현황 및 접종률 확대 추진

(6.23일 기준)

국가 인구 투여된 
총 접종 수

1차 접종 접종 완료
인원 접종률 인원 접종률

러시아 146,171,015 35,983,165 20,345,332 13.94% 15,637,833 10.71%
     ※ 접종 백신은 러 스푸트니크V(99%), 현지 생산성은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6.23 RDIF(직접펀드, 

국부펀드)는 7월부터 스푸트니크V 해외 생산성이 월 500만~600만 도스라고 발표
 ㅇ 러시아는 백신 지원 대상이 아닌 백신 지원국(백신외교)으로 활동 중
  - (사례1) 대 아르헨티나 ‘스푸트니크V’ 지원
     * 1차(6.15) 790만 도스, 2차(6.24) 150만 도스
  - (사례2) 대 인도 ‘스푸트니크V’ 지원
     * 1차(5.1) 300만 도스, 2차(7.15 예정) 1,000만 도스
 ㅇ ‘델타변이’에 따른 확진자수 급증으로 모스크바 중심 현지 백신접종 강제 추진 전망
     * 7.19 후 모스크바 식당⋅바 등 백신QR코드제 폐지
     ** 일부 지역(카렐리아 공화국, 무르만스크 등)은 백신접종 의무화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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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제약산업 정책 최근 동향 
※ (5.28, 한국 외교부 ‘러시아 이슈 테트리스’)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 보건⋅의료⋅복지 

역량 강화 현황
 * ‘21.4월, 푸틴 대통령 연례교서로 보건⋅의료⋅복지 집중 ☞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디지털 

의료 확대 강조
 ** 이슈: ① 보건 정책, ② 제약산업, ③의료산업

 ㅇ ’② 제약산업’ 이슈 관련, 러시아 제약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이행
   - ’제조업 발전전략 2035(정부령 1512-r, 2020.6.6.)’를 근간, 의약품⋅의료기기의 

생산성 증대, 혁신도입 및 기술결쟁력 제고, 수입대체화 등 추진
   -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단일제약시장 내 러시아 의약품 비중 확대
     * (2017년) EAEU 단일제약시장 공식 출범, 의약품 승인⋅품질관리⋅유통절차 단일시스템 구축 

시작
     * (2021.5.21.) 회원 5개국 모두 전략 의약품을 제3국 수입보다 역내 생산 추진 합의
     ** EAEU 시장의 러시아 제약산업 비중은 2021년 기준 93%(러 36억 달러/ EAEU 39억 달러)

자료 : 외교부 ‘러시아 이슈 테트리스’ 보고(21.5.28)

□ 러시아 정부의 팬데믹 지원
 ㅇ 러시아 정부의 팬데믹 방역규제는 경제 지향적 개방 정책으로 고수
   - 2020년 3월말~5월 간의 코로나19 의무격리기간을 시행한 후 러시아는 현재까지 

‘락다운 없는 방역규제’와 백신 집단면역으로 경제 지향적 개방 정책을 고수 중
     * 러 정부는, 2020년 3월~2021년 5월 동안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53만2,000명으로 자연 

발생률보다 26%는 높으나 이는 세계 평균보다 낮다고 주장(세계 최대 발생률 기록은 중남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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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GDP 두자리 수 하락세를 겪는 서방 선진국 경험과는 다르게 러시아만이 
봉쇄 정책 없는 경제 회복세를 구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존재

     *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1년 말까지 러시아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

   - 다만 사망수(7월 기준 일단위 790명대)는 2021년 변이 바이러스 확산 시기부터 
세계 상위권에 머물고 있음. 

     * 사망자수 확대는 2020년 10월(40%↑)부터로 12월에는 66%까지 증가
     ** 러 정부의 경제 중심적 방역 완화는 3차 유행이 시작된 2021년 6월까지 방어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6월 기준 사망자수 증가율은 14% 증가
 ㅇ 코로나19 극복 정부 지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은 중소기업 

지원임. 
   - 팬데믹 기간(2020년~2021년 7월) 동안 러시아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으로 투입된 

금액은 약 4,000억 루블(53억 7,000만 달러)이 넘은 것으로 알려짐.
   - 중소기업 긴급 지원 사항으로는 세금 부담 완화, 보험금 지급 등임.
 ㅇ 러시아 정부의 팬데믹 극복 패키지 지원은 크게 두차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첫 번째 패키지는, 4월에 발표되었으며, 필수 기업 대상 고용 대책임. 
     * 필수 기업의 주요 산업은, 자동차, 항공업, 전자, 경공업, 화학, 전기기기, 공작 기계, 석유가스, 

에너지, 중공업, 철도, 조선업, 임업, 생필품 제조업, 방위 등임. 
     ** 대상 기업들은 연 5% 이자율로 최대 30억 루블의 운영 자본금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며, 현재 

까지 약 1,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포함됨. 
   - 두 번째 패키지로, 중소기업 지원이며 보조금 지급, 인센티브 부여, 의무 지불 

연기, 세금 감면 등의 방식임. 
     * 패키지 일환, 중소기업 고용 1인 당 최저 임금 자금 제공이며 의무적으로 팬데믹 이전 상태의 

노동인력 90% 유지 
     * 중소기업에 무이자 대출 제공으로 시중 은행에 35억 루블의 국가 보조금이 추가 투입(급여 

지급용 대출은 305억 루블에 달했고, VEB가 총 대출의 75% 보장) 

[ 팬데믹 극복을 위한 러시아 보조 프로그램 ]
종류 대상 주요 사항

재정 지원 
및 자금 

도달

(SMEs) 중소기업 중앙 은행(CBR)은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재융자 프로그램을 확대했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업을 위한 은행 

대출 할인
- 운전자본 은행 대출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회사에 최대 12개월 동안 각 

차용자당 30억 루불 이하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이자율은 5%를 초과 
할 수 없음. 국가는 보조금을 통해 은행의 이자 손실을 충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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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러시아 정부의 사회 및 국민 지원은 주로 노동 환경 개선과 영유아 수당 지급 등임.
   - 병가 수당을 최저 임금 (약 12,000 루블) 이상으로 설정되었고, 양육 수당의 최소 

금액이 두 배(최대 7,000 루블)로 확대 지원
   - 사회복지 기관 직원 충원과, 감염 병동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의 지급 

수당 확대(2020년 11월부터)
   - 코로나 발병시 모기지 대출 상환을 유예
     * 8세 미만 유아에 대상 10,000 루블 지원
   - 기업 원격 근무에 관한 규정법 제정 
     * 신규법 주요 내용: 대상 기업은 고용인의 동의하에 원격 근무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원격 

근무는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도입 될 수 있음.
     ** 원격 근무에 대한 조항은 고용 계약에 반영되었으나 원격 근무자에 대한 노동자 권리는 보장 

하되 보상 또는 감봉의 금전적 사유로는 적용되지 않음. 

종류 대상 주요 사항

(SMEs) 중소기업
- 국가 지원은 2020년 4월과 5월에 임금 비용 및 기타 즉각적인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 가장 영향을 받는 부문에서 운영되는 중소기업에 지급됨. 
- 보조금 지급 대상 중소기업은 2020년 3월 수준의 90% 이상의 고용 

수준을 유지해야 함. 지원금액은 2020년 3월 법정 최저임금과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함.

중소기업에 유예 
기간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에 보조금
국가는 가장 영향을 받는 부문에서 운영되는 중소기업에 최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 은행에 보조금을 제공함.
* 2020년 4월 1일 전에 부여 대출 관련

중소기업 대출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8.5%를 초과하지 않음.
건설 부문 지원을 
위한 은행 대출

정부에서는 모기지 대출에 따른 이자율을 보조하여 은행이 할인된 이자율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실업대책
- 2020년 실업 수당 상한액이 연방 최저 임금 금액(12,130루블)에 맞춰 

인상됨.
- 2020년 3월 1일부터 해고된 사람(사유 해고 제외)의 경우 2020년 4월~ 

6월 실업 수당에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시 3,000 루블의 추가 수당
을 받게 됨.

파산제한조치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 분야의 기업가 

및 기업
정부는 2020년 4월 6일~10월 6일 간 가장 영향을 받는 부문에서 운영 
되는 기업가 및 기업군과, 국가가 전략적으로 관여하는 기업 및 국영 기업에 
대해 지급 불능 청구 제출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도입

조세 조치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 분야의 기업가 

및 기업

- 특정 범주의 납세자에 대한 거의 모든 세금(VAT 제외)에 대해 세금 보고 
및 납부에 대해 특정 유예가 부여됨. 한편, 2020년 1분기~2분기 재산세는 
각각 2020년 10월 30일과 2020년 12월 30일로 연기되었음.

- 특정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대기업군도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최대 
12개월(또는 5년까지) 세금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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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러 경제교류 현황

□ 한-러 교역
 ◦ 팬데믹에 의한 2020년 교역 감소 후, 2021년 상반기부터 급격히 회복 중
   - 2020년 對러 수출은 68.9억 달러(11.2%↓), 수입은 106억 달러(27%↓)
   - 2021년 상반기 기준 對러 수출은 37.3억 달러(53%↑), 수입은 58.5억 달러(11.8%↑)

[ 2013~2021년 상반기 한-러 교역 ]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H
수출 10.13 4.68 4.7 6.9 7.3 7.8 6.89 3.73

(증감률) (△9.1) (△53.7) (1.8) (44.8) (6.0) (6.2) (△11.2) (53.3)
수입 15.66 11.30 8.6 12.0 17.5 14.5 10.6 5.85

(증감률) (36.3) (△27.8) (△23.6) (39.3) (45.4) (△16.9) (△27) (11.8)
무역수지(증감) -5.5 -6.6 -3.9 -5.1 -10.2 -6.7(△34) -3.7 -2.11
자료 : KITA, GTA

 ◦ 對러 수출 1, 2위 품목인 승용차 및 차량부품 수출비중이 약 37%
   -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등의 수출비중이 높고 화장품이 2017년부터 급격히 증가
     * (자동차) 현대기아차 현지소비가 확대, 2018년 40만대 판매 첫돌파 후 2019년까지 이어짐.
     ** (화장품) ’17년 9천만, ’18년 1억6천만, ’19년 2억(32%↑), ’20년 2억4천만(14.6%↑, Top6)
 ㅇ (수입) 수입제품은 원유와 나프타 등의 석유 제품과 천연가스, 유연탄, 무연탄 등 

주요 에너지 자원에 집중되어 있음. 
  - 2019년 감소(-17.5%)세 기록 이후 2020년에도 대폭 하락(-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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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對러시아 수출 상위 10대 품목 ]
   <2020년 韓-러 10대 수출품목>                <2021년 상반기 韓-러 10대 수출품목>

품목명 수출금액
(USD백만) 증감율(%)

운송기기 2,581 -23.2
기계 998 1.6

전기기기 689 8.7
플라스틱 439 -13.2

의료기기(광학) 257 10.4
화장품, 향수 245 14.6

철강 222 -0.4
고무 136 -27.0

선박류 117 -38.1
철강제품 156 24.3
총 수출 6,891 -11.2

 

품목명 수출금액
(USD백만) 증감율(%)

운송기기 1,635 86.1
기계 531 41.1

전기기기 266 19.6
플라스틱 279 61.2

의료기기(광학) 111 18.9
화장품, 향수 128 36.8

철강 117 40.8
고무 67 12.4

선박류 1.8 -97
철강제품 73 49.8
총 수출 3,736 53.3

자료 : GTA(HS코드 2자리)

[ 최근 對러시아 수입 상위 10대 품목 ]
   <2020년 韓-러10대 수입품목>                <2021년 상반기 韓-러10대 수입품목>

품목명 수출금액
(USD백만) 증감율(%)

에너지연료 7,875 -33.0
해산물 923 0.3
철강 308 -28.4

귀금속 330 1.7
목재 145 1.4

선박, 수상구조물 53 10,346.8
곡물 63 517.0

목재펄프 86 -7.7
희토류, 무기화학품 284 16.7

광, 슬랙 38 -30.1
총 수입 10,630 -27.0

 

품목명 수출금액
(USD백만) 증감율(%)

에너지연료 4,512 7.7
해산물 402 5.9
철강 154 18.3

귀금속 292 184
목재 74 28.5

선박, 수상구조물 26 -49.9
곡물 63 42.8

목재펄프 46 33
희토류, 무기화학품 26 18.1

광, 슬랙 14 -10.4
총 수입 5,853 11.8

자료 : GTA(HS코드 2자리)

□ 한국의 대 러시아 투자 진출 동향
 ㅇ 2017년부터 감소추세이며 2020년도 전년대비 크게 감소
   - 산업별로 2020년 주요 투자분야는 제조업이 3,650만 달러로 전체 대러 투자의 

26.1%를 차지하였고, 농업⋅임업⋅어업 분야 강세가 뚜렷해짐(2,859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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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대러 투자 추이 ]
  <연도별 한국의 對러시아 투자(’14~’20)>      <분야별 한국의 對러시아 투자금액(’18~’20)>

연도 법인수 투자(천 달러) 세계비중
’15 18 178,127 0.58
’16 18 110,441 0.31
’17 21 81,791 0.20
’18 26 94,364 0.19
’19 29 98,872 0.16
’20 16 124,891 0.002

21.1H - - -
 

분야 ’19 ’20 ’21.1H ’20점유
제조업 75,130 32,650 - 26.1

농업⋅임업⋅어업 6,636 28,598 - 22.9
정보통신업 501 174 - 0.1
도소매업 5,652 11,131 - 8.9

기타 83 - - -
합계 98,872 72,553 - 1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K-EXIM)

 ㅇ 對러 한국투자 누계액은 약 29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 해외투자의 0.5% 수준
     * (식품) 오리온, 롯데, 팔도 등은 라면, 제과, 음료 분야에서 높은 시장점유율 차지
     ** ’07~’10년 간 현대, 삼성, LG, 롯데 등의 대규모 투자(13.6억 달러) 후 '11년부터 투자 감소세

구분 신규 법인 수 투자금액 세계비중
총계 629 2,930,720 0.5

1989~1999 115 187,622 -
2000~2006 121 239,000 0.5

2007 52 241,508 1.04
2008 62 359,253 1.48
2009 32 429,983 2.06
2010 22 334,352 1.35
2011 33 99,872 0.34
2012 16 109,288 0.38
2013 27 122,265 0.40
2014 21 114,031 0.40
2015 18 178,127 0.58
2016 18 110,441 0.31
2017 21 81,791 0.20
2018 26 94,364 0.19
2019 29 98,872 0.16
2020 16 124,891 0.002

2021.1H - -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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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전망
 ◦ 코로나19로 인해 러시아 제조업육성정책은 유지하되,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발전

으로 탄력을 받을 것
     *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생산경쟁력에서 중요한 요인이 경제성보다는 공급의 안정성, 리스크 

회피(risk aversion) 등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접어듦(자료원: Eurasia Group)
     ** 기존 육성산업으로 손꼽아왔던 제약, 의료기기 등 코로나19를 계기로 e-Health, 백신⋅치료제 

개발로 모멘텀 확보 전망
 ◦ EAEU 역내 가치사슬(RVC) 구축 환경 조성 강화
   - 글로벌 공급망 약화는 신북방 지역의 러시아 중심 EAEU 공고화 및 확대로 전개
   - 러시아 중심 EAEU 역내 공급망 체계가 ‘니어 쇼어링(Near-shoring)’ 현상으로 

전개될 것
     *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미국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 미중무역갈등 및 글로벌 보호 

무역 강화 등 세계화 약화 문제 대두, 코로나19가 ‘글로벌 공급체계(supply chain)와 가치사슬 
(value chain)의 분화’라는 트렌드를 가속화시킬 것

 ◦ 신산업⋅디지털경제 육성 등의 트렌드 가속화
   - 비대면을 통한 원격진료(telehealth), 홈오피스(재택근무), 에듀테크(EdTech)등이 

각광 받게 될 것이며 전자상거래 중심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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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러시아 제약산업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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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제약산업 일반 개요

□ 러시아 제약산업
 ㅇ 러시아 제약산업 규모는 2019년 기준 1조 7,360억 루블로 예상했으나 약 2조 

루블(2020년 기준)까지 성장 
   - EIU는 러시아 의약 시장규모가 세계 15위 이내로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보고 
     * Deloitte는 러시아 제약산업은 세계 2.2%를 차지한다고 추정
   - 2020년 동안 의료용 및 조제약품 시장은 전년대비 23% 증가했고, 2020년 

12월 기준 82%까지 급증
[2019년 기준 러시아 의약품 시장 성장 예상 통계]

자료 : Deloitte CIS 연구센터(DNS Group 자료 활용)

 ㅇ 러시아 조제 약품은 소화 및 신진대사, 혈액 및 혈관, 심장, 피부, 비뇨, 미생물, 
암, 뼈, 신경, 근육, 호흡 및 신경계 등과 주로 관련된 것임. 

   - 2019년 기준 러시아 조제 약품 중 항균, 비뇨, 피부, 혈액, 근골격계 관련 제품 
수요가 증가

   - 2020년 동안 양적 기준으로 혈액 관련 약품, 피부, 항균, 근골격계 관련 제품 
증가율이 높았음. 

   - 한편, 소화, 호흡 민 신경계, 암, 호르몬 등의 약품은 2019년부터 하락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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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조제 약품 생산성 ]
단위(백만) 2019 2020 2019/2018, % 2020/2019, %

소화관 및 신진대사 치료용 의약품
패키지 443 428 -6.1 -8.9
앰플 143 182 -9.0 34.4

혈액 생성을 포함한, 혈액용 의약품
약병 43.8 59.2 2.1 배 35.1

패키지 56.1 77.1 13.3 17.9
심혈관계 치료용 의약품

약병 18.8 32.8 -15.9 74.6
패키지 539 558 13.5 5.8
앰플 127 131 1.4 4.2

피부 질환용 의약품
약병 184 249 3.5 배 24.4

패키지 128 119 9.3 -11
비뇨생식기 및 성호르몬 치료용 의약품

패키지 27.7 26.8 12.8 -4.8
정기적인 사용을 위한 호르몬 의약품

패키지 3.997 31.3 -22.9 79.4
정기적인 사용을 위한 향균 의약품

약병 372 461 2.5 배 25
패키지 185 254 40.0 43.7

항 종양 (암 치료) 및 면역 조절 의약품
패키지 34.2 45.7 -28.9 20.2

근골격계 치료용 의약품
패키지 159 163 12.6 2.3
앰플 67.5 73.4 2.2 배 7.7

신경계 치료용 의약품
패키지 552 606 -4.0 9.6
앰플 318 287 15.5 -9.6

구충제, 살충제 및 방충제
패키지 10.450 9.999 8.2 -6.5

호흡기 치료용 의약품
패키지 297 286 2.1 -5.4
앰플 50.3 73.5 -24.6 46

감각 처리 장애 치료용 의약품
패키지 79.5 64 2.3 -19.5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청(https://rosstat.gov.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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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1년 1분기 기준 조제 약품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40.7% 증가했고, 의약품 
생산성은 전년동기 대비 18.8% 증가

   - 러시아 통계청은 2019년 기준 제조 부문 중 제약 산업이 최고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

   - 러시아 조제 약품 생산성은 2018년~2019년 사이에 급격한 성장세(26.6%) 보였
다는 점에서, 제약산업이 타 산업 대비 성장 잠재성이 큰 것으로 보임. 

자료 : 러시아 연방 통계청, 산업통상부, Pharmvestinik.ru

□ 러시아 제약산업 부문별
 ㅇ 러시아는 1인당 의약품 판매량에서 전 세계 30위를 차지
   - 2019년 러시아 내 1인당 제약 매출은 194달러로, 세계 상위 30개국 평균 462

달러와 차이가 큰 편
   - 미국 국제 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에 따르면, 러시아는 

1인당 의약품 지출 규모가 중부 유럽 및 동유럽 32개국 중 19 위를 차지(2019년 
기준, 2018년 17위) 

 ㅇ 러시아 제약산업 및 의약품 시장은 크게 상업 부문과 공공조달 부문으로 나눌 수 
있음. 

   - 2020년 러시아 산업 통계 연감에 따르면, 기초 의약품 및 조제 약품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기관⋅단체 수는 2,400개로 추산(2016년 대비 300개사 감소)
되며, 이 중 상업 부문에 2,100개의 회사가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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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0년 기준 “의약품 및 제조 약품” 경제활동으로, 제약산업은 제품 제조, 서비스
(유통, 판매, 조달 참여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의약품 및 제조 약품의 경제 활동에 따른 수익 창출규모는 3,501억 루블(약 50억 
달러)로, 전년대비 1.49배 증가

   - 판매유통 서비스(조달 포함) 매출 규모는 전년대비 1.39배 높은 1,833억 루블
(약 26억 달러)에 달했음. 

   - 기타 판매관리 매출은 전년대비 1.45배 증가한 832억 루블(12억 달러) 기록
   - 결과적으로, 러시아 제약산업의 기업 영업 이익은 2020년 기준 전년대비 183%가 

증가하였고 수익성 있는 기업 비중도 1.25% 증가함. 

[ 2019년~2020년 러시아 제약산업 관련 기업 수익성 변화 ]

지표 루블 (단위: 백만) 성장률(%)2019년 2020년 
제조 및 서비스 (VAT, 소비세 및 기타 

의무지불 제외) 수익 235,021.971 350,124.973 148.98
상품유통, 서비스 수익 131,998.215 183,393.063 138.94
기타 판매관리 수익 57,385.314 83,223.798 145.03

영업 이익 45,638.442 83,508.112 182.98
자산, 공장 및 장비투자 533.338 398.255 -74.67

세전 이익 32,324.704 64,531.536 199.64
총 기업수 대비 수익기업의 점유율(%) 81.33 82.58 1.25

매출 수익률(%) 19.42 23.85 4.43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청, Interfax(Spark 기업 정보)

□ 러시아 제약산업 주요 정책
 ㅇ 러시아 정부는 약품 및 의료 산업 발전 프로그램과 함께 ‘제약 전략 2020(2020 

Pharma Strategy)’을 추진 중
   - 제약 전략 2020은 약품 및 의료 산업 발전 프로그램보다 먼저 도입되었고 기간은 

2020년까지라는 점과 의약 산업에 집중된 것이 차이점임. 
   - 2018년 ‘제약 전략 2030’이 소개되었으나 현재까지 운영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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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전략 2020과 “약품⋅의료 산업 발전” 국가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 ]
제약 전략 2020 ”약품⋅의료 산업 발전“ 국가 프로그램

기간: 2009~2020년 기간: 2013~2024년

예산: 1776억 2000만 루블 (2009 기준)
- GMP 도입: 360억 루블
- 의약품 개발: 1064억 루블

예산 (제약산업): 583억 1804만 8100루블 
- 2019년: 70억 5864만 2600루블
- 2020년: 69억 8901만 6400루블
- 2021년: 67억 9194만 5400루블
- 2022년: 71억 63만 9300루블
- 2023년: 74억 2336만 루블 
- 2024년: 77억 6075만 루블

주요 사항: 
- 의약품의 첨단기술 생산의 현지화
- 첨단화학 및 생명공학 의약품의 국내 생산
- 2011년까지 국내제약사의 의무적 GMP도입
 * 수입 일반 의약품 및 혁신 의약품의 가정용 

개발 및 생산

주요 사항: 
- 정부에 의해 승인되고 매년 개정되는 주요⋅필수 의약품 

목록 중 130개의 주요 약품 대체품의 국가 등록 및 마케팅
- 7개의 혁신약품에 대한 국가등록 및 마케팅
- 7개의 제약 R7D센터 설립 예정 
- 중요 약품 제조를 위한 신규 의약품 생산
- 강한 성분이 함유된 마약성 약 및 의약품의 수입 대체품 

최신 생산 개시
- 사회적 중요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 생산 개시

목표:
- 2020년 국내 매출액 대비 국내 제품 비중 

50% 점유
- 국내 제약사 생산 가치에서 60%의 혁신 

의약품 비중
- 2008년 대비 의약품 수출 8배 증가
- 현지 생산 의약품의 원자재의 50% 이상이 

현지산 이어야 하며 전략 의약품의 경우는 
85% 달성

목표:
- 국내 매출액 대비 국내 제품 점유율: 2019년 46%, 

2020년 50%, 2024년 53%
- 의약품 수출(1억 루블): 2019년 530: 2020년 750; 

2024년 1,100
- R&D 및 기술 혁신과 제조 기술향상(1억 루블): 2019년 

815, 2020년 1,124, 2024년 1,239
- 생산성 증가율(전년대비 가치 기준): 2019년 17.7%, 

2020년 7.1%, 2020년 12.1%
- 정부가 승인한 전략 의약품 및 필수의약품목목록의 국내 

생산량 비중: 2019년 90%; 2020년 90%; 2024년 93% 
참고 : * 2020년도 해당 목록은 758 Medical preparations 으로 명명 
자료 : Consultant Plus

 ㅇ 제약 전략 2020의 구체적인 수행 방식은, 특별투자계약, 조세 감면, 보조금, 투자 
촉진 기반 설비, 산업개발 기금 및 직접투자 펀드 등 금융 지원, 공공조달의 현지
제품 우선권 부여 등임. 

   - Vademec.ru에 따르면 2011년~2014년 동안 러시아 연방 산업통상부는 400가지 
이상의 외국 제약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180억 루블(당시 환율적용, 약 5억 달러) 
예산을 지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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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지원 결과, 2019년 5월까지 71개 신규 의약품이 출품되었으며 
2019년 말까지 18개가 추가로 신제품으로 등록되었고 2022년까지 37개가 추가로 
등록될 예정

   - 2015년~2019년 동안 96개 관련 프로젝트로 20억 루블 상당(3,270만 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산업개발기금(IDF)은 MedBioPharma 프로젝트를 통해 
지출 

   -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는 러시아-중국 투자펀드(중국 투자청의 공동 펀드), 
중동 파운데이션, AFC System(민간), VTB(러 최대 은행)과 협업, 러시아 제약사 
Oblenskoye와 Binnopharm을 M&A하여 러시아 최대 제약사 Alium Holding 
Group 창설

     * Alium Holding Goup은 200개 이상의 제약설비를 보유, 모스크바 주에 4개 공장을 운영 중 

수행 내용

특별투자계약(SPIC)
세금 혜택
법인세 적격성(0%적용 등), 지방세 인하 등 세제 혜택 
현지 생산자 현황 및 보조금 지급 절차 간소화 
국가 조달 단독 계약 기회 제공 

특정 산업단지 내 
제조능력에 따른 조세감면

부분적 보조금 지급:
혁신 의약품 개발에 우선 지출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프로젝트 지출
의약품 상업화 프로젝트 지출 
산업단지 및 테크노파크 등의 시설개발을 위해 2013-2016년에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투자 촉진 기반시설 상트페테르부르크, 칼루가, 벨고로드, 라쟌, 야로슬라블, 이르쿠츠크(바이칼) 등 
현재까지 10개 제약 단지 설립

러시아산업개발기금
(IDF)

계약 수행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명시됨.
2014년 기술 개혁, 새로운 제조 프로젝트, 수입 대체 촉진을 위해 설립 
첨단기술 생산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과 같은 프로젝트 공동 자금 조달에 선호적인 
약관

러시아직접투자펀드
(RDIF)

2011년, 러시아 우수기업 및 유망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와의 공동 투자를 
위해 설립

정부 공공 조달의 현지 
제품 우선권 제도

2개 이상의 국내 제약사가 입찰을 참여할 경우, 외국 제약사 또는 의약품 공급사는 
참여 불가
2015년 정부는 일부 외국계 주요 약품의 연방 및 지방 조달에 대한 접근을 제한 
하기 시작 

자료 : Consultant Plus, Deloitte, 러 연방 산업통상부, 러 산업개발펀드(IDF), Global and Russian Pharmaceutical 
Market Review,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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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러시아 제약 전략 2020은 2009년에 처음으로 언급되었고, 2015년부터 본격적
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입대체산업 정책과 연동되어 운영 중

   - 러시아 수입대체화는 2009년 ‘제약전략 2020’ 추진방안 수립 직후로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평가받고 있음.

   - 2009년 대비 러시아 현지화된 의약품은 22.6% 증가하였고, 2018년 말 기준 
기초 약제 현지화 비중은 81%임.

   - 한편, 전략 약제(Strategic Medicaments) 현지 비중은 68%이며, 일반 의약품 
현지 비중은 31%임.

[ 러시아 제약산업 발전 프로그램 목표(2018년 기준 평가 실적) ]

계획 지표 성과 평가 당초목표
2018년 2019년

제약 전략 2020
기초 약제 현지화 81% 90% 90%
현지 생산 의약품 

매출 비중 31% 43% 50%

국가 프로그램 
(2013-2024)

전략 의약품 
현지화 68% 90% 90%

약품 수출 7억 8,000만 달러 
(471억 2,000만 루블)

11억 9000만 달러 
(370억 루블)

24억 달러 
(750억 루블)

자료 : Vademec.ru

 ㅇ 러시아의 ’2020 제약 전략’은 ’제약 및 의료 산업 발전’ 이라는 주정부 프로그램에 
의해 구체적으로 추진 중임. 

   - 2009년에 채택된 2020 제약 전략은 제약 산업에 대한 정부의 우선 순위를 
나타내고, 제약 수입에 대한 의존성 감소와 일반적으로 혁신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10년간의 제약 산업 발전 추세를 결정했음. 

   - 동 목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의 몇몇 핵심 요소를 의미함.
   ⋅ 국내산 필수 의약품 및 희귀 질환 치료제 가용성 증가
   ⋅ 러시아 제약 개발 및 제조 표준을 국제 요구 사항과 통일
   ⋅ 혁신 의약품 개발 및 생산 촉진
   ⋅ 러시아 의약품 수출 강화
   ⋅ 국내 제약 산업을 기술적으로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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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9년 러시아연방회계협회는 ‘2020제약 전략’의 경제적 타당성 및 예산처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프로그램 기금의 활용도 낮다고 판단해 2024년까지 추가적
으로 5년 연장

   - 2013~2024년 동 프로그램의 총 예산은 1,479억 루블으로, 기금 지출 방안은 
아래와 같음.

   ⋅ 특별 투자계약(SPIC)
   ⋅ 산업 클러스터 제조 능력 구축을 위한 세금 혜택 및 인센티브 지급
   ⋅ 보조금(부분적 지원)
   ⋅ 러시아 산업개발기금(IDF)을 통한 기업 지원
   ⋅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RDIF)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
   ⋅ 정부 공공조달 시 현지 생산 의약품 우대
   - 2014년에 채택된 ‘제약 및 의료 산업 발전’ 주정부 프로그램은 과학, 기술산업 

역량 제고 큰 기여를 하였으나 2020년까지의 성과 부족으로 4년 연장 
   - ‘제약 및 의료 산업 발전’ 주정부 프로그램은 수입대체화 정책과 결합(2015년 

발효)
     * 2018년 전문가 그룹이 검토한 ‘2030 제약전략’은 최종적으로 공식화되지 않았으나 우선 순위로 

설정된 바이오 의약품 개발과 제약산업 수입대체화, 수출목적 생산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 
   - ‘제약 및 의료 산업 발전’ 주정부 프로그램 연장선에서 러시아 주정부는 ‘제약 

및 의료 산업 발전 2020’ 프로그램 발표

[ ‘제약 및 의료 산업 발전 2020’ 프로그램(비교) ]
2020 제약 전략 프로그램

기간: 2009~2020년 기간: 2013~2024년 
총 예산: 1,776억 2,000만 루블 

(2013~2024년 예산은 1479억 루블) 총 자금 조달(제약 산업): 583억 1,804만 루블 규모

물류유통판매 등 시장 발전에 집중
기업 인센티브, 수입대체화, 발전기금, 공공조달 등 
예산 지출 구체화 
* 기업 발전을 위해 투자 유치, 자급자족, 산업 인프라 

확대 등을 지원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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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의약품 시장 전망
 ㅇ 2021년 최종 소비 가격 측면에서 시장 규모는 2조 1670억 루블(약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Discovery Group은 전망
   - 동 수치는 2020년보다 6.2% 증가할 것으로, 주요 성장 요인은 팬데믹에 따른 

백신과 치료제 개발, 각종 질병 건강보조제의 현지 생산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임.

[ 2021~2023년 러시아 의약품 시장 성장 예측 ]
(단위: 백만 루블, 성장률%)

분류 2020 2021 2022 2023
수입 1,148,52 1,194,46 1,242,24 1,291,93
수출 111,8 120,7 130,4 140,8
제조 1,003,24 1,093,53 1,191,94 1,299,22
시장 2,040,00 2,167,29 2,303,83 2,450,37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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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팬데믹에 의한 러시아 제약산업 변화

□ 러시아 제약산업 성장세
 ㅇ 코로나19 발발로 러시아 제약산업은 도약적 발전이 있었다는 평가
   - DSM 그룹은, 2020년 러시아 제약산업 시장규모는 약 2조 루블(289억 달

러)로 전망하였고 2021년은 2조 1,270억 루블(약 300억 달러)까지 전망
   - 2021년 러시아 제약산업은 전년대비 6.1% 증가할 것이고, 2023년까지 연3%~

5% 성장세를 보일 것

[ 러시아 제약 산업 성장세 ]
(단위: 10억 루블)

자료 : DSM Group 

 ㅇ 코로나19는 현지 제조된 의약품 판매 비중도 높였으며 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3월 기준 러시아 전체 의약품 거래의 61.3%가 현지산이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의약품 소매 단가가 연 7% 상승

   - 다만 팬데믹 경제악화에서 회복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2022년과 2023년은 매출 
증가세가 4.7%와 3.7%에 그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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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RNC Pharma(러시아 제약산업 분석기업)에 따르면, 코로나19로 API(Active 
Preparation Ingredients, 약제) 시장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8월 기준 러시아 API 시장 규모는 1,101억 루블(약 15억 달러)로, 2020년 
1분기 기준 러시아 제약산업 시장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임.

   - 전년동기대비 금액 기준 29%가 상승하였고 분량 기준 18%가 증가
   - API(약제)로 러시아가 동기간 수입한 규모는 9,800톤이며 대부분 아비간(RNA

바이러스 치료제)과 같은 항 바이러스제 원료인 것으로 파악되며, 대표적인 제품
으로는 중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Favipiravir와 인도 및 중국에서 수입하는 
Oseltamivir임.

[ 2016년~2020년 8월 러시아의 API 수입 규모 ]

자료 : RNC Pharm

 ㅇ 코로나19로 인한 가격 상승세로 인해 수량(패키지) 기준으로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임.

   - 수량 기준 러시아 의약품 판매량은 2020년 월별로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고, 
연도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오히려 감소

   - 월별 판매량이 1월 말~3월 초까지 크게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발발에 따른 
비상약 확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가격 상승세는 거의 안정적임.

   - 3월 이후로 판매량이 급격히 하락하였는데 가격은 급격한 반등세 보였고 2021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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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의약품 가격 상승세(인플레이션)

자료 : DSM Group

 ㅇ 러시아 통계청(Rosstat) 자료 상으로도, 2019년~2020년 동안 시장 분야(상품
군) 별 가격 상승률이 의약품에서 가장 높은 6% 상승세를 보임.

   - 평균 가격 상승률이 4.1%를 감안한다면 의약품 상승률은 매우 높은 편이고, 
다음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인 분야는 식품류로 5.1% 증가하였음.

[ 2019년~2020년 러시아 시장 분야별 가격 상승률(%) ]

자료 : Ros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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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시장 현황
 ㅇ 2020년 러시아 의약품 물량(패키지)은 60억 2,000만개로 전년보다 4% 감소했고 

가치 기준으로도 12.5% 감소 
   - 2020년 러시아 의약품 생산(수입 포함) 가치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2.5% 감소
   - 순가치(수입원가-수출+생산원가) 기준 상 러시아 의약품 생산성은 약 160억 달러

[ 2019년~2020년 러시아 의약품 시장 성장세(물량 및 가치 기준) ]
(단위: 1,000 패키지, 백만 달러)

분류 2019 2020
수입(+) 물량 기준 1,963,956 1,888,610

가치 기준 10,450,9 7,745,3
수출(-) 물량 기준 400,390 703,441

가치 기준 552,1 753,7
제조(+) 물량 기준 4,702,738 4,833,235

가치 기준 8,546,5 9,121,8
시장규모 물량 기준 6,266,304 6,018,404

가치 기준 18,445,3 16,113,5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ㅇ 부가가치가 포함된 러시아 의약품 매출규모는 2020년 기준 전년대비 9.8% 증가
   - 2020년 기준 러시아 의약품 시장 규모(매출)가 2조 400억 루블을 넘어섬.
   - 매출 기준 러시아 의약품 시장의 수입 비중은 56.3%(1조 1,485억 루블)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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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2020년 러시아 의약품 매출 시장규모 ]
(단위: 십억 루블)

분류 2019 2020
수입(+) 1,063,53 1,148,52
수출(-) 56,2 116,4
제조(+) 892,00 1,007,91

매출 시장 규모 1,858,44 2,040,00
- 원가 기준 1,191,9 1,165,4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 2019년~2020년 러시아 의약 시장 규모 ]
(단위: 십억 루블, 성장률%)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ㅇ 러시아 의약품 시장 중 공공부문은 물량 기준 16.9%의 시장 비중이며 가치 기준은 
31% 차지

   - 전체 의약품 시장의 공공부문을 제외한 부문은 처방전 없는 상업용 의약품을 
의미하며, 물량 기준 83.1%와 가치 기준 55.3% 차지

   - 가치 기준에는 의약품 보조제도 포함되는데, 가치 기준 13.6%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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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2020년 러시아 의약품 부문별 시장(물량 및 가치 기준) ]
(단위: 1,000 패키지, 백만 달러)

부문별 2019 2020
상업 물량 기준 5,120,0 5,002,0

가치 기준 1,020,0 1,128,0
공공 물량 기준 1,146,3 1,016,4

가치 기준 577,0 634,0
의약품 보조제 가치 기준 261,4 278,0

시장 규모 물량 기준 6,266,3 6,018,4
가치 기준 1,858,4 2,040,0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ㅇ 2020년 러시아 의약품 시장 중 상업 부문은 가치 기준으로 11% 성장한 반면 
패키지는 2% 감소

   - 2020년 가치 기준 수입산이 5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물량 기준 수입은 
34,3% 비중임.

   - 전체적으로 2020년 기준 현지 제약품은 가치 기준 약 10% 비중이고, 물량 기준
으로 6%에 불과

[ 2019~2020년 러시아 상업 부문의 의약품 시장 규모 ]
(단위: 십억 루블, 천개 패키지)

분류 2019 2020
수입 가치 기준 592,2 629,3

물량 기준 1,746 1,715
현지제조 가치 기준 427,9 498,5

물량 기준 3,374 3,287
총  계 가치 기준 1,020,1 1,127,8

물량 기준 5,120 5,002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ㅇ 조제 유형에 따라 러시아는 처방약 시장(RX)과 비처방 의약품(OTC)으로 구분되며, 
필수 의약품(VED)도 별도로 구분됨. 

   - 가치 측면에서 처방약(RX) 시장이 비처방약 시장보다 큰 반면, 물량 측면에서는 
비처방 의약품(OTC)이 비중(55%)이 큼.



- 30 -

   - 필수 의약품(VED)의 경우는 가치 및 물량 기준 모두 기타 의약품보다 비중이 높음. 

[ 러시아 조제유형별 시장 점유 ]
(위 : (왼쪽) 가치, (오른쪽) 물량/ 아래 : VED(좌동))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ㅇ 해부학⋅치료⋅화학적 분류로써, 러시아 의약품 시장은 2020년 가치 기준 ‘항암제 
및 면역 조절제’ 그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항암제 및 면역 조절제의 가치 측면 비중은 16%이고, 물량 기준으로 1.68%
   - 두 번째 비중의 의약품 그룹은 ‘소화기관 및 신진 대사’로, 가치 기준으로 16% 

비중이나 매출 기준으로는 76% 차지

[ 2019년~2020년 러시아 의약품 그룹별 시장규모 ]
(단위: 십억 루블, 100만 패키지)

그룹 기준 2020
항암제 및 면역 조절제 가치 기준 326,6

물량 기준 101,1
소화기관 및 신진 대사 가치 기준 305,4

물량 기준 908,2
전신 사용을 위한 항생물질 가치 기준 283,6

물량 기준 703,6
심혈관 질환 치료용 의약품 가치 기준 206,4

물량 기준 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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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 2020년 러시아 의약품 그룹별 비중(왼쪽: 가치, 오른쪽: 물량) ]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그룹 기준 2020
신경계 질환 치료용 의약품 가치 기준 172,2

물량 기준 863,0
호흡기 질환 치료용 의약품 가치 기준 169,3

물량 기준 774,0
조혈 및 혈액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가치 기준 158,3

물량 기준 424,3
근골격계 질환 치료용 의약품 가치 기준 124,4

물량 기준 405,0
비뇨생식기 및 성 호르몬의 질병 치료 용 의약품 가치 기준 92,2

물량 기준 101,7
피부 질환 치료용 의약품 가치 기준 85,7

물량 기준 613,3
감각기관 질환 치료용 의약품 가치 기준 41,0

물량 기준 133,0
전신 사용을 위한 호르몬 의약품 (성 호르몬 제의) 가치 기준 18,0

물량 기준 48,1
구충제 및 살충제 가치 기준 3,5

물량 기준 21,7
기타 가치 기준 53,4

물량 기준 184,2
총  계 가치 기준 2,040,0

물량 기준 6,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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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0년에 의약품 상업 부문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소화기관 및 신진 대사’그룹
으로, 가치 기준 18%, 물량 기준 16% 비중

   - 가치 기준 ‘심혈관 질환 치료용 의약품’ 그룹이 2위를 차지했고, 점유율은 14.5%임.

[ 2019년~2020년 러시아 의약품 그룹별 시장규모(상업부문) ]
(단위: 십억 루블, 100만 패키지)

그룹 2020
소화기관 및 신진 대사 가치 기준 201,8

물량 기준 788,4
심혈관 질환 치료용 의약품 가치 기준 163,9

물량 기준 660,8
호흡기 질환 치료용 의약품 가치 기준 131,0

물량 기준 739,5
신경계 질환 치료용 의약품 가치 기준 124,6

물량 기준 781,9
전신 사용을 위한 항생물질 가치 기준 107,0

물량 기준 403,7
근골격계 질환 치료용 의약품 가치 기준 91,4

물량 기준 386,9
비뇨생식기 및 성 호르몬의 질병 치료 용 의약품 가치 기준 77,0

물량 기준 98,3
피부 질환 치료용 의약품 가치 기준 71,0

물량 기준 566,8
조혈 및 혈액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가치 기준 57,4

물량 기준 152,1
항암제 및 면역조절제 가치 기준 36,4

물량 기준 71,8
감각기관 질환 치료용 의약품 가치 기준 30,6

물량 기준 125,9
전신 사용을 위한 호르몬 의약품 (성 호르몬 제의) 가치 기준 7,1

물량 기준 34,8
구충제 및 살충제 가치 기준 2,5

물량 기준 20,9
기타 가치 기준 26,1

물량 기준 170,2
합계 가치 기준 1,127,8

물량 기준 5,002,0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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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러시아 의약품 그룹별 비중(상업 부문) ]
(왼쪽: 가치, 오른쪽: 물량)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 제조사별
 ㅇ 2020년 기준 러시아 제약사 중 Sanofi사가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크며, 가치 기준

으로 시장의 3.8%를 차지
   - 두 번째로 점유율이 큰 제조사 Novartis사로, 시장 점유율은 3.3% 이며 약국 

매출 기준으로는 68%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 2019~2020년 러시아 의약품 시장 규모(제조사별) ]
(단위: 십억 루블, 성장률 %)

제조업체 국가 2020
SANOFI 프랑스 76,744,8

NOVARTIS 스위스 68,103,2
BAYER 독일 66,941,2

JOHNSON & JOHNSON 미국 47,888,2
GSK 영국 46,551,2

OTISIPHARM 러시아 45,422,6
MERCK 독일 43,537,8
STADA 독일 42,987,9
PFIZER 미국 40,420,6
TEVA 이스라엘 37,616,1

SERVIER 프랑스 35,435,0
ASTRAZENECA 영국 3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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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ㅇ 상업 부문 의약품으로는, 2020년 기준 Bayer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치 기준 4.6% 점유율임.

   - 2020년 동안 1,100개 사가 러시아 상업 부문 의약품 시장에서 활동 중이었고 이 
중 상위 20위 내 기업들이 판매 가치로 시장의 53.2%를 차지

   - 제조사 Novartis가 상업 부문으로 4.2% 점유율을 보여 2위를 차지하였으며, 
매출은 전년대비 26.6%로 큰 증가율을 보였음. 

   - Otisipharm사가 2020년에 3위로 등급했으며, 2020년 매출은 전년대비 37.1% 
상승률을 기록

   - PHARMSTANDARD사는 상업 부문에서 물량 기준으로 가장 큰 점유율(7.3%)을 
보였고, 2위인 Stada사는 4%의 점유율을 보였음.

[ 2019~2020년 러시아의 상업 부문 제약 시장 규모(제조사별) ]
(단위: 십억 루블)

제조업체 국가 2020
BIOCAD 러시아 34,053,9

F.HOFFMANN-LA ROCHE 스위스 33,034,5
KRKA 슬로베니아 32,880,5

BERLIN-CHEMIE 독일 31,224,4
PHARMSTANDARD 러시아 29,143,3

ABBOTT 미국 28,443,0
GEDEON RICHTER 헝가리 25,676,5

ASTELLAS PHARMA 일본 24,598,1
기타 1,215,205,5
합계 2,040,000,0

제조업체 국가 2020
BAYER 독일 51,602,4

NOVARTIS 스위스 47,044,8
OTISIPHARM 러시아 44,275,6

SANOFI 프랑스 41,351,0
STADA 독일 40,857,0
TEVA 이스라엘 38,014,4

SERVIER 프랑스 34,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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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 2020년 기준 러시아 의약품 시장의 제조사별 점유율 ]
(왼쪽: 전체, 오른쪽: 상업 부문, %)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제조업체 국가 2020
KRKA 슬로베니아 30,861,9

A. MENARINI 이탈리아 30,683,0
GLAXOSMITHKLINE 영국 29,729,7

ABBOTT 미국 26,753,4
GEDEON RICHTER 헝가리 25,044,9

JOHNSON & JOHNSON 미국 22,338,0
Pharmastandeart 러시아 22,216,2
POLPHARMA 폴란드 21,000,2

VALENTA PHARM 러시아 20,352,2
PFIZER 미국 19,847,6

DR.REDDY’S 인도 19,623,2
OZON 러시아 17,688,4

VERTEX 미국 16,737,6
기타 527,556,2
합계 1,127,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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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020년 러시아의 상업 부문 시장규모(제조사별 소비가격 기준) ]
 (단위: 십억 루블)

제조업체 국가 2020
PHARMSTANDARD 러시아 367,4

STADA 독일 201,3
OTISIPHARM 러시아 180,5

OZON 러시아 177,5
RENEWAL 러시아 151,5

TULA PHARMACEUTICAL FACTORY 러시아 149,6
TEVA 이스라엘 144,9

POLPHARMA 폴란드 121,3
VEROPHARM 러시아(등록 법인)

(대주주는 ABBOTT) 119,6
NOVARTIS 스위스 117,7
DR.REDDY’S 인도 112,0

SANOFI 프랑스 100,8
A. MENARINI 이탈리아 93,0

SINTEZ 러시아 91,6
VERTEX 미국 89,6

GIPPOKRAT 러시아 84,8
JOHNSON & JOHNSON 미국 79,3
GLAXOSMITHKLINE 영국 79,1

KRKA 슬로베니아 76,3
GROTEX 러시아 74,9

기타 2 389,3
합계 5 002,0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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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2020년 러시아 의약품 생산성(상: 생산가 기준, 중: 소비가, 하: 물량) ]
(단위 : 100만 루블, 1,000팩, 성장률 %)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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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0년 기준 러시아 의약품 현지 생산성은 생산가 기준으로 6,597억 루블(94억 
달러)로 전년대비 19.5% 상승

   - 최종 소비가 기준으로는 1조 79억 루블(144억 달러)로 전년대비 13% 상승
   - 물량 기준(패키지)으로, 2020년 의약품 생산량은 49억 5,138만 개로 전년대비 2.8% 

상승

[ 러시아 주요 의약품 제조사 및 활동현황 ]
회사명 주요 내용

JSC
R-Pharm

JSC "R-Pharm"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제약 회사 중 하나다. 제조사는 입원 및 전문 의료
(러시아의 의료 연구 센터, 병원, 임상병원 및 의료 기관)를 위한 의약품의 개발, 생산 및 공급을 
전문으로 한다. «R-Pharm» 포르폴리오에는 장기이식, 다발성 경화증 및 당뇨병 치료 등에 
사용되는 종앙학, 혈액학, 심장학, 면역학, 항균, 바이러스 약물, 다발성 경화증 및 당뇨병 치료 
등 병원 및 전문 치료를 위한 다양한 제약 그룹의 약물이 포함된다. 2020년 “P-PHARM” 
JSC의 수익은 2019년 대비 46.3% 증가하여 1,205억 루블, 순익이 49,8% 증가하여 180억 
루블을 기록했다. COVID-19 제품은 매출의 약 5~6%를 차지했다. 약 30억 루블은 6만 패키지의 
Coronavira (favipiravir) 판매 수익이고, Artlegii (olokizumab) 판매 수익은 10~20억 루블
이다. 공공부문시장에서도 선도 중이며, 제조 부문에서도 상당히 알려져 있다. 
* 제조 현황

완성된 제형 및 생명 공학 물질 공장, 연간 6억 5천만 개의 제품 제약 공장 «P-PHARM 
NOVOSELKI», 연간 20억 개의 제품
연구 및 생산 단지 "Farmoslavl", 연간 50톤의 활성 제약 성분
백신 "스푸트니크 테크노 폴리스" 생산
제약 공장 "Ortat", 연간 4,300만 개의 제품
건설중인 엔터프라이즈 "R-Opra"

Sanofi

Sanofi사사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회사다. «Orlovskaya oblast» 지역에 위치한 생산 단지인 
"Sanofi-Aventis Vostok"은 2013년에 국제적 요구 사항과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표준에 따라 2010년에 건설되었으며 현대 인슐린 생산의 전체주기에 들어갔다. 
2012년부터 종양 질환 치료제 생산이 시작되었다.
공장의 생산시설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에서도 현대 인슐린에 대한 당뇨병 환자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2016년에 공장은 성공적으로 유럽 검사를 통과하고 EMA (European 
Medicines Agency)로부터 GMP 인증서를 받았으며 Sanofi사는 «Orlovskaya oblast» 지역
에서 생산된 인슐린을 유럽 국가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2016년 5월, «Sanofi-Aventis Vostok» 공장에서 최신 기저 인슐린의 "0km"생산이 시작되었
으며 2017년 6월에 혁신적인 아날로그 인슐린의 첫 번째 배치가 유럽의 유통 창고로 보내졌다. 
2018년 초에 공장은 전체 생산주기에 들어갔다.
LLC "ICUVIA Solutions" "러시아의 FPP 및 식이보조제 소매 감사", "러시아의 예산 감사 
(DLO 및 RLS 제외)", "러시아의 DLO (ONLS 및 VZN)" 및 “러시아의 지역 혜택”의 데이터
베이스에 따르면 2019년 말, Sanofi Corporation은 도매가로 루블화로 판매되는 러시아 의약품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 JSC "SANOFI RUSSIA"는 무역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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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정리

회사명 주요 내용

Novartis

2010년부터 Novartis 그룹은 러시아에서 전략적 투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Novartis 그룹의 부서는 Sandoz, Alkon, Novartis Pharma, Novartis Neva 제약 공장이다. 
이미 의료 시스템 개선과 함께 혁신적인 치료법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실행 
중이다.
"Novartis"회사와 «FBGU NMIZ im. V.A.Almazova», 상트 페테르부르크 보건위원회 간의 
계약에 따라 "만성 심부전 환자를 위한 의료 개선"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Novartis 제약 공장 건설은 2015년 6월에 완료되었다. «Novartis 
Neva»는 고체 제형 생산을 위한 현대적 공장이다. 2017년에 상업 생산이 시작되었고 2018년 
완제품 제형의 첫 생산이 시작되었다. 설계 용량은 연간 15억 개와 6000만 팩이다. 현재 공장은 
6가지 제약 (기존의 5종, 복제약 1종)을 상업적으로 생산하여 공장 가동률을 약 20%까지 보장
한다. 
Novartis Neva»는 러시아 시장을 위한 «Novartis», «Sandoz» 사업부의 혁신적인 의약품 및 
고품질 제네릭(복제약) 통합 포트폴리오를 생산하고 있다. 심장학, 이식학, 종양학, 신경학 및 
내분비학은 제약 공장에서 생산되는 치료의 주요 적용 분야이다. 한편, CJSC «SANDOZ» 및 
LLC «NOVARTIS PHARMA» 는 무역 회사이다.

Bayer

Bayer사는 의료, 생명 과학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Bayer사의 러시아 지부는 
Pharmaceuticals, Consumer Health, Crop Science, CIS대표 역할을 담당 중이다. 러시아에 
있는 회사의 사무실은 러시아의 36개의 도시에 있다. 러시아의 Pharmaceuticals 부서는 의약품 
수요가 높은 치료 분야를 전문으로 하며,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종양학, 혈액학, 심장학, 
여성 건강, 안과, 방사선과 같은 추가적인 혁신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 비처방 약품의 Consumer 
Health 부서도 러시아에서 성공적으로 발전하여 광범위한 비처방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다.
Crop Science의 농업 부서는 작물 보호 솔루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Bayer» 
CJSC는 이전에 독립적인 자회사인 Bayer JSC, «Bayer CropScience» LLC와 지역 대표 
네트워크를 포괄하고 있다.
2012년 11월 국제 화학 및 제약 회사인 «Bayer»와 «Medsintez» 공장은 의약품 공동 생산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공동 생산의 첫 번째 약물은 항생제 «Avelox» 이다. 
LLC «Plant Medsintez»는 항 바이러스제 «Triazavirin»을 생산한다. 고형 제품 제조 능력은, 
연간 10억개(알)이다. 유전자 조작 인간 인슐린 물질 생산 능력은, 연간 400킬로이며, 유전자 
조작 인간 인슐린의 완제품(투여 형태, 연간 100억 IU 생산 능력)도 제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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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 제약산업의 국제협력

□ 러시아 의약품 수입 현황
 ㅇ 2020년 동안 러시아는 77억 4,530만 달러 규모의 의약품 수입하였고 전년대비 

25.9% 감소
   - 2019년 기준 러시아 의약품 수입규모는 100억 4,509만 달러였음.
   - 수량 기준 2020년은 18억 8,861만 패키지를 수입하였고 전년대비 3.8% 감소
   - 2020년 기준 비포장(벌크 형태) 의약품 수입 비중은 금액 기준 2.9%이며, 수량 

기준 2%임.
   - 국가별로, 독일이 전체 수입의 20%(금액)을 차지하고 한국은 40순위 내임. 

[ 2019년~2020년 러시아 의약품 수입규모 ]
(단위: (1당 100만 달러), (1당 1000팩), 성장률(%))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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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2020년 러시아 의약품 수입 ]
(금액⋅수량 기준, 단위: 100만 달러, 1,000팩)

제품 유형/금액⋅수량 기준 2019 2020
포장 금액 기준 10,170,9 7,501,0 

수량 기준 1,926,197 1,850 651 
비 포장 금액 기준 280,0 244,3 

수량 기준 37,759 37,959 
합계 금액 기준 10,450,9 7,745,3 

수량 기준 1,963,956 1,888,610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 러시아 의약품 수입국별 순위 및 비중 ]
순위 국가별 2020

1 독일 1,495,2
2 이탈리아 730,3
3 벨라루스 202,2
4 인도 498,0
5 스위스 494,2
6 프랑스 484,9
7 미국 405,7
8 아일랜드 359,0
9 영국 227,5
10 슬로베니아 207,0
- 대한민국 9,3

총 계 7,745,3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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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0년 기준 대 러시아 의약품 시장 공급 제조사 중 BAYER가 최대 규모로 전체 
수입의 3.9% 차지(금액 기준)

   - 3.8%의 수입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사는 PATHEON INC(2위)이며, GSK사가 
3위로 3.1% 비중임. 

   - 5순위인 ARKA는 일부 물량(9,277만 달러)이 비 포함 제품으로 대 러시아로 
수출 중임. 

[ 2020년 러시아의 의약품 수입 규모 및 비중(제조업체 별) ]
(단위: 1달러, 점유율 %)

순위 제조사 제조 국가 2020
1 BAYER 독일 302,685,246 
2 PATHEON INC 네덜란드 290,595,303 
3 GSK 영국 237,788,271 
4 BOEHRINGER INGELHEIM 독일 228,446,830 
5 KRKA 슬로베니아 215,640,149 
6 CELGENE INTERNATIONAL 스위스 197,515,937 
7 CILAG AG 스위스 185,558,499 
8 ASTRAZENECA AB 영국 185,469,060 
9 NOVARTIS 스위스 183,451,851 
10 PFIZER 미국 164,565,404 
11 ABBVIE 미국 154,145,137 
12 DR. REDDYS LABORATORIES 인도 142,314,886 
13 SANOFI 프랑스 134,025,817 
14 CATALENT PHARMA SOLUTIONS 미국 124,978,704 
15 A. MENARINI/BERLIN-CHEMIE 독일 117,670,794 
16 ROMPHARM COMPANY 루마니아 110,756,452 
17 LEK D.D 슬로베니아 105,667,038 
18 GEDEON RICHTER 헝가리 103,104,362 
19 ABBOTT 미국 97,761,192 
20 ASTELLAS PHARMA 일본 85,044,854 

총   계 7,745,33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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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 2020년 러시아의 비포장 의약품 수입규모 및 비중(제조업체 별) ]
(단위: 1달러)

순위 제조사 제조 국가 2020
1 KRKA 슬로베니아 92,773,848
2 ABBVIE 미국 37,204,576
3 ASTELLAS PHARMA 일본 28,803,067
4 ABBOTT 미국 20,056,887
5 CJSC BIOCAD 러시아 12,626,058
6 SANOFI 프랑스 12,267,699
7 PHIBRO ANIMAL HEALTH 

CORPORATIO 미국 9,968,375

8 FIS-FABBRICA ITALIANA 
SINTETICI S. P. A. 이탈리아 1,24,030

9 LEE PHARMA LIMITED 중국 1,568,536
10 DR. REDDYS LABORATORIES 인도 2,000
11 NOVO NORDISK 덴마크 100

기타 27,332,799
총  계 244,327,975

자료: Discovery Research Group
 ㅇ 2020년 기준 러시아가 수입한 제품 중 KSARELTO 제품 비중이 가장 크며, 수입 

점유율은 2.9%임.
   - 두 번째 순위 제품은 REVLIMID로 2.2%를 점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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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과 비 포장 제품을 모두 포함한 기준으로 19위인 VALSARTAN 제품은 
전량 비 포장(벌크로 추정) 의약품임.

[ 2020년 러시아의 브랜드 및 약품 유형별 수입규모 ]
(단위: 1달러)

순위 의약품 제조사(제조국가) 2020
1 KSARELTO Bayer(독일) 223,683,607 
2 REVLIMID Celgene(스위스) 172,452,047 
3 SPINRAZA Biogen(미국) 157,357,119 
4 IMBRUVICA Cilao(스위스) 80,096,305 
5 ABRAKSAN Celgene(스위스) 68,455,765 
6 ELIKVIS Bristol⋅Myers Squibb(미국) 67,619,487 
7 Tafinlar Novartis(스위스) 55,672,241 
8 HEPTRAL Abbrie(미국) 54,832,806 
9 EVIPLER Glead Sciences(영국) 51,958,204 
10 KANEFRON Rottendorf Pharma(독일) 49,199,123 
11 NUROFEN Reckit Benekiser(영국) 47,829,258 
12 HALAZEN Eisail(일본) 47,377,455 
13 KREON (PANKREATIN) Abbott(영국) 47,131,098 
14 ITULSI Pfizer(미국) 45,468,570 
15 LINPARSA Astrazeneca(영국) 45,222,937 
16 NIMESIL Nimesil(이탈리아) 44,871,494 
17 KSTANDI (ENZALUTAMID) Catalent Pharma(미국) 42,654,472 
18 LOZAP Lozap(인도, 중국) 40,303,116 
19 VALSARTAN  * 비포장 (러시아, 인도, 중국) 39,856,910 
20 ALFLUTOP Biotenhnos S.A.(루마니아) 39,523,408 

총  계 7,745,332,557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 러시아의 한국 의약품 수입구조
 ㅇ 2020년 금액 기준, 대 러시아 한국 의약품 수출기업 중 점유율이 가장 큰 기업은 

녹십자(GREEN CROSS CORPORATION)로, 67.5% 비중에 달했음.
   - 한미약품(HANMI PHARM)은 2위로 9.4% 비중을 차지하였고, 한독(Handok)은 

3위로 3.3%의 비중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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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품 군으로는 Lozam(신경 안정제, 수출 전 또는 뇌전증 완화제로 사용)가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6.8%)

   -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약제는 Amaril(항바이러스제로 추정)로, 3.2% 
점유율을 보임. 

[ 2020년 러시아의 원산지 국가 및 유형별 약품 수입규모 ]
(단위: 1달러, 점유율 %)

제조사(현지 명칭) 약제(의약품명 포함) 2020
CELLTRION.INC 기타 134,021 

DONG BANG.CO.LTD
DINOPLUS 21,738 

STRESSGARD 116,700 
FORTIS 21,638 

기타 14,480 
DONG-A ST.CO. LTD ZIDENA 117,180 

GREEN CROSS CORPORATION 기타 6,331,500 
HAN DONG.CO.LTD DEXAMETHAZONE 70,992 

HANDOK.INC
KATOZIA B 10,260 

AMARIL 301,208 
KETOTOP 4,371 

HANDONG.CO.LTD ТTOLPHAMIN 10,980 
HANMI PHARM.CO.LTD. LOZAP AM 638,722 

EFFEGLENATIDE 245,557 
KOREA THUMB VET.CO.LTD AMOKSILENOL 13,104 

DEKSAMETAZON 21,438 
KOREA UNITED PHARM.INC ACECLAGINE 239,827 

SAMSUNG BIOLOGICS TELAVANTSI 20,174 
UBLITUKSIMAB 231,389 

SAMU MEDIAN.CO.LTD TSEFUROKS 8,100 
기타 20,432 

UNIBIOTECH.CO.LTD FERRIFIT 8,580 

WOOGENE B&G.CO.LTD
SUPERAMINO 51,587 
FERRUM 2000 30,485 

FLUZON 5,950 
TSEKUS 4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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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ㅇ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러시아 기업(제조사, 유통사, 외국계열 등)으로 나누어 
보면, NANOLEK LLC가 가장 큰 비중(67.5%)를 차지하고 있음.

   - SANOFI JSC는 12.6%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3위(Evanpharm)부터는 
3% 이하로 점유율이 급격히 낮아짐. 

제조사(현지 명칭) 약제(의약품명 포함) 2020
YOOYOUNG PHARMACEUTICAL.CO.LTD ATRI INJ 75,000 

BINEX.CO.LTD AVASTIN 62,400 
기타 75,600 

BI-SI-WORLD PHARM.CO.LTD 기타 1,150 
DONGKOOK PHARMASYUTICAL.CO.LTD TRASTUZUMAB 25,187 

IL-YANG BIOPHARM.CO.LTD RADOTINIB, COVID-19 17,510 
기타 65,195 

MEDITOX.INC 기타 907 
 285,000 

CKD BIO CORPORATION  * 비포장 약제 CLAVULANIC ACID + 
SILICON DIOXIDE 34,500 

합계 9,380,941 
(왼쪽: 제조사, 오른쪽: 약품군, 금액 기준)



- 47 -

[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러시아 기업(제조사, 유통사, 외국계열 등) ]
(단위: 1달러, 점유율 %)

순위 구매자 2020
1 NANOLEK LLC 6,331,500 
2 SANOFI JCS 1,185,487 
3 EVAPHARM LLC 285,000 
4 TD ROSTAGROVET LLC 240,622 
5 ООО ТЕВА TEVA LLC 239,827 
6 OST RUS LLC 235,760 
7 JIEMSY LLC 138,000 
8 SAPPLAI RU LLC 134,021 
9 VALENTINA PHARM JSC 117,180 
10 VITOMEK LLC 98,566 
11 KRASPHARM PJSC 75,000 
12 SIMBIO LLC 70,992 
13 BIOKARD LOGISTICS LLC 65,195 
14 P-PHARM JSC 37,684 
15 PROVET LLC 34,542 
16 NITA-PHARM LLC  * 비 포장 제품 34,500 
17 PHARMPARK LLC 25,187 
18 AGRIMATKO CJSC 19,560 
19 INGA PHARM LLC 10,260 
20 KOREX LLC 1,150 
21 VORTEX LLC 907 

합계 9,380,941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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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제약산업의 국제교류
 ㅇ (수입구조) 러시아의 의약품 주요 수입국은 20개국이며, 이 중 독일이 최대 수입국임. 
   - 러시아로 수출하는 주요 제약사 중 독일의 Bayer가 최대 규모로 수출하고 있고 

2020년 기준 약 3억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수출하였음.
   - 한국 제약사 중 GC녹십자(Green Cross Corporation)가 대러 수출로는 1위 

제약사임. 

[ 2020년 국가별 제조사 기준 러시아의 의약품 수입현황 ]
(단위: 달러)

국가별 제조업체 2020년 비고(순위)

독일

BAYER 302,685,246 1
BOEHRINGER INGELHEIM 228,446,830 4

A. MENARINI/BERLIN-CHEMIE 117,670,794 15
SALUTAS PHARMA 75,368,728 22
VETTER PHARMA 57,248,597 29

MERCK 37,458,403 38
STADA 2,744,205 47

미국

PFIZER 164,565,404 10
ABBVIE 154,145,137 11

CELGENE INTERNATIONAL 197,515,937 6
CATALENT PHARMA SOLUTIONS 124,978,704 14

ABBOTT 97,761,192 19
BRISTOL-MYERS SQUIBB 83,037,600 21

ABRAXIS BIOSAYENS 68,867,486 24
AVEXIS INC 61,154,449 27

BIOMARIN INTERNATIONAL LIMITED 57,176,977 30
GILEAD SCIENCES 40,255,223 37

PHIBRO ANIMAL HEALTH CORPORATIO 9,968,375 42
네덜란드 PATHEON INC 290,595,303 2

영국 GSK 237,788,271 3
ASTRAZENECA AB 185,469,060 8

슬로베니아 KRKA 215,640,149 5
LEK D.D 105,667,038 17

스위스 NOVARTIS 183,451,851 9
CILAG AG 185,558,49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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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제조업체 2020년 비고(순위)

프랑스
SANOFI 134,025,817 13

ASPEN NOTRE DAME DE BONDEVILLE 67,979,971 25
BEAUFOUR IPSEN 59,025,872 28

SERVIER 6,223,201 45
인도 DR. REDDYS LABORATORIES 142,314,886 12

LEE PHARMA LIMITED 1,568 536 49
루마니아 ROMPHARM COMPANY 110,756,452 16

헝가리
GEDEON RICHTER 103,104,362 18

ZAO FARMACEVTICHESKIJ ZAVOD EGIS 44,307,905 36
Chinoin Pharmaceutical and Chemical Works 

Private Co. Ltd. 36,607,714 39

일본 ASTELLAS PHARMA 85,044,854 20
TAKEDA 74,193,346 23

덴마크 NOVO NORDISK 67,111,908 26
보스니아헤르

체코비아 BOSNALIJEK 56,524,315 31
불가리아 SOPHARMA 55,491,652 32
이스라엘 TEVA 50,704,195 33

이탈리아
BSP PHARMACEUTICALS 49,450,525 34
FAKTA FARMASYUTISI 7,954,909 43

FIS-FABBRICA ITALIANA SINTETICI S.P.A. 1,724,030 48
아일랜드 SHIRE PHARMACEUTICALS IRELAND LTD 47,464,310 35
폴란드 POLPHARMA 19,584,672 40

러시아
(역수입)

ZAO BIOKAD 12,626,058 41
PAO BIOSINTEZ ROSSIYA 3,071,461 46

VALENTA FARM 819,829 51
TATHIMFARMPREPARATY 51,472 65

FSUE MOSCOW ENDOCRINE PLANT 33,824 67
SINTEZ 16,616 70

RUE BORISOVSKY PLANT OF MEDICAL 
PREPARATIONS 14,270 71

OZON 5,699 74
DAL'HIMFARM 4,874 75

NPF MATERIA MEDIKA HOLDING 4,608 76
PHARMSTANDART 1,729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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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ㅇ 2020년 기준 11억 3,300만 달러의 의약품이 러시아에서 수출됨.
   - 의약품 완제품(포장)의 수출 규모(가치)가 93%를 차지
   - 의약품 완제품의 패키지 기준 수출 비중은 가치 기준보다 높은 98% 임. 

국가별 제조업체 2020년 비고(순위)

한국

GREEN CROSS CORPORATION 6,331,500 44
HANMI PHARM. CO. LTD. 884,279 50

HANDOK INC 305,579 52
LG CHEM LTD 285,000 53

SAMSUNG BIOLOGICS 251,564 54
KOREA UNITED PHARM INC 239,827 55

VERTEKS 206,691 56
DONG BANG CO.LTD 174,556 57
BINEX LTD (한국) 138,000 58

WOOGENE B&G CO. LTD 136,100 59
CELLTRION INC 134,021 60

DONG-A ST CO. LTD 117,180 61
IL-YANG PHARM. CO. LTD. 82,705 62

HAN DONG CO. LTD 81,252 63
YOOYOUNG PHARMACEUTICAL CO. LTD 75,000 64

KOREA THUMB VET. CO. LTD 34,542 66
SAMU MEDIAN CO. LTD 28,532 68

DONGKOOK PHARMACEUTICAL CO. LTD 25,187 69
HANDONG CO. LTD 10,980 72

UNIBIOTECH CO. LTD 8,580 73
BC-WORLD PHARM CO 1,150 78

MEDITOKS INK 907 79
 기타 3,212,746,092 

총계 7,745,33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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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2020년 러시아의 의약품 수출 규모 ]
(단위: 백만 달러, 천 패키지)

제품 유형 기준 2019 2020
포장 금액기준 522.4 1,058.4 

수량기준 395,754 691,876 
비포장 금액기준 29.7 74.5 

수량기준 4,636 11,565 
합계 금액기준 552.1 1,132.9 

수량기준 400,390 703,441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ㅇ 2020년 기준 러시아의 의약품 수출국 중 카자흐스탄 비중이 가장 큼.
   - 카자흐스탄 수출 비중은 26.2%로 1위를 차지하고,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18.3%와 13.4%의 점유율로 2위와 3위를 차지함. 

[ 2020년 러시아 수출국 및 유형별 의약품 수출 규모 ]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포장 제품 비 포장 제품
국가별 금액 국가별 금액

1 카자흐스탄 293.56 벨라루스 52.86 
2 벨라루스 154.66 모로코 7.88 
3 우크라이나 151.32 네덜란드 4.75 
4 우즈베키스탄 90.11 멕시코 4.21 
5 키르기스스탄 78.67 카자흐스탄 3.48 
6 아르메니아 44.07 홍콩 0.32 
7 아제르바이잔 32.93 우크라이나 0.19 
8 투르크메니스탄 28.50 아르메니아 0.18 
9 몰도바 20.39 독일 0.17 
10 리투아니아 17.54 루마니아 0.11 
11 라트비아 16.78 미국 0.10 
12 독일 16.30 조지아 0.05 
13 조지아 11.09 북한 0.05 
14 압하지야 10.81 리투아니아 0.04 
15 타지키스탄 10.32 체코 0.03 
16 베트남 9.49 인도 0.02 
17 스웨덴 9.19 키르기스탄 0.02 
18 몽골 8.29 스위스 0.01 
19 슬로베니아 4.78 슬로베니아 0.01 
20 미국 4.07 투르크메니스탄 0.01 

합계  1,058.40 74.53 
총계 1,132.92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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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0년 기준 러시아의 대한 의약품 수출 대상 중 가장 큰 한국기업은 DEAHAN 
NEW PHARM/VALENTA PHARM사임.

   - DEAHAN NEW PHARM/VALENTA PHARM사는 82.1%를 점유하고 있고, 
HANDOK INC.는 17.3% 점유율로 2위를 차지함.

     * DEAHAN NEW PHARM/VALENTA PHARM사는 Trimedat (항경련제)를 취급 중
     * HANDOK　INC는 AMARIL (항당뇨치료제)를 취급

[ 2020년 러시아의 대 한국 의약품 수출 규모 ]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생산업체 의약품 2020
1 DEAHAN NEW PHARM/VALENTA PHARM TRIMEDAT 66,902 
2 HANDOK INC AMARIL 14,122 
6 HANMI PHARM. CO. LTD. LOZAL AM 36 
9 KOREA UNITED PHARM INC ACEKLAGIN 3 
7 KRKA NOLPAZA 32 
3 SALUTAS PHARMA 기타 195 
4 GENYUEL CO. ANTIADGEZIN 159 
5 기타 48 
8 SELL BIOTEK CO. LTD 기타 21 

합계  81,518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ㅇ 2020년 기준 러시아 의약품 수출기업 중 가장 큰 비중은 NPF MATERIA MEDICA 
HOLDING LLC사(4.4%)가 차지

   - PHARMSTANDARD사는 3.2%의 비중으로 2위이며, CJSC BIOKAD사는 3.0%로 
3위 차지 

     * BIOKAD사는 포장제품(1,080만 달러)과 비포장 제품(1,209만 달러)를 합산하여 3위 
 ㅇ 2020년 기준 러시아 의약품 수출제품 중 포장제품을 기준한다면 NPF MATERIA 

MEDICA HOLDING LLC가 4.7% 비중으로 최대 기록
   - 포장제품 기준 PHARMSTANDARD사는 3.4% 비중으로 2위를, JSC SINTEZ사는 

2.6%로 3위를 차지함.
   - 러시아의 비포장 제품 수출국은 벨라루스가 1위로 전체 비포장 제품 수출의 

45.7%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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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포장 제품 수출제조사로는 JSC BIOKAD가 1위(32.3% 비중)이고, 2위는 
ASTELLAS PHARMA로 12.7% 비중을 차지 

[ 2020년 기준 러시아의 기업별 및 유형별 수출 규모 ]
(단위: 달러)

순위 포장 제품 비 포장 제품
제조사별 금액 국가별 금액

1 LLC NPF MATERIA MEDICA 
HOLDING 33,337,130 CJSC BIOCAD 12,091,632 

2 PHARMSTANDARD 24,103,079 ASTELLAS PHARMA 4,750,835 
3 JSC SINTEZ 18,470,517 DALKHIMFARM OJSC 104,940 
4 SANOFI 18,278,354 NOVO NORDISK 62,579 
5 STADA 14,431,752 KRKA 7,369 
6 RUE BORISOVSKY PLANT OF 

MEDICAL PREPARATIONS 13,939,464 LEE PHARMA LIMITED 6,000 
7 CJSC VIFITECH 11,033,737 SANOFI 1,859 
8 CJSC BIOCAD 10,801,547 PHARMSTANDARD 1 
9 ASTRAZENECA AB 9,952,020 
10 OZON LLC 9,421,160 
11 JSC AKRIKHIN KhFK 8,534,942 
12 BAYER 8,293,289 
13 KRKA 7,101,244 
14 GEDEON RICHTER 6,838,693 
15 PJSC BIOSYNTEZ RUSSIA 6,192,703 
16 A. MENARINI/BERLIN-CHEMIE 6,183,648 
17 JSC IIHR 5,977,436 
18 JSC TATKHIMFARMPREPARATY 5,957,287 
19 VALENTA FARM 5,943,118 
20 DALKHIMFARM OJSC 5,820,175 

합계  716,183,233 37,471,590 
총계 753,654,823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ㅇ 2020년 기준 브랜드(또는 약품 종류) 기준한 러시아의 의약품 수출은 APIRA가 
1위(1.9% 비중)임.

   - 2위는 ANAFERON으로 1.4% 비중이며, TAGRISSO와 AVIFAVIR는 각각 3위와 
4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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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포장으로 분류되면 1위(21.4% 비중)인 BEVATSIZUMAB 제품은 포장 제품 
포함해서 5위

[ 2020년 러시아의 브랜드 및 약품류별 수출 규모 ]
(단위: 달러)

순위 포장 제품 비 포장 제품
브랜드별 금액 브랜드별 금액

1 APIDRA 13,488,439 BEVATSIZUMAB 8,028,632 
2 ANAFERON 9,758,170 RITUXIMAB 2,545,000 
3 TAGRISSO 9,175,368 TAMSULOZIN 4,750,835 
4 AVIFAVIR 5,705,823 TRASTUZUMAB 1,518,000 
5 RELIF 3,665,353 
6 R-MAB 3,560,135 
7 ARBIDOL 3,535,969 
8 HERTICADE 3,454,946 
9 POLYOXIDONIUM 3,038,346 
10 ADONIS-BROM 2,786,767 
11 REAMBERINE 2,576,164 
12 AZITROMYCIN 2,513,216 
13 SUTENT 2,349,918 
14 ACRIDERM 2,300,939 
15 CORTEKSIN 2,158,098 
16 NUROFEN 2,011,543 
17 ZINFORO 1,926,252 
18 FASCOCID 1,872,041 
19 LEVOMEKOL 1,818,182 
20 VALODIP 1,794,358 

합계  716,183,233 37,471,590 
총계 753,654,823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 러시아 제약산업 인프라 및 국제협력
 1) 제약 산업용 설비
 ㅇ 러시아 제약 산업용 제조 장비로는 혼합기, 균질기, 그라인더, 분쇄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생산 과정에서는 의약물질을 섞고 측정, 쉐이핑(Shaping), 코팅, 포장 디자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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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목적에 따른 제약 산업용 장비 분류 ]
주요 장비 종류 보조 장비 종류

- 알약(압축 또는 코팅) - 앰플 용액 준비
- 캡슐 의약품 - 유리 앰플 제조
- 앰플 의약품 - 플라스틱 포장 제조
- 크림, 젤, 도포제 - 무균실 시스템 등
- 유기물질 합성

   - 각 종류의 장비는 하위로 세분화 되는데, 예를 들어, 원자재 준비는 액체 의약품용 
혼합, 균질, 고체 약품 그라인더(가루), 분쇄 등의 기계적인 작동법으로 분류됨.

   - 특정 수분 요건을 유지하지 위해 특수 건조기가 사용되기도 함.

[ 의약품 제조 과정의 기계적 방법으로 분류되는 기계 ]
혼합기 균질기 그라인더 분쇄기

자료 : http://medbuy.ru/farmacevticheskoe-oborudovanie 

 ㅇ 2017년에 채택된 러시아의 산업 장비 수입대체화(제약, 의료, 석유가스, 중장비, 
공작, 도로건설, 경공업 제조 등) 정책은 제약산업 발전에 장애로 적용

   - 러시아 연방 통계청은 2018년 기준해서 러시아 제약산업 인프라 구축 고정 자산 
지출은 37.5%(2017년: 36.5%) 비중이라고 발표

   - 최근 러시아 제약산업 발전에 가장 큰 장애는 국내 산업 인프라 투자 저조라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

     * Rossiyskaya 신문사는 러시아 현지 제조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기사화 
   - 러시아는 제약산업 제조 기반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대부분의 장비를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임.
     * 수입산 장비는 수리, 유지 보수, 부품 교체 등의 서비스까지 연계되어 거래선 변경이 매우 

어려움. 
   - 러시아 현지 제약산업 장비 및 기기 생산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러시아 연방 

정부도 현황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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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현지 제약산업 장비 제조사 현황 ]
회사명/웹사이트 특징

Vips-Med, LLC
https://pharmprojects.

vipsmed.ru/

⋅ 프랴지노(모스크바 주) 소재
⋅ 2020년 매출: 6억 6,703만 루블⋅제약 장비를 결합하는 사업(설계/

제조, 의약품 생산), 엔지니어링 서비스 (턴키 방식의 프로젝트 구현), 
제약 및 의료 제품 유통

⋅ 제품 라인 내 제약 장비: 자동 및 반자동 기계 및 유리 제품 취급 라인
(세척, 건조, 멸균, 충전, 라벨링), 액체 의료 조제약품 등

Art Life Techno, LLC
https://artlife-techno.ru/

⋅ 케메로보 주 유그라 소재 
⋅ 2020년 매출: 2억 1,840만 루블⋅제약, 생명 공학, 화장품 및 화학 

산업용 러시아 장비 제조업체 (20 년 이상 사업 수행)
⋅ 제약 장비: 주입/주입 용액 반응기, 압력 용기 및 건조 분말 혼합기
⋅ 해외 공급 업체 (Siemens, Festo, Outokumpu 등)에서 제공하는  

외국산 밸브, 컨트롤러, 센서 및 기타 구성품
⋅ 제품 최종 소비자로서의 제약 회사

Aurora Pac Engineering, LLC
https://aurora-pack.ru

⋅ 사라토프 본사 소재
⋅ 2020년 매출: 1억 3,490만 루블
⋅ 계량, 포장 장비 제조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업체
⋅ 의약품, 화장품, 식품 및 화학 제품 제조를 위한 제품 라인 장비
⋅ 의약품 제조용: 세척 장비 (병, 앰플 등), 용량 측정, 약병 마개 및 라벨링

Reatorg, LLC
https://www.reatorg.ru

⋅ 모스크바 본사 소재
⋅ 2020년 매출: 8억 330만 루블
⋅ 주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복합 솔루션 제공 업체 역할을 하지만, 의료 

물질 생산용 장비 제조업체로 불림 (실험실, 제약 및 화학 산업용 장비 
설계 및 설치)

⋅ 턴키 솔루션⋅유럽, 미국 및 아시아 제조업체에서 만든 장비
⋅ 장비 제품 라인: 캡슐 충전, 정제, 건조기, 혼합기 등

Rolstech, LLC
http://rolstech.ru

⋅ 모스크바 주 세르기예프 파사드 소재
⋅ 2020년 매출: 5,503만 루블⋅제약 생산을 위한 일부 품목의 국내 디자인 

업체 겸 제조업체 (마킹 및 라벨링 기계, 제품에 대한 추적 자동화 솔루션 등)
⋅ 해외 장비 유통 및 A/S 서비스 제공 (조제용 약품 대량 정제, 정제 

압착기, 정제 코팅기, 세척 및 살균 장비 등)
⋅ 해외 파트너: 유럽, 미국 및 아시아의 7개 회사⋅자체 장비를 해외 제조 

라인에 통합

Alumica, LLC
http://al-clean.ru

⋅ 니즈니노브고라드주 소재
⋅ 2020년 매출: 2억 4,660만 루블
⋅ 제약 제조, 생명 공학, 초소형 전자 공학 등을 위한 무균실 계약업체
⋅ 제공되는 «무균실» 서비스: 조립 부품 설계 및 제조, 건설 엔지니어링

UVS, LLC
http://uvsprom.ru/

⋅ 루가 주 보롭스크 소재⋅제약, 식품, 화학, 석유 화학 등 일부 산업의 
탱크형 장비 제조업체

⋅ 연질(크림, 도포제, 젤 등) 및 액체(용액) 형태의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제약 장비 (반응기, 혼합기)

자료 : Consultant Plus, Deloitte, 연방 산업통상부 보고서(Global and Russian Pharmaceutical Market Review), 
RDIF, I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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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전통적으로 러시아 제약 분야에 진출한 유럽계 기계설비 제조사는 장기간 러시아 
시장은 선점하고 있고 A/S 서비스를 통해 장기 계약이 기본임.

   - 러시아 제약산업 장비로 현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는 주로 독일, 이탈리아, 
미국, 벨기에, 영국 등 유럽국들이며 최근 중국도 동 분야 대열에 서고 있음.

[ 러시아 제약산업 장비 해외공급사 ]

독일
GEA Pharma Systems, Notter GmbH, kg-pharma GmbH & Co. KG, Thermo 

Electron (Karlsruhe) GMBH, Fette Compacting GMBH, Diosna Dierks & Sohne 
GMBH, Uhlmann Pack-Systeme GMBH & CO, Romaco Kilian GMBH, ROTA 

Verpackungstechnik GmbH & Co.KG
이탈리아 Fedegari Group, Optrel, Polaris, TECNinox Srl, GF, Cos.Mec s.r.l., B&D Italia srl, 

Cariba, FPS, Marchesini Group S.P.A, Zanchetta S.R.T, Famar Tec srl
미국 Delta (part of the Polaris Group), Microfluidics International Corporation, Thomas 

Engineering
벨기에 Pharma Technology S.A., ProCepT, Xede
영국 Extract Technology, Chargepoint Technology Limited
중국 Summit Smartcon Limited, China National Huachen Energy Group CO. LTD, 

Sinopham Co., Limited, Shanghai TOFFLON science and technology Co, Ltd
덴마크 Ellab
스페인 Dara Pharmaceutical, Packaging
스위스 Frewitt

자료 : https://solidpharma.ru/, http://rolstech.ru/, etc

 ㅇ 러시아 제약산업 장비 유통구조는 단순한 편으로 고품질 생산라인을 구축 중인 
제조사는 5% 이내이며, 나머지 제조사들은 가격에 민감한 편임. 

   - ROTA Verpackungstechnik GmbH & Co.KG의 장비는 Pharmstandard-
UfaVita, NTS Farmzashita 및 NTFF Polisan과 같은 일부 러시아 제약 공장
에서 사용 중. 

   - Dara Pharmaceutical Packaging 기계는 Moscow Endocrine Plant(진통제, 
안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및 신경정신과 진료에 사용되는 약물 제조 등)에 주로 
공급

     * Dara의 첨단 장비는 주로 Moscow Endocrine Plant에 설치되고 있음. 
   - 중소 제조사들은 가격에 민감하여, 중국과의 거래를 선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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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제약산업 설비 주요 공급사(선별적 자료) ]
회사(로고) 러시아 내 제품 라인

GEA Pharma Systems 고체 및 액체 제형 생산용 장비: 동결 건조, 혼합 조립기, 고속 조립기, 
단실식 가공처리 기계, 연속 조립기 시스템, 이동 재료용 장비 (블렌더, 리프팅 
칼럼), 밀봉 밸브, 건조기, 자동 고속회전 정제 압착기, 통합 라인 등

ROTA Verpackungstechnik 
GmbH & Co.KG 비경구 약품을 앰플 또는 바이알에 1차 충전 및 포장하는 장비와 사전 멸균된 

주사기용 개부기

Fedegari Group 건열 생물 표본 배양실, 절연장치, 세척기 및 멸균기 등

Pharma Technology 정제 및 캡슐 가공기: 먼지제거기, 연마기, 분류기 등
Delta 화학반응기, “누체”필터, 진공 건조기

Frewitt 제약 공장 및 구경측정 장치
ProCepT 건조, 코팅, 혼합 등을 위한 기술 장비 및 서비스 솔루션

Dara 세척, 멸균, 충전, 병뚜껑 부착, 카트리지, 주사기, 주입백을 위한 장비 및 
통합 라인

자료 : https://solidpharma.ru/

 ㅇ 러시아 제약산업 기계장비 공급으로 시장 인지도가 높은 한국 기업은 세종파마텍, 
큐브젤, 팜텍코리아, 창성주식회사 카운텍 등임. 

[ 러시아 제약산업 설비 시장에서 알려진 한국 공급사 ]
회사명 특징

세종 파마텍
(SEJONG 

PHARMATECH)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동사는 러시아에서 Vantix 브랜드 제약 장비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짐. 제품 라인에는 정제 압착기, 캡슐 제조기, 캡슐 충전 기계, 혼합 조립기, 정제 
코팅기 및 일부 생산 라인(병 충전, 건조 멸균 분말 /항생 분말 스프레이, 앰플, 블리
스터링 등) 등으로, 2007년 동사의 모스크바 대표 사무소가 현지 언론 보도된 바 있음. 
2017년 4월, 세종 파마텍의 쇼룸 개장에 대한 현지 언론 보도됨. 

큐브젤
(CUBE GEL)

큐브젤은 블리스터링, 포장 상자 기계, 이음새가 없는 연질 캡슐 및 캡슐 제조 장비의 
제조사임. KOST(한국)에 의해 큐브젤 장비가 현지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해주의 독점 현지 파트너십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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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ttp://www.toolsmart.ru/company/info/

 2) 러시아 제약산업 인프라 투자현황
 ㅇ Vademec.ru에 따르면, 2011년~2014년 러시아연방산업통상부는 400건 이상의 

해외 기술 이전 및 국내 유망 의약품의 전임상 및 임상 R&D 지원에 약 180억 
루블을 지출함.

   - 러시아 제네릭(복제) 의약품 132건의 R&D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45억 루블이 
할당됨.

   - 동 조치로 2019년 5월 기준, 필수 의약품 목록에 있는 71개의 의약품이 시장 
유통 단계에 도달했고, 2020년말 까지 18개의 추가 의약품이, 2020년~2022년 
사이에는 37개의 추가 의약품이 등록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2019년에는 필수 의약품 목록에 있는 의약품 및 물질의 수입 대체 제조 
및 55건의 임상 연구를 포함한 96개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으로 20억 루블이 
사용됨.

 ㅇ 러시아산업개발펀드(IDF)의 MedBioPharma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자금 조달은 
총 118억 루블에 달함.

   - 70개 기업,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생산을 위한 수입 대체 물질, 의료기기 및 
장비 등이 조달됨.

   - 러시아산업개발펀드가 발행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제약 산업은 
특별투자계약(SPIC) 건을 선도했음.

 ㅇ 러시아 제약산업에 대한 주정부의 장려책은, 현지 제약사 입찰 참여 대한 강력한 
차별책(Heavy discrimination) 임.

   - 러시아 의약품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은 2016년 초에 발효되었음.

회사명 특징

팜텍 코리아(PTK) 
Techno Logistic LLC (모스크바 소재 유통사, http://www.tlogistik.ru)가 팜텍 장비를 
유통하고 있음. 팜텍은 고형 의약품(회전식 정제 압착기, 자동 캡슐 충진기, 코팅기, 
혼합기 등) 제조용 장비 제조사로 알려짐. 

창성주식회사, 
카운텍

(Chang Sung 
Corporation

Countec Co. LTD)

창성주식회사와 카운텍은 러시아 의약제품 전시회에 참가(모스크바, 11월19일-22일). 
창성 주식회사는 연질 젤라틴 캡슐을 충전하는 장비와 건조, 자동 선별기, 기타 관련 
기계 제조사임. 카운텍은 정제 계수기, 병 포장 및 제어를 위한 솔루션을 갖춘 포장 기계 
제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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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법안은 해외 의약품 제조업체의 제품이 러시아 내에서 포장된 경우, 국내 
제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허용했지만, 이는 2016년 말 까지만 유효했음.

   -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국내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모든 의약품은 
러시아 내에서 완성된 제형으로 생산되어야 함.

     * 현지산 증명은 입찰과정에서 필수이며, 입찰 가능한 현지 의약품이 2개 이상일 경우, 수입산 
입찰 참여는 불가

 ㅇ 2021년 러시아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발전을 위한 보조금 규정(법령 
제2187호)를 승인

   - 동 법령에 따르면,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자들은 주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 최대 금액은 2억 6,000만 루블이며, 보조금은 실험실 장비와 직원 및 
객원 전문가의 급여에 사용 가능함.

   - 추경 예산의 규모는 프로젝트 비용의 최소 30%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창출 
활동으로 인한 예산 기관 자금과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산업 파트너가 제공한 
자금을 포함함.

 ㅇ 러시아연방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경쟁 선정 결과에 따라 예산 기관에 보조금이 
지급됨.

   - 주정부 지원 대상업체는 개발된 의약품 및 제품을 판매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를 유치 가능

   - 26억 루블의 연방 예산이 이러한 목적으로 집행됨. 예산 집행은 주정부 프로그램 
‘제약 및 의료 산업 발전’프레임에서 수행됨.

 ㅇ 2020년 상반기 기준 러시아의 생산 기업의 고정자산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1.11배 
증가한 182억 2,400만 루블을 기록함.

   - 분석 결과, 은행 대출 및 타 기관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이 각각 41.62%와 33.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은 4.94%로 2억 768만 9,000루블이며, 여기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란, 100% 개인 소유 단체이거나, 단체의 지분 또는 승인된 공동 자본의 
최소 10%를 지배하여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는 직접 투자자(법인 또는 개인)를 
포함한 투자임.

     * 외국인 직접투자는 현금 또는 기계 및 장비 제공 형태로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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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산업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연방 예산 비중은 13.21%로 5억 5,499만 6,000
루블임.

     * 성과 보고 사항에는 제약사들이 고정 자산 투자로 외국계 은행이나 주정부 추경예산 자금을 
유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해야 함.

 ㅇ E&Y European Attractiveness Survey 2020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제약
산업 투자규모는 2019년 기준 5위를 차지

   - 2018년 기준 9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7년의 2위에서 낮아진 순위임.
   - 2019년 투자자들은 전년대비 62.5% 증가한 13개의 FDI(외국인 직접투자) 프로

젝트를 수립함.
     * 독일과 프랑스는 상위 2위의 투자국으로, 2019년 기준 각각 5개와 3개의 프로젝트를 참여함.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청

 ㅇ 러시아 제약산업 간접 투자로, 제약 기계 산업 투자가 대표적이며, 현재 동 분야의 
러시아 시장은 수입대체화가 미진한 상황임.

   - 러시아 수입대체화 정책으로 외국기업의 현지 진출(M&A, 합작회사 설립, 생산 
시설 고정자산 투자)이 아직 저조한 상황임.

   - Gea Pharma Technologies Rus, Marchesini Group Rus 등 제약 설비의 
현지화로 진출한 사례가 존재하나 현재까지 대다수의 제약 기계 및 설비 기업들은 
대러 수출 유통을 선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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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 Life Techno LLC, Rolstech LLC, Reatorg LLC 등은 러시아 정부의 수입
대체화 정책에 편승, 현지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나 현지 제조는 수입산 부품으로 
조립하는 수준임.

   - 한편, 러시아의 엔지니어링 기업(Reatorg LLC, Aurora Pac Engineering, 
LLC)들이 제약 장비 제조를 병행하고 있음.

     * 현재로서 동 사례가 러시아 제약 산업 현지 가치사슬 구축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부상 
중이며, 정제 및 캡슐 가공용(압착, 충진, 연마, 코팅 등) 기계가 전망이 좋은 상황임.

[ 러시아 산업 분야별 FDI(외국인직접투자) 규모 ]

자료 : E&Y European Attractiveness Surve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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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러시아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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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백신 개발 현황

□ 세계 코로나(COVID19) 백신 개발 현황
 ㅇ 코로나 19(COVID19)를 포함하여 최근에 발생한 대표적인 전염병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조류 인플루엔자(AI), 광우병(Mad Cow disea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y) 등임.

   - 이중 코로나19와 메르스는 인간 질병인 반면, 광우병은 수의학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치료제와 백신은 동물의약 시장에 속함.

   - 한편, 백신의 기본 원리로서, 다수의 감염원(변이 바이러스)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항원을 포함하는 ‘다가 백신(Multiple Vaccine)’과 동일한 
감염원에서 다수의 손상(Strain)을 막는 ‘재조합형 백신(Multivalent Vaccine)’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Gennady Onishenko(하원 의원, 전직 공공위생 국장)는, 유전공학으로 만들어진 ‘스푸트니크V’와 
재조합형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벡터’, 전통 방식인 ‘코비박’ 개발은 모두 러시아 과학기술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 

     ** 코로나19 백신은 총 4가지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중 3가지 방식으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는 자체가 현재까지 러시아가 전일무이 한 상황

 ㅇ 전 세계적으로 약 165개의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고 있으며 대표
적인 백신 종류는 아래(* 대표 백신)와 같음. 

   - 벡터 백신 (Viral vector vaccine)
     * 아스트라제네카(영국), 스푸트니크V(러시아)
   - 불활성화백신 (Inactivated vaccine)
     * 코비박(러시아), 시노팜(중국), 시노백(중국) 
   - RNA, mRNA 백신 * 화이자(미국, 독일), 모더나(미국), 큐어백(독일)
   - 아단위단백질백신 (Protein Subunit)
     * 노바백스(영국, 미국), 에피박코로나(러시아)
 ㅇ 코로나 백신은 이 두 가지 원리를 활용한 ‘유전 공학 기법’의 신기술 백신이라고 

알려져 있음.
   - 세계적으로 개발된 코로나 백신은 약 165개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으로 아스트라

제네카(AstraZeneca, 영국, 스웨덴), 화이자(Pfizer, 미국, 독일), 모더나(Moderna, 
미국), 노바백스(Novavax, 미국)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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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백신은, 스푸트니크V(Sputnik V), 에피박코로나(EpiVacCorona), 코비박
(KoviVak) 등이며 스푸트니크V는 유럽 의약청(EMA)에 등록 신청 상태임.

   - 한편, 중국 백신은 시노백(Sinovac)이 대표적이며 프랑스의 발네바(Valneva)도 
존재 

 ㅇ 2021년 7월 21일 기준, 세계 코로나 백신으로 34억 도스가 유통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세계 접종률(6.10 기준)은 25.29% 임. 

자료 : Our World in Data(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

   -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2021년 7월 12일 기준 최대 접종률을 보인 
국가는 캐나다(69.44%)이나 일일 단위로 순위는 변동

   -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1회 접종까지 포함하면 아랍에미리트가 76.3% 
(100명당 162.9도스)로 최고 수준이며, 한국은 29위, 러시아는 31위를 기록

   - 러시아는 현재까지 백신 접종률은 19.6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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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8일~11일 간 세계 주요국 백신접종률(순위: 1회 접종 포함 기준) ]

자료 : 모스크바 무역관 재구성(Fincancial Times, https://ig.ft.com/coronavirus-vaccine-tracker)

[ 백신 접종에 따른 러시아 전문가들의 코로나 항체 형성 의견 ]

※ 현지 언론사(RBC 등) 기사 모음
ㅇ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뉴클레오캡시드 단백질(N)에 대한 항원 검사는 면역 수준을 확인하는 데 효과가 

없음.
ㅇ 모스크바 주립 대학의 교수 Alexei Agranovsky(바이러스학)는 스푸트니크V (Sputnik V), 화이자 (Pfizer), 

아스트로제네카 (AstraZeneca) 백신으로 예방 접종 시, S-단백질에 대한 항체만 인체 내 형성
ㅇ Medsi Clinic은, 뉴클레오캡시드 단백질(N)에 대한 항체는 질병 초기인 바이러스 복제 시점에서, 발병 약 

10일 후부터 나타나며 21일째에 최대치를 기록한다라고 발표
  - 결과적으로, 백신 접종 직후의 N-단백질 기반 항체 검사는 무의미함. N-단백질 기반한 항체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임.
ㅇ Family Doctor clinic 의 엘비라 소콜로프스카야(Elvira Sokolovskaya) 이사는, 코로나19를 유발하는 

SARS-CoV-2 코로나바이러스에는, 바이러스의 RNA를 암호화하는 4개의 구조 단백질이 있다고 밝힘. 
  - 바이러스의 RNA를 암호화하는 4개의 구조 단백질로는 ‘표면 돌기(spike, S), 작은 외피(small Envelope, 

E), 뉴클레오캡시드(nucleocapsid, N), 매트릭스(matrix, M)’ 임. 뉴클레오캡시드(N) 단백질과 표면 돌기(S) 
단백질은 감염 시 가장 두드러진 항체 반응을 유도함. 

ㅇ 의료연구센터 InVitro(모스크바) 아나스타샤 루카니나(Anastasia Lukanina) 의사는, 면역 글로부린 IgM과 
IgG 항체를 잘 구별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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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 개발 배경
 ㅇ 러시아의 면역생물학 백신 시장은 2020년 기준 그 규모가 300억 루블(4억 2,200만 

달러)로 추정
   - 러시아 백신 시장은 제약 산업과는 별도로, 정부 구매(정부 조달)가 수익창출과 

유통 구조에서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러시아 연방은 매년 '국가 백신(예방접종) 계획(The National Schedule of 

Preventive Vaccinations)' 하에 연간 예산(정부 입찰 예산)을 책정하고 있음.
     * 면역생물학: Immunobiology, 감염증, 발육과 성장, 인식현상, 과민증, 유전, 연령증가, 암 및 

이식과 같은 형상에 대한 면역학적 효과를 취급하는 생물학의 한 분과 
 ㅇ 러시아 연방 산업통상부 언론발표 내용 상, 러시아 연방의 '국가 백신 계획' 예산이 

2020년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
   - 2012년 해당 예산은 56억 루블이었으며 2020년은 266억 루블(약 3억 7,400만 

달러)로 루블 기준 375%가 증가한 것
   - 러시아 현지 제조 백신은 전체 시장(금액)의 84%(수량 기준으로 94% 비중)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 의존도는 매우 낮은데, 이는 소비에트 시절부터 보유한 기초 
과학 기술력을 기반으로 개발하기 때문임.

   - 백신 시장은 국가 전략 분야로써, 러시아 백신 시장(금액)의 72%가 연방 정부 
구매와 지방 정부 구매로 수익을 얻고 있고, 시중 판매 수익 비중은 2%에 불과함. 

  -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면역 글로불린, 즉 외래 항원을 인식하고 결합하는 항체가 생성되기 
시작하는데, 면역 글로부린(IgM) 항체가 먼저 생성되어 질병의 초기 증상 또는 악화 단계를 표시하는 것임.

  - 면역 글로부린(IgG) 항체는 질병 발병 2~3주 후에 점차적으로 생성되어, 코로나바이러스 재감염에 대한 
보호 기능을 하는 것임.

  - 따라서, 백신 접종 후의 정량 평가 및 과거 질병에 대한 연구는 S1 단백질 수용체 결합 도메인에 대한 
면역 글로부린(IgG) 항체를 중화하는 연구가 적합함. 

ㅇ Helix Laboratory Service 의료 책임자 드미트리 데니소브(Dmitry Denisov)는, S-단백질의 RBD 도메인에 
대한 면역 글로불린(IgG) 항체 분석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S-단백질 항원을 포함하는 조제용 물질로 
만든 백신 접종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수행되는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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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모스크바 무역관(러시아 현지언론기사 활용)

 ㅇ 러시아 연방의 ‘국가 백신 계획’의 개발 대상은 12개 감염병과 코로나19(SARS-
CoV-2 virus)와 같은 동물병원소 접촉 또는 생물테러감염 등으로 급속도로 전염
되는 병들임. 

   - 동 개발 계획은 러시아 연방 보건부 명령법 #125n(2014년 3월 21일 수립, 
2020년 12월 개정)에 근거한 것임. 

     * 12개 감염병: B형 간염, 결핵, 감염성 폐렴,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급성 회백수염(척수성 
소아마비), 감염성 혈우병, 홍역, 풍진, 볼거리, 독감(인플루엔자) 등

     ** 동물병원소 및 생물테러 감염병: 야토병(Tularemia), 페스트(Plague), 브루셀라(Brucellosis), 
탄저병(Anthrax), 광견병(Rabies),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진드기매개 바이러스뇌염(tick- 
borne viral encephalitis), 큐 열(Q fever), 황열병(Yellow fever), 콜레라, 장티푸스(Typhoid 
fever), 바이러스성 A간염, 세균성 이질(Shigellosis), 수막구균병(Meningococcal infection), 
로타바이러스 감염병(Rotavirus Infection), 수두(Chickenpox), 헤모필루스 독감(Haemophi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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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za), 포도상구균(Staphylococcal Infection), 보톨리누스중독증(Botulism), 염소 모양 
감염병(Goat-sheep type), 소네 이질(Sonne dysentery) 등 

   - 2020년 2월(러시아 코로나 의무격리 시작 전), 러시아 제약 정부 등록청 자료상 
111개 백신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중 92개 백신이 러시아에서 개발되었다고 
발표됨.

     * 일부 백신은 헤르페스 인후염(Herpitic leisons), 점막 피부질환, 임질(Gonorrhea) 등의 
치료제로 활용되고 있음. 

 ㅇ 5월, 러시아 연방 보건부(Tatyana Golikova 차관)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로 
14개 플랫폼으로 47개 백신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함. 

   - 코로나19 창궐로 백신 개발 필요성을 러시아 정부가 언급하기 시작한 시점은 
1차 확산(2월~5월) 이전인 2020년1월이었음.

   - 7월, Murashko 보건부 장관은 유력한 백신으로 17개를 선정하였고, 동 백신
들을 통해 적어도 3~4개의 코로나스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고 확신하였음.

     * 보건부 장관 발표 직후, 가멜리아, 추마코프, 벡터, 상트 페테르부르크, 쉐먀킨-오브힌니코프 
(Shemyakin-Ovchinnikov) 바이오올가닉 화학 연구소, 바빌로프 일반 유전학 연구소, 엑스 
페리멘트 제약 연구소, 스모로딘쩨프(Smorodintsev) 과학 독감 연구소, 카잔-크림 연방 대학교, 
상트 페테르부르크 폴리테크 대학, LMS(로마노소프 국립대학) 등의 개발 여부 발표

 ㅇ 2020년 9월, 코로나19 2차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러시아 정부는 ‘국가 백신 계획’을 
100% 현지 백신 개발의 법적 근거를 둠.

   - 러 정부는 ‘감염성 질병 예방 면역 2035 전략 2035(정부 명령법 #2390-r, 
2020년 9월 18일)’을 발표

   - 동 전략은 제약 및 의료 산업 분야 정부 발전 프로그램(2014년 4월 수립)과 
정부 보건 발전 프로그램(2017년 12월 수립)을 포괄하였고, ‘국가 백신 계획’하에 
2025년까지 백신 분야를 100% 현지화를 목표로 삼고 있음. 

감염성 질병 예방 면역 2035 전략 주요 시행 지침

• 전국 예방 접종 및 전염병 예방 접종 일정 개선
• 국가 정책, 국가 통제 및 규제 시스템 개발
• 면역 생물학적 제제 개발에 대한 R&D, 전임상 및 임상 연구 강화
• 면역 생물학적 제제를 제조하는 러시아 생산업체 개발 (첨단 기술, 완전 생산주기)
• 예방 접종 안전 및 예방 접종 후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기술 솔루션 개발
• 공공 정보 시스템 및 의료 인력 육성

자료 : 2035 Strategy of Preventive Immunization against Infectious Diseases in Key Implementation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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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 개발 기관 

 1) 가멜리아 국립 전염병 미생물학 연구 센터
기관명/영문명/웹사이트 로고

가멜리아 국립 전염병 미생물학 센터
(National Gamaleya Research Center of Epidemiology and 

Microbiology)
https://gamaleya.org/, http://old.gamaleya.org/, 

http://www.gamaleya.ru/
특징:
- 가멜리아 국립 센터는 1891년 시작된 역사(니콜라이 가멜리아 박사가 창립)를 고려할 때, 법인 형태의 연방 

정부 예산 기업임.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 연구 센터 중 하나임.
- 동 센터의 주요 활동 범위는 역학, 의료 및 분자 미생물학, 감염성 질병 면역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 전염병 역학조사, 원내감염, 인수공통감염, 병원감염, 박테리아 분자 유전학 및 분자 생물학, 면역학 이론 

및 응용, 생명공학,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
- COVID19 백신 외에, 지난 몇 년간 동 센터에서 개발한 다른 백신은 다음과 같음.
  * 러시아 국가 의료 등록증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유효한 백신 111개 중 8개를 국립 

가멜리아 센터가 발급(에볼라 열병용 3개, 결핵용 1개 등)
주요활동:
가멜리아 연구소 내 리케차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야토병, 레지오넬라증, 마이코플라스마증, 클라미디아증, 
클로스트리디움증, 보렐리증 분야를 중심으로 총 9개의 소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연구센터는 
여러 연방, 지방 및 원내 연구 프로젝트들을 진행 및 참여해 왔다. 참여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다. 
"러시아의 건강" (Здоровье России)
"바이러스 감염" (Вирусные инфекции)
"의학 및 의료 분야의 국가 우선 순위" (Национальные приоритеты в медицине 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
и), "신약"(Новые лекарственные препараты)
"조기 유아 사망률에 대한 감염적 측면(보건부)" (Инфектолог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ранней детской смерт
ности)
"백신 프로필락시스"(보건부)" (Вакцинопрофилактика) 
"사회적 질환 예방 및 통제(보건부)"(Предупреждение и борьба с заболеваниями социального характер
а)
«항간염» (Антигепатит)
«에이즈(의학아카데미)» (СПИД)
«몰폴리진단스트(국제)(산업과학부)» (Молполидиагност)
«신세대 백신과 차세대 진단 시스템 (산업과학부)» (Вакцины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и медицинск
ие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е системы будущего)
«러시아 연방 과학⋅기술 우선 방향에 관한 연구⋅개발(산업과학부)» (Исследования и разработки по приор
итет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развития науки и техники РФ)
«모스크바의 안전(모스크바 위생역학감시위원회)» (Безопасность Москв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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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정리

 ㅇ 가멜리아 국립 연구 센터는 2020년 2월 중순 백신 개발에 뛰어든 2번째 주자이나, 
역사적으로 관련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곳임.

«러시아 연방 과학⋅기술 우선 방향에 관한 연구⋅개발 2007~2013(교육과학부)» (Исследования 
и разработки по приоритет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развития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России на 
2007-2013 годы)
«혁신 러시아의 과학 및 과학 교육 인력 2009-2013 (교육과학부)» (Научные и научно-пе
дагогические кадры инновационной России на 2009-2013 годы)
"2020년 러시아 연방의 제약 및 의료 산업 발전 그리고 전망(산업통상부)" (Развитие фармацевти
ческой и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и да
льнейшую перспективу)
연구센터는 러시아 기초연구기금(RFBR)에서 6개의 무상보조금을, 러시아 대통령령 국비 후원으로 4개의 무상
보조금을 받아 기초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일부 연구는 정부 또는 지방 위생역학감시위원회에서 지원받는다.
연구센터에는 세 개의 학위논문위원회가 있다.
• 미생물학 및 임상 면역학, 알레르기학 분야의 석박사 후보 논문 위원회
• 의학 및 생물학 역학 분야 석박사 후보 논문 위원회
• 분자 생물학 및 바이러스학 분야의 석박사 논문 위원회
연구 전문분야는 아래와 같다. 
• 역학. 기생충학. 감염성 질환
• 병원체 및 기회성 병원체 생태학, 인수공통감염의 원인 분류 및 속성, 인수공통 혼합감염의 동물유행병학 및 

역학, 인수공통감염 차단 및 예방, 수학적 모델링 및 예측방법론으로 대규모 전염병 역학조사, 역학 및 원내
감염 예방, 박테리아 보균.

박테리아에 관한 의료 미생물학, 유전학, 분자생물학은 아래와 같다. 
• 병원성 박테리아, L형 박테리아, 미코플라즈마, 바이러스, 파지, 병원성의 분자 유전학, 전염성 병원균의 거동과 

가변성, 박테리아 DNA수리, 재조합, 제한, 전사 과정, 복제, 박테리아 돌연변이 발생, 박테리아 유도 형질 변화, 
이동성 유전 요소, 박테리아 톡신, 헤몰리신, 엔도톡신, 효소, 박테리아 항원, 크로마토그래피 청소 방법, 병원균, 
독소 표시 및 감염 진단 표현 PCR(폴리머레이즈 체인 반응) 백신 균주의 구축, 새로운 세대의 DNA 백신, 
나노기술.

감염 면역학은 아래와 같다.
• 항 감염 면역 체계의 세포성. 체액성 면역 조절. 면역 내성 및 면역억제 조건. 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있어 면역 조절. 항바이러스 면역. 세포간 상호작용. 인터페론. 인터루킨. 사이토카인. 생명공학 및 면역치료제 개발.
  * 의약품 목록: 비페론(Виферон), 카고셀(Кагоцел), 메글루민 아크리돈 아세테이트(Меглюмина 

акридонацетат), 피로게날(Пирогенал), 씨노플라빈(Цитофлавин), 스푸트니크-V 
(Gam-COVID-Vac. Спутник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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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6월, 러시아국방부 중앙 연구소 #48은 독성, 안전성, 면역 및 보호 효능에 
대해, 동물 임상으로 백신 테스트가 성공리에 완료했다고 발표

   - 2020년 6월 16일 러시아보건부는 모스크바 소재 부르덴코 군 병원에서 근육 
주사 용액 형태로, 모스크바 세체노프 대학에서 근육 주사 용액 제조용 분말 
형태로 각각 1차 임상 시험을 승인

   - 8월 1일 보건부 장관은 백신의 1차 임상 시험 완료를 발표했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8월 11일,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을 등록했다고 발표

   - 동 백신은 스푸트니크 V(Sputnik V, 공식 등록명: Gam-COVID-Vac)라는 
상품명을 부여받음.

     * 가멜리아의 대표적인 백신 기반은, Viferon, Kagocel, Meglumine acridone acetate, Pyrogenal, 
Cytoflavin, Gam-COVID-Vac(Sputnik V) 등임.

 2) 러 연방 ‘벡터(Vector)’ 바이러스 및 생명공학 연구소
기관명/영문명/웹사이트 로고

러시아연방 소비자보호관리감독청 (RosPotrebNadzor) 산하, 
바이러스학 및 바이오기술 벡터 정부 과학연구 센터

(Vector State Scientific Center of Virology and Bio-tech under 
the R.F. Federal Service for Supervision over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and Human Wellness (RosPotrebNadzor)

http://www.vector.nsc.ru/
특징:
- 1974년, 노보시비르스크 주 베르드스크에 설립된 법인 형태의 의료 생명공학 연구소로, 연방 예산 과학 기관임.
- 바이러스 및 생명공학 연구 분야에서 러시아 최대 과학 센터 중 하나임. “Vector”는 감염성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진단과 전염성 병원균 대응법에 있어 생명공학 개선 및 효과적인 방법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고 
기초 및 응용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코로나19 백신 외에, 에이즈와 B형 간염 진단기를 최초로 개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짐.
- 유전자 조작 인간용 인터페론 a-2의 생산을 조직한 러시아 최초의 연구소이며,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항바이

러스 효과가 있는 면역자극제인 리도스틴을 개발 출시함.
- 러시아 의학 아카데미 소아마비 및 바이러스성 뇌염연구소와 협력해 바이러스성 A형 간염에 대한 국내산 

백신을 유일하게 개발 및 생산. 
- Vector사에는 H5N1 인플루엔자 진단을 위한 세계보건기구(WHO) 수탁검사기관(reference laboratory)이 

있음.
- 에볼라 열병, 마르부르크병,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바이러스, 천연두 및 기타 바이러스를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바이러스 콜렉션 중 하나를 보유 중  
- 러시아 국가 의료 등록증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유효한 백신 111개 중 2개를 발급

받음(코로나 백신과 에볼라 열병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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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정리

 ㅇ SSC VB “Vector”는 분자 역학, 바이러스학, 생물 안전성 분야에서 선도적인 외국 
과학 센터들과 국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

   - 조류 인플루엔자 모니터링 분야에서 CIS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했으며, 소비자
보호관리감독청(Rospotrebnadzor)의 중앙 역학 연구소와의 협력 관계도 깊음. 

     * 2006~2007년 러시아연방 소비자보호관리감독청 (Rospotrebnadzor)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및 아제르바이잔 보건부와 함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 및 모니터링 
분야의 협력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음.

     ** 카자흐스탄 및 우크라이나 국가 간 국립 인플루엔자 센터 협력을 바탕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분리된 균주에 대한 공동 조사와 연구가 이미 진행 중이었음.

주요 활동:
위험성과 감염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주요한 바이러스 연구, 유전적 변동성 및 다양성을 분석하여 감염의 경로와 
이에 대한 병원체 기초 연구를 진행 중이며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다.
위험성이 높은 감염원의 진단에 대한 예비
의료실무에 대한 진단, 치료 및 예방적 수단 개발 및 응용
의료진 졸업 후 과정 및 바이러스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가 교육
'벡터' 연구소는 러시아 최초로 HIV 감염과 B형 간염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여 생산을 하였으며, 러시아 최초로 
제2형 인터페론 생산을 조직하였으며, 면역 자극제이며 인플루엔자에 대한 항바이러스 활동을 가지고 있는 
리도스틴을 개발하고 생산에 도입했다, 또한 러시아 소아마비&바이러스성뇌염 연구소 같이 바이러스성 A형 
간염에 대한 유일한 국내 백신을 개발하여 생산하였다.
'벡터' 연구소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의학아카데미, 농학아카데미,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 보건사회개발청, 러시아 
긴급응급대책부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벡터' 연구소는 분자역학, 바이러스학, 생명안전분야에서 세계 주요한 연구센터와 제휴를 맺어 과제를 수행한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모니터링에 있어 CIS 국가들과 협력한다. 관련하여 2006~2007년 사이 러시아연방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모든 CIS 국가 
보건부와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및 모니터링 분야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인플루엔자 연구센터와 협력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신종플루의 돌연변이 변종과 정보
교환 및 전문가 등에 대한 공동탐사와 연구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관련 교육을 
'벡터' 연구센터 또는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 산하 중앙역학연구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1997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원두증바이러스 연구센터 2곳 중 하나가 바로 '벡터' 연구소이며 진단과 
바이러스 균주 및 DNA를 보관하고 있다. 약 7년간 '벡터' 연구센터에서 윤리 및 생명윤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임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 존엄성, 그리고 안전을 보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2020년 1월 29일 연구센터에서 코로나바이러스 PCR 검사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2월 14일 등록, 3월 17일 
동물 대상으로 백신 개발에 돌입했다. 2020년 11월 30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미 등록된 '에피박코로나' 
백신은 별도로 세 개의 추가 백신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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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월 29일까지 동 센터는, PCR 방식으로 RNA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진단 체계를 개발했으며, 2020년 2월 14일 해당 진단 체계를 
등록했음.

   - 2020년 3월 17일, 동 센터는 동물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테스트를 시작함. 
 ㅇ 2020년 6월 30일, “Vector” 정부 과학 연구 센터장 Rinat Maksyukov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3가지 프로토타입 백신의 면역 반응 능력이 성공적으로 테스트 
되었다고 밝혔음.

   - 2020년 3 월 중순부터 동물 실험으로 개발된 모든 백신 프로토타입의 면역 
원성을 테스트하기 시작함.

   - 2020년 7월 27일, 에피박코로나(EpiVacCorona) 백신의 1차 임상이 벡터 연구 
센터에서 5명의 참여자와 함께 시작됨.

   - 2020년 9월 30일, 소비자보호관리감독청장은 “Vector”의 연구원들이 에피박 
코로나 백신에 대한 임상 연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음.

   - 2020년 10월 13일, 에피박코로나 백신은 국가에 등록되었고, 3차 임상을 거치
면서 2020년 12월부터 일반 접종이 허용됨.

   - 에피박코로나의 대량 백신 접종은 2021년 4월부터 시작되었음. 

 3) 추마코프 면역생명학 연구개발 센터 
기관명/영문명/웹사이트 로고

연방 추마코프 면역생물학 연구개발센터 
(Federal Chumakov Research Center of Immunobiological 

Prepa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http://www.chumakovs.ru/

특징:
- 바이러스 예방,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 제조용 물질을 생산하는 기업형 과학 기관임.
- 동 연구소는 1957년 추마코프 소아마비 및 바이러스성 뇌염 연구소의 후원으로 설립됨. 소아마비 백신 생산 

기술 개발 및 소련 및 기타 국가에 대한 대량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목표로 했음. 
- 러시아 내 유일한 소아마비 생 백신 제조업체이며, WHO와 유니세프에 대한 러시아의 유일한 백신 공급업체임.
- 코로나 백신과는 별도로,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 등에 소아마비 백신을 유통 중임.
- 1990년대 중반부터 발생한 아시아 출혈열 콩팥 증후군의 치료제를 개발 중
- 2015년 2월, 불활화 소아마비 백신 개발
- 추가적으로 진드기매개뇌염 백신(Tick-E-Vac)을 러시아 최초로 개발, 동 백신은 1~16세에 해당하는 아동 

대상에게 접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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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정리

 ㅇ 추마코프 연구센터는 러시아에서 유일한 소아마비 생백신 제조업체이며, WHO 및 
유니세프에 대한 러시아의 유일한 공급 업체이기도 함.

  - 동 연구소는 소아마비 및 기타 장 바이러스 감염, 진드기매개뇌염, 바이러스성 
출혈열, 인플루엔자와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의료 바이러스학 
분야의 선도적인 과학 센터임. 

     * 1990년대 중반부터, PIPVE는 콩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치료를 위한 약물을 개발해 왔음. 
     ** 시리아 햄스터의 뇌 조직 기질을 바탕으로 연구소에서 개발한 백신은 푸우말라 한타바이러스 

치료에 비교적 효과적이었으나, 인간 투여 약물로서는 인정을 받지 못함.
     *** 추마코프 제품은 유럽,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에서 소아마비 예방을 위해 유통되었고, 미국 

소아마비 박멸 프로그램에도 사용된 바 있음.
   - 백신으로써 면역 원성이 다소 낮다는 판정을 받은 출혈열 콩팥증후군에 대한 

에어로졸 DNA 백신을 개발은 코비박(KoviVac) 백신의 중요한 단서가 된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국가 의료 등록증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유효한 백신 111개 중 7개를 발급
(소아마비, 바이러스성 뇌염, 황열병 등의 백신)

주요 활동: 학술적 연구, 교육, 바이러스성 질병 진단, 역학 조사, 진단 도구 개발, 치료 및 예방 의약품의 임상 
시험 등
해당 연구 센터는 소아마비 및 기타 장 바이러스 감염, 진드기 매개 뇌염, 바이러스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및 
바이러스성 간염 연구를 포함하는 의료 바이러스학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 센터이다. 연구센터는 기초 분야, 
응용 분야, 그리고 임상 분야에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바이러스 분자 생물학 분야의 기초 연구
• 바이러스 성 전염병의 원인, 역학, 면역학 및 병인에 대한 연구
• 분자, 세포, 유기체 및 개체군 수준에서 병원체의 생물학 및 숙주와의 상호 작용 연구
• 전염병 예방 전략의 이론적 입증뿐만 아니라 의료 목적의 예방 및 진단 의약품 개발을 위한 과학적 기반 개발
• 생화학 테러 대응을 위한 과학적 기반 개발
위 기업은 러시아에서 유일한 소아마비 생백신 생산 업체이며 WHO 및 유니세프의 유일한 러시아 공급 업체이다.
90년대 중반부터 추마코브 연구센터 부속 연구소에서 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치료 용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 연구소에서 시리아 햄스터의 뇌 조직 기질을 기반으로 개발한 백신은 푸우말라와 한탄 바이러스 치료에 
비교적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투여되는 의약품에 대한 현대적 요구 사항에 
따라 배양 백신과 비교하여 뇌 백신의 작용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연구는 중단되었다, 
연구센터는 또한 HFRS에 대한 에어로졸 DNA 백신을 개발했지만 의약품의 낮은 면역 원성을 보였다.
제조되는 제품은 유럽,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에 소아마비 예방을 위해 배포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소아마비 
박멸 프로그램에 제조되는 백신이 추가되어 수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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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백신별 개발 방식과 상용화 

 1) 스푸트니크V (Sputnik V) 백신

요약: 
△ (개발) 가멜리아 센터가 개발, Medgamal⋅R-pharm⋅Biocad⋅Binnopharm
⋅Generium⋅Lekko⋅Pharmstandard-UfaVITA 등 7개사 생산 중
△ (작동원리) 인체 아데노바이러스를 기반
△ (면역유지) 1~2년 유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6개월마다 부스터샵 권장
△ (개발단계) 임상 1,2상 결과 발표. 3상 중간 결과 발표, 2021년 말까지 임상 

완료 예정
△ (효능) 3상 중간 결과, 91% 이상
△ (저장조건) -18도C 이하 냉장저장(액체 상태는 2~8도C에서 2개월 이하)
△ (장점) 항체 형성률 최고 수준, 장기적인 예방 효과 기대
△ (특징) Lancet이 인정한 면역 효과 및 안정성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정리

 ㅇ 사후 마케팅 임상실험은 2021년 5월~6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2020년 12월 
10일부터 이미 일반 접종이 시작되었음. 

   -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의 백신 Gam-COVID-Vac(스푸트니크V)은 러시아 
보건부에 2020년 8월 11일 등록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최초 백신으로 인정

     * ‘스푸트니크V’ 의미는, 세계 최초 우주항공기 ‘스푸트니크(Sputnik)’에서 ‘최초’를 강조한 것
 ㅇ 스푸트니크V의 임상실험 시작 전, 영장류 2종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동물 임상이 

진행되었고, 2020년 8월에 인간 임상 1~2상이 완료됨. 
   - 심각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고 모두 면역반응으로 항체가 형성되었다는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음. 
   - 임상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스파이크의 S단백질에 반응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백신 접종으로 인한 항체 및 면역세포 반응 형성) 확인했고, 백신이 항체 생성과 
세포 면역을 유도하였다는 결론으로 발표됨.

     * 1차 임상에는 ad-26 아데노바이러스 사용, 2차에는 ad-5 사용
 ㅇ Lancet(언론 잡지)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가 2021년 1월에 본격적으로 일반 접종에 

들어가면서 백신 효과가 92%에 달한다(러시아 정부 측 주장)고 보도
   - 3상 실험 없이 세계 최초로 정부 등록한 것으로 이미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고, 

이와 함께 각종 우려의 반응이 일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국제 
반응은 호전되었다는 것이 Lancet의 보고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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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9월부터 실시한 스푸트니크V의 3상 실험(2만2,000명 대상, 모스크바 
지역)은 92%의 효과를 증명하였다고 Lancet은 밝혔음. 

 ㅇ 2020년 11월, 스푸트니크V의 일반 접종 시작에 앞서, 2회 접종과 아데노바이러스 
방식이기 때문에 백신 효과를 91.6%까지 극대화했다고 발표

   - 아데노이드 조직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이나, 
세포 배양이 쉽고 유전자 조작이 간편하여 유전자를 전달하는 벡터로 사용됨.

   - 당시 mRNA 방식의 백신을 개발 중인 모더나와 화이자(BioNTech 공동개발)와 
비교되면서 서방국가들로부터 회의적 반응을 받은 방식임.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아데노바이러스 방식으로, 현재로서는 보관 및 유통이 
mRNA 방식 백신보다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음.

 ㅇ RDIF는 스푸트니크V의 해외 진출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나 개발 초기부터 해외 
협상은 순조로운 상황이 아니었음.

   - 인도의 Hetero Drugs(제약사)는 연 1억 도스 생산 목표로 협상하였고 양산에 
앞서 정부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대량의 바이러스를 취급해야 하는 
생산 과정에서 정부 승인이 미뤄진 바 있음.

   - 브라질 계약사 Uniao Quimica는 시범 양산 결과 현지 생산량은 월 800만 
도스이며 이마저도 2021년 상반기 이후에 가능한 상황

   - 한편, 러시아 현지 생산량은 2020년 말까지 3,000만 도스 생산을 목표로 잡았
으나 설비 문제로 250만 도스 생산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됨.

 ㅇ RDIF는 유럽 진출을 위해 2021년 초부터 EMA(유럽 의약청)을 접촉하기 시작
하였고, 최근 EC 승인을 위한 검증실험에 돌입하였음.

   - 2021년 4월 유럽 현지공장 실사가 이루어진 가운데, EMA 승인을 기대 중이나 
실사단의 생산과정 및 3상 결과 서류가 6월 기한까지 미 제출되어 연말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짐. 

   - 2021년 7월 기준, 러시아 백신 접종률은 20% 이내로 연초 대비 생산성은 높아
졌으나 국민들의 접종 의지가 낮아 QR코드제(호텔 및 요식업 이용 시 백신접종
여부 증명)와 고용제한으로 백신률 확대에 노력 중

   - 러시아 거주 외국인(외교관 포함)의 현지 백신 접종이 확대 중으로, QR코드제 
등의 사회활동 제한이 주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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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에피박코로나(EpiVacCorona) 백신

요약: 
△ (개발) 벡터 센터, Vector-BiAlgam과 Geropharm이 생산 중
△ (작동원리)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한 조각(펩티드)을 보조물질과 주입(바이

러스 펩티드 합성 방식)
△ (면역유지) 공식 확인 안 됨. 벡터는 최대 1년으로 주장
△ (개발단계) 임상 1,2상 중간 결과 발표. 2021년 9월 말까지 4,991명 대상 

3상 실험 중
△ (효능) 1,2차 임상결과, 접종 후 6개월 후 100% 항체 형성
△ (저장조건) 2~8도C
△ (장점) 코로나백신 중 인체에 주는 영향이 가장 경미
△ (특징) 항체형성여부는 특수검사 필요(바이러스벡터 단백질에 대한 G면역체의 

효소 분석을 위한 시약 세트가 필수)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정리

 ㅇ ‘벡터(Vector)’로 알려진 백신은, 러시아 최초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한 바이러스학 및 바이오기술 벡터 정부 과학연구 센터가 수행하였음.

   - 벡터 센터는 당초 6가지 종류의 백신 프로토타입(원형)으로 접근했으며, 최종적
으로 2가지 방식(mRNA, 재조합형 바이러스 벡터)으로 개발방향을 좁혔음. 

   - 2020년 3월 중순, 동 방식의 백신 원형으로 동물 임상을 시작하였고, 6월 30일 
3가지 백신 원형이 동물임상에서 성공했다고, 벡터 센터는 발표

   - 7월 27일, 벡터 센터는 5명 대상으로 EpiVacCorona라는 백신을 임상실험 한다고 
밝혔으며 9월 30일, 러시아 소비자관리감독청(코로나 방역 담당기관)이 동 백신의 
임상실험이 성공했다고 직접 발표함. 

 ㅇ 10월 13일, EpiVacCorona는 정부 등록 신청되었고 12월부터 일반 접종이 승인
되었음.

   - 2021년 2월부터 동 백신은 단체 접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mRNA 방식으로서는 
러시아 최초 코로나 백신이라고 할 수 있음. 

     *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포함하지 않으며, 인공적으로 합성된 펩타이드를 사용하여 항 바이러스 
면역을 구축함. 동 백신은 “SARS-CoV-2 바이러스의 S 단백질 3개의 단편에 대해 화학적으로 
합성된 펩타이드 항원으로, 운반 단백질에 점착되고, 알루미늄 함유 보조제에 흡착되는” 백신 
이며, 2회의 주사를 2~3주에 걸쳐서 맞음.

   - 참고로, 모더나와 화이자 또한 mRNA 방식이며, 비활성화된 바이러스 RNA를 
투여하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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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코비박(CoviVac) 백신

요약: 
△ (개발) 추마코프 센터가 개발하고 자체 제조시설로 생산 중
△ (작동원리) ‘비활성화(죽인)’된 바이러스를 인체에 주입(전 비리온 방식)
△ (면역유지) 공식 확인 안 됨. 추마코프는 최대 1년으로 주장
△ (개발단계) 임상 1, 2상 중간 결과 발표. 2021년 말까지 3만2,000명 대상 

3상 실험 예정이며, 2022년 말까지 완료 예정
△ (효능) 1,2차 임상결과, 85% 항체 검출
△ (저장조건) 2~8도C
△ (장점) 부작용이 거의 없고 변이바이러스에도 광범위한 효력 기대
△ (특징) 200년 이상 된 전통방식 플랫폼. 단, 60세 이상 연령층 사용은 승인

받지 못함.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정리

 ㅇ 연방 추마코프 면역생물학 연구개발센터는 2020년 4월에 코비박(CoviVac) 백신 
개발을 발표

   - 2020년 7월에 동물(설치류, 영장류) 임상실험이 성공했다고 발표되었으며, 8월
부터 3,000명 대상 인간 임상실험이 시작

   - 3차 실험은 2020년 10월에 시작되었다고 발표, 2021년 2월 중순에 정부 등록됨.
   - 코비박은 불활성화 바이러스 백신으로, 조류독감 백신과 같은 ‘전 비리온(Whole- 

virion)’ 방식으로 제작되었고, 동 방식은 러시아에서 70년 이상 연구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러시아 백신 생산현황
 ㅇ 2020년 기준 러시아 면역생물학적 백신 개발 및 생산 기업은 총 24개 사로 알려

졌음.
   - Rostec(러시아 기술청) 계열사이면서 정부 지정 백신 개발사 Nacinbio가 대표적

이며 동 사는 ‘국가 백신 계획’ 프로그램에 참여 중임.
     * Nacinbio의 계열사인 NPO Microgen Complex R&D및 Industrial Works 사(1개사)는 

‘국가 백신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러시아 현지 백신의 70% 생산을 담당하고 있음. 
   - NPO Microgen사(개발 및 생산)와 함께 코로나 백신 생산기업으로 부각된 

기업은 Nanolek사임.
 ㅇ 러시아는 총 10개 코로나 백신공장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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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멜리아 국립 역학 및 미생물학 연구 센터 (Gam-COVID-Vac)
   ⋅ 바이오 제약회사 BIOCAD(Gam-COVID-Vac) *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 제약회사 Generium(Gam-COVID-Vac) * 블라디미르주 소재
   ⋅ 제약 홀딩스 Binnopharm-Group(Gam-COVID-Vac) * 젤레노그라드 소재
   ⋅ 제약회사 Lekko(Gam-COVID-Vac)
   ⋅ 제약회사 R-PHARM(Gam-COVID-Vac)
   ⋅ 제약회사 Pharmstandart(Gam-COVID-Vac)
   ⋅ 연방 바이러스 및 생명공학 연구소 Vektor(에피박코로나)
   ⋅ (주) Vector-BiAlgam(에피박코로나)
   ⋅ 연방 추마코프 면역생물학 연구개발센터(코비박)

[ 러시아에 등록된 코로나 백신 월 최대 생산량(예상) ]
(단위: 100만 회분)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ㅇ 2020년 12월 30일 데니스 만투로프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0년 ‘스푸트니크V’
백신은 총 200만 회분(도스) 생산되었다고 발표

   - 당시 러시아는 20만 회분은 아르헨티나로, 6천 회분은 헝가리로 수출되었음.
   - 추가로 상트페테르부르크시는 12월 30일 기준 사전에 요청한 양보다 20배 적은 

1만 5천 회분만 제공받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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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1년 3월 5일 타티아나 골리코바 부총리는 정부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에서 
약 1400만 회분이 생산되었다고 밝힘.

   - 이 중 ‘스푸트니크V’ 백신 생산량이 가장 컸으며 ‘에피박코로나’가 두 번째로 
생산량이 많았음.

   - 한편, 러시아 연방 보건감독청 품질관리 국장 알라 트라프코바는 2021년 5월
까지 백신 5,000만 회분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고, 타티아나 골리코바 
부총리는 2021년 상반기 내 8,800만 회분을 생산 목표를 발표

 ㅇ 러시아는 2021년 하반기부터 ‘스푸트니크V’의 월 생산량을 1,800만 회분으로 
목표함.

   - 에피박코로나는 월 150만 회분을 생산하기로 계획하고 있음. 
   - 벡터 센터의 리나트 마크슈토프 대표이사는 2021년 여름부터 에피박코로나의 월 

생산량을 500만 회분까지 높이겠다는 목표 발표
   - 코비박 생산량은 2021년 3월에 연 1,000만 회분이 목표라고 추마코프 센터가 

발표
 ㅇ 2021년 7월 기준, 러시아 백신 유통량은 총 4,380만 회복이라고 발표됨.
   - 이중 스푸트니크V는 3,000만 회분이었고 Generium사 생산량이 800만 회분

이었다고 함.
   - 러시아 정부는, 2021년 10월 1일까지 스푸트니크V를 5,700만 회분 추가 생산을 

요청하였고, 11월 1일까지 스푸트니크 라이트는 1,000만 회분 생산을 목표로 
삼았음.

   - 에피박코로나는 12월 20일까지 940만 회분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 중이나 코비박에 
대한 생산 목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 러시아 백신의 해외 진출동향
 ㅇ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백신 개발은 전략적인 현지 제품으로 개발함.
   - 그동안 외국 백신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실패하는 배경은 현지산 대비 

가격이 높고 정부 구매 입찰에 참여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Bilthoven Biologicals(네덜란드 

제약사)와 사노피(Sanofi Pasteur, 프랑스)는 러시아 Nanolek사를 통해 러시아 
현지화에 노력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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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0년 12월 말 기준, 50개 국가가 스푸트니크V 공급을 희망하였고, Wall Street은 
당시 해외 주문량이 24억 도스에 이른다고 보도하였음.

   - 한국 CMO 가능성은 2020년 10월부터 언론으로 알려졌고, GL Rapha의 CMO 
계약 사항은 러시아의 해외 공급이 구체화되면서 언론에 발표되었음. 

 ㅇ 러시아는 중남미(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인도, 유럽(헝가리 등) 지역에 스푸트니크V를 
공급하고 있고, 브라질, 한국, 중국, 카자흐스탄, 이란, 세르비아, 이탈리아(3월 
초에 발표) 등에서 CMO(Contract Manufacturring Organizations)를 추진 
중임.

   - 각 개발도상국의 스푸트니크V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가격인 것으로 
파악됨.

   - RDIF에 따르면, 각 해외 공급처로 수출되는 스푸트니크V 단가(도스 당)는 10달러로, 
화이자 백신이 19.5달러인 대비 거의 반절 가격에 불과함.

 ㅇ 코로나 백신 개발 및 생산에 선도 중인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의 
공급 부족은 러시아 스푸트니크V의 글로벌 수요를 확대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음.

   - 국제적인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RDIF는 4월까지는 생산량에 세계 수요에 맞출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는 상황

   - 한국, 브라질, 인도의 양산에 따라 동 계획은 소폭의 변동이 있을 예정이나 동 
국가들을 직접적인 소비시장으로 본다면 세계인구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양산과 
직접 소비’로 RDIF는 협상 중에 있음.

 ㅇ RDIF(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는 러시아의 국부 펀드로, 스푸트니크V의 
생산성은 14억 접종(1회 주사)량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동 분량으로는 7억 명을 접종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동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10개국과 협상 중이고 제조 라인은 총 15개라고 밝혔음.

   - 협상이 완성된다면 해외 양산은 러시아 현지 생산성의 2배 가량이며, 브라질, 
세르비아는 현지 직접 수요도 감안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음.

   - RDIF는 해외 양산 계획을 확고하기 위해 현지 직접 수요가 있는 양산 국가애 
한에서 생산설비 구축의 금융지원도 수행하고 있음. 

 ㅇ 2021년 4월 기준 ‘스푸트니크V’ 백신은 전체 인구 약 150억 명이 사용할 수 
있는 60개국에서 승인되었음.

   - 코로나 백신을 승인한 국가수로는 ‘스푸트니크V’ 백신이 현재 세계 2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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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기준, 스푸트니크V 공급 계약을 체결한 국가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아르메니아, 헝가리,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공화국(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 정부), 북마케도니아, 
알제리,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멕시코, 바레인, 산 
마리노, 몬테네그로, 이라크, 슬로바키아 등임.

     ** (공급량) 2021년 1월 13일 베네수엘라 – 1,000만 회분, 1월 22일 헝가리 - 200만 회분, 
1월 29일 볼리비아 1차 – 2만 회분 (총 520만 회분 추후 전달 예정), 1월 29일 세르비아 – 4만 
회분, 1월 29일 몬테네그로 – 0.2만 회분, 2월 5일 이란 - 500만 회분 등

   - 러시아 직접투자기금(RDIF)는 인도에 1억 회분, 브라질에 5,000만 회분, 우즈
베키스탄에 3,500만 회분, 멕시코에 3,200만 회분, 네팔과 이집트에 각각 2,500만 
회분을 전달할 계획을 밝힘.

[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스푸트니크V’ 승인한 국가 ]
순번 국가 승인날짜 순번 국가 승인날짜

1 러시아 2020.08.11 31 가나 2021.02.20
2 벨라루스 2020.12.21 32 시리아 2021.02.22
3 아르헨티나 2020.12.23 33 키르기스스탄 2021.02.23
4 세르비아 2020.12.31 34 가이아나 2021.02.23
5 볼리비아 2021.01.06 35 이집트 2021.02.24
6 알제리 2021.01.10 36 온두라스 2021.02.24
7 팔레스타인 주 2021.01.11 37 과테말라 2021.02.25
8 베네수엘라 2021.01.13 38 베트남 2021.02.26
9 파라과이 2021.01.15 39 몰다비아 2021.02.26
10 투르크메니스탄 2021.01.18 40 슬로바키아 공화국 2021.03.01
11 헝가리 2021.01.21 41 앙골라 2021.03.03
12 UAE 2021.01.21 42 지부티 2021.03.03
13 파키스탄 2021.01.24 43 콩고 공화국 2021.03.03
14 이란 2021.01.26 44 스리랑카 2021.03.04
15 기니 2021.01.29 45 라오스 2021.03.04
16 튀니지 2021.01.30 46 이라크 2021.03.04
17 아르메니아 2021.02.01 47 북 마케도니아 2021.03.07
18 멕시코 2021.02.03 48 짐바브웨 2021.03.09
19 니카라과 2021.02.03 49 모로코 2021.03.10
20 레바논 2021.02.05 50 케냐 2021.03.10
21 세르비아 2021.02.05 51 요르단 2021.03.10
22 미얀마 2021.02.06 52 나미비아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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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정리

[ ‘스푸트니크V’ 수입국별 비중 ]
(단위: %)

자료 : https://ria.ru/20210116/sputnikv, www.finanz.ru/novosti/aktsii/, www.rbc.ru/rbcfreenews

 ㅇ 러시아 백신의 해외 생산은, 스푸트니크V 백신 기준 연 14억 회분(7억명 접종분, 
10개국 20개 제약사) 양산(CMO)으로 알려져 있음. 

   - (브라질) 러시아 직접투자기금(RDIF)의 브라질 파트너인 Uniao Química는 
‘스푸트니크V’의 시범 생산이 현지에서 시작되었으며 2021년 4월부터 본격 가동 
예정이라 밝힌 바 있음. 

     * 월 800만 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인도) 러시아 직접투자기금은 인도 제약사 Panacea Biotec과 매년 1억 회 

분량의 스푸트니크V 생산에 합의했으며, 7월 기준 소량 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순번 국가 승인날짜 순번 국가 승인날짜
23 몽골리아 2021.02.09 53 아제르바이잔 2021.03.12
24 바레인 2021.02.10 54 필리핀 제도 2021.03.19
25 몬테네그로 2021.02.12 55 카메룬 2021.03.19
26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2021.02.12 56 세이셸 2021.03.19
27 카자흐스탄 2021.02.12 57 모리셔스 2021.03.22
28 우즈베키스탄 2021.02.17 58 앤티가바부다 2021.03.26
29 가봉 2021.02.17 59 말리 2021.03.30
30 산 마리노 2021.02.19 60 파나마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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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지엘라파(GL Rapha)와 합의 분량은 연 1억 5,000만 회분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술 전수 및 생산 기반 구축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임.

   - (중국) 제약사 Tibet Rhodiola Pharmaceutical Holding는 ‘스푸트니크V’를 
연 1억 회분 이상 생산할 예정이고, Shenzhen Yuanxing Genetech는 연 
6,000회 분을 생산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세르비아) Torlak 바이러스, 백신 및 혈청 연구소는 2021년 3월, 러시아 직접 
투자 기금 (RDIF)과 현지 양산 계약 체결(대 유럽 수출용)

   - (이탈리아) 2021년 3월, 제약사 Adienne Pharma & Biotech가 스푸트니크V 현지 
양산 계약을 러시아 직접 투자 기금 (RDIF)과 체결, 연 1,000회분 생산 목표

   - (벨라루스) 제약사 RUE Belpharm사는 2021년 2월부터 ‘스푸트니크V’를 생산
하기 시작

자료 : Lancet

□ 러시아 백신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
 ㅇ 국제 표준에 따라 모든 백신은 다음과 같은 임상을 진행해야 함.
   ⋅전임상 시험: 동물에게 사용하여 부작용이나 독성, 효과 등을 알아봄.
   ⋅임상1상: 시험약을 최초로 사람에게 적용하여 면역체계가 활성화되는지 확인
   ⋅임상2상: 수백 명의 소규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의 약효와 부작용을 평가하고, 

유효성을 검증



- 87 -

   ⋅임상3상: 대규모(수천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투여하며 비교대조군과 시험처치군을 
동시에 설정하여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결정함.

   ⋅승인: 규제 당국이 임상시험 결과를 조사함.
     * 백신이 성공적으로 3상을 통과하면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함.
 ㅇ 서방 사회는 스푸트니크V를 포함한 러시아 백신들은 3상 절차가 무시되었다고 주장 중
   - 2020년 8월, 러시아에서 ‘스푸트니크V’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이 승인된 후 해외 

The New York Times, Science Magazine, Nature, CNN과 언론 및 학회
에서 준수해야 할 수칙들을 무시한 채 성급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

   - 러시아는 코로나 백신 3군 모두 3상 전에 승인이 되었다고 발표를 완료
   - 2021년 2월 2일, 세계적으로 저명한 의학저널 Lancet에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V

(Gam-COVID-Vac)’의 임상3상 시험 중간 결과를 게재
     * Lancet의 게재 내용은, 네덜란드 Crocus Medical 연구센터 모스크바 사무소에서 조직하고 

감독했으며,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국제 표준을 충족한다고 보고
☞ Lancet에 실린 스푸트니크V의 임상3상 시험 중간 분석 결과
 - 아데노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한 백신으로서 면역 효과가 91.6%라고 함.
 - 임상은 모스크바 25곳에서 2020년 9월 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만 4,964명의 참가자가 

백신을 접종하고, 4,902명은 위약을 맞음.
 - 임상 결과, Gam-COVID-Vac 백신은 심각한 합병증과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경우 독감과 

유사한 증상, 주사 부위의 통증, 어지럼증 또는 단기간 활력 감소 등 경미한 증상이 발견됨.

 ㅇ The Lancet에 게재된 후, 해외에서는 러시아 백신에 대한 입장이 소폭 달라짐.
   - 독일 Welt는 러시아 백신이 세계 최초로 발표된 것과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국제사회의 염려와 달리 ‘놀랍다‘라고 기사화
   - 온라인 간행물 Politico는 초기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인 임상3상 시험 

결과를 발표하여 국제 과학계가 ‘스푸트니크V’를 인정하였고 현재 효과 면에서 
세계 3위 백신에 포함된다고 언급

   - 블룸버그는 러시아가 소련붕괴 이후 가장 큰 과학적인 성과를 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국제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강조

   - 프랑스 언론사 Le Journal du Dimanche은 ‘스푸트니크V’를 통해 러시아의 
강건함을 입증했으며, 러시아 백신의 효용성과 보관 기술에서 매우 우수한 수준
이라고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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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1년 6월, 러시아 직접투자기금(RDIF)는 2개월 이내 EMA(유럽 의약청)의 
스푸트니크V 승인이 기대된다고 발표했으나 WHO 현지 실사단(2021년4월 실시)의 
자료수집 부족으로 승인 지연되고 있는 상황 

   - 2020년 Lancet의 스푸트니크V 인정 직후, 러시아는 WHO의 긴급사용 승인과 
COVAX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수출을 기대하였음.

   - WHO 실사단이 요청한 스푸트니크V 생산과정과 임상 결과 제출이 2021년 6월 
기한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EMA 승인은 2021년 말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짐.

   - 2021년 7월 초, 러시아 정부는 EC와 ‘백신 상호인정 증명서’ 발행에 협상을 시작
     * 6월부터 러시아 일일확진자수가 2만 5,000명을 넘으면서 ‘백신 QR코드제’를 실시 중이나 해외 

백신 접종은 현지에서 미 인정 중이며, 반대로 해외는 러시아 백신을 미 인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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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치료제 시장 현황

가. 덱사메타손

□ 일반 사항
 ㅇ ‘덱사메타손’은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합성 부신피질호르몬제로 알려져 있음.
   -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본적으로 성인의 뇌 종양과 관련된 

부종 감소와 눈 염증 치료 등을 포함한 질병에 사용됨.
   - 코로나 치료효능(시험)을 위해 환자 2,000명에게 투여한 결과 인공호흡기 치료 

환자의 경우 사망 위험이 40%에서 28% 감소했고, 산소 치료 환자의 경우 25%에서 
20%로 감소했음. 

 ㅇ 2020년 9월 2일 WHO가 ‘덱사메타손’ 포함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코로나 
치료제로 임시 사용을 승인

   - WHO의 임시 승인은 세계보건 전문가와 저명한 연구진들의 7개 약품의련 임상
시험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임.

   - WHO 지침은 총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중증 또는 심각 코로나19 환자에게 
코르티코스테로이드(예: 덱사메타손, 하이드로코르티손, 프리디니손 등)를 구강 
또는 정맥으로 투여를 권고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중증이 아닌 코로나 환자에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투여를 권하지 않는다는 것임.

     * 일일 투여 용량은 덱사메타손 6mg을 7~10일간 투여하며, 이는 하이드로코르티손 160mg(즉 
50g을 8시간마다, 또는 100mg을 12시간마다 투여), 프레디니손 40mg, 메틸프레드니솔론 
32g(8mg을 6시간마다)에 해당하는 양임. 

 ㅇ 러시아 연방 보건부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권장하는 약물 목록에 덱사메타손은 
포함되지 않았음.

   - 러시아에서 덱사메타손은 주사제, 수액용 주사제, 앰플, 점안겔, 주입용액, 구강
연고 형태로 구매가 가능함. 

   - 덱사메타손 제조사는, RENEWAL(PFK Obnovlenie, 러시아), Krka,d.d.,Novo 
mesto(슬로베니아), Vial(러시아, 중국공장), JSC «SPC Elfa» (러시아, 인도공장), 
Farmak(우크라이나), Cadila(인도), Belmedpreparaty(벨라루스), Ellara Ltd.
(러시아), PJSC BRYNTSALOV-A(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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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덱사메타손 시장규모
 ㅇ 러시아의 앰플 ‘덱사메타손’ 시장은 패키지 단위로 인도 ELFA LABORATORIES 

점유율(30.9%)이 가장 크며, 금액 기준으로 BRYNTSALOV-A 점유율(28.8%)이 
가장 큼.

   - 패키지 단위로 2위를 점유한 기업은 PJSC BRYNTSALOV-A(23.6%)이고, 3위는 
CSPC OUYI PHARMACEUTICAL (20.6%) 임. 

   - 금액 기준으로 2위를 점유한 기업은 인도 ELFA LABORATORIES 사임. 

[ 2020년 러시아 ‘덱사메타손’ 앰플 시장 규모(위: 패키지, 아래: 달러) ]
제조사 수입 수출 생산 시장규모

CSPC OUYI PHARMACEUTICAL (홍콩) 1,778,508 10,459 1,768,049
3,920,398 30,587 3,889,811

ELFA LABORATORIES (인도) 2,703,041 48,518 2,654,523
4,469,861 120,086 4,349,775

MIBE GMBH (독일) 210 210
8,875 8 875

RUE Belpharm (벨라루스) 8,636 8,636 -
17,243 17,243 -

JODAS EXPOIM PVT. LTD (인도). 17,049 17,049
29,403 29,403

SIEGFRIED HAMELN 
PHARMACEUTICALS GMBH (독일) 

20 20
1,044 1,044

KRKA D.D. (슬로베니아) 710,721 10,846 699,875
1,795,881 35,689 1,760,193

M.J. BIOPHARM PVT. LTD. (인도) 11,371 11,371
18,414 18,414

MEDOCHEMIE LTD. (키프로스) 81,017 81,017
132,639 132,639

ELLARA LTD. 8,720 1,332,719 1,323,999
15,944 1,769,034 1,753,089

PJSC BRYNTSALOV-A 200 312,232 2,339,550 2,027,518
505 426,263 5,257,416 4,831,657

HAMELN PHARMACEUTICALS. GMBH 
(독일) 

381 381
17,426 17,426

합계 5,311,154 399,411 3,672,269 8,584,012
10,411,688 645,812 7,026,449 16,792,326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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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러시아 앰플형 ‘덱사메타손’ 의약품 생산량의 제조사별 비중(왼: 패키지, 오른: 금액) ]
(단위: %)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ㅇ 러시아의 알약 형 ‘덱사메타손’ 시장은 패키지와 금액 기준 모두 러시아 RENEWAL 
(PFK OBNOVLENIE) 점유율(50%, 70%)이 가장 큼.

   - 2위로는 우크라이나 ZDOROVYE(37.7%, 19.6%)을 보이고 있음.

[ 2020년 러시아 알약 ‘덱사메타손’ 시장 규모(위: 패키지, 아래: 달러) ]
제조사 수입 수출 생산 시장규모

GALEPHARM AG (스위스) 20 20
284 284

MERCKLE GMBH (독일) 61 61
5,905 5,905

MIBE GMBH (독일) 85 85
3,062 3,062

RENEWAL (PFK «OBNOVLENIE») 1,019 2,459,684 2,458,665
635 1,727,306 1,726,670

ASPEN PHARMA TRADING LIMITED 
(남아공)

50 50
12,650 12,650

KRKA D.D. (슬로베니아) 616,314 11,810 604,504
238,638 5,590 233,049

PHARMACEUTICAL COMPANY 
«ZDOROVYE» (우크라이나)

1,948,220 94,502 1,853,718
533,179 49,584 483,595

«Opitniy Zavod» GNCLS (우크라이나) 5,241 5,241 -
1,779 1,779 -

RATIOPHARM GMBH (독일) 6 6
203 203

WEST-WARD COLUMBUS. INC (미국). 30 30
338 338

합계 2,570,027 112,572 2,459,684 4,917,139
796,038 57,588 1,727,306 2,465,756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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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러시아 알약 ‘덱사메타손’ 의약품 생산량의 제조사별 비중(왼: 패키지, 오른: 금액) ]
(단위: %)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 주요 기업
 ㅇ PFK Obnovlenie(RENEWAL사)는 노보시비르스크 청정산업단지(쑤준)에 의약품 

생산기지를 둔 기업으로, 덱사메타손을 알약 형태로 생산 중
   - 노보시비르스크 제조 공장은 GMP 인증과 품질 관리 ISO 9001:2015를 취득,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중임.
   - 130개의 다양한 약품을 제조 중이며, 다양한 활성성분 응용력도 뛰어남.

[ 2017년~2019년 ‘RENEWAL(PFK «Obnovlenie»)‘ 재무제표 ]
(단위: 천 루블)

구분 2017 2018 2019
매출액 3,658,370 4,308,770 5,124,340

매출원가 1,514,420 2,149,540 2,486,720
매출총이익(손실) 2,143,950 2,159,230 2,637,630

판매비 814,688 640,770 814,162
관리비 462,480 561,438 702,186

영업이익(손실) 866,786 957,020 1,121,280
관계기업투자손익 0 3,874 8,380

이자수익 0 7 0
이자비용 133, 795 154,416 212,292
기타이익 2,458,920 2,875,470 3,373,890
기타비용 3,012,770 3,418,280 3,965,19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79,150 263,678 326,062
법인세비용 38,997 56,520 -65,659

당기순이익(손실) 140,962 198,273 239,175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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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Ellara Ltd는 현지 수요에 맞는 신기술 개발 및 제조가 전문이며, 덱사메타손을 
생산 중

   - 현재 계약조건에 따라 의약품 위탁생산 방식을 유지 중이며, 설비와 시설은 국제
표준에 맞는 첨단화에 주력

   - 제조 의약품은 Elkar, Axamon, Panavir, Mexidol 등임.

[ 2017년~2019년 Ellara Ltd. 재무제표 ]
(단위: 천 루블)

구분 2017 2018 2019
매출액 778,040 810,712 954,206

매출원가 428,927 429,794 469,426
매출총이익(손실) 349,113 380,918 484,780

판매비 89,918 64,831 81,565
관리비 73,158 67,730 77,193

영업이익(손실) 186,037 248,357 326,022
이자수익 2,270 3,661 8,927
이자비용 943 943 943
기타이익 8,159 13,814 48,585
기타비용 90,982 126,879 80,54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04,541 138,010 302,051
법인세 22,738 30,069 -61,218

당기순이익(손실) 81,790 107,941 240,833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ㅇ 제약사 PJSC Bryntsalov-A는 제조, 유통보관, 판매(라이선스 № 00231- ЛС. 
25.11.2016)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기업이며, 덱사메타손을 앰플 형태로 생산 

   - 주로 취급하는 제품은 분말주사제가 든 바이알과, 동결건조분말이 든 바이알 
또는 앰플, 수액제제가 든 바이알 또는 앰플, 점안제 등임.

   - 클린룸이 완비(A부터 D 존까지)된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자동화된 첨단 
장비(독일, 이탈리아, 한국 장비)로 생산 중 

     * 월 생산량: 3,000만 앰플, 700만 바이알
     ** 제품 라벨링과 포장도 현대식 자동화된 장비(PVC 필름 낱알모음포장, 개별 종이박스 사용 

설명서 부착, 밀봉, 완제품 식별표시 등)를 사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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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약과 캡슐형 의약품도 제조 중으로, 캡슐 및 알약의 최대 생산성은 7억 정이고, 
독일과 이탈리아 최첨단 장비를 사용 중

   - 알코올 합유 의약품과 액체형 외용제(소독제, 연고, 팅크 등)도 생산 중

[ 2017년~2019년 PJSC «Bryntsalov-A» 재무제표 ]
(단위: 천 루블)

구분 2017 2018 2019
매출액 1,021,610 1,032,120 1,037,620

매출원가 721,443 747,595 778,431
매출총이익(손실) 300,170 284,522 259,189

판매비 20,549 24,801 20,062
관리비 136,135 184,514 215,863

영업이익(손실) 143,486 75,207 23,264
이자수익 1 3 0
이자비용 14,570 ,875 7
기타이익 82,336 133,363 1,201,870
기타비용 118,299 170,148 324,29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92,954 35,550 900,837
법인세 20,686 8,735 0

당기순이익(손실) 72,029 26,561 899,254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ㅇ Alvils Ltd는 러시아 법인이나 중국, 우크라이나 등에 제조 기반을 두어 40개 
이상의 약품을 현지와 러시아(역 수출)에서 유통

   - 자체 브랜드 VIAL(Виал)은 주로 해외 제조 또는 위탁 생산 중이며, 2006년
부터 중국과 우크라이나와의 협업이 강화

   - 10개 이상의 의약품이 VIAL 브랜드를 쓰고 있고, Alvis라는 컨소시엄 회사명
으로 제조, 도매, 물류유통, 인증서비스까지 활동영역이 넓음.

     * Alvis는 1999년에 무역회사로 등록되었음. 
     **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중국. 인도 제약사와 러시아 유통업체를 위해 시장진출부터 

시작해 약국 체인점 납품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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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2019년 “Alvils” Ltd. 재무제표 ]
(단위: 천 루블)

구분 2017 2018 2019
매출액 1,557,630 1,045,580 1,803,460

매출원가 1,021,820 551,885 1,155,350
매출총이익(손실) 535,807 493,693 648,102

판매비 495,915 364,601 150,091
관리비 0 100,350 473,096

영업이익(손실) 39,892 28,742 24,915
관계기업투자손익 0 7,894 50,101

이자수익 17,881 21,269 28,766
이자비용 0 593 15,393
기타이익 115,711 129,089 204,717
기타비용 111,958 122,829 212,19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61,526 63,572 80,913
법인세비용 14,778 23,245 -9,541

당기순이익(손실) 47,520 25,562 71,372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ㅇ 덱사메타손을 취급하는 기업은 Elfa로, 1994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의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 생산, 유통이 전문임.

   - 자체 개발되어 유통하는 전문 의약품은 총 40가지이며 위탁제조 의약품은 약 
1,500가지임.

   - 러시아에서 제조되지 않는 20개의 의약품이 국제적인 규정에 맞춰 개발되어 
임상실험 중에 있음.

   -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3,000 평방미터 면적의 
A급 자체 유통물류센터를 운영 중

☞ 주요활동
지난 17년 동안 제약 회사 Elfa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성장하였다. 지난 몇 년 동안 모스크바 
및 지방 공공 의료기관 의약품 조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SPC Elfa”는 «신중한 공급 업체 
연방 등록부»에 포함되었다 (2011.12.02 Rossiyskaya Gazeta 제272호(5648)에). 현재 러시아 전 지역에 
배송이 가능하다. 주요 고객사로 SIA International, Protek, ROSTA, Moron (Oriola), Alliance Healthcare 
Rus (약국체인점), 지방 딜러사 외에도 36,6, Rigla, Implozia 같은 약국 체인업체가 있다. 다양한 사회 또는 
정부 기금에 후원을 하여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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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2019년 JSC «SPC Elfa» 재무제표 ]
(단위: 천 루블)

구분 2017 2018 2019
매출액 1,315,710 1,449,880 1,415,050

매출원가 1,128,850 1,113,230 1,136,260
매출총이익(손실) 186,856 336,650 278,790

판매비 202,626 256,676 242,311
영업이익(손실) -15,770 79,974 36,479

기타이익 80,489 50,243 74,830
기타비용 64,395 129,974 110,86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24 243 446
법인세비용 65 49 -89

순이익 259 194 -24,439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 생산 및 수입 현황
 ㅇ 2020년 기준 러시아의 덱사메타손 생산량은 앰플 형 3,672,269 패키지, 알약 

2,459,684 패키지임.
   - 러시아에서 덱사메타손을 제조하는 곳은 Ellara Ltd와 PJSC BRYNTSALOV-A, 

RENEWAL로 파악됨.
   - 제약사 Ellara Ltd는 덱사메타손을 박스 당 10 앰플(4mg./ml.)로 포장하여 유통 

시키고 있고, 제조 시설은 블라디미르주 포크롭시에서 위치함.
     * Ellara사의 덱사메타손 가격은 박스 당 94.51루블(VAT 포함) 임. 

[ 2020년 러시아 ‘덱사메타손’ 의약품 생산량의 제조사. 형태별 비중 ]
(단위: 상자)

제조사 제품 형태 생산량(패키지) 생산성(천 달러)
Ellara Ltd. 앰플 1,332,719 1,769

RENEWAL (PFK «Obnovlenie») 알약 2,459,684 1,727
PJSC BRYNTSALOV-A 앰플 2,339,550 5,257

합계 6,131,953 8,753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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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러시아 ‘덱사메타손’ 약품 형태별 비중(왼쪽: 패키지 기준, 오른쪽: 금액) ]
(단위: %)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ㅇ 2020년 기준 러시아는 앰플형 덱사메타손 약물은 총 5,311,154 패키지와 알약형
으로 2,570,027 패키지를 수입

   - 앰플 형이 전체 수입량의 67.4%이며 주로 인도(ELFA LABORATORIES로 앰플 
1ml. №25 형태, 50.9% 비중)에서 수입하고 있음. 

   - 2, 3위는 홍콩 제약사 CSPC OUYI PHARMACEUTICAL와 슬로베니아 제약사 
KRKA D.D.이며 각각 33.5%. 13.4%임.

   - 알약 형 수입의 최대 제조사는 우크라이나 ZDOROVYE(제약사)로 0.5mg. № 10
형태이며 전체 수입량의 75.8% 비중을 차지

[ 2020년 러시아 ‘덱사메타손’ 수입량의 제조사, 제형, 종류별 비중 ]
(단위: 패키지)

앰플

CSPC OUYI PHARMACEUTICAL (홍콩) 1ml. №25 1,778,508
ELFA LABORATORIES (인도) 1ml. №25 2,703,041

MIBE GMBH (독일) 1ml. №4 210
JODAS EXPOIM PVT. LTD (인도). 1ml. №25 17,049

SIEGFRIED HAMELN PHARMACEUTICALS 
GMBH (독일) 1ml. №3 20

KRKA D.D. (슬로베니아) 1ml. №25 710,721
M.J. BIOPHARM PVT. LTD. (인도) 1ml. №25 11,371

MEDOCHEMIE LTD. (키프루스) 1ml. №10 78,531
MEDOCHEMIE LTD. (키프루스) 1ml. №100 2,486

PJSC BRYNTSALOV-A 1ml. №25 200
HAMELN PHARMACEUTICALS. GMBH (독일) 1ml. №4 381

RUE Belpharm (벨라루스) 1ml. №10 8,636
합계 5,311,154



- 98 -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 2020년 러시아의 ‘덱사메타손’ 수입량의 유형별⋅제조사별 비중 ]
(단위: %)

앰플 형 알약 형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ㅇ 2020년 기준 러시아는 앰플 형 덱사메타손을 1,041만 달러 규모로 수입하였고, 
알약은 79만 달러 규모로 수입함. 

   - 제약사 기준 인도 ELFA LABORATORIES와 홍콩 OUYI PHARMACEUTICAL가 
앰플 형 ‘덱사메타손’ 수입의 42.9%, 37.7% 비중을 차지

   - 알약 형 수입은 우크라이나 ZDOROVYE사가 전체 수입의 67%를 차지

알약

GALEPHARM AG (스위스) №20 20
MERCKLE GMBH (독일) (독일) №50 61

MIBE GMBH (독일) №10 30
MIBE GMBH (독일) №100 5
MIBE GMBH (독일) №20 45
MIBE GMBH (독일) №50 5

ASPEN PHARMA TRADING LIMITED (남아공) №50 50
KRKA D.D. (슬로베니아) №10 616,233
KRKA D.D. (슬로베니아) №20 81

PHARMACEUTICAL COMPANY «ZDOROVYE» 
(우크라이나) №10 1,948,220

RATIOPHARM GMBH (독일) №20 6
WEST-WARD COLUMBUS. INC (미국). №24 30

«Opitniy Zavod» GNCLS (우크라이나) №10 5,241
합계 2,57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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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러시아 ‘덱사메타손’ 러시아 수입금액의 제조사. 형태. 종류별 비중 ]
(단위: 달러)

앰플

CSPC OUYI PHARMACEUTICAL (홍콩) 1 ml. №25 3,920,398
ELFA LABORATORIES (인도) 1 ml. №25 4,469,861

MIBE GMBH (독일) 2 ml. №4 8,875
JODAS EXPOIM PVT. LTD (인도). 2 ml. №25 29,403

SIEGFRIED HAMELN 
PHARMACEUTICALS GMBH (독일) 2 ml. №3 1,044

KRKA D.D. (슬로베니아) 1 ml. №5 1,795,881
M.J. BIOPHARM PVT. LTD. (인도) 1 ml. №25 18,414

MEDOCHEMIE LTD. (키프루스) 2 ml. №10 103,890
MEDOCHEMIE LTD. (키프루스) 2 ml. №100 28,749

PJSC BRYNTSALOV-A 1 ml. №25 505
HAMELN PHARMACEUTICALS. GMBH 

(독일) 2 ml. №4 17,426
RUE Belpharm (벨라루스) 1 ml. №10 17,243

합계 10,411,688

알약

GALEPHARM AG (스위스) №20 284
MERCKLE GMBH (독일) №50 5,905

MIBE GMBH (독일) №10 1,452
MIBE GMBH (독일) №100 389
MIBE GMBH (독일) №20 758
MIBE GMBH (독일) №50 462

ASPEN PHARMA TRADING LIMITED 
(남아공) №50 12,650

KRKA D.D. (슬로베니아) №10 238,587
KRKA D.D. (슬로베니아) №20 52

PHARMACEUTICAL COMPANY 
«ZDOROVYE» (우크라이나) №10 533,179

RATIOPHARM GMBH (독일) №20 203
WEST-WARD COLUMBUS. INC (미국) №24 338
«Opitniy Zavod» GNCLS (우크라이나) №10 1,779

합계 796,038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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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러시아 ‘덱사메타손’ 러시아 수입의 제조사별 비중 ]
(단위: %)

앰플 형 알약 형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나. 코로나비르 (Koronavir)

□ 일반 사항 및 시장규모
 ㅇ ‘코로나비르’ 활성 성분인 Favipiravi는 일본 제약 회사에서 인플루엔자와 에볼라를 

치료하기 위해 최초 개발되었음.
   -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병(Epidemic)에서 전염병(Pandemic)으로 급속도로 확산

되면서, 러시아 제약사들은 동 약품을 병원체 억제제로 신속히 상용화함. 
   - 코로나비르 사용 시 합병증의 위험이 90% 감소한다고 알려지기 시작함. 
 ㅇ 코로나비르는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초로 SARS-CoV-2의 바이러스균 

억제제로 사용되었음.
   - 당초 바이러스균 억제제로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에게 투여하면서 결과적으로 

합병증 위험 감소라는 부분이 발견된 것임. 
   - 코로나비르는 바이러스 복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을 R-Pharm(러시아 

제약사)의 임상 시험을 통해 입증되었음. 
 ㅇ 코로나비르는 러시아가 유일하가 승인한 항바이러스제 '파비피라비' 약물임.
   - 코로나비르는 외래환자에 처방될 수 있어 입원을 하지 않는 환자들이 사용 가능함.
   - 2020년 10월 15일 러시아에 저명한 의료학술지 ‘INFECTIOUS DISEASES(Ин

фекционные болезни)’에 ‘코로나비르’ 약물 임상시험 결과 논문 
‘Efficacy and safety of favipiravir in a complex therapy of mil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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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e COVID-19(Эффективность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прим
енения фавипиравира в комплексной терапии COVID-19 
легкого и среднетяжелого течения)’이 게재됨.

     * 외래 및 입원 환자(코로나 감염) 168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결과, 회복 시기를 4일~8일 정도 
앞당긴 것을 나타남. 코로나비르를 투여한 실험군에서 7일째에 50% 이상의 환자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클로로퀸군 약물이나 ‘우미페노비르’와 비강내 인터페론 알파와의 조합의 
표준요법을 사용한 비교군보다 1.5배 이상 높은 효과를 보인 것임.

     ** 코로나비르 임상 결과는 당시 유의미한 수치로, 인두 중앙부 점액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균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치료 시작 후 3일째에 비교군 대비 71.4%~57.1%로, 5일째 81.2%~ 
67.9% 가량의 개선 수치를 보여줌.

   - 임상 결과의 또다른 중요점은 안성성으로, 임상 참여 환자들의 대부분이 부작용이 
적었음.

     * 유일한 부작용은 요산 수치(환자의 41.7%에서 관찰)의 무증상 증가이며, 주로 치료 완료 후 
원상복귀됨.

   - 2020년 7월, 코로나비르(약물)은 러시아 연방 보건부로부터 임시 허가를 받았으며, 
2020년 10월에는 영구 승인(필름코팅정 형태)됨.

 ㅇ 2020년 기준 러시아의 코로나비르 시장 규모는 1,502,081 패키지였음.
   - 금액 기준 시장 규모는 2억 4,263만 달러임.

[ 2020년 러시아 코로나비르 약물 시장규모 ]
구분 수량(패키지) 금액(천 달러)
수입 - -
수출 528 66.5

현지 생산 1,502,609 242,697
시장규모 1,502,081 242,631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 주요 기업
 ㅇ 현재까지 러시아에서 생산이 가능한 제약사는 R-PHARM 그룹이 유일함.
   - 동 제약사의 공장은 총 9군데로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어, API 약품 생산을 선도

하고 있음.
   - R-PHARM사의 9개 생산 공장은 아래와 같음.
   ⋅야로슬라블 완제의약품 및 API 제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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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로슬라블 제약공장 R- PHARM Novoselki
   ⋅로스토프 연구 및 생산 단지 Pharmoslavl
   ⋅모스크바 백신 생산 단지 Sputnik Technopolis
   ⋅코스트롬스카야 주 제약공장 Ortat
   ⋅모스크바 R-Opra 공장 (건설 중)
   ⋅아제르바이잔(바쿠) R-PHARM 공장
   ⋅독일(일러티센) R-PHARM 공장
   ⋅두브나 방사선 의료장비 공장
 ㅇ R-PHARM사의 야로슬라블 완제의약품 및 API 제조 공장은 생산 및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
   - 동 약품 제조공장은 다수의 의약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해외 제약사의 위탁생산도 

병행 중임.
     * 주요 제약품: API, 캡슐, 분말, 앰플, 수액, 알약 등
   - 특히 R-PHARM의 야로슬라블 제약공장은 API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단일클론

항체를 생산하는 곳임.
   - 한편 동 제조공장 단지에는 제약분야 전문인력 양성소도 있으며, 지방 정부와 

대학간의 산학연 구성도 갖추어져 있음. 

[ 2017년~2019년 JSC «R-PHARM» 재무제표 ]
(단위: 천 루블)

2017 2018 2019
매출액 56,724,200 57,661,600 82,386,700

매출원가 45,217,200 43,366,400 58,562,300
매출총이익(손실) 11,507,000 14,295,200 23,824,400

판매비 5,608,260 5,539,160 5,759,060
관리비 566,716 758,647 857,132

영업이익(손실) 5,332,000 7,997,360 17,208,300
이자수익 281,160 136,209 175,125
이자비용 655,064 395,995 276,761
기타이익 5,493,680 2,776,440 1,303,910
기타비용 5,556,460 3,954,250 3,292,82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4,895,310 6,559,750 15,117,700
법인세 66,692 1,149,460 2,325,537

당기순이익(손실) 3,544,120 5,174,240 12,029,500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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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및 수출 현황
 ㅇ R-PHARM사는 코로나비르 생산은 전적으로 야로슬라블 공장에 맡기고 있음.
   - 동 공장에서 생산되는 코로나비르는 패키지 당 용량 200ml. 50정이 포장되어 

있으며, 판매가는 3,300~5,500루블(45~76달러) 선임.
     * 참고로 2020년 9월에 판매 가격이 11,550루블(약 160달러)였음.
  - 러시아 현지 생산은 2020년 여름 러시아연방 보건부에 의약품 등록 완료 후 시작됨.
     * 코로나비르 판매가가 조정된 주 요인은 멘델레예프 화학공대(러시아)에서 코로나 치료제 

‘파비피라비르’ 약물이 개발되었기 때문임. 
  - R-PHARM사(알렉세이 레픽 회장)에 따르면, R-PHARM API 제조 시설 구축으로 

30억 루블(약 4,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고, 야로슬라블 제조공장에는 코로나
비르 생산하기 위해 60억 루블(약 8,3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함. 

 ㅇ 2020년 기준 R-PHARM사는 150만 코로나비르 패키지를 생산(알약 7,510정) 함.
   - 금액 기준으로 2억 4,269만 달러이며, 마케도니아와 우크라이나에도 일부 수출 

중임. 

[ 2020년 러시아 ‘코로나비르’ 생산량 ]
기업 패키지 금액(천 달러)

JSC «R-PHARM» 1,502,609 242,697
합계 1,502,609 242,697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 2020년 러시아 ‘코로나비르’ 수출량 ]
기업 국가 패키지 금액(천 달러)

JSC «R-PHARM» 마케도니아 10,000 1.9
우크라이나 518,000 64.6

합계 528, 000 66.5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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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레플리비르(Areplivir)

□ 일반 사항 및 시장규모 
 ㅇ ‘아레플리비르’ 활성성분은 일본 후지필름 홀딩스가 2014년에 개발한 ‘파비피라비르’ 

성분임.
   - 현재까지 ‘파비피라비르’는 항인플루엔자와 에볼라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음.
 ㅇ 2020년 6월 23일 러시아 보건부는 아레플리비르를 코로나 치료제로 긴급 승인
   - 동 의약품에 대한 임상 시험 결과(코로나 확진 중증환자 200명 대상 투여, 18세~

80세 남녀)로는, 중증 증세 이후 10일부터 증상이 호전
     * JSC Biochemist사 홈페이지에 임상 결과가 게재되어 있음.
     ** ‘아레플리비르’ 투여 환자 90%가 임상척도가 T점수가 척도 2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치료 특징 

으로는 환자의 체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치료 효과가 나타남.
   - 2020 년 9 월 러시아 보건부는 외래환자의 의약품(필름코팅정) 사용을 승인함.
 ㅇ 2020년 기준 기준 러시아 ‘아레플리비르’ 시장 규모는 3억 5,804만 달러에 달함.
   - 2020년 코로나 확산 시기에 파비피라비르 성분의 ‘아레플리비르’ 권장 가격은 

12,320루블이였음. 

[ 2020년 러시아 ‘아레플리비르’ 시장 규모. 수입 및 수출량 추이 ]
구분 패키지 금액(천 달러)
수입 - -
수출 1,790 102.4
생산 2,069,806 358,146 

시장 규모 2,068,016 358,044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 주요 기업
 ㅇ 러시아에서 ‘아레플리비르’ 약물을 생산하는 곳은 제약사 Biochemist임.
   - 동사의 생산 단지는 모르도바 공화국 사란스크 시에 위치(면적은 22 헥타르)하고 

있음.
   - 생산 단지에는 5개의 최첨단 장비와 의약제에 특화된 생산 라인을 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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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도르 생산단지 생산 능력: (정제⋅캡슐) 연간 최대 7억 정, (연고⋅젤) 연간 450만 튜브 
또는 4000만 좌제, (2ml.&5ml. 수용액 앰플) 연간 최대 1 억 5000만 개

 ㅇ Biochemist는 러시아 의약품 수입대체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중이며, 항생제 
연구 및 제조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

   - Biochemist사는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카바페넴계 항생제, 아미노글리코사이드 
등 다양한 항생제를 제조하고 있으며 최대 1억 바이알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포장 장비로는, 세척, 살균, 주입, 고무형⋅알루미늄 마개 밀봉과 함께 고유 식별 번호 및 
사용기한 자동 인쇄 시설 보유

   - 2021년 2월 5일 앰플 완제품 생산 라인을 갖추면서, 아레플리비르 약물 외에 
코로나 치료제의 일종인 에녹사파린나트륨, 나드로파린칼슘 등의 항응고제를 
생산 중임. 

[ 2017년~2019년 JSC «Biochemist» 재무제표 ]
(단위: 천 루블)

2017 2018 2019 2020
매출액 2,121,030 2,189,820 2,709,750 9,246,710

매출원가 1,587,900 1,547,560 1,772,820 2,834,354
매출총이익(손실) 533,132 642,264 936,939 6,412,356

판매비 24,009 30,479 31,591 516,432
관리비 64,985 95,468 119,141 108,807

영업이익(손실) 444,138 516,317 786,207 5,787,117
이자수익 30 436 3,289 3,337
이자비용 69,004 112,332 116,564 114,966
기타이익 115,241 302,796 331,011 342,944
기타비용 385,651 555,259 695,699 2,988,0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04,754 151,958 308,244 3,030,432
법인세 26,385 33,506 69,855 614,038

당기순이익(손실) 74,200 107,525 232,326 2,413,465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 생산 및 수출 현황
 ㅇ 사란스크에 위치한 Biochemist사가 생산 중이며, 2020년 9월부터 패키지 당 

알약 200mL. 40정이 포장되어 판매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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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2월 초 Biochemist사 측은, 내수 유통으로 수출 물량은 전무한 상황
이라고 함.

   - 사측에 따르면, 2020년 동안 200만 패키지가 생산한 것으로 파악
   - 2020년 12월 Biochemist는 월 생산량을 100만 상자까지 확대했으며, 2021년 

4월까지 생산성이 월 200만 상자까지 도달
   - 2020년 동안 유통된 아레플리비르는 2,068,016패키지로 알려짐.

[ 2020년 러시아 ‘아레플리비르’ 생산량 ]
기업명 패키지 금액(천 달러)

JSC «Biochemist» 2,069,806 358,146
합계 2,069,806 358,146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ㅇ 2020년 기준 러시아의 아레플리비르 수출량은 1,790 패키지(약 10만 달러)에 그침.
   - 몰도바로 1,496 패키지를 수출하였고,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압하지야로 

소량 수출되고 있음. 

[ 2020년 러시아 ‘아레플리비르’ 수출량 ]
제조사 수출국 패키지 금액(천 달러)

JSC «BIOCHEMIST» 
압하지야 3 0.1
몰도바 1,496 47.2

우즈베키스탄 279 53.0
우크라이나 12 2.1

합계 1,790 102.4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라. 아비파비르 (Авифавир)

□ 일반 사항 및 시장규모
 ㅇ ‘아비파비르’는 러시아 직접투자기금(RDIF)와 제약사 HIMRAR가 합작 개발한 

의약품 상품명임. 
   - 2020년 5월 29일 ‘아비파비르’는 러시아 보건부로부터 임시 승인을 받았으며  

‘파비피라비르’가 주 성분이고 코로나 항바이러스제로서는 세계 최초로 정부 승인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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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6월 3일 러시아 정부의 코로나 치료제 사용 가이드라인에 ‘아비파비르’가 
포함되었고, 6월부터 일반 의료기관으로 공급됨. 

 ㅇ HIMRAR와 RDIF의 합작투자회사 KROMIS가 4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아비
파비르’ 임상실험을 진행함.

   - 임상 결과, ‘아비파비르’가 코로나 증식을 차단하면서 증상을 완화하였고 일반 
치료방식에 비해 호전 기간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함.

   - 2020년 11월 러시아 보건부는 ‘아비파비르’ 영구 승인했고, 이후 ‘아비파비르’ 
생산량이 두 배로 증가해 최대 20만 회분을 공급함.

     * 제형: 황갈색 필름코팅정, 양면이 볼록한 원형으로 되어 있으며 단면은 흰색, 또는 황색을 띄는 
흰색임.

 ㅇ RDIF는 2020년 6월부터 ‘아비파비르’를 러시아 35개 지역과 벨라루스에 공급
하였고, 카자흐스탄에도 공급 예정이라고 밝힘.

   - 러시아 산업통상부로 CIS지역, 라틴 아메리카 대륙, 유럽, 동남아 등에서 공식 
공급 요청을 받았다고 발표

   - 2020년 12월, RDIF 회장(키릴 드미트리예프)이 RUSSIA24 방송 인터뷰에서 
아비파비르에 대한 자국의 높은 수요로 해외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힘.

 ㅇ 2020년 기준 러시아의 아비파비르 총 생산규모는 1억 572만 달러였으며, 수출액을 
제외(시장 규모) 하면 9,991만 달러 수준임.

   - 2020년 기준 러시아의 아비파비르 수출규모는 69만 6,907패키지와 580만 달러 
수준이었음. 

[ 2020년 러시아 ‘아비파비르’ 시장규모 ]
구분 패키지 금액(천 달러)
수입 - -
수출 243,988 5,803
생산 940,895 105,719

시장 규모 696,907 99,916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 주요 기업
 ㅇ 러시아의 화학다양성연구소(CDRI)는 HIMRAR의 위탁연구기관으로 턴키 방식으로 

합성의약품 및 생명공학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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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소의 주요 활동은, 재조합 약물 제조, 저장, 신기술 연구, 물질 분석, 제조 
기술 연구, 분석기술 연구, 의약품 등록 서비스 등임.

     * 주요 활동: 단백질 식별 및 API 합성⋅150만개의 다양한 화합물 저장, 신분자 작용 메커니즘 
연구, 분자의 1차원 활성 분석 바이오 스크리닝, 의료화학 및 ADME 물질 분석, 후보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전임상 연구, 약동학 및 약리학적 활성 연구, 약제 물질의 합성 및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및 최적화 작업, 완제의약품 생산, 기술개발 및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변형 또는 
결함된 고형 제제 개발, 생물분석 연구, 약학적 제제 공급 업체 검색 및 확인, 의약품 등록 
서비스 등

[ 2017년~2019년 CDRI 재무제표 ]
(단위: 천 루블)

구분 2017 2018 2019
매출액 778,400 1,075,480 2,369,760

매출원가 345,001 350,601 500,972
매출총이익(손실) 433,399 724,877 1,868,790

판매비 48,284 142,631 420,240
관리비 111,000 89,359 203,885

영업이익(손실) 274,115 492,887 1,244,660
관계기업투자손익 130,950 0 48,500

이자수익 827 2,469 1,285
이자비용 1,774 2,461 5,958
기타이익 48,584 25,350 70,804
기타비용 266,316 410,509 911,31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86,386 107,736 447,977
법인세비용 7,635 19,997 68,309

당기순이익(손실) 169,125 85,198 368,408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ㅇ 2021년 3월 NovaMedicaInnotech사가 KROMIS와의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아비파비르’ 생산에 나섬.

   - NovaMedicaInnotech에서 월 10만 회분을 제조할 것으로 예상 중이나, 현재
까지 생산능력에 대해는 파악이 안 됨.

     * NovaMedica는 2012년 미국 벤처캐피탈 펀드인 DOMAIN ASSOCIATES LLC와 RUSNANO가 
합작 설립한 첨단 제약 회사이며, 해외 제약 및 기술특허를 러시아에 유치하고, 자체 또는 위탁 
R&D 프로젝트를 개발 및 실행하는 것이 전략임.



- 109 -

   - 현재 NovaMedicaInnotech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음.
   - NovaMedica는 RusnanoMedInvest 벤처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36개의 러시아 

및 CIS 제약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 항바이러스 및 항염증 치료제, 안과질환, 간질 치료제, 종양 및 전염병 진단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음.

□ 생산 및 수출 현황
 ㅇ 의약품 ‘아비파비르’는 3개 생산 공장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각 공장에서 월 20만 

패키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재 러시아 현지 수요가 적어 대부분 수출하고 있으며, 재고가 쌓여 임시로 

중단 상태에도 돌입하고 있음.
   - 아바파비르는 알약 형으로 제조되고 있으며 패키지 당 40~50정이 포장됨.
   - 아비파비르의 생산규모는 1,057만 달러 수준임. 

[ 2020년 러시아 ‘아비파비르’ 의약품 생산량 ]
제조사 패키지 금액(천 달러)
CDRI 940,895 105,719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ㅇ 2020년 기준 러시아의 아비파비르 수출량은 243,998패키지, 580만 달러를 기록함.
   - 주요 수출국은 우크라이나로 210,916패키지이며, 그밖에 투르크메니스탄,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 중임. 

[ 2020년 러시아 ‘아비파비르’ 의약품 수출량 ]
기업명 수출국 패키지 금액(천 달러)

CDRI
볼리비아 8,100 2,160

투르크메니스탄 24,075 3,307
우즈베키스탄 897 209
우크라이나 210,916 127

합계 243,988 5,803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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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아비간 (Авиган)

□ 일반 사항 
 ㅇ ‘아비간’은 2014년 독감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동물실험 중 태아발달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견되어 임산부는 사용을 금한 의약품임.
   - 부작용으로 용도 변경했으며, 유사 약품에 대한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정하고 있음.
   - 중국 의료진이 처음으로 동 약물을 사용했고 폐렴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발견함. 
 ㅇ 2020년 3월 일본 후지필름사가 동 약물로 일본에서 코로나 경증 환자 156명 

대상으로 임상3상 시험을 진행
   - 임상 결과, ‘아비간’(파비피라비르 성분)을 복용한 환자의 회복 기간이 크게 단축

된다는 것을 확인
     * 결과: 약 투여받은 환자는 11.9일,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14.7일, 신규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음.
   - 2020년 10월 임상 실험 종료 후, 후지필름사는 일본 후생 노동성에 항인플루엔자 

의약품 ‘아비간’(파비피라비르 성분, 필름코팅정)을 코로나 치료제로 신청
   - 러시아는 해당 약품을 승인하지 않았고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

□ 주요 기업
 ㅇ 후지필름 토야마화학(FUJIFILM Toyama Chemical Co., Ltd.)은 2018년 10월 

1일 토야마화학(TOYAMA CHEMICAL CO., LTD)과 후지필름 RI PHARMA 
(FUJIFILM RI Pharma Co., Ltd)의 합병으로 설립됨.

   - 두 회사는 후지필름홀딩스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 및 약품 연구 활동에 참여했고, 
토요마화학은 주로 저분자의약품을 연구개발을 담당했으며 후지필름 RI PHARMA는 
방사성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함.

   - 두 기업의 합병은, 저분자의약품 및 성분(TOYAMA CHEMICAL)과 방사선의약품
(FUJIFILM RI Pharma)을 합작 개발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신규 진단키트와 
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됨. 

 ㅇ 2020년 10월, 후지필름 토야마화학은 상하이 소재 케어링크 파마슈티컬(Carelink 
Pharmaceutical)사와 파트너십을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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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은 코로나 및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아비간’을 승인하면서 현지 판매 계획을 
발표함.

   - 후지필름 토야마화학은 케어링크 파마슈티컬에게 ‘아비간’에 대한 판권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약품허가 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

   - 중국 케어링크 파마슈티컬은 일본에서 진행한 전임상 및 임상 실험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을 서두를 예정이며, 주사제 ‘아비간’을 개발하여 제조할 예정임. 

바. 렘데시비르

□ 일반 사항
 ㅇ 렘데시비르는 폐렴이 있는 코로나 중증환자에게 사용되는 항바이러스 의약품임.
   - 임상 결과, 렘데시비르를 사용한 환자의 회복 기간이 4일 단축되었음.
   - 다만 병원에서만 사용(동결건조분말 형)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주요 기업 
 ㅇ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s)가 개발한 임상시험 단계의 

후보물질로 C형간염(HCV),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연구로 시작해 에볼라 
치료제임.

   - 현재 유럽, 일본, 한국, 인도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비상 코로나 치료제(중증 
환자용)로 임시 승인함. 

 ㅇ 2020년 9월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러시아 팜스탄다르트(Pharmstandard)와 
렘데시비르 러시아 진출을 위해 계약을 체결함. 

   - 러시아 렘데시비르 의약품 등록 자료는 파마신테즈(Pharmasyntez)가 ‘Remdeform’
라는 상호로 제출함. 

   - 임상실험 결과가 승인될 경우 파마신테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로부터 러시아 조제 
및 판매 라이선스 권한을 부여 받을 것임.

     * 2020년 7월 2일, 파마신테즈사가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동 사항을 재차 요청했으나 확답이 
없는 상황

   - 2021년 1월 러시아 정부는 파마신테즈가 렘데시비르 국제라이선스를 보유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동의 없이 제조해도 된다는 지침을 내림. 

     * 정부령 제 3718-р(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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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2019년 ‘팜스탄다르트’ 재무제표 ]
(단위: 천 루블)

구분 2017 2018 2019
매출액 37,221,600 57,223,300 72,245,500

매출원가 25,647,400 42,684,700 48,113,500
매출총이익(손실) 11,574,200 14,538,700 24,132,000

판매비 2,214,510 2,518,280 3,122,790
관리비 1,822,060 2,030,020 2,523,700

영업이익(손실) 7,537,640 9,990,380 18,485,500
관계기업투자손익 5,655,060 36,900,000 -

이자수익 1,575,410 1,845,650 2,644,060
이자비용 204,431 1,437,080 2,790,300
기타이익 4,555,410 5,651,380 4,296,870
기타비용 5,023,240 5,269,290 7,776,01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4,095,800 47,681,000 14,860,100
당기순이익(손실) 12,350,300 45,512,500 11,828,500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 2017년~2019년 ‘파마신테즈’ 재무제표 ]
(단위: 천 루블)

2017 2018 2019
매출액 10,246,600 12,169,100 16,118,400

매출원가 5,835,900 7,592,880 10,988,800
매출총이익(손실) 4,410,650 4,576,210 5,129,590

판매비 254,108 315,064 363,765
관리비 454,605 596,314 709,720

영업이익(손실) 3,701,940 3,664,830 4,056,100
이자수익 133,123 221,000 158,680
이자비용 147,598 199,120 253,346
기타이익 2,287,000 411,937 1,080,480
기타비용 3,170,680 1,991,260 2,178,32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803,790 2,107,390 2,863,610
당기순이익(손실) 2,211,060 1,734,790 2,060,880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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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현황
 ㅇ 파마신테즈는 러시아 현지에서 유일하게 렘데시비르(렘데포르마)를 제조하고 있다고 

밝힘.
   - 언론 상 팜스탄다르트(Pharmstandard)사가 러시아 현지 생산을 시작했다고 발표

되었으나 사실 확인은 불가능한 상황 
   - 2020년 10월, 파마신테즈는 핵심특허를 우회한다는 조건으로 생산 라이선스를 

발급받았고, 패키지 당 8,500루블(약 120달러)로 판매되기 시작함. 
     * 100ml. 앰플 1개로 포장되며, 제품으로 100ml 바이알로도 포장되고 있음.
   - 2021년 1월, 파마신테즈(비크람 푸니야 회장)가 언론을 통해 2만 2,000개 패키지를 

단기 내 시장에 유통할 것으로 밝힘.
     * 러시아 내 유통 대상은 의료기관으로, 2021년 2월부터 매주 4만~5만 앰플이 생산⋅유통될 

것으로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
     ** 관련 기사 사이트: https://infect-dis-journal.ru/, 

https://infect-dis-journal.ru/patrns/docs/Ruzhencova_NMO_Infekcii_4_2020_pravka.pdf)
   - 렘데시비르는 항바이러스제로 등록된 러시아 치료제로서, 코로나 확산 초창기에 

각광 받았으나 임상 후 정확한 치료제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현재까지 2군으로 분류되고 있음. 

     * 관련 기사 사이트: http://www.garant.ru/products/ipo/prime/doc/40006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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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 동물의약품 및 백신 시장

□ 시장 개요
 ㅇ 2020년 기준 러시아 동물의약품 시장 침체는 최소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함.
   - 첫째, 지난 봄과 여름 일부 러시아 지역 내 악천후로 인해 살충제 및 구충제와 

같은 일반적으로 인기 있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
   - 둘째, 코로나19 발발로 인해 소비의 감소가 구매 가능한 수요에 영향을 미침.
 ㅇ Indexbox에 따르면, 러시아 동물의약품 시장은 백신⋅혈청(35% 비중)과 항균 

약물(31% 비중)으로 세분화 됨.
   - 세계 동물의약품 시장도 러시아 시장과 유사하며, 백신⋅혈성과 항균 약물 외에 

구충제(9%), 소독제(9%), 기타(16%)로 세분화 됨.

[ 러시아 동물의약품 분야별 비중 ]

자료 : Indoexbox(러시아 동물의약품 시장 보고서)

 ㅇ 2020년 기준 러시아 동물백신 시장규모는 35억 285만 회분(도스)로, 전년대비 
12.6%가 감소 

   - 백신 투여분 기준, 러시아 동물백신은 2018년부터 감소 추세였음.
     * 러시아 표준 1회분은 0.5ml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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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액기준, 2016년~2019년 사이로 시장규모는 성장한 후 2020년 한해는 소폭 
하락함. 

   - 2020년 기준 동물백신 시장규모는 2,499만 달러로 2016년 대비 16.7% 감소함.

[ 2012년~2020년 러시아 동물 백신 수입, 수출, 생산 및 시장 규모 ]
(단위: 천 회분, %)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생산 천 회분 4,347,001 3,374,962 4,133,046 3,210,947 3,765,067 3,141,418

114,186 118,022 117,603 109,799천 달러 91,202 93,448
1,730,165 1,831,561 2,474,305 2,145,237수입 천 회분 1,532,305 1,664,924
180,003 199,733 252,264 202,496천 달러 135,679 129,207

1,923,730 2,100,554 2,229,513 1,783,800수출 천 회분 1,267,698 1,151,634
61,780 77,208 69,639 62,347천 달러 26,606 30,195

3,939,481 2,941,954 4,009,859 3,502,855시장 
규모

천 회분 4,611,608 3,888,251
232,409 240,547 300,227 249,948천 달러 200,275 192,461

1.3% -25.3% 36.3% -12.6%성장률 천 회분 -23.5% -15.7%
20.8% 3.5% 24.8% -16.7%천 달러 -18.8% -3.9%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 생산 현황
 ㅇ 2020년 기준 러시아 동물백신 현지 생산성은 31억 회분으로, 최대 생산 기업은 

블라디미르 주의 FGBI Arriah사로 8억 9,158만 회분을 생산하였음. 
  - 2위 기업은 모스크바 주 소재 FKP Shchelkovskii Biokombinat사로, 3억 6,8449만 

회분을 생산하였음.
  - 3위 기업은 스타브로폴 크라이 주 소재 FSE Stavropolskaya Biofactorika사로 

3억 2,081만 회분을 생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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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러시아 동물백신 현지 생산성은 물량 기준으로 매년 감소 추세임.
  - 러시아 동물백신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로, 2019년 일시적으로 

성장한 바 있음.
  - 2019년 러시아 동물백신 생산성은 40억 회분으로 전년대비 36.3%가 증가하였

다가 2020년 12.6%가 감소함. 
  - 생산 기업별 점유율은, FGBI ARRIAH사기 28.4%, FKP Shchelkovsky Bioko

mbinat사 11.7%, FSE Stavropolskaya Biofactorika사가 11.2%를 보임. 

[ 2015년~2020년 러시아 지역별 동물백신 생산 현황 ]
(단위: 천 회분)

지역별 제조사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블라디미르주 Biagro Ltd. / 

Bionit Group 72,153.7 62,210.7 76,685.7 61,658.0 78,726.0 70,393.8

모스크바 SPA Narvak 
Ltd. 3,344.1 3,001.4 3,254.5 2,062.4 1,690.8 1,314.8

레닌그라드주 RPE Avivak 
Ltd. 295,637.4 234,886.0 299,704.6 211,008.7 260,757.2 221,077.3

블라디미르주
JSC “Pokrovsky 

zavod 
biopreparatov”

503,264.2  307,693.3 260,019.8 171,960.1 37,162.0 11,292.9

모스크바 Agrovet Ltd. 77,339.0 92,928.9 25,814.6 199,082.5 194,103.5 144,963.4
모스크바 Biocenter Ltd. 80,056.5 42,720.0 43,819.4 33,205.4 36,248.9 30,979.2
모스크바 Vetbiohim Ltd. 294,865.6 228,513.5 287,895.2 233,283.5 242,368.5 190,673.8

상트페테르
부르크 Kronvet Ltd. 31,857.2 40,145.0 29,344.1 12,833.1 22,274.3 17,831.6

블라디미르주
GNU VNIIVVIM 
ROSSELKHOZA

KADEMII
327,940.9 235,781.5 279,974.4 177,607.9 193,665.9 159,870.5

블라디미르주 FGBI “ARRIAH” 856,976.6 741,236 1,141,967 903,616.7 1,022,378 891,585.9
크라스노다르 
크라이 주

FSE “Armavir 
biofabrika” 485,462.4 350,139.3  448,414.8 317,514.1 378,029.9 320,818.7

쿠르스크주
FSE “Kursk 
biofabrika – 

Biok company”
231,576.2 162,691.5 187,495.7 146,387.3 188,429.5 154,983.3

오를로브주
FSE 

“Orlovskayabiof
abrika”

49,751.6 39,376.6 42,119.4 31,639.5 34,464.9 29,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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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 2020년 러시아 동물 백신 제조사 점유율 ]
(단위: 천 회분, %)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지역별 제조사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스타브로폴 

변경주
FSE 

"Stavropolskaya 
Biofactorika"

200,911.6 144,843.2 182,483.7 195,514.5 447,720 352,063.7

모스크바주
FKP 

“Shchelkovskii 
Biokombinat”

559,009.2 481,089.9 475,328.9 334,123.9 413,338.3 368,449.4

모스크바주
NPVIZTS 

"VETZVEROTSE
NTR“

28,165.2 25,559.4 31,107.9 23,397.9 30,170.1 28,736.4

상트페테르
부르크

Apteka-Servis 
Ltd. 3,228.6 2,588.3 2,583.5 1,874.5 2,320.8 1,963.2

모스크바주 GNU VNITIP 
RAAS 174,572.0 129,491.6 150,837.2  107,994.9  125,433.3 102,815.3

기타 기타 70,889.3 50,066.4 64,196.1 46,182.3 55,784.9 42,136.2
합계 4,347,001 3,374,962 4,133,046 3,210,947 3,765,067 3,141,418



- 118 -

 ㅇ 2020년 기준 러시아 동물백신 생산규모(금액)는 1억 980만 달러로 전년대비 
16.6%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발에 의한 경제 악화 영향으로 보임.

   - 러시아 동물백신 생산성은 2012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다가 2016년~2018년 간 
상승 후, 2019년 다시 감소함.

   - 금액 기준 1위 기업은 블라디미르 주의 FGBI ARRIAH사로 3,116만 달러의 
생산성을 보였음.

   - 2위는 크라스노다르 크라이 주의 FSE Armavir biofabrika사로 1,121만 달러의 
생산성을 보였음.

[ 2015년~2020년 러시아 동물 백신 현황: 지역 및 제조사별 구분 ]
(단위: 천 달러)

지역별 제조사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블라디미르주 Biagro Ltd. / 

Bionit Group 1,513.8 1,722.5 2,118.6 2,266.3 2,459.0 2,460.4

모스크바 SPA Narvak 
Ltd. 70.2 83.1 89.9 75.8 52.8 46.0

레닌그라드주 RPE Avivak 
Ltd. 6,202.6 6,503.7 8,280.1 7,755.9 8,144.8 7,727.1

블라디미르주
JSC “Pokrovsky 

zavod 
biopreparatov”

10,558.7 8,519.7 7,183.7 6,320.6 1,160.8 394.7

모스크바 Agrovet Ltd. 1,622.6 2,573.1 3,476.0 7,317.5 6,062.9 5,066.8
모스크바 Biocenter Ltd. 1,679.6 1,182.9 1,210.6 1,220.5 1,132.2 1,082.8
모스크바 Vetbiohim Ltd. 6,186.4 6,327.3 7,953.9 8,574.6 7,570.5 6,664.5

상트페테르
부르크 Kronvet Ltd. 668.4 1,111.6 810.7 471.7 695.7 623.3

블라디미르주
GNU VNIIVVIM 
ROSSELKHOZA

KADEMII
6,880.4 6,528.5 7,735.0 6,528.2 6,049.2 5,587.8

블라디미르주 FGBI “ARRIAH” 17,979.8 20,524.0 31,549.8  33,213.6 31,934.4 31,162.9
크라스노다르 

변경주
FSE “Armavir 

biofabrika” 10,185.2 9,695.0 12,388.6 11,670.6 11,807.9 11,213.3

쿠르스크주
FSE “Kursk 
biofabrika – 

Biok company”
4,858.6 4,504.7 5,180.1 5,380.7 5,885.7 5,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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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ㅇ 지역별 생산성(물량)으로, 2020년 기준 블라디미르 주가 최대 생산성(36.1% 비중)을 
보였음.

  - 2위는 모스크바 주로 15.9%의 비중이었고 3위는 모스크바 시로 11.7% 비중을 
보임.

지역별 제조사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오를로브주
FSE 

“Orlovskaya 
biofabrika”

1,043.8 1,090.3 1,163.7 1,163.0 1,076.5 1,030.0

스타브로폴 
변경주

FSE 
“Stavropolskaya 

Biofactorika”
4,215.2 4,010.5 5,041.6 7,186.4 13,984.7 12,305.4

모스크바주
FKP 

“Shchelkovskii 
Biokombinat”

11,728.3 13,320.8 13,132.2 12,281.2 12,910.8 12,878.1

모스크바주
NPVIZTS 

“VETZVEROTSE
NTR”

590.9 707.7 859.4 860.0 942.4 1,004.4

상트페테르
부르크

Apteka-Servis 
Ltd. 67.7 71.7 71.4 68.9 72.5 68.6

모스크바주 GNU VNITIP 
RAAS 3,662.6 3,585.5 4,167.3 3,969.5 3,918.0 3,593.6

기타 기타 1,487.3 1,386.3 1,773.6 1,697.5 1,742.5 1,472.8
합계 91,202.3 93,448.9 114,186.2 118,022.5 117,603.3 109,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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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러시아 동물 백신 제조 현황: 지역 ]
(단위: 천 회분, %)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 수출입 동향
 ㅇ 2020년 기준 러시아 동물백신 수입량은 21억 4,523만 회분이었으며, 수출량은 

17억 8,380만 회분이었음.
   - 2020년 기준 러시아 수입 증감율은 –20%이었고, 수출은 –13.3%이었음.
     * 수출입 물량 기준도 시장규모 측량 기준과 같이 1회분은 0.5ml 임. 
   - 러시아 수입은 2012년 이후로 증가세를 보였다가 2019년에 감소세를 전환
   - 수출량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 감소세임. 

[ 2015년~2020년 러시아 동물 백신 수출입 규모 ]
(단위: 천 회분)

수출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입 1,532,305.7 1,664,924.2 1,730,165.6 1,831,561.6 2,474,305.2 2,145,237.5 
수출 1,267,698.4 1,151,634.8 1,923,730.7 2,100,554.6 2,229,513.0 1,783,800.7 

자료 : 러시아 연방관세청, Discovery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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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2020년 러시아 동물 백신 수입 규모 및 성장률 ]
(단위: 천 회분, %)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ㅇ 2020년 기준 러시아 동물백신 수입액은 2억 249만 달러였고, 수출액은 6,234만 
달러였음

   - 2020년 수입액 증감율은 -19.7%였으며 수출액은 –10.5%였음.
     * 세관신고서 금액 기준이나 러시아 유통과정에서의 거래 금액은 월등히 높을 것으로 추정

[ 2015년~2020년 러시아 동물 백신 수출입 ]
(단위: 천 달러)

수출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입 135,679.4 129,207.9 180,003.6 199,733.3 252,264.3 202,496.8 
수출 26,606.2 30,195.6 61,780.6 77,208.6 69,639.7 62,347.8 

자료 : 러시아 연방관세청. Discovery Research Group

[ 2012년~2020년 러시아 동물 백신 수입 규모 및 성장률 ]
(단위: 천 달러, %)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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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대상 감염병 별로, 2020년 기준 뉴캐슬병 백신이 1억 9,771만 회분(1위)이 수입
되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폐렴 백신이 1위(1,464만 달러)였음.

   - 물량 기준 2위는 폐렴 백신이 1억 4,397만 회분으로 수입되었음.
     * 러시아 수출 백신으로는 구제역 백신으로, 4억 2,895만 회분이 1위로 수출됨. 
   - 금액 기준 2위인 뉴캐슬병 백신의 수입금액은 1,214만 달러였음. 

[ 2015년~2020년 러시아 동물 백신 용도별 수입량 ]
(단위: 천 회분)

용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바베시아병 154.7 146.0 140.0    

광견병 26,133.4 33,732.7 25,583.3 157,496.0 180,540.8 62,214.5 
아우제스키병 
(가광견병) 30,073.7 21,367.9 11,741.1 79,893.6 190 690.7 120,947.2 

마렉병 22,271.7 9,028.8 7,936.6 281,903.4 425,515.3 165,351.4 
기관지염 19,790.8 11,444.5 26,777.8 178,480.0 226, 337.1 39,514.6 

브루셀라병
전염성F낭병 
(감보로병) 15,888.3 24,967.9 27,928.6 17,616.2 23,785.5 16,562.5 
전염성 성인 
T세포백혈병 40.5 31.7 50.5 108.1 134.6 231.6 

전염성 복막염 * 2012년만 집계(69.6)
출혈성질환 3,538.4 20,897.7 6,576.3 29,287.8 70,545.7 1,169.1 

돼지글래서병 1,264.0 2,280.1 31.6 14,669.0 27,331.1 27,834.8 
설사병 24,882.2 10,351.4 20,597.6 6,270.5 10,328.4 11,796.1 

위장 장애  1,092.1 1,369.9 3,321.3 6,072.4 1.0 
전염성 

구건연종 312.0      
대장균 9,981.2 6,662.3 9,979.9 16,839.4 6,135.4 10,502.6 
후두염 8,601.2 8,626.3 11,848.4 28,100.8 31,699.4 19,513.5 

렙토스피라증 21,757.1 19,107.8 18,874.2    
마이코

플라즈마증 15,987.2 21,452.7 19,719.9 25,148.0 54,073.6 13,283.6 
점액종증  1,540.1 7,030.1 1.5   
뉴캐슬병 333,398.0 469,982.0 437,045.4 150,853.0 351,829.0 197,711.4 
천연두 8,303.1 20,439.9 5,343.1 14,676.0 14,463.5 7,503.3 

범백혈구 감소증 * 2012년만 집계(1,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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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러시아 연방관세청, Discovery Research Group

[ 2012년~2020년 러시아 동물 백신 용도별 수입량 ]
(단위: 천 달러)

용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파보바이러스 4,113.0 2,879.4 4,623.5 27,462.0 29,238.5 93.6 
파스투렐라병 29,030.8 29,814.6 62,729.7 1,120.0 6,838.3 24,932.8 

폐렴 바이러스감염 2,684.6 639.8 1,266.8 917.3 1,140.4 199.9 
폐렴 144,190.8 162,529.4 71,086.4 67,076.4 152,511.3 143,973.1 

레오바이러스성
십이지장염 10,899.4 2,944.0 
돼지생식기

호흡기증후군 26,485.2 29,856.0 5,955.2 6,981.0 5,385.8 9,252.5 
비염 35,730.0 38,053.0 48,501.2 9,809.2 60,201.3 28,407.0 

코뿔소염 141,662.5 135,585.8 172,726.8 57,345.1 138,509.1 61,398.0 
써코바이러스 89,068.9 68,603.2 86,722.4 92,560.9 134,137.2 92,098.3 

역병 140 315.9 220 720.2 168,614.3 152,096.2 88,639.5 77,176.6 
기종저 298.6 2,144.8 396.9 2,562.7 

뇌척수염 264.1 2,159.4 155.5 483.2 
기타(용도불분명) 365,448.2 287,738.2 466,809.1 411,373.6 235,175.5 1,013,568.6 

합계 1,532,305.7 1,664,924.2 1,730,165.6 1,831,561.6 2,474,305.2 2,145,237.5 

용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바베시아병 51.2 57.1 59.1 

광견병 2,017.4 4,079.4 3,493.6 18,083.0 19,230.7 5,099.1 
아우제스키병 
(가광견병) 763.8 384.6 334.3 5,862.5 14,237.7 9,288.2 

마렉병 2,917.3 2,973.7 3,115.1 15,648.1 13,733.1 3,148.2 
기관지염 5,408.4 1,993.3 6,868.0 27,424.9 36,406.1 9,516.6 

브루셀라병
전염성 F낭병 
(감보로병) 7,473.8 6,447.1 5,550.9 6,774.2 11,010.5 8,119.5 
전염성 성인

T세포 백혈병 4.2 6.8 11.9 29.2 39.2 61.4 
전염성 복막염

출혈성질환 393.2 4,749.4 831.2 2,914.8 5,353.4 812.2 
돼지글래서병 61.6 169.0 0.9 982.4 1,869.7 1,879.1 

설사병 2,575.6 1,131.0 2,353.4 435.2 2,054.3 1,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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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러시아 연방관세청, Discovery Research Group

 ㅇ 대상 가축(동물)별로, 2020년 기준 1위로 수입된 백신은 소 예방백신이며, 3억
8,767만 회분이 수입되었고, 금액 기준은 가금류 예방백신(5,493만 달러)가 1위임.

   - 물량 기준 2위는 가금류 예방백신으로 3억 4,390만 회분이 수입됨
     * 2020년 기준 가장 많이 수출된 백신은 소 예방백신이며 2억 3,014만 회분이 수출됨.
   - 금액 기준 2위는 소 예방 백신으로 3,203만 달러가 수입됨.

용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위장 장애 72.7 102.8 237.6 413.4 0.3 

전염성 구건연종 8.6 
대장균 902.3 639.8 1,022.6 1,304.9 541.7 1,544.1 
후두염 1,337.8 3,377.7 2,917.6 3,295.4 4,226.7 2,823.5 

렙토스피라증 2,212.5 1,697.7 1,719.1    
마이코 플라즈마증 1,555.8 2,770.2 1,908.9 2,573.6 5,862.2 1,114.5 

점액종증  174.0 423.5 0.2 
뉴캐슬병 15,709.2 17,513.2 25,091.7 14,220.7 37,071.4 12,139.8 
천연두 859.4 1,685.9 760.2 1,598.6 2,215.8 1,539.0 

범백혈구 감소증
파보바이러스 292.9 142.6 294.9 3,712.4 2,462.7 13.2 
파스투렐라병 2,684.4 2,718.7 8,448.4 74.9 393.1 1,295.9 

폐렴바이러스감염 661.8 451.5 954.6 654.6 1,160.4 146.9 
폐렴 10,230.7 10,991.7 8,021.0 5,855.5 11,836.3 14,649.2 

레오바이러스성
십이지장염 360.6 102.5 
돼지생식기

호흡기증후군 2,387.1 2,490.6 954.9 787.0 595.2 842.2 
비염 675.1 554.2 1,095.6 286.8 1,868.3 666.2 

코뿔소염 10,868.1 9,036.6 15,776.9 4,511.2 14,103.6 5,553.6 
써코바이러스 12,749.8 8,168.9 12,993.8 21,111.2 27,472.1 6,556.4 

역병 18,195.4 22,513.5 24,144.5 24,438.7 8,569.5 8,498.4 
기종저 4.1 167.6 51.4 53.3 

뇌척수염 8.5 374.2 106.0 173.6 
기타(용도불분명) 32,317.3 21,938.7 50,328.6 36,809.5 29,310.3 105,983.0 

합계 135,679.4 129,207.9 180,003.6 199,733.3 252,264.3 202,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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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2020년 대상 가축별 러시아 동물백신 수입량 ]
(단위: 천 회분) 

대상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고양이 천 회분 18,693.0 5,580.6 15,602.1 295,702.4 298,565.4 52,415.0 

천 달러 1,902.6 459.5 1,857.9 37,803.1 30,123.8 4,540.6 
토끼 천 회분 3,413.7 15,220.4 7,030.1 7,060.5 26,377.2    

천 달러 284.2 3,877.8 423.5 598.6 1,749.1  
소 천 회분 130,771.0 86,068.3 113,760.7 246,399.7 487,393.8 387,677.6 

천 달러 11,011.8 15,646.3 14,890.0 36,068.2 55,334.7 32,032.1 
가금류 천 회분 579,504.3 751,261.1 957,345.2 644,785.0 609,361.8 343,909.3 

천 달러 66,700.6 68,591.2 86,710.3 56,879.5 83,599.4 54,934.8 
돼지 천 회분 281,982.6 283,675.7 208,940.3 238,840.3 428,184.3 164,018.5 

천 달러 24,041.6 20,870.4 23,363.0 37,449.6 54,832.6 12,959.3 
개 천 회분 65,166.4 40,871.2 70,869.7 34,617.6 45,472.8 55,905.9 

천 달러 6,148.2 2,980.9 9,977.1 3,112.8 5,213.5 5,330.9 
기타 천 회분 452,774.8 482,247.0 356,617.5 364,156.1 578,950.0 1,141,311.3 

천 달러 25,590.4 16,781.8 42,781.7 27,821.5 21,411.2 92,699.2 
합계 천 회분 1,532,305.7 1,664,924.2 1,730,165.6 1,831,561.6 2,474,305.2 2,145,237.5 

천 달러 135,679.4 129,207.9 180,003.6 199,733.3 252,264.3 202,496.8 
자료 : 러시아 연방관세청, Discovery Research Group

 ㅇ 2020년 기준 러시아는 동물백신 제조사 중 CEVA사로부터 수입량(7억2,469만 
회분)이 가장 컸고, 금액 기준 INTERVET INTERNATIONAL B.V.사가 총 6,914만 
달러로 1위임.

   - 물량 기준 2위는 INTERVET INTERNATIONAL B.V사의 백신으로 3억 7,111만 
회분이 수입됨.

   - 금액 기준 2위는 CEVA사로 2,888만 달러 규모의 백신이 수입됨. 
 

[ 2015년~2020년 러시아의 동물백신 제조사별 수입 ]
제조사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ABIC BIOLOGICAL 
LABORATORIES 

LTD
천 회분 61,919.2 32,880.0 44,548.0 61,634.0 67,264.1 77,625.0 
천 달러 10,388.2 6,383.4 6,826.5 11,890.8 16,751.5 14,226.0 

ARKO 
LABORATORIES 

LTD
천 회분 74.0 80.0 128.0 224.0 448.0 300.0 
천 달러 95.0 87.5 140.0 245.0 490.0 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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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BIOPHARM 천 회분 176.1 249.8 241.4 195.0 182.0 153.4 

천 달러 141.1 200.0 324.2 336.4 276.1 229.9 
BIOPROPERTIES 

PTY LTD
천 회분 967.8 766.0 890.5 1,062.8 892.7 1,016.6 
천 달러 981.2 867.1 1,031.8 1,169.6 959.4 1,151.5 

BIOVAC LTD 천 회분 6,318.4 14,549.6 20,764.2 18,412.8 24,250.0 51,648.4 
천 달러 598.0 1,168.6 1,909.3 2,100.0 3,436.8 4,725.8 

BIOVETA A.S. 천 회분 6,626.0  3,126.0 2,325.7 10,821.2 15,874.0 
천 달러 638.4  337.1 317.8 1,282.2 1,303.9 

BOEHRINGER 
INGELHEIM 
VETMEDICA

천 회분 157,807.2 190,424.5 282,308.3 88,522.4 297,796.1 92,426.0 
천 달러 9,712.0 12,028.2 17,836.1 20,951.5 35,351.2 3,448.9 

BURGWEDEL 
BIOTECH GMBH

천 회분 13,944.0 20,965.4 28,030.0 33,658.6 16,272.5 8,621.5 
천 달러 1,754.7 1,754.7 4,193.9 4,755.7 3,561.3 2,255.2 

CEVA 천 회분 359,684.0 513,857.0 328,081.9 398,444.3 643,048.9 724,683.3 
천 달러 17,431.9 19,302.7 16,367.8 18,172.9 32,511.2 28,883.1 

CHOONG ANG 
VACCINE 

LABORATORIES 
CO. LTD

천 회분 2,016.0 3,600.0 

천 달러 163.8 292.4 
DAE SUNG 

MICROBIOLOGICA
L LABS

천 회분 1,282.0 1,080.0 1,684.0 3,520.0 640.0 7,501.0 
천 달러 434.5 232.6 280.9 543.0 108.0 1,033.3 

FATRO S.P.A. 천 회분 26,427.4 6,978.4 7,289.3 3,833.6 901.6 4,701.6 
천 달러 811.1 287.1 443.2 209.6 28.0 108.1 

FORT DODGE 
ANIMAL HEALTH

천 회분 10.6 
천 달러 1.3 

HUVEPHARMA 
INC.

천 회분 276.7 1,079.8 
천 달러 141.2 566.2 

INTERVET 
INTERNATIONAL 

B.V.
천 회분 332,051.4 356,755.4 421,656.7 413,316.9 534,639.7 371,110.4 
천 달러 45,079.7 46,764.7 66,964.7 60,323.3 62,229.8 69,144.0 

IZO S.R.L. 천 회분 1,676.6 1,735.6 
천 달러 44.6 38.1 

KBNP INC 천 회분 1,020.0 1,796.0 611.6 792.0 224.9 1,030.4 
천 달러 128.7 229.2 79.9 39.2 3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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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러시아 연방관세청, Discovery Research Group

제조사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KOMIPHARM 

INTERNATIONAL 
CO. LTD

천 회분 6,948.0 4,494.4 3,118.0 6,736.0 6,122.0 7,680.0 
천 달러 433.6 264.1 151.4 326.0 319.3 417.9 

LABORATORIOS 
HIPRA S.A.

천 회분 63,404.5 64,795.7 91,503.6 113,440.7 243,148.5 264,950.9 
천 달러 5,813.3 4,823.7 9,307.5 9,946.8 17,824.0 18,704.8 

LABORATORIOS 
VENCOFARMA DO 

BRAZIL LTDA
천 회분 7,694.8 12,763.4 11,610.3 2,299.0 
천 달러 646.3 1,379.3 1,073.7 52.2 

LOHMANN 
ANIMAL HEALTH 

GMBH
천 회분 10,022.7 3,821.1 4,324.2 4,952.9 7,045.6 7,354.1 
천 달러 1,321.9 1,320.1 2,962.6 2,738.0 2,732.6 4,529.3 

MERIAL INC 천 회분 132,535.4 139,306.9 148,654.3 204,425.4 145,620.0 111,968.0 
천 달러 8,597.4 9,406.6 15,038.6 26,886.8 19,812.3 12,660.4 

PFIZER 천 회분 28,596.1 192.2 
천 달러 3,127.0 8.9 

PHARMAGAL BIO 
S.R.O.

천 회분 6.8 1,049.2 1,464.2 1,216.2 12,092.2 
천 달러 0.2 108.8 361.7 265.1 1,187.7 

REBER GENETICS 
CO. LTD

천 회분 2,652.0 1,435.2 400.0  
천 달러 195.0 130.0 39.5 

SCHERING-PLOU
GH LTD

천 회분 273.5 708.0 707.1 341.7 
천 달러 92.7 206.2 245.1 119.3 

VIRBAC S.A. 천 회분 5,813.4 2,100.0 2,454.4 1,339.7 4,989.7 1,244.0 
천 달러 513.6 214.4 347.2 141.5 685.4 521.2 

ZOETIS INC 천 회분 209,820.0 168,958.3 212,999.9 137,522.9 313,273.6 282,783.7 
천 달러 15,475.9 10,679.1 17,896.4 12,986.8 35,255.8 23,908.9 

BIAGRO LTD. / 
BIONIT GROUP

천 회분 1,821.6 90.0  
천 달러 6.4 2.1 

FSE 
«STAVROPOLSKAY
A BIOFACTORIKA»

천 회분 35.2  
천 달러 42.0

기타 천 회분 1,039.5 1,464.3 4,107.8 231.6 38,840.4 2,862.8 
천 달러 19.4 24.6 415.7 934.6 2,808.4 948.8 

(제조사 불분명) 천 회분 93,521.0 120,467.6 105,597.0 331,043.8 116,142.5 97,610.3 
천 달러 11,202.9 11,102.0 14,862.7 24,178.6 15,460.9 12,601.3 

합계 천 회분 1,532,305.7 1,664,924.2 1,730,165.6 1,831,561.6 2,474,305.2 2,145,237.5
천 달러 135,679.4 129,207.9 180,003.6 199,733.3 252,264.3 202,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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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수입국별로, 2020년 기준 러시아의 동물백신 수입량이 가장 큰 국가는 헝가리(7억 
1,844만 회분)이며, 금액 기준은 네덜란드(59,405만 달러) 임.

   - 물량 기준 2위는 스페인(3억 9,631만 회분)이고, 3위는 네덜란드(3억 6,767만 회분) 임.
   - 헝가리산 백신 수입량은 2012년 이래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스페인산도 

전반적으로 증가세이나, 네덜란드산은 2012년~2019년 사이 증가세를 보였다가 
2020년에 감소함. 

   - 금액 기준 2위는 미국으로 수입액이 2,699만 달러이며, 3위는 헝가리로 2,550만 
달러임. 

[ 2015년~2020년 러시아 동물백신 수입국별 동향 ]
국가명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호주 천 회분 967.8 766.0 890.5 1,062.8 892.7 1,016.6 

천 달러 981.2 867.1 1,031.8 1,169.6 959.4 1,151.5 
아르메니아 천 회분 18,704.2 20,077.9 21,119.4 33,001.4 18,308.8 19,905.5 

천 달러 3,983.2 3,779.4 5,284.5 7,791.8 6,378.5 4 610.8 
벨라루스 천 회분 53,235.0 77,222.8 60,109.0 255,401.9 87,565.9 51,721.7 

천 달러 5,103.5 5,314.8 6,770.8 12,006.3 6,790.8 5,149.0 
벨기에 천 회분 2,644.6 6,960.0 5,770.7 15,554.6 

천 달러 110.0 276.0 468.7 1,209.8 
브라질 천 회분 9,901.6 12,763.4 23,989.4 2,299.9  15.0 

천 달러 1,348.5 1,379.3 1,988.2 52.3  1.0 
영국 천 회분 273.5 708.0 707.1 341.7 0.1  

천 달러 92.7 206.2 245.1 119.3 1.9  
헝가리 천 회분 149,783.9 489,827.0 313,557.4 395,961.4 678,445.7 718,446.4 

천 달러 12,725.7 15,048.9 15,092.3 18,043.1 29,664.4 25,501.7 
독일 천 회분 20,158.7 24,773.6 32,341.8 38,611.5 23,321.1 15,975.6 

천 달러 2,946.3 3,073.5 7,155.3 7,493.8 6,294.0 6,784.5 
이스라엘 천 회분 68,237.6 47,429.6 65,312.2 80,046.8 91,514.1 129,273.4 

천 달러 10,986.2 7,552.0 8,735.8 13,990.8 20,188.3 18,951.8 
스페인 천 회분 109,834.1 64,142.9 110,640.2 126,792.6 308,108.0 396,315.8 

천 달러 9,235.7 4,805.1 12,729.0 13,773.7 25,574.7 30 195.1 
이탈리아 천 회분 30,873.4 28,296.7 50,043.3 52,167.6 49,262.5 42,851.0 

천 달러 1,049.8 904.2 3,142.4 2,432.3 2,109.4 1,618.6 
카자흐스탄 천 회분 21,581.8 23,166.8 24,368.5 42,640.5 10,267.8 25,983.1 

천 달러 2,116.1 2,007.8 2,807.4 4,380.5 2,291.6 2,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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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러시아 연방관세청, Discovery Research Group

 ㅇ 2020년 기준 러시아의 대 한국 동물 백신 수입량은 1,621만 회분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하였고, 금액 기준 159만 달러로, 전년대비 247.4% 증가함. 

   - 2012년 이후 매년 증가하다가 2019년에 큰 감소세를 보인 후, 2020년 역대 
최고의 증가세를 보임.

국가명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중국 천 회분 209.2 

천 달러 11.1 
대한민국 천 회분 9,250.0 9,386.4 9,013.6 11,048.0 6,986.9 16,211.4 

천 달러 996.8 889.7 804.6 908.2 458.6 1,593.4 
리투아니아 천 회분 0.4 0.1 

천 달러
멕시코 천 회분 17,043.8 26,250.6 230,757.3 938.9 149,301.3 46,437.6 

천 달러 434.8 1,279.7 4,491.0 43.9 5,311.6 907.0 
네덜란드 천 회분 328,431.8 332,298.0 418,762.2 410,959.7 507,698.2 367,677.8 

천 달러 43,233.4 40,807.5 60,670.3 57,461.5 56,898.4 59,405.4 
러시아

(역수입)
천 회분 1,821.6 125.2  
천 달러 6.4 44.1 

슬로바키아 천 회분 6.8 1,049.2 1,464.2 1,216.2 12,092.2 
천 달러 0.2 108.8 361.7 265.1 1,187.7 

미국 천 회분 261,548.7 67,838.9 275,170.4 235,257.0 427,269.8 161,800.1 
천 달러 8,994.5 11,010.2 37,835.3 42,326.6 72,209.8 26,994.2 

대만 천 회분 2,652.0 1,435.2 400.0  
천 달러 195.0 130.0 39.5 

프랑스 천 회분 93,301.2 60,324.0 86,322.0 132,263.3 96,846.7 107,238.2 
천 달러 6,164.9 4,488.5 10,339.5 16,441.4 14,756.8 12,626.7 

체코 천 회분 6,802.1 249.8 3,367.4 2,520.7 11,003.2 16,178.6 
천 달러 779.6 200.0 661.4 654.1 1,558.4 1,748.6 

기타 국가 천 회분 328,687.4 377,959.6 333.8 
천 달러 24,292.3 25,463.8 7.5 

합계 천 회분 1,532,305.7 1,664,924.2 1,730,165.6 1,831,561.6 2,474,305.2 2,145,237.5 
천 달러 135,679.4 129,207.9 180,003.6 199,733.3 252,264.3 202,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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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2020년 한국으로부터 동물 백신 수입량 ]
(위: 천 회분, 아래: 천 달러)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ㅇ 용도별, 2020년 기준 한국으로부터 러시아가 가장 큰 수입량을 보인 동물 백신은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1,482만 회분, 143만 달러) 이었음.

   - 2013년 이후로 써코바이러스에 대한 러시아의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임.
   - 가축별로는 돼지 열병 백신이 2020년 전체 수입을 차지하고 있으며, 16,211만 

회분(159만 달러) 임. 

[ 2015년~2020년 한국으로부터 동물 백신 수입 ]
용도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설사병 천 회분 1,464.0 260.0 1,504.0 
천 달러 66.9 12.2 73.3 

마이코
플라즈마증

천 회분 792.0 
천 달러 39.2 

파스투렐라병 천 회분 1,020.0 1,796.0 611.6 
천 달러 128.7 229.2 79.9 

폐렴 천 회분 200
천 달러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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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 2015년~2020년 한국으로부터 동물 백신 수입 ]
대상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가금류 천 회분 3,304.0 1,652.0 
천 달러 262.8 131.0 

돼지 천 회분 5,606.0 7,734.4 8,423.6 11,048.0 6,986.9 16,211.4 
천 달러 718.0 758.7 776.0 908.2 458.6 1,593.4 

기타 천 회분 340.0  590.0 
천 달러 16.0  28.5 

합계 천 회분 9,250.0 9,386.4 9,013.6 11,048.0 6,986.9 16,211.4 
천 달러 996.8 889.7 804.6 908.2 458.6 1,593.4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ㅇ 2020년 기준 대 한국 러시아 동물백신 수입 제조사 중 ㈜대성미생물연구소가 
1위로 103만 달러(750만 회분)을 기록

   - ㈜대성미생물연구소은 금액 기준 1위이나 물량(회분) 기준으로는 2위 임.
   - 물량 기준 1위는 코미팜(768만 회분, 41.7만 달러)이며 3위는 고려비엔피(103만 

회분, 14만 달러) 임.

용도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염 천 회분 382.0 450.0  360.0 

천 달러 20.0 30.0  20.0 
써코바이러스 천 회분 2,922.0 5,678.4 5,926.0 9,806.0 6,762.0 14,821.0 

천 달러 512.9 517.2 602.9 839.0 427.3 1,431.2 
기타 천 회분 3,644.0 1,652.0 590.0  224.9 1,030.4 

천 달러 278.8 131.0 28.5  31.3 142.2 
합계 천 회분 9,250.0 9,386.4 9,013.6 11,048.0 6,986.9 16,211.4 

천 달러 996.8 889.7 804.6 908.2 458.6 1,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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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2020년 한국으로부터 동물 백신 수입량(제조사별) ]
제조사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중앙백신연구소 천 회분 2,016.0 3,600.0 
천 달러 163.8 292.4 

(주)대성미생물
연구소

천 회분 1,282.0 1,080.0 1,684.0 3,520.0 640.0 7,501.0 
천 달러 434.5 232.6 280.9 543.0 108.0 1,033.3 

고려비엔피 천 회분 1,020.0 1,796.0 611.6 792.0 224.9 1,030.4 
천 달러 128.7 229.2 79.9 39.2 31.3 142.2 

코미팜 천 회분 6,948.0 4,494.4 3,118.0 6,736.0 6,122.0 7,680.0 
천 달러 433.6 264.1 151.4 326.0 319.3 417.9 

합계 천 회분 9,250.0 9,386.4 9,013.6 11,048.0 6,986.9 16,211.4 
천 달러 996.8 889.7 804.6 908.2 458.6 1,593.4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 주요 동물의약품 제조사
 ㅇ FKP Armavir Biofactory사는 80개 이상의 생물학적 약물을 개발하였고 제조중임.
   - 동 사는 러시아 정부의 백신 개발 과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며, 현재 15개 

이상의 자체 개발한 약품을 국내 유통과 해외 수출 중임.
   - 2002년부터 필수의료품(VED)과 전략 의료품 생산 라인을 모두 갖추었고, 25개 

이상의 약품이 국제 GMP와 러시아 연방 표준을 득함.
   - 2014년 러시아 과학인증연구소(ОАО «ВНИИС»)로부터 최초로 GOST-R 

52249-2009 «의료품 생산 및 품질 관리법» 인증을 받았으며, 2015년 추가 
감사를 통해 인증을 연장하였음. 

   -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5년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ISO 9001을 획득
     * 2015년부터 품질관리 제조 과정이 포함된 위험평가 분석 보고서를 매년 작성 중

[ 2017년~2019년 제약사 “Armavir Biofactory” 재무상태표 ]
(단위: 천 루블)

구분 2017 2018 2019
매출액 (VAT. 소비세 비포함) 816,110 829,868 847,545 

매출원가 640,208 684,193 651,433 
매출총이익(손실) 175,902 145,675 196,112 

판매비 26,454 25,507 2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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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러시아 통계청 

 ㅇ 연방 국영 기업 FSE Kursk biofabrika–Biok company는 동물 전염병 진단 및 
예방 키트 제조사임.

   - 현재 러시아 연방 프로그램 ‘국가 생물안전 프로그램 및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연구’에 참여 중

   - 생산 장비의 상시 유지보수를 통해 첨단화 제조에 주력 중 
   - 동사는 국제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제조 중이며, 2009년에는 알레르기 진단검사

키트 생산시설의 GOST-R 52249-2009 (GMP) 인증을 취득
   - 동사의 주요 사업영역은 하기와 같음.
   ⋅동물용 면역생물학적 및 화학적 약물 제조
   ⋅수의용 약제 제조
   ⋅천연 혼합제와 반제품(MD크림, 소독제, 무알코올 제품 등) 제조

구분 2017 2018 2019
관리비 69,956 68,623 78,535 

영업이익(손실) 79,492 51,545 92,896 
관계기업투자손익 0 0 0 

이자수익 297 804 281 
이자비용 0 0 0 
기타이익 5,094 29,414 2,128 
기타비용 46,755 36,107 48,08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8,128 45,656 47,218 
법인세비용 0 
당기법인세 13,525 14,931 15,135 
이연법인세 0 

기타 0 0 0 
당기순이익(손실) 24,888 28,684 34,038 
자산재평가이익 0 0 0 
기타포괄손익 0 0 0 

기타포괄손익 법인세 0 
순이익 24,888 28,684 3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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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2019년 FSE “Kursk biofabrika–Biok company” 재무상태표 ]
(단위: 천 루블)

구분 2017 2018 2019
매출액 (VAT. 소비세 비포함) 426,550 478,255 528,075 

매출원가 381,283 465,374 478,325 
매출총이익(손실) 45,267 12,881 49,750 

판매비 5,525 10,707 10,024 
관리비 0 0 0 

영업이익(손실) 39,742 2,174 39,726 
관계기업투자손익 0 0 0 

이자수익 0 0 4,988 
이자비용 0 0 0 
기타이익 118,670 156,868 97,657 
기타비용 143,612 136,601 120,82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4,800 22,441 21,544 
법인세비용 5,539 
당기법인세 5,946 6,041 6,308 
이연법인세 769 

기타 -2,697 -4,114 -2,888 
당기순이익(손실) 8,121 12,718 13,117 
자산재평가이익 0 0 0 
기타포괄손익 0 0 0 

기타포괄손익 법인세 0 
순이익 8,121 12,718 13,117 

자료 : 러시아 통계청

 ㅇ FSE Orlovskaya biofabrika사는 1918년에 세균학 연구소와 동물세균학연구소를 
(1918년~1930년) 기반으로 설립됨.

   - 동사의 주요 활동은 탄저병 치료제, 예방 및 진단 약물 제조임.
     * 1955년~1966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러시아 최초 신규 생물학적 약물 제조기술을 습득 및 제조 

시작
   - 1988년 STI 균주보다 광범위한 면역성을 가진 백신 균주 55-VNIIVViM을 기반

으로 동물 탄저병 액체 및 건식 백신 제조기술 도입
   - 1993년 탄저병과 기종저 백신을 개발하여 제조하기 시작하였고, 동 백신 도입

으로 축우 예방접종 비용을 극적으로 절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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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종저균에 대한 면역력이 두 배로 증강하였고, 같은 해 말의 과면역화에 사용되는 항원을 
종두의 탄저병 균주만을 사용해 보다 안전한 항원을 제조하게 됨.

   - 동사가 제조 중인 동물용 탄저병, 파상풍, 기종저 전염병 치료 예방 및 진단용 
약품은 CIS 지역 국가들에게 공급 중

[ 2017년~2019년 FSE «Orlovskaya biofabrika» 재무제표 ]
(단위: 천 루블)

구분 2017 2018 2019
매출액 (VAT. 소비세 비포함) 95,821 103,368 96,588 

매출원가 80,466 94,104 84,639 
매출총이익(손실) 15,355 9,264 11,949 

판매비 7,933 8,616 8,899 
관리비 0 0 0 

영업이익(손실) 7,422 648 3,050 
관계기업투자손익 0 0 0 

이자수익 402 203 223 
이자비용 0 0 0 
기타이익 6,803 11,097 4,339 
기타비용 13,078 17,171 7,13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549 -5,223 476 
법인세비용 0 
당기법인세 103 246 60 
이연법인세 0 

기타 0 -50 -20 
당기순이익(손실) 556 -4,738 9 
자산재평가이익 -34 -6 -52 
기타포괄손익 0 0 0 

기타포괄손익 법인세 0 
순이익 522 -4,744 -43 

자료 : 러시아 통계청 

 ㅇ FSE Staropolskaya Biofabrika는 1896년 스타브로폴 지방 정부 수의병원에 
동물 전염병 진단 등을 포함한 세균학 연구소를 최초로 설립하면서 시작된 기업임.

   - 동 연구소는 1896년에 연구 장비, 기구 및 약품을 공식적으로 갖추면서, 예방 
백신과 의약품 제조를 위한 기초 연구로 시작함.



- 136 -

     * 동 연구소가 최초로 개발한 백신은 탄저병 백신임. 
   - 1908년 세균학 연구소는 혈청 및 백신 생산, 개발과 동물보호 매뉴얼화 하는데 

크게 기여하면서, 세균학 연수센터로 승격됨.
   - 동 센터는 국제 GMP 기준을 인정받았고, 자엔코 빅토르 수의학 교수가 직접 경영 

중임. 
   - 동물용 면역 생물학적 약물에서는 러시아 동물의약계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으며, 

현재 바이러스, 박테리아, 항진균, 기생충 백신과 항체의약품을 제조 중임.
     * 주요 첨단 제조 기반은 독일, 미국, 이탈리아, 일본에서 수입된 제약 클린룸임.
   - 유연한 제조방식을 구현하고 있어 고객 주문형 생산으로 현재 60가지 이상의 

약품(동물용, 인체용 필수 의약품)을 생산 중임. 
     *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2000) 인증 보유
   - 러시아 최초로 조류 인플루엔자 ‘FLU PROTECT H5’불활성 백신 기술을 개발

했고 제조 중임. 
     * 스타브로폴 국립농업대학 산학연으로 총 30개의 박사논문과 40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함. 

[ 2017년~2019년 FSE “Orlovskaya biofabrika” 재무제표 ]
(단위: 천 루블)

구분 2017 2018 2019
매출액 (VAT. 소비세 비포함) 355,841 547,505 1,075,494 

매출원가 287,923 372,865 596,138 
매출총이익(손실) 67,918 174,640 479,356 

판매비 14,476 15,523 55,817 
관리비 38,950 56,664 62,907 

영업이익(손실) 14,492 102,453 360,632 
관계기업투자손익 0 0 0 

이자수익 5,182 6,127 6,876 
이자비용 0 0 0 
기타이익 9,175 14,128 7,610 
기타비용 20,185 19,573 35,91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8,664 103,135 339,205 
법인세비용 0 
당기법인세 6,368 23,647 70,412 
이연법인세 0 

기타 -233 33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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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러시아 통계청 

□ 러시아 동물백신 시장 전망
 ㅇ 러시아 동물 백신 시장은 향후 몇 년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생산규모는 40억 1,717만 회분(3억 달러)으로 전망되며, 생산 및 수출입 

규모는 각각 34억 1,288만 회분(1억 3,214만 달러), 27억 4,180만 회분(2억 5,381만 
달러), 21억 3,752만 회분(8,505만 달러)으로 예상됨.

   - 2020년 마이너스 성장률 이후, 2021년부터 플러스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2021년~2023년 러시아 동물 백신 시장 전망 ]
구분 단위 2020 2021 2022 2023
생산 천 회분 3,141,418.6 3,468,126.1 3,634,596.2 3,412,885.8

천 달러 109,799.5 126,049.9 136,512.0 132,143.6
수입 천 회분 2,145,237.5 2,235,337.5 2,402,987.8 2,741,809.1

천 달러 202,496.8 213,836.6 231,585.0. 253,817.2
수출 천 회분 1,783,800.7 1,942,558.9 2,049,399.7 2,137,523.9

천 달러 62,347.8 71,263.5 78,461.1 85,051.9
시장 규모 천 회분 3,502,855.4 3,760,904.7 3,988,184.3 4,017,171.0

천 달러 249,948.5 268,622.9 289,635.9 300,908.9
성장률 천 회분 -12.6% 7.4% 6.0% 0.7%

천 달러 -16.7% 7.5% 7.8% 3.9%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구분 2017 2018 2019
당기순이익(손실) 5,010 80,330 266,741 
자산재평가이익 0 0 0 
기타포괄손익 0 0 0 

기타포괄손익 법인세 0 
순이익 5,010 80,330 26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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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2023년 러시아 동물 백신 시장 규모 및 성장률 전망 ]
(단위: (위) 천회분, (아래)천달러/ 성장률 %) 

자료 : Discovery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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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러 팬데믹 제약산업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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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의약품 현지 등록⋅인증 제도

□ 러시아 의약품 임상실험
 ㅇ 러시아 의약품 임상실험은 러시아 연방 보건부가 발급하는 실시 허가서에 의해 

수행할 수 있음. 
   - 제약사는 임상실험 허가를 위해 러시아 연방법 제 39조(2010년 4월 12일 N 

61-FZ ‘의약품 유통에 관한’)에 의거 연방 보건부에 서류 심사를 거쳐야 함.
     * 참고 법률: http://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99350/
   - 제출 서류에는 임상 실험을 시행할 기관을 명시해야하며, 연방법에 따라 임상

실험은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수행이 가능 
     * 허가는 러시아 보건부의 연방 정부 규정(2010. 03.09 No.063)에 근거함. 
     ** 실험 수행 기관 목록 참조: https://roszdravnadzor.gov.ru/services/clinicaltrials 
   - 러시아 보건부 서류 목록에는 임상실험 프로토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프로토콜은 GCP (Good Clinical Practice) 표준(환자 또는 건강상 문제가 없는 지원자로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까지 국제표준에 준한 규정으로 정의된 것)을 따름. 
   - 실험 프로토콜에는 반드시 이전 검사에 대한 정보(있을 경우), 수행 실험 유형 

설명, 의약품 특성 설명, 치료 기간, 참가자 수, 임상실험 정당성을 위한 과학적 
증거를 포함해야 함. 

 ㅇ 인체 실험은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되며, 다음 단계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야 함. 

   - 첫 번째, 수십 명 가량의 건강에 이상 없는 참가자가 필요하며, 참가자들은 실험용 
동물과 비교하여 인간이 약물을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는 것임.

   - 두 번째, 건강한 참가자가 아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약물의 복용량 조절을 
주요 목적으로 함. 소수의 참가자를 필요로 함.

   - 세 번째, 대량의 지원자가 필요로 하며, 필요 참가자 수는 예상되는 효과의 규모
(일반적으로 300~3,000명의 환자)를 기반으로 생물통계학에 근거하여 결정됨.

     * 만약 일부 개선효과만을 가진 약물이라면 그 효과의 통계적 의의를 증명하는 것은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반대로, 심한 경우에 실험 약물은 일부 환자에게 
실험될 수 있으며, 그것으로 충분히 입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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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단계로, 연구원들은 특정 질병 치료에 대한 플라시보(위약) 또는 ‘gold 
standard’에 대한 약효를 실험하고, 이 단계에서 일반적 부작용이 명확해짐.

     * 약국에서 약품이 등록 및 판매되면, 실제로 임상실험이 분석됨. 이 단계는 자주 네 번째 연구 
단계로 언급됨.

     * Roskomnadzor가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함. 
 ㅇ 러시아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EU)의 

No.77 규정(2016.11.03. EAEU ‘모범 생산 실행’)으로 결정 및 인가됨.
   - 2017.5.6.부터 재정된 동 규정은 수의학용 의약품 생산 요건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있으며, 2021.1.1.부터 발효됨.
     * 규정 준수 사항 참고: https://docs.cntd.ru/document/456026099
     ** GMP: 식품⋅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 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의 우수식품⋅ 

의약품의 제조⋅관리의 기준

□ 러시아 의약품 등록 및 인증제도
[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인체용), 수의용 백신 등록 절차 ]

№ 특징 Covid-19 치료제 등록 (단순화) 백신(인체 의학용) 수의용 백신

1
입법 

프레임
워크

“위급 상황 예방 및 제거에 관한 러시아
연방의 특정 입법 조항 개정에 관한“ 
법률
2020년 4월 3일자 러시아연방 정부령 
No. 441 “위급 상황 제거 및 위협 조건 
속에서 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의약품 
유통 특성에 대하여˂…˃”

2010년 4월 12일자 연방법
N 61-FZ(2021년 6월 11일 
개정) “의약품 유통에 관하여”

1993년 5월 14일자 러시아
연방 법 N 4979-1(2021년 
7월 2일 개정) “수의용 백신에 
대하여”

2 제출 
서류 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Roszdravnadzor) 등록 인증서

러시아연방가축식물위생
감독청(Rosselkhoznadzor)
등록 인증서

3
등록 

인증서에 
적용되는 

제품 
수량

의약품 배치와 관련하여 임시 청원이 
발급됨. 의약품 배치와 관련하여 발행 의약품 배치와 관련하여 발행

4 유효 
기간 2022년 1월 1일까지

최초로 등록된 의약품의 경우, 
등록 인증서는 5년으로 발행
되며, 이후 무기한으로 발행됨. 
등록 기간은 8개월 이상 소요

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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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Covid-19 치료제 등록 (단순화) 백신(인체 의학용) 수의용 백신

5

등록 
인증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목록

다음 항목을 나타내는 전자 서명으로 
들어간 임시 청원 허가 발급 신청서:
이름, 신청인 및 의약품 제조업체의 주소, 
등록 국가의 납세자 등록 정보 (외국 
법인의 경우 등록 국가, 등록 기관 이름, 
등록 번호, 납세자 코드), 의약품 제조 
장소 주소
의약품명(국제 비전매 특허, 그룹 또는 
화학물질 및 상표명)
활성 및 보조 물질 목록
복용량 및 사용량, 의약품의 유통 기한
해부학적 치료 및 화학 분류 코드
시리즈(배치) 세부사항
확립된 절차에 따라 인증된 제조 국가의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의약품 생산 허가서 
사본 및 러시아어 번역본
제조 국가에서 러시아 연방 외부의 의약품 
등록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의 정식 인증 
사본
의약품의 일부인 제약 물질 또는 전체 
제약 물질에 대한 정보
약물에 대한 위험 관리 계획;
의약품 전임상 및 의약품의 임상시험 
결과 검토서

등록 신청 절차 
의약품 생산에 관한 규제 문서
전체 사용 지침을 포함한 제품 
설명
회사 활동의 합법성을 확인
하는 문서
인체 의학용 백신에 대한 시판 
허가
기타 인증서 (있을 시):
생산이 수행되는 건물의 소유권 
증명서 또는 임대 계약서

임상시험 결과 및 기술문서 
준비
러시아연방가축식물위생
감독청(Rosselkhoznadzor)에 
등록 서류 제출
수의용 의약품 샘플을 러시아 
수의용 의약품 및 사료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 센터(VGNKI)에 
제출하여 검사
추가 자료 요청 시 이에 대한 
응답 준비
러시아연방가축식물위생
감독청(Rosselkhoznadzor)의 
등록 인증서 획득

6
제출 
서류 
심사 
기간

2 영업일

6개월~최대 1년

1-3 개월

7
임상 
시험 
기간

15 영업일

최대 1년
8

등록 
인증서 
발급 
또는 
거절 
결정 
소요 
기간

20 영업일
유럽연합 회원국, 미국, 캐나다 및 담당 
부처가 작성한 목록에 따른 기타 국가
에서 확립된 절차에 따라 등록된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품질 검사를 제외할 수 있음. 
이러한 의약품에 대한 주정부 등록은 
신청서 및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부처가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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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정리

 ㅇ HS코드 382200: 진단용 시약 및 도구, 기타 약재
 

[ HS코드 382200 관세 및 부가세 정보 ]
관세 부가가치세(VAT ) 소비세 세관 수수료
5% 10% 영세율 775~30,000루블

자료 : Alta-Soft (https://www.alta.ru/)  * 해외 무역기업을 위한 온라인 포탈

   - 러시아 시장 판매를 위해 러시아 보건부에서 발행하는 등록증명서 필수 서류가 
제품에 필요함.

   - 등록증명서는 다수 임상 및 독성 테스트 및 시험을 통과한 후 발행되며, 일반적
으로 RC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에는 많은 시간 및 비용이 소요(약 1년, 13,000
달러)됨.

   - 한편, 러시아 법에 따른 RC 발급에 대한 간소화 절차는 2021년 1월 1일까지 
효력이 있음. 

№ 특징 Covid-19 치료제 등록 (단순화) 백신(인체 의학용) 수의용 백신

9

전문가 
품질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 

수수료

1,160 달러

비용: 13,564~20,346달러 
사이

200 달러

10
의료 
제품 

등록세
95 달러

6,761 달러
11

서비스 
전문기관 

비용
800달러-1,500달러

12
임상 
시험 
비용

6,900 달러 13,523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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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소화 절차 조건 ]
전문 기관의 문서 검토 및 
사례(case files) 준비 

기간:
영업일 기준 10-15일

RosZdravNadzor의 등록 
증명서 발급 및 발급 거부 

결정 기간:
영업일 기준 5일

의료기기 등록에 대한 
세금(State duty): 7,000루블 / 95달러

전문 기관 서비스 비용,
전문 기관 «Universal 

Pravo»의 비용별(기간별 
비용 상이)

영업일 기준 10일: 120,000루블 / 1,630달러
영업일 기준 15일: 90,000루블/ 1,230달러
영업일 기준 30일: 50,000루블 / 680달러

유효 기간

2022년 1월 1일 까지
등록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신청자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의료기기 
등록을 위한 통상 절차에 따라 러시아 실험기관의 의료제품 기술 테스트, 독성 
연구 및 임상시험이 보장되어야 함. 신청자는 등록 증명서 수령 이후 영업일 기준 
15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유효기간 연장에는 의료 제품 품질, 효능 및 안정성에 
대한 전문 검사 실시(85,000 루블/ 1,155달러), 기술테스트, 독성 시험, 임상 시험 
(약 500,000루블 / 6,81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

자료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정리

[ 등록 증명서 예시 ]
   - 등록 증명서 발급은 러시아 법인이 러시아 전문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오직 러시아 법인(예, 러시아 생산기업, 
러시아 수입업체 등)만이 신청할 수 있음.

   - 동시에 러시아 법인 및 외국 기업은 등록 증명서 보유자
(소유자)가 될 수 있고, 현재까지 등록증명서는 러시아 
진단키트 수입에 필요한 유일한 서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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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HS코드 300490: 의약품

[ HS코드 300490 관세 및 부가세 정보 ]
관세 VAT 소비세 통관료
3% 20% - 통관료는 수입품의 관세 금액에 따라 다르며, 

775~30,000루블 사이임. 
자료 : Alta-Soft (https://www.alta.ru/) *해외 무역기업을 위한 온라인 포탈

[ Roszdravnadzor 인증서 예시 ]
   - 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Roszdravnadzor) 허가(필수)로 

추가 등록 인증서 획득을 위한 임상 테스트용 제품 
샘플을 가져올 수 있음.

   - «등록 인증서» (필수)는 임상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제조업체를 위해 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Ros
ZdravNadzor)에서 발급하며, 등록 인증서는 러시아 
영토 내 제품 판매를 인정하는 것임.

   - 적합성 선언도 필요
 

[ 인증 취득 절차 ]

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oszdravnadzor)

수입 허가

서비스 제공자: 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승인 러시아 전문가 기관
신청자: EAEU 소속 법인(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서비스 비용: 1,047달러
국가세: 면제
소요 시간: 3~6일
필요 서류 목록: 
- 작성된 신청서
- 정확한 제품명
- 제품 배치 번호
-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전권
- 독성 및 기술 테스트 수행을 위한 실험실과의 계약
- 임상 시험 프로토콜. 프로토콜은 GCP 표준을 기반으로 해야 함. 임상시험 실시기준

(GCP) 표준은 환자 또는 건강한 지원자의 참여로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한 
국제 규칙으로 정의함.

무엇보다도, 프로토콜은 이전 검사에 대한 정보 (있을 경우), 수행중인 연구 유형에 
대한 설명, 의약품 특성에 대한 설명, 치료 기간에 대한 설명, 환자 수를 포함해야 함. 
또, 임상 연구를 정당화하는 과학적 출처에 대한 링크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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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기간: 6 개월

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oszdravnadzor)

등록 인증서

서비스 제공자: 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승인 러시아 전문가 기관
신청자: EAEU 소속 법인(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서비스 비용: 
10일: 1,630달러
15일: 1,230달러
30일: 680달러
테스트 및 시험 세금: 1,160달러
제품 등록 세금:  95달러
테스트 및 시험 비용: 6,900달러
소요 시간: 
서류 준비: 10~30일
테스트 수행: 6~12개월
등록 인증서 발급 또는 거절: 30~50일
유효 기간: 5년
의료 제품 등록 절차
국가 등록 대상 의약품 (MP) 카테고리:
• 오리지널 의약품
• 제네릭 의약품
• 기존 등록된 의약품의 효과적인 조합
• 제형과 용량을 변경한 기존 등록된 의약품
국가 등록 대상이 아닌 의약품:
• 적절한 제조법에 따라 의료 기관의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민간 기업 또는 약국 

기관에서 생산한 의약품
• 약용 식물 물질
•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러시아연방 영토 밖에서 구매한 의약품
등록 단계
등록 절차는 4개의 연속적인 단계로 구성됨.
1. 임상 시험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포함하여 등록 서류를 작성하고, 러시아

보건부에 서류 제출
2. 임상 시험을 수행 및 러시아연방 내 임상 시험 수행 허가 획득
3. 의약품 품질 검사 및 임상 시험 후 의약품 사용 위험 가능성에 대한 기대 이익의 

관계 검사 수행
세 번째 단계는 크게 2개의 하위 단계로 나뉘어질 수 있음.

• 실험실 내 의약품 품질 관리 및 규제 문서 승인
• 의약품 사용 위험 가능성에 대한 기대 이익 비율 검사 및 의약품의 의학적 사용 

지침 승인
4. 의약품 등록 및 등록 인증서 발췌에 대한 러시아 보건부의 결정.
현재 러시아는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약물에 
대한 등록 절차를 가속화하는 중.
규제 당국에 따르면, 의약품 등록을 위한 모든 단계를 완료하는 데 1주일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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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정리

 ㅇ HS코드 300220: 백신(인체의학용)

[ HS코드 300220 관세 및 부가세 정보 ]
관세 VAT 소비세 통관료
2% 10% - 통관료는 수입품의 관세 금액에 따라 다르며, 

775~30,000루블 사이임.
자료 : Alta-Soft (https://www.alta.ru/) *해외 무역기업을 위한 온라인 포탈

[ Roszdravnadzor 인증서 예시 ]
   - 등록 인증서(필수)는 임상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제조업체를 위해 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Roszdravnadzor)
에서 발급함.

   - 등록 인증서는 러시아 영토 내 제품 판매를 인정하는 
것임.

[ 인증 취득 절차 ]

적합성 선언

• 2018년 11월 28일자 연방법 No. 449-FZ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필수 인증 대신 
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Roszdravnadzor)에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법률을 개정했음 
(면역 생물학적 의약품 제외).

• 면역 생물학적 의약품의 각 배치는 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Roszdravnadzor)이 발급한 
허가에 따 민간 유통에 될 것임. 해당 허가는 보건부, 보건감독청, 산업통상부, 제약 
협회 및 해당 분야의 주요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결정됨.

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oszdravnadzor)

등록 인증서

서비스 제공자: 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승인 러시아 전문가 기관
신청자: EAEU 소속 법인(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내 생산 예정 백신은 주정부 등록을 받아야 함. 등록 절차 동안, 백신 제조업체의 
서류는 검토되고, 백신의 안정성을 입증하거나 반증하는 목적을 가진 다양한 연구가 
수행됨. 백신에 대한 인증서를 받은 후에만, 제조업체는 의약품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다른 서류들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허가증이 발급된 경우라도, 이전에 알 수 없는 약물 복용 부작용이 확인된 경우
에는 허가가 정지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신청인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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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정리

 ㅇ HS코드 300230: 수의용 백신 

[ HS코드 300230 관세 및 부가세 정보 ]
관세 VAT 소비세 통관료
3% 10% - 통관료는 수입품의 관세 금액에 따라 다르며, 

775에서 30,000루블까지 다양함.
자료 : Alta-Soft (https://www.alta.ru/)  * 해외 무역기업을 위한 온라인 포탈

가격:
인증 기관 자체의 서비스, 프로토콜 테스트 및 인증서 비용을 포함하여, 인증 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증서 획득은 150만 루블(20,285달러부터)부터 시작함.
소요 시간: 6개월 이상 
백신 등록 단계 
백신의 종류에 따라 인증 절차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음. 각각의 
경우, 전체 제출 서류 패키지의 구성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함.
- 신청 회사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문서
- 테스트 약물에 대한 지침
- 실험실 내 백신 연구에 대한 보고서
- 제조업체 정보
인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신청자는 러시아어로 된 서류 패키지를 제공해야 함. 제출 
서류 중 외국어로 번역된 것이 있는 경우, 번역 공증이 필요함.
인증 과정은 다음과 같음:
제출 서류 종합
제출 서류 확인
제출 서류의 부정확성이 있을 시 제거
임상 및 시험
긍정적인 결과 시 - 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Roszdravnadzor)에 신청서 제출
백신에 대한 시험은 공인된 실험실에서만 수행할 수 있음.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다를 
수 있음. 인증서는 무기한이거나 제한된 기간으로 발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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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식물위생감독청 인증서 예시 ]
   - 등록 인증서(필수)는 임상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제조업체를 위해 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Roszdravnadzor)
에서 발급함. 

   - 등록 인증서는 러시아 영토 내 제품 판매를 인정하는 
것임.

   - GOST-R 인증서 취득 필요

[ 인증 취득 절차 ]

러시아연방가축식물위
생감독청

(Rosselkhoznadzor)
등록 인증서

서비스 제공자: 러시아 수의용 의약품 및 사료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 센터 (VGNKI)
신청자: EAEU 소속 법인(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연방 가축식물위생감독청 등록 필요 서류
- 임상 시험 결과 및 기술 문서 작성
- 러시아연방 가축식물위생감독청에 등록 서류 제출
- 수의용 의약품 샘플을 검사를 위해 러시아 수의용 의약품 및 사료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 센터(VGNKI)에 제출
-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시, 이에 대한 응답 준비 
- 가축식물위생감독청에서 등록 인증서 받기
비용:
⋅ 초기 등록 - 240,000루블 (3,350달러)
⋅ 등록된 제품 서류 수정 – 50,000~80,000루블 (698~1,116달러)
⋅ 국가 등록 승인 - 50,000 루블(698 달러) 
소요 시간: 서류 준비 기간은 1~3개월
국가 검사 기간은 6개월 이내임 (2005년 4월 1일자 러시아 농무부 명령 No.48에 
따라 승인된 동물 및 사료 첨가제에 대한 의약품 국가 등록 규칙에 따라).

GOST R 인증서

서비스 제공자: 인증 기관
신청자: 러시아 법인 
서비스 비용: 1,400 달러 이상, 정확한 비용은 신고 방법(일련 생산용 또는 배치 제품용) 
및 유효 기간(1, 2, 년)에 따라 상이함. 
세금: 면제
소요 시간: 3~6주
필요 서류 목록: 
 - 작성된 신청서
 - 신청사 법률 문서
 - 등록 인증서

자료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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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정보(인증 담당기관 등)
 ㅇ 연방 보건사회개발부(MoHSD,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Development) 
   - 러시아 보건복지 관련 연방법 및 규제 발의, 정책방향 수립함.
   - 보건복지 산하 기관 기능 조율 및 프로그램 수립함.
 ㅇ 연방 보건⋅사회발전 감독국(Roszdravnadzor, Federal Service for Control 

of Healthcare and Social Development in the Russian Federation) 
   - 러시아 국내 및 수입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기 

등록절차, 등록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 임상적용에 대한 안전과 효능에 대한 
규제 등을 담당하고 있음.

   - 러시아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자들은 이메일이나 전화로는 컨설팅 하지 
않으며 특정 제품 등록 건별 면담 방식으로 운영됨.

ㅇ 홈페이지 : www.roszdravnadzor.ru
ㅇ 연락처 : +7 (495) 698-45-38, +7 (499) 578-02-30
ㅇ 주소 : 109074, Moscow, Slabyanska square, building 4-1
ㅇ 이메일 : info@roszdravnadzor.ru,info@roszdravnadzor.gov.ru

 ㅇ 연방 소비자권익 복지보호원(Rospotrebnadzor, Federal Service for Supervision 
in the area of Consumer Rights and Welfare Protection) 

   - 사람의 신체와 접촉이 있거나 환자, 의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위생안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위생증명서 발급 기관 

ㅇ 홈페이지 : rospotrebnadzor.ru
ㅇ 연락처 : 8 (499) 973-26-90
ㅇ 주소 : 127994, Moscow, Badkobskiy street, house 1-5, 7 
ㅇ 이메일 : depart@gsen.ru

 ㅇ 연방기술규칙계량청(Gosstandart, Federal Agency for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

   - 수입 의료기기에 대해 러시아 품질규격을 정하는 기관으로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적합성 선언서) 발급 기관 

ㅇ 홈페이지 : www.rst.gov.ru
ㅇ 연락처 : 8 (499) 236-03-00
ㅇ 주소 : Moscow, Leninsky street, house9
ㅇ 이메일 : info@gos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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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외국계 기업의 진출 사례

□ 러시아 제약산업의 기업 성공사례
 ㅇ Remedium.ru에 따르면, 러시아 제약사는 총 77개사이며, 2020년 1월 기

준 Top1인 기업은 Nizhpharm사로 알려짐. 
   - Nizhpharm사는 2004년 독일 Stada 그룹의 계열사로 러시아 니즈니 노

브고로드에 공장을 설립하였고 2020년 기준 러시아 제약산업의 7.37% 생
산 비중 차지

   - Nizhpharm사와 같이 유럽회사 계열사로 현지 합작 투자 또는 공장 설립
으로 진출한 기업들이 러시아 제약산업을 선도 중임. 

   - 헝가리 기업 Gedeon Richter사는 2019년 동안 생산성(패키지 기준)이 전년
대비 64% 성장하였고, 핵심 제품인 Veroshpiron은 전년대비4.8배 생산(전
체 시장의 47% 비중) 하였음. 

 ㅇ 러시아 의료시장의 제조사 중 제약사(의약품) 비중이 91.9%에 이름. 
   - 2020년 10월 기준 러시아 의약품 시장의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10개 기

업 중 2개 기업만이 러시아 제약사이며, 나머지는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영
국, 이탈리아 등 유럽 경제국들이며 이중 이스라엘(Teva)가 포함되어 있
음. 

[ 러시아 의료 제조사의 생산 제품군 비중 ]

자료 : Ros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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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러시아 Top10 제약사이자 순수 현지회사로 최대규모 회사는 
Pharmstandard 그룹의 계열사(UfaVita, Pharmaceutical Products)이며, 
Pharsytez와 Ozon사도 러시아 순수기업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큰 회사들임.

   - Top20 제약 회사 중 Stavropol 소재 Eskom사는 2019년 동안 전년대비 생
산성(패키지 기준)이 2.8배를 기록하였고, 염화나트륨 주사액으로는 러시아 
전체시장의 63% 차지 

   - Ivanovo 제약공장(소재: Ivanovo)과 Samaramedprom사(소재: Samara)
는 조제 약품 생산기업들로 2019년 간 전년대비 각각 60%, 40% 성장하
였음

     * 2019년 동안 조제 약품 중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한 제품은 사붕산나트륨(10배), 
암모니아(4.6배), 캐스터 오일(4배), 페르투신(Pertussin, 5.4배), 바셀린(4.5배) 
등임. 

[ 러시아 Top 10 제약사 정보 ]

로고 회사명 시장
점유 주요 사항(사이트 포함)

Nizhpharm, JSC 7.37%
https://www.stada.ru/
위치: 니즈니 노브고로드
2004년부터 독일 Stada Group 사의 계열
사로 편성

Pharmstandard-Uf
aVita, OJSC 5.91%

https://pharmstd.ru/
위치: 우파 (바시코르토스탄)
Pharmstandard Group 사의 계열사

Pharmstanstandard
-Pharmaceutical 
Products, OJSC

5.63%
https://pharmstd.ru/
위치: 쿠르스크
Pharmstandard Group 사의 계열사

Biocad, CJSC 5.1%
https://biocad.ru/
위치: 상트페테르부르크
Pharmstandard Gro사와 영국 Millhouse 
Capital UK Ltd. 사가 점유 

Valenta Pharma, 
JSC 4.12% http://www.valentapharm.com/

위치: 모스크바 지역

Akrikhin, JSC 4.09% http://www.akrikhin.ru/
위치: 모스크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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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Remedium.ru및 위 기업들의 웹 사이트

 ㅇ 러시아의 의료시장의 상위10대 제조사 중 러시아 현지 기업인 Valenta Pharm
사의 2020년 성장(104%)은 괄목할 만함.

   - Valenta사는 2019년 순위는 20대였고 2020년 10월 기준 10대로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급격한 성장 배경은 취급 제품이 주로 항생제와 항 바이러
스제이기 때문임.

   - 2020년 동안 Ingavirin(항 바이러스제)의 러시아 매출이 315.6% 상승
했고 Grammidin(항생제)는 14.2%, Trimedat(항경련제)가 8.9% 증가
한 것으로 파악됨. 

로고 회사명 시장
점유 주요 사항(사이트 포함)

2007년부터 폴란드 Polpharma 사와 공동 
제품 포트폴리오, 기술이전, R&D 협력, 제
조, 마케팅 및 유통에 관해 전략적인 파트
너관계를 맺고 있음

Gedeon 
Richter-Rus, 

CJSC
3.94%

http://www.rg-rus.ru
https://g-richter.ru/
위치: 모스크바 지역
헝가리 Gedeon Richter 사의 계열사

Pharsyntez, JSC 3.48%
https://pharmasyntez.com/
위치: 이르쿠츠크 지역
Pharsyntez Company Group 사의 계열사

KRKA-Rus, LLC 3.17%
https://www.krka.biz/ru
위치: 모스크바 지역
계열사: Krka, d. d. (슬로베니아)

Ozon, LLC 3.11%

https://ozonpharm.ru/
위치: 사마라 지역
종양 및 자가면역질환 치료를 위한 혁신적
인 약품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 제조공정 
공장 설립에 관한 러시아의 PharmEco 
Company Group과의 협동



- 155 -

[ 2020년 하반기 기준 러시아 의료시장의 상위 10대 제조사(매출액 기준) ]
순위 제조업체 금액

(백만 
루블)

점유율
성장률:

2020.10월
/ 

2019.10월
2019 2020 국가 회사명 (로고) 웹사이트

2 1 스위스
Novartis

https://www.novartis.com/ 4,610 4.7% 32.1%

5 2 러시아 OTCPharm https://otcpharm.ru/ 4,593 4.6% 35.1%

1 3 독일
Bayer 

http://www.bayer.ru/ru/ 4,411 4.5% 10.5%

3 4 독일
Stada 

https://www.stada.ru/ 3,291 3.3% -4.2%

6 5 이스라
엘

Teva 
https://www.teva.ru/ 3,273 3.3% 9.8%

4 6 프랑스
Sanofi 

https://www.sanofi.ru/ 3,235 3.3% -5%

11 7 이탈리
아

A. Menarini 
https://www.menarini.com/ 2,582 2.6% 10.3%

9 8 영국
GlaxoSmithKline

 
https://ru.gsk.com/ru-ru/ 2,545 2.6% -4.7%

7 9 프랑스
Servier 

https://servier.ru/ 2,512 2.5% -14.9%

20 10 러시아 Valenta Pharm https://www.valentapharm.
com/ 2,509 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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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Deloitte 보고서 

 ㅇ 러시아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면서 현지 수입대체화 정책에 맞는 전략을 펴고 
있는, 대표적인 제약사는 독일의 BOEHRINGER INGELHEIM 임. 

   - Boehringer Ingelheim사는 세계 TOP20에 들어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본사
는 독일 잉겔하임암라인에 두고 있고 직원 수는 약 5만 명임.

     * 1885년도에 가족경영 중소기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인체용 및 동물용 의약품 연구 
및 개발부터 제조, 유통까지 총체적 기능을 완비한 기업임. 

   - 2016년 6월, Petrovax Pharm사(모스크바 주 소재)와 Boehringer Ingelhei
m사는 심혈관 질환 치료제 «Actilyse», «Metalyse» 현지화를 위해 6억 
루블을 투자했고, 2019년까지 생산 설비를 완비 후 10년 계약을 재 체결

   - 2017년 9월, 메탈라제 «Metalyse» 기술 이전이 완료되면서 현지 의료기관
으로 유통되기 시작

   - 2018년 2월, 뇌졸중 표준 치료제인 액티라제 «Actilyse» 기술 이전이 완
료되되면서 정부 조달 참여 및 현지 기관으로 유통 시작 

   - 2019년 기술이전 과정에서 설치된 첨단 장비의 정부 등록이 완료된 후, 
생산관리기술 및 의약품 품질 시스템도 이전됨.

     * 의약품 제조 기술 전수보다 완제품 품질관리 시스템 이전은 매우 중요한 과정임. 
 ㅇ Petrovax Pharm사는 1996년 러시아 과학자들이 모여 설립한 기업(모스크바 

주 소재)으로, 면역생물학 의약품, 백신 연구개발 및 제조가 전문임. 
   - 생산 기지는 모스크바주에 있으며 매년 생물학적 면역억제제 1억 6000만 

회분을 생산할 수 있음. 
   - 동 사는, 자체 개발 또는 국내외 제약사(Abbott, Pfizer, Boehringer Ingelheim)

와 협업, 혁신적인 의약품과 백신을 생산하고 있음. 

순위 제조업체 금액
(백만 
루블)

점유율
성장률:

2020.10월
/ 

2019.10월
2019 2020 국가 회사명 (로고) 웹사이트

총계 33,56
1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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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프루엔자, 생물학적 면역억제제,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 백신을 개발 및 생산 
중

□ 한국 의약품의 러시아 진출현황
 ㅇ 2020년 기준 대비 러시아 한국 의약품 수출은 전년대비 40%가 감소하였으나 20

16년 대비 32% 증가
   - HS코드 3002 품목이 2020년 기준 977% 급증하였고 2021년 1분기 기준 3

66% 증가 기록
     * 2020년 기준 러시아의 면역제품(계량 용액 또는 용기 완제품) 판매가 금액 기준 

106.5배 증가
   - HS코드 3004 품목은 2020년 기준 러시아의 의약품 수입국 중 한국은 40

위에 불과

[ 러시아 의약품(HS코드별) 수입 동향(주요국) ]
(단위: 백만 달러)

HS코드별 주요국 2018 2019 2020 2021.1Q 2021.1Q 
증감율

3001
인체 기관 치료용 건조 
분비샘 부위 및 장기

총액 20.563 30.871 83.732 55.404 699.89
한국 0.025 0.010 0.009 0.003 7.92
미국 2.085 1.847 1.470 0.788 192.54
독일 0.063 0.141 0.167 0.043 -3.03
일본 0.679 1.552 0.132 0.178 2,423.51

3002
인혈. 치료용. 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물품

총액 1,970.902 3,057.612 2,833.014 737.982 30.90
한국 11.095 7.539 80.799 11.674 366.56
미국 325.564 745.563 557.211 127.114 134.96
독일 376.907 653.240 482.208 117.730 16.69
일본 14.904 33.841 84.910 16.884 358.43

3003
2가지 이상의 혼합 
성분의 약제, 또는 

치료용 또는 예방용 
혼합물, 사용량 또는 
소매용 형상이 아닌 

약제

총액 261.176 280.319 233.381 48.130 -14.24
한국 0.001 0.004 0.035 0 -
미국 9.119 10.671 9.968 0. 457 -56.10
독일 103.475 73.430 54.124 0 -
일본 0.026 0 0 -

3004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제조된 의의약품. 
소매용 형상이나 
포장한 것도 포함

총액 7,833.242 10,159.31
6 7,214.511 2,189.066 127.11

한국 19.368 14.451 10.646 0. 411 -18.13
미국 413.745 613.229 547.898 171.632 322.02
독일 1,653.069 2,210.266 1,441.077 455.711 186.00
일본 58.894 74.707 34.896 24.004 184.16

자료 : Trad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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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2020년 러시아의 의의약품 수입액 (HS코드 3004) ]
(단위: 천 달러)

수입국별 2016 2017 2018 2019 2020
1 독일 1,422,131 1,780,191 1,653,069 2,210,266 1,441,649
2 이탈리아 492,712 566,871 572,220 862,592 676,860
3 미국 415,715 476,515 413,745 613,229 547,898
4 인도 440,379 529,252 484,418 585,149 486,025
5 스위스 344,434 416,392 459,457 656,305 471,168
6 프랑스 719,339 841,064 705,983 850,543 437,758
7 아일랜드 91,681 131,791 146,413 316,029 359,735
8 영국 263,426 376,518 328,332 410,878 219,314
9 슬로베니아 252,367 284,785 275,102 291,657 208,067
10 벨라루스 102,916 137,740 159,736 180,977 203,843
11 헝가리 284,463 323,333 246,235 280,007 176,878
12 스페인 204,756 245,609 248,737 271,406 156,948
13 캐나다 54,703 76,128 96,263 153,062 146,239
14 네덜란드 282,703 255,054 200,042 218,559 131,630
15 루마니아 102,190 138,381 135,278 150,744 129,706
16 스웨덴 96,175 120,286 106,621 172,509 128,985
17 폴란드 139,717 180,648 138,152 201,305 128,066
18 벨기에 153,518 187,324 187,798 214,009 118,944
19 불가리아 110,745 142,681 128,918 151,247 104,003
20 오스트리아 107,997 110,143 124,173 175,570 99,022
...
40 대한민국 8,060 10,857 19,368 14,451 10,646

합계 6,948,233 8,395,346 7,833,242 10,159,316 7,214,511
자료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정리

 ㅇ 2020년 기준 HS코드 3002, 3004, 3006에 해당되는 대러 한국 수출규모는 
1억 달러로 전년대비 222%가 증가 

   - 2020년 기준 수출 단가(톤당 천 달러)도 전년대비 약 160%가 증가 
     * 2017년 대러 한국 의약품 수출규모는 약 3,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
   - 2018년부터 러시아 시장은 한국 복제약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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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2020년 한국으로부터 의의약품 수입액 ]
HS코드 단위 품목설명 2016 2017 2018 2019 2020

3002
천 달러 인혈. 치료용. 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물품

2,143 3,960 11,095 7,539 80,799
톤 14 12 15 14 143

천 달러/톤 153.1 330.0 739.7 538.5 565.0

-300215
천 달러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

58 39 389 62,442
톤 0.095 0.063 3.890 103.5

천 달러/톤 - 610.5 619.0 100.0 603.6

3004
천 달러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제조된 의의약품.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도 

포함

8,060 10,857 19,368 14,451 10,646
톤 114 144 144 111 39

천 달러/톤 70.7 75.4 134.5 130.2 273.0

3006
천 달러

의료용품
5,663 6,230 8,065 9,495 9,238

톤 47 45 60 63 50
천 달러/톤 120.5 138.4 134.4 150.7 184.8

합계
천 달러 15,866 21,047 38,528 31,485 100,683

톤 175 201 219 188 232
천 달러/톤 90.7 104.7 175.9 167.5 434.0

자료 : Trade-Map

□ 한국 제약사별 현지 진출 동향
 ㅇ 러시아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국 제약사는 다음과 같음.
   - (GC 녹십자) 러시아 알려진 기업명은 GC PHARMA으로, 키로프주에 

있는 나노렉사를 통해 라이선스 취득
   - (SK케미칼) 러시아에서 사용되는 기업명은 SK CHEMICALS로, 키로프주

에 있는 나노렉사를 통해 라이선스 취득
   - (셀트리온) 러시아에서 사용되는 기업명은 CELLTRION HEALTHCARE CO L

TD로, 키로프주에 있는 나노렉사를 통해 라이선스 취득
 ㅇ (GC 녹십자, 前 Green Cross Corporation) 2015년 나노렉(NANOLEK)사

와 녹십자의 바이오 의약품의 러시아 상용화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녹십자는 1969년 11월에 설립, 용인에 본사를 둔 바이오 제약사로, 중국, 

미국, 캐나다, 인도에 자회사를 두었으며, 미쓰비시 제약사와 제휴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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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액제제, 백신, 유전자재조합제제 등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사용화에 강점
   - 2015년 3월, 바이오협회 지원 하, 러시아 나노렉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면서, 러시아 내 임상개발, 허가, 생산, 상업화 등을 진행하
고 수출까지 연계한다는 목표를 세움.

     * 동 계약사항에 백신을 포함한 의료품을 러시아로 직접 수출하며 생산 노하우를 
현지에 이전한 후 나노렉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반영

     ** 당시 양사 대표들(미하일 네크라소프 사장, 이병건 대표이자 바이오협회 
이사장)은 동 체결을 통해 러시아 첨단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선도할 것을 확신함. 

☞ 나노렉(러시아 제약사)
 ⋅ 나노렉은 GMP와 ISO 표준에 따른 최첨단 생산기지를 보유한 러시아 바이오제약 회사로, 자

체 개발과 국제 제약사 협력으로 필수의약품을 생산 중이며. 예방⋅치료제(백신, HIV 치료
제, 종양 치료제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협력 글로벌 제약사는 Merck, Sanofi, Novartis, Egis, Aspen, Celltrion, Riemser 등으로 기술
을 이전 받았음.

 ⋅ 캡슐⋅알약, 불화성화⋅재조합 백신, 생명공학의약품 등 생산 중으로, 연간 생산량은 40억 알, 
2.5억 캡슐, 4200만 사전 충전형 주사기, 3500만 바이알, 200만 바이알 (효소) 등임. 

   - 2021년 초 러시아직접투자기금(RDIF, 스푸트니크V 개발⋅생산 지원)은 녹십
자사의 러시아 백신 위탁생산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발표

 ㅇ (SK 케미칼) 2017년 9월, 나노렉과 인유두종바이러스(HPV)과 로타바이러스 
백신 생산 기술이전 양해각서 체결

   - 첫 공동사업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및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제조하
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관련 양해각서는 동방경제포럼에서 열린 제16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 
김동연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미하일 네크라소프 나노렉 
대표와 기획제정부, 안재용 SK케미칼 전무가 서명

   - SK케미칼은 사노피 파스퇴르, 빌&메린다게이츠재단(BMGF) 등 국제 주요 
공공재단과 협업해 백신을 포함한 다양한 의약품 개발과 제조가 전문

     * (참고) 2008년부터 러시아 SK종합화학 공식 파트너인 DS TRADING은 
합성고무, 라텍스, 화학첨가물 및 혼합제 등을 유통 중이며, 러시아 UCG사와는 
중합체, 도로건설용 첨가제 등 다양한 건설 및 생산 분야의 석유화학제품을 유통

 ㅇ (셀트리온 헬스케어) 2015년 9월, 서울에서 헝가리 제약사 에기스(EGIS)와 
함께 나노렉 간 양해각서를 체결

   - 에기스 사는 나노렉 키로프 공장에서 셀트리온의 ‘램시마(Remsim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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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메기스’(Flammegis)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을 담당
     * 프롬메기스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강직성 척수염, 건선성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등의 치료에 사용됨.
     * 2010년 초 에기스사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포괄협력계약(MSA)를 체결, 러시아와 

CIS 4개국 시장에 8개의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항체의약품의 판매독점권을, 유럽 
12개국 시장 반독점권을 획득함. 

   - 에기스러스(EGIS-RUS, EGIS사 자매회사)는 나노렉과 셀트리온헬스케
어이와 공동으로 한국 국제 제약산업 전시회 ‘CPhI Korea 2015‘에 참여키
로 결정

     * 당시 서정진 회장은 첨단바이오약품 적극적인 국제투자 진출로, 세계 수출 시장 
선점과 러시아 진출 확대를 밝혔고, 현재 세계 120개국에 수출 중임.

     ** 셀트리온은 아시아 최초 동물세포 배양 설비에 대해 미국 FDA와 유럽 GMP 인증 
획득, 단일 클론항체(mAb) 생산에 첨단기술을 도입 생산 중임.

☞ 에기스-러스 (칸토르 차바(Кантор Чаба) 대표이사)
 ⋅ 제네릭과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 중 하나임.
 ⋅ 1913년에 설립(부다페스트), 헝가리 최대 다국적 제약회사로 동유럽 및 CIS 지역 제약 시장

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연구개발, 원료의약품(API)과 완제의약품 판 마케팅하는 기업임. 심혈
관계질환, 호흡기 및 소화기 질환, 요료신체질환 등의 치료제 연구에 강점을 둠.

 ⋅ 에기스사가 러시아에 진출한지 65년이 넘었으며 1990년 모스크바에 대표 사무소를 등록 후, 
의약품 수로 시작

 ⋅ 2013년 러시아 진출 방향을 전환하면서, 직접적인 상업활동을 시작
 ⋅ 2017년 4월부터 자회사 에기스-러스(현지 법인)를 통해 완제의료품을 러시아로 직접 수입, 현

지 도소매업까지 사업 확장 
 ⋅ 현재 에기스-러스는 심장과, 정신과, 신경학과, 알레르기과, 신부인과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

되는 50품목 이상의 약품이 러시아에 등록되었고, 절반은 러시아 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됨.
 ☞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CT-P59) 개발
 * 자료원: 뉴스핌(2021.5.21.자)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CT-P59)의 남아공 ‘베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동물효능시험 결과 바이러스 역가 감소 및 체중 감소 방어 효과 등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18
일 밝혔음. 

 ⋅셀트리온 관계자는 “최근 렉키로나의 성공적인 글로벌 대규모 임상 3상 결과 발표에 이어, 남아
공(베타) 변이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동물 효능시험을 통해 입증하게 됐다”며 “현
재 전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는 인도(델타), 브라질(감마) 변이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효능시험에서도 긍정적 결과 도출 시 제품 수출 협의나 해외허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한다”고 밝힘. 

자료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정리
 ㅇ (LG 화학)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사는 러시아 대표

사무소 사노피러시아(АО САНОФИ РОССИЯ)를 통해 LG화학이 제조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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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비(EUVAX B)를 유통
   - 유박스비는 1992년 LG화학이 출시한 B형 간염 백신으로, 세계보건기구와 러

시아 보건부로부터 이중 승인 받아 전 세계 40개국에 판매되고 있음.
     * 동 백신 효과는 장기 지속되는 장점이 있음.
 ㅇ (한미약품)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사는 러시아 대표

사무소 사노피러시아(АО САНОФИ РОССИЯ)를 통해 한미약품이 제조한 아모
잘탄큐(ЛОЗАП АМ)를 유통 중

   - 2015년 11월 한미약품과 사노피사와 당뇨 신약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
면서, 사노피사는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판매권을 확보

     * 한미약품은 1973년 6월 15일 임성기 회장이 한미약품공업주식회사로 설립한 한국 
제약회사

     ** 2003년 한미약품으로 상호명을 변경, 현재 연구센터와 생산공장 4곳을 운영 
중이며, 세계 40개국 100개 거래사를 통해 의약품을 납품 중

 ㅇ (일양약품) 2014년 12월 러시아 알팜(R-Pharm)사와 타이시글로벌(ТАЙ
ШИ ГЛОБАЛ) 지원 하에 계약 체결

   - 알팜 사는 일양약품이 개발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슈펙트’(Супект,
성분명 라도티닙)에 대한 러시아⋅벨라루스 판매 독점권을 받았고, 향후 
아로슬라블 공장에서 ‘라도티닙’ 완제품 생산을 목표로 추진 중임. 

     * 슈펙트의 1차 임상은 한국에서 시작되었으며, 2상은 한국, 인도, 태국에서 
수행되었고, 2010년 11월에 승인받음. 2012년 만성골수성별혈병 치료제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허가 승인받음. 

     ** 2015년 10월, 슈펙트가 만성골수성백혈병 초기 환자에게도 사용 가능한 1차 
치료제로 승인받음.

   - 2016년 2월 '슈펙트'의 임상 3상 승인 신청을 러시아 보건부에 제출했고, 
3월~2018년 5월 동안 러시아에서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
수성백혈병 (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의 약동학, 약역학, 효능 및 안
전성에 대한 임상 2상 시험이 진행되었음. 

   - 2020년 5월 14일 일양약품 ‘슈펙트’를 코로나19 치료제로 러시아 임상 3
상을 진행하여 2021년 4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음.

     * 임상의 주요 목적은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2) 감연환자의 입원치료에서 
‘라도티닙’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러시아 보로네즈, 크라스노고르스크, 
크라스노다르, 모스크바, 니즈니노브고로드, 노보시비르스크, 표티고르스크, 랴잔, 
상트페테르부르크, 스몰렌스크, 톰스크, 첼랴빈스크, 야로슬라블 등 29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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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기관에서 18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함. 
 ㅇ (이뮨메드) 2021년 한국에서 '바이러스 억제인자 (VSF)'로 임상 진행 중인 

항바이러스제 치료 물질을 러시아 파트너 East Site Management And R
esearch (ESMAR)와 같이 임상시험을 시작함.

   - 2020년 10월부터 러시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신약 임상시험이 시작되어 20
21년 말까지 진행 예정임.

   - 제2상 임상은 무작위 배정과 다기관 위약 대조 이중 맹검 방식으로, 후보 
의약품 «hzVSF-v13»을 중증 또는 위증(폐렴) 환자에게 정맥으로 투여됨.

     * 후보 의약품은 40 mg/ml 용량의 정맥주사용 수성 서스펜션 주사액으로, 
임상시험으로 4개 도시(사라토프. 우파. 크라스노야르스크 . 노보샤흐틴스크 )에서 
환자 25명씩 투여했으며, 총 104명의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함.

     * 통합지적활동결과저장소(ЕДРИД)에서, 2019년 한국 제약사가 ‘바이러스에 감염 
세포에 작용 하고 항바이러스 및 항염증 활성을 가지고 있어 면역세포의 침투를 
억제하여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소개된 바 있음. 

   - (주)이뮨메드는 선천면역을 이용한 신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업체로 현지에서 소개되고 있음.

     * 뎅기출혈열, 신증후출혈열, 렙토스피라증에 대한 신속 진단용 키트를 개발하는 업체로 
소개되었고, 특히 바이러스 억제인자(VSF)를 20년 넘게 연구하며 기존 
화학요법제와 인터페론보다 훨신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발표됨.

   - East Site Management And Research(ESMAR)는 2003년에 설립되어 모스크
바에 본사를 두고 있고,. 주요 활동은 자연과학 및 기술과학 분야 연구개발
임.

     * 설립자 엘레나 포포바와 블라디미르 포포프로, 다수의 제약사에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기타 CIS 국가에서 진행되는 의의약품 2-4상 임상시험 진행 및 기획 
아웃소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임. 2019년 매출액은 2,200만 루블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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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 제약산업의 한국기업 진출전략

□ 러시아 제약산업의 성장 동인
 ㅇ 러시아는 2009년 이후로 정부주도의 제약산업 발전 프로그램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음.
  - 다만 러시아 제약산업도 성장 동인과 방해 요소(병목 현상 등)도 존재하고 있음.

[러시아 의약 제조업체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적 요소들]
성장 동인 제약 요소

거대 국내 제약 시장의 발전 동향 불경기처럼 보이는 일반적인 경제 동향
국가 의약품 생산 강화를 위한 정부 시행 정책(주정부 
프로그램, 국산화 및 수입 대체, 산업 발전 인프라, 
수요 촉진 등) 

국가 개발 프로그램 실행 결실 부족

지난 몇 년간 가계 소득 정체 속, 저렴한 가격에 따른 
러시아산 의약품 가계 수요 증가 해외 기초 의약품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성
GMP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도입 산업 자본투자 부족
외국계 제조업체의 존재 서방 제재로 인한 국내 제조 기술 부족
일부 수출 시장 내 러시아산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

필수 R&D 결과 부족, 국내 기업의 낮은 수준의 R&D 
및 느린 혁신 도입 속도

의약품 생산에 대한 국가 관습 및 깊은 경험 현지 벤처 시장 약세
국내 제조업체의 현대적 역량의 부족

자료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정리

 ㅇ 러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 추진 결과로, 대형 제약사 등장, 수입대체화 확대, 현
지산 의약품 수요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와 인프라 투자 미흡이라는 부정적 요
소가 동시에 작용 중

   - 외국계 기업의 현지진출로 러시아 현지 생산성은 확대되었으나 최근 서방 
제재로 외국인투자가 감소하면서 발전 모멘텀이 다소 축소된 것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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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의의약품 시장 수입대체 정책
2018년 5월 7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 제204호 "2024년 러시아 연방 발전의 국가적 목표 및 전략적 목표에 
대하여" (이하 2018년 5월 7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 제204호). 따라서 이 법령 규정의 일환으로 '2030년 
러시아 연방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전략'이 공표되었다 (이하 Pharma-2030).
따라서 러시아 의의약품을 수출하는데 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 제약산업을 개선하는데 주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해외 의의약품 시장에 러시아 의의약품의 입지를 강화하고 수출량을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Pharma-2030 정부 프로그램으로 인해 러시아 의의약품 수출량이 5~6배 증가하고 의료기기 수출은 8~10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러시아 제약산업 발전에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의의약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아직도 약 70%나 차지한다. 러시아 연방 산업통상부는 러시아 제약사들의 의의약품 생산량을 증대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주요한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제약사는 외국 제약사와의 직접적인 경쟁이 불가피
하며 이에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 제의약품 시장의 특징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입액 측면에서 약 65% 정도를 수입하고 있다. 2020년
에는 제의약품 수입액이 106억 달러로 2019년 대비 23.2%포인트 감소했다 (HS Code 3005 제외). 특히 
2019년 러시아 의의약품 수입액은 총 72억 달러였다. 따라서 의의약품 수입 감소 추세가 계속되어 있어 
제의약품 총 수입량이 2016년 80.6%에서 2020년 68.1%로 감소되는 모습이다.

[ 2016년~2020년 러시아의 의약품 수입 동향(HS코드별) ]
(단위: 백만 달러)

HS
코드 품목 설명 2016 2017 2018 2019 2020
3001 인체 기관 치료용 건조 분비샘 부위 및 장기 11.46 11.57 20.56 30.87 83.73
3002 인혈. 치료용. 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물품 1,424.21 1,780.7 1,970,9 3,057.6 2,833.433

3003
2가지 이상의 혼합 성분의 약제, 또는 치료용 
또는 예방용 혼합물, 사용량 또는 소매용 

형상이 아닌 약제
116.88 185.66 261.17 280.32 233.54

3004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제조된 의의약품. 
소매용 형상이나 포장한 것도 포함 6,948.23 8,395.34 7,833.24 10,159.31 7,214.51

3006 의료용품 116.8 185.66 261.17 280.32 233.54
합계 8,617.68 10,559.0 10,347.06 13,808.43 10,598.77

자료 : Trade-Map
자료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정리

 ㅇ 2020년 러시아 제약산업의 주요 발전 동인은, 항바이러스제, 항생제와 같은 코로나
19 감염증 치료제 원료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임.

   - 러시아는 코로나19의 의무격리 및 재택근무가 시작되면서 매장 방문 의
약품 구매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합법화 시켰고, 국
내 수요 충족을 위해 수입산 원료의약품(API)의 정보 조달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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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푸트니크V를 포함한 3대 러시아 백신이 글로벌 시장수요 부족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러시아 제약산업 발전은 국제적 협력을 확대할 전망

     * 한편, RNC Pharm의 Nikolay Bespalov 개발 담당 이사는, 팬데믹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산업은 제약산업이 명백하나 높은 수입의존도에 따른 정부 수입규제(수입산 
의약품의 정부 조달 참여 제한, 라벨링 등)가 국제 협력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우려심을 표명 

[ 2020년 러시아 제약산업의 핵심 동인(Drivers) ]

자료 : DSM Group 

□ 한-러 제약산업 협력 방안
 ㅇ (환경) 러시아 제약산업은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성

장하고 있는 산업군
   - 2019년 시장규모는 약 1조 7,360억 루블(약 250억 달러)로 전년 1조 6,820억 

달러 대비 3%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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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연도별 제약시장 규모: 2015년~2019년 ]
(단위 : 십억 루블,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시장규모 1,403 1,523 1,640 1,682 1,736
성장률 11 8 8 3 3

자료 :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барьеры или стимулы для развития рынка? Тенденции фармацевтиче
ского рынка России-2019,” Deloitte Consulting CIS center, p. 7. 

   - 2018년 기준 러시아의 제약시장 규모는 세계 16위 규모로, 시장성이 큰 것으로 
평가

 ㅇ (배경) 러시아 제약시장에 대한 직접투자규모는 2015년~2016년 경기불황기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2016년 이후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5년 350억 루블 수준이던 투자금액은 경기침체를 맞아 2016년 286억 루블
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9년에는 438억 루블까지 상승 

[ 러시아 연도별 제약시장 투자현황: 2015년~2020년 상반기 ]
(단위 : 십억 루블,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1H)
금액 35.0 28.6 35.5 40.7 43.8 18.2

성장률 -14.3 -24.2 20.1 10.8 7.6 -1.9
산업에서 비중 0.3 0.2 0.2 0.2 1.8 1.9

자료 : 러시아 통계청 

   - 러시아 산업에서의 비중은 0.2~0.3%에 불과하다가 2019년부터 1%대로 진
입, 제약산업 성장이 가속도가 붙고 있음. 

   - 2006년~2016년간 다국적 제약사들의 對 러시아 직접투자 금액은 약 52억 8,0
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총 21개 투자 프로젝트와 20개의 M&A가 성사되었
음. 

     ＊ 다국적 기업들이 최초로 러시아 제약산업에 진출한 시기는 1994년으로 당시 ‘국제 제약기업 
협회(Association of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Manufactures)’가 설립되었음.

   - 누적기준, 약 80여개의 외국계 기업들이 러시아에 직접투자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지화 된 의약품은 약 36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 다국적 제약기업의 러시아 진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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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정리

   - 그 밖에도 Astra Zeneca, Norvatis, Pfizer 등의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에 의약품 
생산을 위한 투자를 단행했으며 아스트라 제네카와 Sanofi는 2017년 연방정부와 
특별투자계약 체결

   - 제약분야의 산업생산추이는 2019년에는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신규 등록 기업 수는 
2019년 12월을 제외하고 평이한 수준

제약분야 월별 산업생산 추이 신규 등록 제약기업 수

자료 : CEIC

   - 2019년의 산업생산추이를 보면 1월의 364억 루블에서 12월에는 689억 루블

기업(국가) 내용
Abbot 

Laboratories(미국)
- 2014년 12월 러시아 제약기업인 Veropharm을 약 3,500만 달러에 인수
- 2016년 9월 신규제약 공장 설립 및 국내 생산설비 확장 

Novo Nordisk
(덴마크) - 2015년 4월 인슐린 생산설비 투자 

Lupin 
Pharmaceuticals(인도) - 2015년 7월 러시아 제약기업 Biocom CJSC 인수

Boehringer 
Ingelheigm(독일)

- 2016년 6월 러시아 제약기업 Petrovax Pharm과 심혈관 질환 약품 생산에 
관한 협정 체결 

Cipla(인도) - 2016년 6월 러시아 국영기업인 Rostec의 자회사인 Natsimbio와 HIV 및 간염
치료제 생산기술관련 협정체결

Eli Lilly(미국) - 2016년 7월 러시아 R-Pharm사와 당뇨치료제 현지 생산을 위한 협정체결 
Gilead(미국) - 2019년 9월 B/C형 간염 및 HIV 치료제 현지생산을 위한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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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0년 들어 다시 478억 루블 수준으로 감소 
   - 신규 등록되는 제약 기업의 수도 2019년 12월의 92개를 제외하고는 2020년 

2월까지 대체로 평이한 수준
 ㅇ (정책) 러시아 정부는 제약분야 및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제약전략 2020(2020 

Pharma Strategy)｣과 ｢의약⋅의료산업 발전 국가프로그램(State Development 
Program for Pharmaceutical and Medical Industry)｣추진 중

     ＊ 전자의 국가전략은 후자의 국가프로그램보다 상위의 정책임.
   - 두 가지 정책은 각각 2009년과 2013년에 구체화되어 러시아 제약분야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었음.
[ 제약분야 육성을 위한 러시아 정부의 추진 정책 ]

정책 제약전략 2020 의약⋅의료산업발전 국가프로그램
기간 2009~2020년 2013~2024년

예산
- 총 1,776억 2,000만 루블(하기 포함)
- GMP 도입: 360억 루블
- 의약품 개발: 1,064억 루블 

- 총 583억 1,804만 루블
- 2019년: 70억 5,864만 루블
- 2020년: 69억 8,901만 루블 
- 2021년: 67억 9,194만 루블
- 2022년: 71억 63만 루블
- 2023년: 74억 2,336만 루블
- 2024년: 77억 6,075만 루블

주요 내용
의약품관련 첨단기술 발전
첨단 생명공학관련 의약품의 국내 생산
국내 제약사의 의무적 GMP 도입
가정용 일반의약품 및 혁신의약품 생산 

정부에 의해 매년 승인되는 주요 필수 의약품 
목록 중 130개 약품의 대체
7개 혁신약품의 국가등록
7개 제약 R&D센터 설립
주요 질병 관련 의약품 생산

목표

2020년 기준 국내 생산제품의 시장점유율 50%
국내 생산 제품 중 혁신의약품 비중 60%
2008년 대비 의약품 해외수출 8배 증가 
국내 생산 일반 의약품 원재료의 50% 이상, 
전략 의약품의 경우 85% 이상을 자국산 원재료 
사용 

매출액 기준 국내산 제품의 시장점유율: (’19) 
46%, (’20) 50%, (’24) 53%
의약품 수출(억 루블): (’19) 530, (’20) 750, 
(’24) 1,100
생산성 증가율: (’19) 17.7%, (’20) 7.1%,  
(’24) 12.1%
정부승인 전략 의약품 및 필수 의약품의 국내
생산비중: (’19) 90%, (’20) 90%, (’24) 93%

자료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정리

 ㅇ (협력 방안 ①) 러시아 정부의 수입대체화 전략 및 수출 촉진 정책 하, 경쟁력 
있는 한국 제약사들의 현지 진출 방법 다각화 

   - 러시아 현지화 비율은 수입대체화 정책 하에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수출 중심적 시장접근보다는 투자, 합작, 기술협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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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술개발 등으로 현지 진출을 목적으로 접근해야할 것

     * 러시아 제약산업의 수입대체화는 국제사회로부터 ‘심각한 차별’(BMI)로 간주되고 
있으나 러시아 정부는 입장에서는 현지 제조업 육성이 산업발전에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동 정책은 2030년까지 일관되게 추진될 전망

   - 정부의 의도에 따라 제약산업의 국내 생산과 수출은 증가했으나 현재까지는 
계획한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M&A, 기술협력, 인적교류로 안정
적 현지 정착 기반 마련

     * 2024년까지 국내 생산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53%까지 확대하고, 수출의 경우 1,100억 
루블(약 15억 달러)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러시아 전문가들 의견 모음
① Bezin Healthcare의 Andrey Burya(마케팅 부서)에 따르면, Bezin사는 15년 전부터 러시아 시

장을 공략하였고, 현재 러시아는 세계 3대 잠재 시장 중의 하나이다. Bezin사는 최근 생체인식 
프로게스테론 약품 생산 전 라인을 갖춘 공장을 러시아에 설립하였는데, 공장 설립의 주 요인
은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입대체화 정책 때문이다. 러시아 정부가 현지화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수입대체화를 통해 국내 제조업 육성은 물론 외국 투자 유치가 확대될 
수 있다는 두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이며, Bezin사는 이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다. 한편, 
러시아 현지화와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 질 경우, 러시아 국민들에게 질적인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CSR(사회적 책임)과 병행할 수 있다고 첨언하였다.

② 2020년 7월 1일부터 모든 제약사는 의약품 라벨 의무화가 적용되었다. 이로 인해 러시아에
서 유통되는 제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러시아에는 정품(오
리지널) 의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생산을 위한 원료의의약품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수입은 러시아 제약사뿐만이 아니라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는 외국 제약사도 동일하게 러시아
로 원료의의약품을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제조되는 러시아 의의약품 중 80% 이상이 수입 
원료의의약품으로 제조되고 있다. 2016년~2019년 동안 러시아 수입액이 2.3배 늘어 7.7억 달러에
서 18.1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수입량은 1.5배 늘어 1.34만 톤에서 1.66만 톤으로 증가했다. 
2020년 1~10월 러시아에 수입된 API는 1.341억 루블(18.6억 달러)로 2019년 대비 20%가량 
증가했다. 또한 수입된 API 수입량은 작년 대비 12%포인트 늘어 1.21만 톤에 달했다. 주로 
러시아 내 외국 제약사 법인을 통해 수입이 이루어진다 (85.7%). 따라서 유통업체를 통해 수입
되는 물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2015년 대비 8.7%포인트 정도 감소했다. 

③ 공공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제약사의 현지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수입대체 과정
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주요 제약사 Merck (13,6%), F.Hoffmann-La 
Roche (11,1%), Pfizer (10,5%)가 앞다투어 현지 생산시설에 투자하여 시장점유율을 넓히
고 있다. 현지에서 제조된 의의약품은 대부분 정부가 매입한다. 특히 항암제 의의약품 같은 
경우 최근 2019년 암퇴치를 위한 정부 정책을 발표하여 700억 루블이 투자되었으며 
2020~2024년에는 연간 1,200억~1,400억 루블이 추가 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정책 '즈드라
보흐라네니예'(건강)에 따라 암과 심혈관 질환 퇴치를 위해 2019~2024년까지 총 1조 4,000억 
루블이 투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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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정리

 ㅇ (협력 방안 ②)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방역⋅보건의료를 모두 소화해 
내는 산업군은 ‘원격진료서비스(Telemedicine)’로, 양국의 우수 기술공유·한
국 상용화 기술협력·인적교류 진출

   - (기술 공유⋅원격의료) 2017년부터 한국 보건복지부는 러시아 현지에서

‘한-러 보건협력포럼’을 개최하며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

(KT 등)의 현지 진출 기반 마련 중

◆ 러시아 원격진료서비스 산업 환경
 ㅇ 러시아 원격진료서비스 수준은 세계 6위 정도이며 세계 시장의 약 3% 차지, 2018년부터 원

격진료서비스 법안 발효
  - 러 하원은 본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421석, ’17.7.21.)시켰으며 러 상원 통과(’17.7.25) 

후 푸틴 대통령이 서명함(’17.7.30.).
    * 동 법안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의사간 원격컨설팅 및 환자 병력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
  - 시장 규모 잠재력은 1억-3억 달러 수준으로, 2020년까지 4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추진) 러시아 정부는 보건의료산업 정보화를 위한 ‘e-Healthcare 프로젝트(2010~2020)'를 추

진 중으로 향후 원격진료시스템과 의료보험시스템 구축을 구상 중
    * 온라인 예약 등 보건진료서비스 접근성 및 질 향상,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얀덱스(Yandex, 러시아 1위 인터넷 포털)와 Doc+의 합작회사인 Medicina, MTS 

/Rostelecom /Megaphone 등 기업이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금융) AFK Sistema, (기술/국영) Rostech, (의료기기) ResMed/St.Jude Medical, 
(의료기술) Medtronic, (바이오) Biotronic 등 다양한 기업도 참여

    * Sberbank(러시아 최대 국영은행)는 DocDoc이라는 모바일 의료예약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지분 76%를 투자하며 민간주도 시스템 개발을 지원

    * 러시아 국영병원의 경우, 예산 확보(연간 약 138억 원) 등의 난항으로 인해 추진 
속도가 민간 기업에 비해 더딜 것으로 예상

    ** 각종 장비(네트워크 기기, 비디오 컨퍼런스 기기 및 소프트웨어, 디지털 의료기기, 환자 
및 병력 정보 저장기기, 모바일 의료진단 기기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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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러 정부간 보건의료 협력 : 한국 보건복지부의 ‘한-러 보건의료 포럼’ 개최(모스크바)
 ㅇ (배경) 러시아 공공병원의 긴 대기시간, 복잡한 등록절차, 공공의료 불신 등을 이유로 중증환

자 및 부유층들은 민간병원 및 해외진료 선호
  - 푸틴 제4기 정부(2018-2024)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표명하며, 국민 평

균 수명 향상 및 이를 위한 보건 의료 개선을 추진
   * 2016년, 2017년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한-러 정부 간의 보건의료 극동진출 협력, ICT기반 

의료협력, 의료인 연수 협력 등 MOU가 체결
 ㅇ (추진) ’17년~’20년 한-러 보건의료 포럼 정기 개최
  - 제4차 행사 : 2020.9.15 / (비대면) 웨비나 포럼⋅온라인 비즈니스 상담(91건)
  - 주최/주관 : 보건복지부, 주러시아대사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KOTRA) 모스크바 무역관
  - 기대효과 : 한국의 K-방역 및 의료 시스템 소개 등 양 정부의 우수 기술 협력 방안 마련
   * 러 측의 백신⋅치료제 개발기술과 한 측의 양상능력 결합

◆ (사례) KT 러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진출
 ㅇ (’17년) 철도청 제1중앙병원과 지방병원 5개소에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원격협진, 모바일 진

단) 및 솔루션 구축. 구축 시 혈액검사기, 혈당기, 모바일 초음파기기, 디지털 청진기와 같은 
모바일 진단기기를 활용

   * 러시아 철도청은 세계 3대 철도회사 중 하나로 102개의 병원과 71개의 의료시설을 보유
 ㅇ (’20년) MPK(메디컬파트너스코리아)와 해외 거점형 한국 디지털&바이오 헬스 사업 협약→

(러시아) ’21년 분자진단검사센터 설립 목표
   * MPK는 카자흐스탄에서 ’15년 국내 최초 해외 감염병 해외거점 진료소 및 검사소 직영 사

업 성공
   - (생산 기술 이전)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한 생산 기술을 러

시아 측에 이전하여 협력하는 방안

◆ 한국의 생산 기술 이전 협력 사례 : SK 케미컬, BT Inc
 ㅇ (SK 케미컬) SK 케미컬은 러시아 바이오업체인 나노렉(Nanolek)에게 유두종바이러스(HPV) 

및 로타바이러스 백신 생산 기술을 이전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2017년)
 ㅇ (BT Inc) 우리나라 의료기자재 생산업체인 BT Inc는 러시아 태평양국립의과대학과 의료기자

재 제조업체인 GEOTAR Media Publishing Group과 2017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의료교육
용 시뮬레이터를 러시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여 러시아 의과대학과 의료기관에 공급하기로 
계획

   - (의료진⋅기기 진출) 러시아 병원 진출 시, 한국 의료진 활동이 가능한 제도가
마련되면서 한국 의료기기 후발 진출도 고려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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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병원의 러시아 진출 사례 : 분당서울대병원의 러 국제의료특구 병원진출
 ㅇ (’18년) 분당서울대병원은 러시아 모스크바시 국제의료클러스터(IMC) 재단과 스콜코보 국제

의료특수 내 스마트 병원 건립 계약(Participation Agreement)을 체결
  - 모스크바 시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모스크바시 스콜코보 국제의료특구에 한국형 스마트병

원을 건립하고, 분당서울대병원의 운영모델과 의료정보시스템이 도입될 예정
 ㅇ (’19년) 러시아 최대 부동산 개발 기업 타쉬르가 병원 설계 및 건설을 전적으로 맡게 되면서 

분당서울대병원은 병원 서비스 제공, 의료진 진출, 의료기기 선정을 담당
  - 2019년 7월, 분당서울대병원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모스크바로 장기 파견되면서 타쉬르 그룹, 

러 모스크바 시정부, 분당병원 등 3자 구도로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논의
   * 프로젝트 총 기간은 6월 정도이며, 2022년 개원 목표
  - 계약 조건 중 파견될 한국 의료진(의사)이 희망하는 의료기기 도입 조건을 포함
  - 원격진료의 진단결과에 따른 의료자문과 의료진 교육 담당

□ 한-러 백신·치료제 생산협력 방안
 ㅇ (환경) 글로벌 팬데믹 대비, 러시아는 열악한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이나 전방위적 

정부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백신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바이오⋅생의학, 특히 바이러스 분야 기초과학 연구개발 

역량과 수많은 전문 연구기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코로나 19 발생 초기부터 
정부 주도의 집중적 투자와 인허가 간소화 등 적극 행정으로 단기간 내 3가지 
백신을 개발 상용화함.

   - 러시아 스푸트니크V는 20201년 8월 기준 약 67개국 사용허가 인증을 취득하였
으며, 약 40개국에 시제품 공급 또는 소량 단위의 백신을 공급 

     * RDIF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사전 주문량은 12억 도스로 글로벌 백신산업에서 점차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평가받음. 

   - 스푸트니크V 백신은 현재 유럽의약청(EMA)에서 순차적 승인절차를 밟고 있으며, 
지난 4~5월부터 러시아 임상실험 자료 검토 및 백신공장 실사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EMA 감독기관은 스푸트니크V 백신의 러시아 내 임상실험 과정이 GDP(Good Clinical 
Practice)에 저촉되는 비윤리적 절차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의를 제기, 승인 여부 불투명한 
상황

     * 5월 27일, RDIF는 UN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유니세프(UNICEF)를 통해 스푸트니크V의 무상 
원조(2억 2천만 도스 상당) 제안, 러시아측은 국제보건기구(WHO)가 러시아 
백신의 긴급 사용목록(EUL)에 등록하는 전제조건하에서 무상지원할 것을 역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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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IF의 스푸트니크V 해외공급 정책방향 ]
주요 백신 공급정책 대상국가 비 고 

1) 백신 인증 국가 정부와 직접 
공급계약 체결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멕시코, 
브라질, 헝가리 등

- 약 3천만 도스 수출 공급
(2021.5월 기준)

2) 기술이전을 통한 현지국 생산 
및 공급

벨라루스, 우스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터키, 
중국, 베트남 등 

- 각 국가별 연간 1천-5천만 도스 
소량 생산 계획

3) 백신 위탁생산(CMO) 및 중계 
무역 형태 공급 한국, 인도 - CMO 대량생산 중점국가로 간주

 ㅇ (협력 방안) 러시아의 인도주의적 대외정책 활용과 한러 ‘바이오⋅의료기술⋅
생산⋅투자 협력’이라는 팬데믹 보건방역 GVC(비자원 혁신기술산업협력) 모
델 구축 

   1) 위탁생산·위탁개발생산(CMO·CDMO)을 기반한 기술공유 및 협력
    ▶ 러시아 정부는 2021년 초부터 스푸트니크V를 포함한 3대 러시아 백신이

글로벌 시장수요 부족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CMO·CDMO 
방식으로 한국을 포함한 해외 진출을 다각도로 노력 경주 중

◆ (코로나 백신) 한국 제약사 CMO 협력사례
 ㅇ (GL Rapha) GL Rapha(한국 코러스 제약)는 백신 생산 경험과 기술력, 생산설비를 사업초기

부터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CMO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금년 8월 시제품에 대한 품질
검증 절차 후 백신공장의 러시아 보건부 등록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스푸트니크 라이트(1회 접종)로 품목 변경작업도 병행하고 있음. 
  - 해당 컨소시엄에서 원액(DS)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앱지스와 제테마는 현재 각각 1,000L 

배양기 기반 기술이전 및 대량생산을 위한 스케일업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ㅇ (엠피코퍼레이션) 최근 러시아 제 3번째 백신인 코비박의 한국 생산 및 판매 인증이 시도되고 

있음.
  - 코비박의 위탁생산을 추진하는 국내기업은, 2021년 8월 한국 식약처에 허가신청 전 사전검

토를 신청하였고, 이에 식약처는 제출된 비임상 자료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
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코비박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추마코프 면역약품연구개발센터’가 개발한 제품으로, 
‘스푸트니크V’, ‘에피박코로나’에 이어 러시아의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으로 등록되었음. 러
시아에서는 앞서 승인된 두 백신과 마찬가지로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 이외의 국가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사용허가 승인 여
부는 식약처의 최종 검토 결과가 향방을 가를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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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러시아 제약산업 수입대체화·현지화 정책강화에 대응한 제조업 진출
    ▶ 2016년까지 현지 패킹만으로도 현지 약품으로 인정했으나 2017년 법 개정으

로 약품 배합의 일정 비중이 현지 원료이어야만 현지산으로 인정
     * FC Grand Capital(제약사)의 Denis Remeyako 상무는, 코로나 팬데믹은 러 

의약품 수요 급증에 따라 제약 기술개발에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 다만 
약품원료는 아직도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원료의약품 현지화 
지원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 러 국제의료특구(모스크바시 스콜코보 국제의료특구, 연해주 경제특구 등) 진출로
각종 세금 혜택 및 한국 의료활동 법적 허용 활용

◆ (코로나 치료제) 한국 제약사 협력사례
 ㅇ (종근당) 항응고제 및 급성췌장염 치료제인 ‘나파벨탄’을 2020년 9월에 러시아 연방보건부

로부터 코로나 치료제 재개발하기 위해 임상 2상 승인을 획득헀다. 2021년 4월 한국 식품의약
푼안전처로부터 임상 3상을 승인받고, 러시아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중증 고위험군 환
자 600명 대상 대규모 임상 실시한다는 계획 발표했다.

 ㅇ (일양약품) 2020년 5월 개발된 국산 18호 신약 ‘슈펙트’를 러시아 등록하기 위해 R-Pharm
(러시아 1위 제약사) 주최로 임상 3상을 러시아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 러시아 임상은 
R-Pharm사 비용으로 실시되며 일양약품은 슈펙트 약품 제공으로 합의. 2021년 3월, ‘라도티
닙(제품명 슈펙트)’의 코로나19 러시아 임상 3상 결과 표준 권장 치료보다 우수한 효능을 입
증하지 못한 상황이다.

   3)  러시아 제약산업 자본 투자진출
    ▶ 러 제약산업 취약성: 높은 필수 의약품·원료 수입의존성, 제조설비 노후·부족, 

서방경제제재에 따른 유럽·미국 기업 진출 협력 부진, 패키징 등 상용화 기술 
부족

    ▶ 기술은 존재하나 파이낸싱 부분에서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펀딩 또는 설

비 투자 등의 부분적 투자진출을 고려해 볼 만함. 
     * 2020년~2021년 상반기 동안 루블화 약세도 러시아의 원료의약품 수입을 확대하는 

동인이 된 것으로 파악
     * 유럽계 기업들의 현지진출 사례(기술제휴, 현지 공장설립 및 현지화, 합작투자 등)는 

러시아에게 외국기업 협력 경험을 쌓게 한 것이고, 서방 제재로 인한 유럽 기업 투자 
공백은 오히려 우리기업이 러시아 기업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음.

      ** 자본투자 방식: 유망기술 보유 기업 지분 투자, 합작, 인수합병(M&A), R&D 
개발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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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백신·치료제 전문가(개발기관·기업)의 의견
방역 시스템 구축으로 수십억 달러(수조 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수억 달러로 백신을 개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및 방역 효과가 더 크다고, 러시아 정부는 계산했을 가능성도 있
다. 러시아 국부펀드 RDIF(직접투자펀드)는 백신 개발에 약 6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고 
최근 미국 정부는 노바백스의 백신 개발에 16억 달러를 지원(존슨앤존슨은 4억 5,600만 달러, 모더나
는 4억 8,600만 달러, 아스트라제네카는 12억 달러 지원했다고 알려짐)했다고 알려져 있다. 
☞ 한국 백신·치료제 전문가 및 개발 기업 의견
우리 정부의 2021년 백신치료제 개발 예산(약 2.3억 달러)과 2020년 동안 투입된 예산을 비교하
면, RDIF 투입 예산이 서방국가들의 백신 개발비보다 타당성이 있어 보이며, 백신 상용화를 세계
적으로 선도했고 이를 통한 인지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일 전망이다. 한편, 백신 
개발 선도와 세계 공급으로, 러시아의 경제회복과 외교적 글로벌 포지셔닝을 동시에 염두하고 있
다고 해석된다. 

   4)  러시아 진출 리스크 헷지를 위한 컨소시엄 형태 진출
◆ 한국 중견중소 제약사들의 러시아 진출은 하기 3대 리스크 요인
 1) 법적 리스크 : RDIF가 제시하는 비관행적 CMO 계약구조 상 위탁업체의 계약 불이행 또

는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탁업체 입장에서 법적 대응까지 갈 수 있음. 
 2) 기술적 리스크 : 기술이전 후 한국 수탁업체들의 백신 대량생산 스케일업 실패 또는 백신 

품질관리 문제 발생 시 계약위반 사례 발생 가능   
 3) 재무적 리스크 : 한국 수탁업체들의 생산량 문제, 품질, 납기문제 등 귀책사유 발생 시 

위탁업체의 계약 불이행 또는 일방적인 계약파기 발생, 대규모 설비투자 손실 발생 
    ▶ (컨소시엄) 단독 진출시 법적·기술적·재무적 3대 리스크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는 점을 감안, 1개~2개 리스크 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기업들의
컨소시엄 형해의 진출도 고려해야할 것

     * 투자 리스크 헷지 사례: 복수의 한국기업 컨소시엄 형태의 CMO로 한국에서 생산된 
백신을 현지 유통이 아닌 제3국으로 수출하여 선투자(생산설비 자체 구축) 비용을 
만회하거나, 위탁 기업과 수탁 기업 간의 ‘생산 후 구매(역 수입)’ 계약을 체결

◆ (코로나 백신) 한국 제약사 컨소시엄 CMO 사례
 ㅇ (휴온스글로벌) 스푸트니크V 위탁생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또다른 컨소시엄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신규 대규모 백신공장 건설과 연관되어 있음.
  -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는 휴온스 글로벌은 금년 4월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8월 RDIF 기술

진의 공장방문 후 기술이전 작업중에 있음. 
  -해당 컨소시엄은 현재 8대의 백신 원액 배양기를 설치 중에 있으며, 향후 50대(약 10만 리

터) 대규모 생산공장 투자를 제안함으로 RDIF와 직접 협력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음. 
   * 그러나, 아직 기술이전 초기단계이고, 2,000L 기준 대량생산 스케일업의 성사여부에 따라 향

후 사업의 성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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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약분야 기술 인적교류 확대
   ▶ 유망기술군의 기술자, 과학자, 연구원, 의료진 등의 인적교류 확대로 기술협력 강화
     * 인적교류를 위한 채널 확대(ContactKorea, 해드헌터, HQS 비자 지원 프로그램 등)

[ 한-러 백신·치료제 기술협력 및 상호보완(국제 시장 확대) ]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 러시아 제약사 면담 결과
 ㅇ Lancet Pharm(의약품, 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 등 개발, 제조 및 판매)
  Q1. 러시아 제약 시장 현황과 팬데믹 상황
  A1. 기존 면역억제제, 교모세포종 항종양제 등 개발하던 제약사들이 팬데믹 이후에는 코로나바이러스 (SARS- 

Cov-2) 의약품 개발에 나섰다. 인지도 있는 어느 제약사는 수년간 갑상선암 의약품 개발을 하였는데 
코로나바이러스 3급(중증) 환자 치료제 개발로 개발 대상을 전환한 바 있다. 팬데믹 초창기에는 하이
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말라리아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가 효과가 미비하다는 
결과가 발표되자 수요가 급감하였다.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팬데믹에 의한 제약
산업 성장은 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은 러시아에도 트렌드가 
있고, 정부(산업무역부, 직접투자기금 등) 에서도 이와 관련 지원금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으로 중소 제약사들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Q2. 러시아 제약 산업의 향후 방향
  A2. 러 정부는 수년간 수입대체화 정책을 전개하고 있어 수입산 의약품(오리지널)의 현지 유통

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동시에 현지산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개발이 활발해질 것이
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서는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의약품 구매로 시장 성장은 양호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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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2~2013년 동안 고가의 수입산에 대한 러 보건부 규제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
다. 국가 필수의약품과 코로나 치료제는 앞으로 수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한편, 암 치료제 시장 성장도 기대해 볼 만하다.

  Q3. 한국 제약사와 협력 방안 또는 진출 방안(제안)
  A3. 3년 전에 도입된 유라시아경제연합 의약품 인증허가제도는 유럽연합 제도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미 한국 

제약사가 유럽에 의약품을 등록한 상태라면 제출했던 서류를 번역하여 준비하고, 정부 (보건부)에 제출할 
신청서 등 기타 서류는 추가로 준비하면 인증허가 절차가 더욱 간편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미 등록되어 상용화된 의약품에 대한 등록과정은 까다롭지 않지만 미등록된 의
약품은 현지 인증허가도 어려울 것이다. 현재까지 한국 제약사들의 현지 등록된 의약품 시
장 규모는5,000~6,000만 루블 사이이다.
한편, 당사(Lancet)는 SK 케미컬과 백신 개발에 대해 논의한 적 있는데 이 외에도 많은 제약
사와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업을 고려 중이다. 현재 에리스로포이에틴 (빈혈치료) 제조 라
이선스를 취득하여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한국의 유수한 제약사가 존재함을 이미 잘 알고 
있고, 복제약 등을 제조하는데 단기 내 협업할 예정이다. 이외에 미용 필러나 건강기능식
품 제조기업과도 협업을 추진 중이다. 협업이 가능한 한국기업은 현지의 마케팅 비용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해 유연한 가격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 제약
사가 현지에 진출하여 직접 필수의약품을 제조한다는 포맷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
으로 보인다. 암 치료제와 같이 중환자 필수의약품을 현지에서 제조한다면 투자진출에 대
한 비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ㅇ Medipal(백신 제조)
  * 동 사는, 20년 이상 의약품 수입해서 현지 유통하는 기업이며, 모스크바에 본사를 두고 있다. 2011년 

카자흐스탄, 2015년에 베트남, 2017년에는 라트비아에 지사를 설립했다. 최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2) PCR 진단키트와 간접형광항체(Class G) 검사키트를 개발 및 제조하고 있다.

  Q1. 러시아 제약 시장 현황과 팬데믹 상황
  A1. 소비에트 시절부터 러시아는 미생물학과 바이러스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오랜 기간의 개발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백신 개발은 이미 러시아의 전통적인 보건분야
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 개발되어 등록되지 않은 백신도 수십개나 이른다. 
코로나 백신으로, 스푸트니크 백신은 벡터 백신이고, 이외에 개량 불활화 폴리오 백신, 펩
타이드 백신 등이 대표되고 있다. 러시아는 독감과 같은 계절 유행병 뿐만 아니라 희귀병에 
대한 백신도 꾸준히 개발 중이다. 이와 관련 다가백신 연구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어 바이
러스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Q2. 러시아 백신 수입시장 및 진출장벽
  A2. 전통적인 기술 발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수입 백신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생식기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백신은 러시아에서 제조되지 않는데 국가에서 매년 10억 
루블 상당의 수입 백신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감 백신같은 경우 현지에서도 충분히 
제조하고 있지만 민간 병원들이 동 백신을 꾸준히 수입하고 있다. 긍정적인 부분은, 러시아 
백신 시장의 수입의존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전만 해도 수입백신이 70%
나 차지했으나, 정부의 수입대체화 정책과 기술개발 지원으로 상당히 낮아진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2022년부터 수입산 의약품과 백신의 현지 등록은 매우 어려워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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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다. 러 정부의 제약산업 현지화 정책이 완전히 정착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었으나, 팬데믹으로 백신 분야는 현지화에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다만 국제적인 이
슈와 같이 임상실험에 대한 투명도와 공정과정의 개방도인데, 현재 추세를 고려한다면 한국 
제약사들은 현지 제조업으로 진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보인다.

☞ 러시아 동물 제약사 면담 결과
 ㅇ Provet(동물백신 제조 및 유통)
  * 1995년 설립. 동물 약품, 백신, 영양제, 구충제 등의 유통과 컨설팅 전문 기업이다. 현재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가 주요 활동 무대이며, 본사는 모스크바에, 지사는 크라스노다르에 두고 있다. 동사 홈페이지 상, 
한국 Korea ThumbVet(한국썸벧)가 파트너사인 것으로 소개되어 있으나 면담동안 백신분야의 외국기업 
협업에는 답변을 구할 수 없었다.

  Q1. 러시아 동물백신 시장에 대한 팬데믹 영향과 일반 현황
  A1. 팬데믹 상황이 동물 백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러시아에서 제조되는 

동물 백신의 주요 제조사는, ZOETIS(미국), HIPRA(스페인), BOEHRINGER INGELHEIM(독일), ABIK 
(PHIBRO ANIMAL HEALTH CORPORATION 딜러, 미국)등으로 인간 백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체코 제조사(Bioveta)가 이중 가장 양호한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ZOETIS, HIPRA, 
BOEHRINGER의 3사가 시장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러시아 동물 백신 시장의 
65~70%가 수입에 의존 중인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인간 백신 시장이 현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지 모르나 동물 백신은 이와 관련성 매우 적기 때문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동물 백신 분야는 아직도 
해외 제조사들에게 기회가 있다. 게다가 러시아 동물 백신 시장구조는 지난 10년 이상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규 유행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각 거래사들의 유통구조는 확고한 편이다.

  Q2. 한국 동물 의약품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 방향
  A2. 한국 동물 백신 제조사는 현지 시장에서 인지도가 낮다. 지난 몇 년간 돼지 백신을 한국에서 수입한다는 

언론기사는 본 적이 있다. 다만 어느 백신도 효과가 증명되기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산 수입은 
전무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현지 시장반응, 유행성 감염병 발생 포착,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서는 전문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사료된다. 게다가 러시아의 동물 
백신 허가등록 절차는 빈번히 변경되고 있어 현지 실시간 정보 수집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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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언론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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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2021년 4월~7월 코로나19 현황⋅백신⋅치료제 관련 언론 스크랩

◆ 코로나 백신
날짜,
언론 기사 내용 관련기업

4.7
rbc

⋅바이에른은 EU에 러시아 백신이 등록될 시 구매할 것이라고 지역 당국이 
밝힘. 차주에 유럽 규제 기관은 Sputnik V의 임상 시험이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시작 예정임.

⋅3월 R-Pharm은 올해 독일에서 스푸트니크V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
R-Pharm

4.10
rbc

⋅현재 러시아에는 코로나19 백신 3종(Sputnik V, EpiVacCorona, 
CoviVak)이 등록되어 있음. 스푸트니크 라이트(Sputnik Light)는 최
종 임상 단계를 진행하고 있음.

4.15
연합뉴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AZ)사와 노바백스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하고 있음. 

SK바이오사이언스, 
아스트라제네카

4.15
TASS

⋅러시아직접투자기금 (RDIF)가 GL Rapha, ISU 앱지스와 함께 
한국에서 스푸트니크 V 러시아 백신의 기술 이전 및 생산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용인 ISU Abxis에서 4월말부터 의약품 
생산 시작

ISU Abxis, GL 
Rapha, 러시아 
직접투자기금 

(RDIF)

4.15
뉴스1

⋅(EU, 모더나⋅화이자 조기 공급 ‘안간힘’) 유럽연합(EU)은 당장 이
번 분기 중 얀센 백신 5,500만 회분을 들여올 계획이었지만, 혈전 
발생 우려로 비상이 걸렸음.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은 얀센 백신의 혈전증 논란은 '바이러스 벡터백
신에 대한 의구심으로 확대됨. 

존슨앤드존슨, 
아스트라제네카, 
유럽의약품청

(EMA), 넥서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4.21
중앙일보

⋅2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온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상반기 접종 
목표의 16.1%인 약 193만 6,500명 분임. 지난해 12월 계약한 얀센 백신 
600만 명분의 공급 일정도 불확실함.

⋅백신 수급난 타개를 위한 ‘백신 스와프’, ‘백신 동맹’과 같은 제안들이 나옴. 
삼성전자⋅

TSMC⋅인텔

4.27
뉴시스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 
연장을 추진하면서 내년에도 원활한 국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사
4.28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4월 3일까지 영국 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모두 1차 접종을 받은 뒤 21일 후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65%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5.03
파이낸셜

뉴스

⋅2일(현지시간) AP통신은 러시아가 최근 3개 중국 백신 제조업체와 2억 
6,000만회분을 위탁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

⋅크렘린궁 관계자는 러시아 직접투자펀트가 스푸트니크V 위탁 생산 계약을 
한국과 인도, 브라질, 세르비아, 터키,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의 제약사와 
체결했지만 대부분의 국가의 생산량은 미비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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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언론 기사 내용 관련기업

5.07
뉴스1

⋅큐어백 백신은 보관 및 수송이 편리함.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5도에서는 
최소 3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음.

⋅큐어백은 올해 최대 3억회분, 내년에 최대 10억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
이라고 밝힘.

⋅큐어백은 지난해 11월 유럽연합(EU)과 최대 4억 500만회분의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함. 이 가운데 1억 8,000만회분은 조건부임.

화이자, 모더나, 
큐어백, 

바이오엔테크

5.07
세계일보

⋅러시아 보건부가 단 1회 접종으로 79%의 예방효과를 낼 수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인 ‘스푸트니크 라이트(Sputnik Light)’를 
지난 6일(현지시간) 승인

⋅스푸트니크 라이트의 1회 접종 가격은 10달러(약 1만 2,000원) 이하로 예상
되며, 보관온도는 섭씨 영상 2~8도여서 운송도 수월할 것으로 보임.

가멜리아 국립 
전염병⋅미생물학 

센터

5.18
rbc

⋅1 액형 백신 “Sputnik Light”는 역학적 과정의 불리한 발전 조건에서 인구 
면역의 신속한 형성에 사용할 수 있음. 

5.19
머니

투데이

⋅코로나19로 인해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이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음. 

⋅현재 대표적인 mRNA의 약물전달체 시스템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사용한 
지질나노입자(LNP)임. 이러한 LNP 기술은 모더나, 화이자, 큐어백 등 소수의 
회사만 보유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 한미약품을 비롯해 GC녹십자, 엠큐렉스, 엔지켐생명과학 등이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섰음. 중국 제약사인 푸싱제약은 화이자와 계약을 체결
하고, 화이자 백신을 생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화이자, 모더나, 
큐어백, 한미약품, 

GC녹십자, 
엠큐렉스, 

엔지켐생명과학, 
푸싱제약

5.20
뉴수핌

⋅한미사이언스, 에스티팜, 진원생명과학은 mRNA 백신 연구를 사업 방향으로 
잡고 연구를 지속하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백신 개발 역량과 
백신 주권을 강조함.

한미약품그룹, 
한미사이언스, 

에스티팜, 화이자, 
모더나

5.31
서울신문

⋅삼성바이오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따라 올 3분기부터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병입(DP) 공정을 맡은 바 있음. 백신 원액을 국내로 
들여와 충전⋅포장을 하는 작업임.

삼성바이오로직스, 
화이자, 모더나

6.1
연합뉴스,
조선일보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87만 
9,000회(43만 9,500명)분이 추가로 출하됨.

⋅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2천만 회(1천만 명)분을 
확보했고, 각 제약사와는 직접 구매계약을 맺어 1억 7,200만 회(8,900만 
명)분의 물량을 받기로 함.

⋅제약사별 구체적인 물량은 화이자 6,600만회(3,300만 명)분, 모더나와 노바
백스 각 4,000만 회(2천만 명)분,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1,000만 명)분, 
얀센 600만 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노바백스, 

화이자, 
존슨앤존슨 (얀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mRNA(전령RNA) 백신 원료 생산을 위한 설비를 추가해 
원료부터 완제품 포장까지 mRNA 백신의 생산 전 과정을 국내에서 수행할 
능력을 갖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mRNA 백신을 만드는 미국 모더나와 백신 위탁
생산(CMO) 계약을 맺고 오는 3분기부터 본격 생산하기로 함.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더나, 화이자, 

푸싱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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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뉴스1,
뉴스핌

⋅러시아 코로나19 백신인 코비박(CoviVac)이 80% 이상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남. 코비박은 섭씨 2~8도의 일반냉장온도에서 유통
⋅보관이 가능.

⋅러시아는 스푸트니크V, 에피박코로나, 코비박 등 3종의 백신을 개
발해 승인

⋅WHO로부터 긴급사용 인증을 받은 시노백 백신은 중국 국내에서 
가장 먼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음.

⋅시노백은 5월 31일 하루 기준 국내외를 포함해 3,683만 회차의 
백신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짐.

Sinovac R&D, 
커싱중웨이 

시노백, 시노백 
바이오기술

6.14
⋅노바백스 백신은 중증은 물론 경미한 증상 감염에 대해 100% 예방을 보임. 

영국 변이(알파)에 대한 예방효과는 93%이며 파악하기 어려운 변이에 
대해서도 70% 예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노바백스 백신은 수송과 보관이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

노바백스, 
SK바이오사이언스, 
화이자, 코백스, 

GAVI

6.18
뉴스1

⋅정부가 국산 ‘코로나19’ 엠알앤에이(mRNA) 백신을 2023년 이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mRNA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개발에 활용된 주된 물질. mRNA 백신은 
예방효과율이 90%를 넘으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음. 

아이진

6.25
뉴스핌,
뉴시스

⋅제넥신과 에스엘백시젠은 이 두 가지 백신의 단점을 보완한 DNA와 RNA의 
하이브리드 백신 기술을 개발. DNA 백신의 장점인 높은 안전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mRNA 백신의 장점인 높은 체내 발현율과 높은 면역원성을 더한 
백신을 고안한 것임.

제넥신 
에스엘백시젠

⋅신랑망(新浪網)과 앙시망(央視網) 등은 25일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펑쯔젠
(馮子健) 전 부주임을 인용해 중국제 백신 2종이 접종 후 체내에서 생기는 
항체 유효성이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전함.

캉타이바이올로지, 
Sinovac 

Biotech, 시노팜

6.28
아시아 
경제

⋅휴온스글로벌은 28일 1회접종 방식의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라이트’ 국내 생산을 진행한다고 밝힘. 현재까지 ‘스푸트니크 라이트’는 러시아, 
키르키스탄, 베네수엘라, 몽골에서 승인받음.

⋅휴온스글로벌 컨소시엄은 올해 연말까지 월 2,000만~3,000만 도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휴온스글로벌, 
국부펀드(RDIF), 
프레스티지바이오
파마, 휴메딕스, 

보란파마
⋅성영철 제넥신 회장은 인도네시아에서 3만 명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실시하려던 

임상 3상 계획을 두 단계로 나눠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밝힘.
⋅제넥신은 인도네시아 최대 제약사인 칼베파르마와 내달 코로나19 백신 임상 

2⋅3상을 추진. 임상 비용은 제넥신과 칼베파르마가 각각 50%씩 부담
하기로 함.

제넥신, 
칼베파르마, 

K바이오

6.29
파이낸셜

뉴스

⋅스푸트니크V는 임상3상에서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91.6%의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의학전문지 랜싯이 지난 2월 보도한 바 있음.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8만 1,000여명에 대한 스푸트니크V 접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존 코로나에 97.8%의 높은 예방률을 기록했다고 밝힘.

6.30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은 현재까지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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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2∼15세를 대상으로 사용을 승인한 유일한 코로나19 백신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10대 대상 백신 접종을 시작

7.1
뉴스1

⋅국립보건연구원이 한미약품의 mRNA(메신저리보핵산) 기술 역량에 대한 
검증을 진행

⋅“전 세계 공금 부족 상황에 놓인 mRNA 핵심 원료를 신속히 공급한 수 있다”고 
밝힘.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으로 기대를 모았던 독일 큐어백 백신이 임상 3상 최종 결과에서 48%의 
예방률을 기록

⋅다만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 60세 이상 참가자를 제외
했을 때 예방률은 53%로 긴급사용 승인의 기준이 되는 50%를 넘음.

화이자, 모더나, 
큐어백

7.19
rbc

⋅FMBA(Federal Biomedical Agency)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1상 
및 2상 임상 시험을 시작

⋅백신 개발자는 러시아 FMBA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백신 및 혈청 연구소임.

날짜 기사 내용 관련기업

5.27
뉴스1

⋅미국 제약사 머크가 리지백바이오테라퓨틱스와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몰누피라
비르(Molnupiravir) 공동개발 중

⋅현재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항바이러스제는 길리어드의 렘데시
비르 하나임. 

⋅몰누피라비르 외에도 로슈와 아테아가 2022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중인 
‘AT-527’, 이제 1단계 임상을 시작한 화이자의 ‘PF-07321332’ 등이 
주목받는 코로나19 치료 항바이러스제 후보약들임.

머크 제약사, 
리지백바이오테라

퓨틱스, 
식품의약국(FDA), 

로슈, 아테아가

6.11
아시아
경제

⋅부광약품은 만성 B형간염 치료제로 처방되는 항바이러스제 레보비르(성분명 
클레부딘)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 현재 임상 2상을 진행 중 부광약품

6.18
한국일보

⋅미국 정부가 3조6,000억 원을 투입해 경구용 바이러스 감염증 알약 치료제 
개발하기로 결정.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를 비롯해 머크 앤드 컴퍼니
(MSD) 등 여러 제약 회사가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 중

국립알레르기/감염 
연구소(NIAID), 

머크 앤드 
컴퍼니(MSD), 

식품의약국(FDA)
6.25

서울신문
⋅코로나19 국산 항체치료제인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가 인도에서 발생한 델타 

변이바이러스에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렉키로나주는 현재까지 81개 병원 환자 5,204명에게 투여됨. 

6.28
뉴스핌

⋅국내 업체 중에선 대웅제약의 ‘호이스타정(DWJ1248)’이 선두를 달리고 있음. 
⋅부광약품의 레보비르 임상 2상에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임상시험 결과 통계가 유의하지 않음.
머크 앤드 

컴퍼니(MSD), 
리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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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젠테라퓨틱스는 정제약 ‘뉴젠나파모스타트정’에 대한 임상 1상 대상자를, 

한국엠에스디는 캡슐제 ‘MK-4482’에 대한 임상 2/3상 대상자를 모집 중
⋅동화약품의 정제약 ‘DW2008S’은 지난해 11월, 크리스탈지노믹스의 정제약 

‘CG-CAM20’은 지난해 7월 임상 2상 승인이 난 상태
⋅머크 앤드 컴퍼니(MSD)는 리지백 바이오테라퓨틱스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음. 미국은 12억 달러(한화 
1조3000억원) 상당 선구매 계약 체결

바이오테라퓨틱스, 
대웅제약, 부광약품, 
뉴젠테라퓨틱스, 

크리스탈지노믹스

6.30
국민일보

⋅EC는 최근 렉키로나를 포함해 유럽의약품청(EMA)에서 롤링리뷰를 진행 
중인 항체 치료제 4종과 시판 중인 면역억제제 1종 등 총 5개 치료제를 
유럽지역 전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유망 코로나19 치료제로 선정. 

⋅셀트리온의 렉키로나는 현재 EMA에서 롤링리뷰를 진행 중이며, 최근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EMA에 제출

셀트리온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MA 

7.1
연합뉴스,
뉴스1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코로나19 흡입형 치료제 생산 공장이 대전 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흡입기 기기 및 흡입 제제 생산부터 포장까지 전 
과정의 생산시설을 자동화함. 하루 최대 8천개의 흡입제를 생산할 수 있음.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은 빅데이터 및 컴퓨터 머신러닝등을 이용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 200개를 선별함

⋅후보군에는 말라리아 치료제로 사용되는 '프로구아닐'과 류머티즘 또는 크론병 
등 치료에 쓰이는 항염증제 '설파살라진'이 있음. 

케임브리지대학교, 
화이자, 

식품의약국(FDA), 
유럽집행위원회(EC), 

일라이릴리



- 188 -

[부록2] 2021년 3월~7월 코로나19 일일동향 정리(현지언론)

날짜 일일 
확진자 주요 언론 내용

3.1
11,086명
(모스크바 
1,336명)

⋅베트남은 스푸트니크V 등록을 완료함.
⋅영국발 변이바이러스는 치사율이 60% 높음.

3.2
10,565명

(모스크바1,
277명)

⋅소비자감독청에서 러시아 집단면역은 2021년까지 불가능할거라고 밝혔음. 약 400만명이 
발병했고, 항체 보유자가 인구의 5.7~6%에 불과

3.3
10,535명
(모스크바 
1,284명)

⋅무라쉬코 보건부 장관은 러시아 집단면역이 2021년 7월이면 이루어질 거라 전망
⋅유럽 국가 모두 락다운 연장, 독일은 28일까지 연장
⋅오스트리아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40명

3.4
11,385명

(모스크바2,
150명)

⋅Heliks 연구소에서 러시아 지역별 항체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모스크바 항체보유자 
비중은 31%로 작년 9월 대비 2.9배 증가. 상트는 34%, 크라스노다르는 36%

3.5
11,024명
(모스크바 
1,757명)

⋅소뱌닌 시장이 65세 이상 의무자가격리 해제를 발표
⋅벡터 백신(러시아 두 번째 백신)은 65세 이상 접종에도 안전하다고 실험결과 나왔음.
⋅MTS가 모스크바 시내에 5G 시범운행을 시작

3.9
9,445명

(모스크바 
1,066명)

⋅모스크바 시의 항체(IgG) 형성률이 42~43%거라는 흥미로운 수치가 발표.
⋅이탈리아에서 6월부터 스푸트니크V 양산(cmo) 협상 중 
⋅스위스 제약사인 Adienne Phama&Biotech 이 RDIF와 협약서 체결했고 생산은 밀란 

공장에서 한다고 밝혔음. 
⋅유럽국 최초 위탁생산 

3.11
9,270명

(모스크바1,
281명)

⋅푸틴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함.
⋅현재 55개국에서 스푸트니크V를 등록함. 
⋅EMA(유럽의약청) 백신 전문가 사절단이 4월 10일에 입국했음. 라브로프 외교부장관이 

한국과의 9Bridge 실현과 투자협정(FTA 일환) 구체화를 언급했음.

3.12
9,794명

(모스크바 
1,610명)

⋅스푸트니크V가 50개 국가에서 정부등록 완료
⋅로스콘그레스가 9월 2일~4일 제6차 동방경제포럼 추진을 검토중이고 WHO와 소비자

감독청 권고사항 준수 가능성도 같이 보고 있음. 

3.16
9,393명

(모스크바 
1,533명)

⋅러시아가 8,100명 확진자 대상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이중 28명이 영국발 
변이고 2명이 남아프리카 변이가 검출되었음. 16명도 변이인데 바이러스 종류는 밝혀
지지 않음.

3.18
9,803명

(모스크바 
1,934명)

⋅러시아는 해외여행 제출용 백신접종 증명서를 발급예정
⋅WHO는 아스트라제네카 사용이 가능하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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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9,284명

(모스크바 
1,586명) 

⋅독일이 스푸트니크V를 EU 승인과 별도로 독자적인 수입을 고려중
⋅EMA(유럽의약청)이 4월에 스푸트니크V 분석전문가를 파견예정
⋅EC가 COVID여권 발행 시 내용을 백신 접종, 발병 경험, 음성판정 등 세 가지를 기재

하는 걸로 검토 중
⋅러시아는 백신접종 증명서를 발급예정, 동 증명서는 해외여행지 제출용
⋅소비자관리청, 코로나 발병 시 밀접촉자 행동요령 10가지를 발표
⋅WHO는 아스트라제네카 사용이 가능하다고 발표

3.23
8,457명

(모스크바 
1,042명)

⋅푸틴 대통령, 백신접종(3.22) 완료(스푸트니크V, 에피박코로나, 코비박 중)
⋅현재 55개국에서 스푸트니크V를 등록
⋅EMA(유럽의약청) 백신 전문사절단이 4월 10일에 입국. 라브로프 외교부장관이 한국

과의 9Bridge 실현과 투자협정(FTA 일환) 구체화를 언급

3.24
8,861명

(모스크바 
1,431명)

⋅2차 락다운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러시아 보건부 장관이 밝혔음. 
⋅이탈리아의 스푸트니크V CMO 가능성이 높아졌음. 
⋅독일은 ‘부활절 락다운(Easter Lockdown)’을 강행할 예정

3.26
9,167명

(모스크바 
1,813명)

⋅벨라루스는 스푸트니크V 생산을 시작함. 업체명은 Pharmstandart와 Generium 합작
회사임. 이탈리아도 6월부터 생산 시작 예정

⋅얀덱스는 4월부터 항체보유 직원만 출근토록 할 것임. 

3.29
8,711명

(모스크바 
1,612명)

⋅폴란드 항공사 LOT가 바르샤바-상트 노선을 재개
⋅영국은 8월 말까지 자국민 해외여행을 금지
⋅독일은 PCR테스트 음성확인서 있으면 입국 가능

3.30
8,277명

(모스크바 
1,291명)

⋅캐나다는 아스트라제네카 사용을 중단
⋅오스트리아가 4월에 100만 도스의 스푸트니크V를 수입할 것이라고 밝혔음.
⋅3월동안 마스크 소비가 1/4로 감소
⋅2020년 Ozon 매출이 전년대비 144% 증가

4.2
8,792명

(모스크바 
1,764명)

⋅소비자감독청이 코로나 팬데믹은 올해를 넘길 것이라고 했음. 
⋅유라시아연합국가 간 ‘코로나19 프리 여행’ 협정을 맺어서 PCR 테스트 등 제한 없이 

이동하도록 할 예정
⋅팬데믹 영향으로 노트북 가격 8.4%증가.

4.5
8,646명

(모스크바 
1,876명)

⋅스베르인덱스 연구소는 4월 중순부터 코로나 3차 대확산 가능성을 발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금년 말까지 우크라이나 성인 모두에게 백신 접종할 

것을 밝혔음. 
⋅Wildberries의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
⋅1월~2월 러시아 전체 전자상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

4.7
8,294명

(모스크바 
1,585명)

⋅WHO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혈전증 연관성을 인정했음. 
⋅5월 9일 러시아 전승기념행사에 외국인사 초청은 없을 거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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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8,672명

(모스크바 
2,024명)

⋅독일 바바리아 지역이 스푸트니크V 250만 도스를 구매했음. 
⋅지난 1월에 독일 CMO 추진 관련 R-pharm사가 6월이나 7월에 독일 생산 가능성을 

밝혔음. 오스트리아도 EC승인과 별도로 스푸트니크V 구매 가능성을 두고 있음.
⋅스베르방크와 RDIF 산하의 Russian Venture Company가 1억 달러를 조성해 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한다고 함. 

4.9
9,150명

(모스크바 
2,421명)

⋅항체보유자 혈청 기부(600ml 수혈)로 모스크바만 3,000명, 전체 2만 명 달성. 
⋅벡터 연구소에서 두 번째 EpiVacCorona 백신을 등록 (공식명칭 EpiVacCorona-N)

4.12
8,320명

(모스크바 
1,833명) 

⋅상트페테르부르크 독감 연구센터에서 신규 백신이 가을에 등록예정 
⋅한국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대상을 30세 이상으로 제한했다고 현지 뉴스에 나왔음. 
⋅와일드베리즈 온라인 거래가 미국에 진출

4.14
8,326명

(모스크바 
1,837명) 

⋅항체 IgM은 발병직후에 발생되는데, PCR테스트 결과시 음성 판정이 나옴. 이에 따라 
무증상자가 PCR 검사로 음성이 나올 수 있어 전염 확산을 막지 못하는 역학적 해석이 
나옴.

4.15
8,944명

(모스크바 
2,455명)

⋅터키에 이어 탄자니아 항공편이 중단됐음. 
⋅마크가 아스트라제네카 사용을 금지함.
⋅슬로베니아가 입국시 격리면제 조건인 백신 증명에 스푸트니크V도 포함시킨다고 함. 

존슨앤존슨의 얀센은 이미 포함됐음.
⋅2022년 5월 1일까지 러시아 현지 신속진단기기 개발 승인을 연장함.
⋅RDIF가 한국 GL Rapha-ISU그룹 컨소시엄이 기술이전 및 750만 도스(스푸트니크V) 

양산 계약을 체결했음.

4.19

8,587명
(모스크바 
2,252명) 
* 세계 

백신접종자 
수는 

7억8000만명

⋅스콜코보 입주기업 Rapid Bio사가 Avivir사와 협업, 항체 신속진단기를 러시아 최초로 
개발함.

⋅소비자감독청에서 도시(지역)별 집단 면역률을 발표했음. 모스크바 40.6%, 모스크바 
외곽 44%, 상트 27.4%, 아르한겔스크 51.6%, 벨고로드 47.7%, 스타브로폴스크 
46.7%, 타타르스탄 45.5%, 크라스노다르 5.1%, 튜멘 9.5%

⋅RDIF가 중국 Hualan Biological Bacterin사와 매칭펀드로 1억도스 양산 계약을 
체결했음.

4.21
8,271명

(모스크바 
1,988명)

⋅스푸트니크V가 중남미에서 최초, 세계 2번째(첫 번째 국가는 벨라루스)로 아르헨티나
(RDIF-Richmond연구소)에서 양산 킥오프 했음.

⋅복지부는 8월까지 러시아인구 60%의 백신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음.
⋅금일 ‘마네쥐’ 컨벤션 푸틴 대통령 연례발표에서 2021년까지 중소기업 지원책, 노동

시장 개선책, 여행 등 코로나피해 시장 자원책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음.
⋅SberMarket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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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8,996명

(모스크바 
2,704명) 

⋅스푸트니크 라이트가 5월에 정부 등록할 예정. 금년내 3,000만 도스 양산이 목표
⋅코로나 별도 소식으로 러시아 정부가 금년 1월부터 수행한 외교관 추방(Persona non 

grata)을 발표
⋅미국 맞추방 10명(4.15), 불가리아, 체코, 독일, 네덜란드, 알바니아, 스위스, 폴란드 

외교관들임.
⋅2021년 1분기 러시아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

4.26
8,803명

(모스크바 
2,687명) 

⋅그리스와 사이프러스는 스푸트니크V 접종자 외국인 입국시 격리면제함.
⋅5월부터 코로나 동물 백신 접종 시작함. 그리고 5월 연휴동안 스푸트니크 라이트가 

정부 등록됨.

4.28
7,848명

(모스크바 
1,840명)

⋅작년 9월26일 이후로 일일확진자가 최저치를 기록
⋅멕시코는 5월부터 스푸트니크V 양산함.
⋅인도 감염확대로 러시아는 스푸트니크V를 지원
⋅라브로프 장관이 ‘비우호 국가’를 작성중이라 했음. 미국은 1순위로 포함되며, 리스트 

국가 기업들은 현지 러시아인을 채용하지 못하게 됨.

4.30
8,731명

(모스크바 
2,662명)

⋅4월 기준 모스크바 확진자 증가율이 전월대비 37%. 열흘 연휴 간 코로나 규제 강화
⋅칩보드(목재)와 정유(휘발유) 수출이 이번년도 말까지 금지될 예정
⋅코로나 별도 소식으로 미국 대사관 직원의 75%가 5월 12일자로 감원되었음. 6월 

15일 이후부터 만료되는 미국인들의 러시아비자는 연장되지 않음.

5.11
8,115명

(모스크바 
2,628명) 

⋅2,150만 명이 백신 접종 완료.
⋅G20의 관광부처 장관회담에서 COVID 여권 발행을 발행하기로 합의함, 영국은 17일

부터 20개국 대상으로 입국 후 격리를 면제. 러시아와 한국은 제외됨.
⋅키프러스는 러시아 백신접종자들의 입국허용과 격리면제 실시 중

5.12
8,217명

(모스크바 
2,718명)

⋅현재 2,400만명이 백신접종(1차접종자 포함)했다고 발표함
⋅안정성 문제에 따라, 항 코로나 치료제 정부승인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 이미 

시장에는 20개 종류의 항바이러스와 치료제(백신포함)가 유통 중.
⋅코로나팬데믹으로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2.5조 루블(연 정부예산의 10% 정도)이며, 

인건비로 900억 루블이 지출됨.
⋅2024년까지 마이크로엘렉트로닉스(반도체 산업)을 중추 산업으로 추진하며, 수입

대체화도 확대지원할 예정

5.13
8,380명

(모스크바 
2,787명) 

⋅R-Pharm이 7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R-Covi를 러시아에서 양산함. 전량 수출
한다고 RDIF에서 밝혔음.

⋅독일은 발병경력자와 백신접종자 입국시 격리면제한다고 함.
⋅중앙은행에서 올 GDP 성장률을 4%까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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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9,328명

(모스크바 
3,573명)

⋅알루에 파루사 행사(상트페테르부르크 백야 행사)가 재개됨. 
⋅영국은 오늘부터 코로나 규제단계를 3단계까지 낮추어, 레스토랑, 극장 등 영업시작 함. 

영국은 어른 60% 이상(3,500만 명)이 백신접종(1차 포함) 했으며 40세 이상부터 접종 
신청 받고 있음.

⋅독일이 노드스트림2 프로젝트 참여를 재개했음.
⋅그동안 NABU(독일환경단체) 반대로 프로젝트 참여 탈퇴직전이었음. 현재 95%가 

완성되었고 덴마크 해상 120km, 독일해상 30km만 남았음.

5.18
8,183명

(모스크바 
2,430명), 

사망자 
652명

⋅푸틴 대통령이 4번째 백신, 스푸트니크 라이트 정부승인을 서두르라고 했음.

⋅러시아는 전기차 개발에 2030년까지 4,000억 루블을 투자함.
⋅러시아 최대 와일드베리즈가 14개국(미국, 유럽 포함) 수출 중임, 1월~4월 간 수출

규모가 91억 루블(60% 상승) 

5.19
7,920명

(모스크바 
2,096명)

⋅EC는 5월 25일 예정인 EU국가 정상회담에서 백신 여권 현행을 주 아젠다로 논의할 
예정. 

⋅Lenta가 Billa 러시아법인을 2억1500만 유로로 인수했음. 
⋅세계최대 알루미늄사인 Rusal이 AI+로 개명함. 그리고 탄소중심 비즈니스는 대대적

으로 구조 조정함.

5.21
8,937명

(모스크바 
2,954명)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에도 스푸트니크V 생산을 검토중.
⋅CIS내에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이 양산 중단
⋅영국변이바이러스가 550건 접수되었고 인도 변이도 10건 발견되었음.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 공장설립을 검토하려고 방문하겠다고 밝혔음.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후보지임.
⋅Rostech이 현재 10%~20% 수준인 러시아 헬리콥터 기술보유를 2030년까지 세계 

30%까지 올리겠다 발표 

5.24
8,406명(모

스크바 
2,487명) 

⋅스페인은 백신접종증명을 전자화함.
⋅4월 기준 유럽인의 34.4%(1회이상)가 백신 접종. 이스라엘이 62.9%, 영국 55.3%, 

캐나다 49.7%, 미국 48.2%가 접종. 독일 44.3%, 이탈리아 39.3%, 프랑스 38.5%. 
러시아는 2,500만 명이 백신접종완료(2차까지) 했음.

⋅인도가 스푸트니크V 양산 시작

5.27
9,039명

(모스크바 
3,105명)

⋅슬로바키아가 EU 두번째 국가로 스푸트니크V 접종을 승인. 첫 번째 승인국가는 헝가리임. 
⋅푸틴 대통령이 백신의무접종은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와일드베리즈는 전자상거래 내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 의류와 신발이라고 발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벨라루스로부터 전력공급을 막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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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8,475명

(모스크바 
2,614명)

⋅이스라엘은 러시아, 터키 인도를 코로나 위협국으로 분류했음. 
⋅독일 바바리아 지역 총리가 EMA로 스푸트니크V 승인을 촉구했음. 현재 독일 인구 

50%가 백신 접종을 함.
⋅러 정부는 코로나 증가한 러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연 1조 루블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음. 
⋅’21년 1분기 동안 독일기업의 러시아 투자가 이미 11억 유로를 넘겼음. 
⋅’18년 연 34억, ’19년 연 20억 투자 이래 기록갱신 조짐이 보인다고 함.

6.2
8,832명

(모스크바 
2,842명)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팬데믹 상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음.
⋅InVitro 연구소에 따르면 하루 항체검사 건중 60%이상이 양성이라 함.
⋅연 곡물수출량을 1700만 톤으로 제한(쿼터, 6월30일까지)했음, 어제(6.1)부터 쿼터 량을 

넘기면 수출세(톤당 가격 50%, 최대 100유로)가 부과됨. 러 연방 산업통상부가 올해 
제조업 생산성이 4%증가한다고 전망

6.7
9,429명

(모스크바 
3,266명)

⋅브라질이 스푸트니크V를 정부승인했음. 
⋅외국인 노동자 대상 스푸트니크 라이트 우선접종이 곧 시작됨. 
⋅R-Pharm사가 6월 말부터 스푸트니크 라이트를 시장 유통시킬 예정임. ’21년 러시아 

전체교역이 18% 증가할 전망임.
⋅21년 러시아 인플레이션이 4.3%까지 높아질 전망
⋅1월-4월 GDP 성장률은 1.8%
⋅푸틴 기자회견 정리
  1) 미국과 제네바 회담 결과, 미국은 파트너국들의 정상적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러가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야만 세계평화가 올 것
  2) 우크라이나 국경문제는 영국 군함이 흑해 영지 침범으로 해결이 아닌 도발이지만 

유럽 경제제재 연장에도 러시아는 유럽을 막지 않을 것
  3) 변이로 백신은 매우 중요, 각 주에서 백신 의무화와 강제사항은 각자의 지방정부 

노선에 맡길 것
  4) ’21년 인플레이션 5.9%와 실업률 현재 5.9%로, 긴장 늦추지 않을 것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40년까지 10%(현재 1%)로 높일 방안

6.9
10,407명
(모스크바 
4,124명)

⋅EU국회에서 7월 1일부터 백신 증명서 발행하겠다고 결정했음. 아직까지 스푸트니크V 
증명서 인정하는 EU국가는 슬로바키아와 헝가리임.

⋅중국은 8억 명이 백신 접종
⋅상트페테르부르크 포럼에서 푸틴대통령이 언급한 '백신 투어'에 대해 의료계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음. 
⋅로즈아톰이 세계최초 초고속 발전기(BREST)를 톰스크 지역 시베리아전력발전단지에 

설치함.
⋅WB는 금년 세계경제성장이 5.6%로 80년 만에 최고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

했음. 중국 8.5%, 인도 8.3%, 미국 6.8%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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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11,699명
(모스크바 
5,245명)

⋅모스크바 확진률은 1월 15일이래 최고치, 전체는 2월 24일이래 최고치 달성
⋅EU는 1억 명까지 백신접종완료 
⋅20년에 긴급 의약품 공급으로 215개 의약품 수입이 증가함. 30년까지 의약품 현지화 

80%가 목표로 하고 있음. 
⋅벨라루스 강제 항공기 착륙 사건으로 유럽 제재가 강화되는데, 러 정부는 벨라루스 

편들기를 고수하겠다고 밝혔음.

6.15
14,185명

(모스크바 6 
805명)

⋅소비자감독청에서 백신접종 전부터 알레르기약 복용 자제를 권유했음. 항히스타민제 
등은 면역형성을 억제시킨다고 함. 

⋅몽골이 스푸트니크 라이트 정부 승인했음. 
⋅이스라엘은 실내 마스크착용 규제도 해제

6.16
13,397명
(모스크바 
5,782명)

⋅소비자 감독청에서 7월1일부터 15일까지 기관기업들은 백신접종 여부를 정부에 보고
해야 함. 

⋅고용인의 60%이상이 최소 1회 접종을 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음. 
⋅소뱌닌 시장은 모스크바 확진자 상황이 2020년 피크 수준일 것으로 경고했음. RDIF가 

스푸트니크V EMA 승인이 2개월 이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
⋅유럽과 미국 국경차단 27일 해제

6.17
14,057명
(모스크바 
6,195명) 

⋅7월 15일부터 모스크바 소재 기관 기업들은 고용인들의 백신접종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함. 특히 행사 시 미접종 근로자가 발견되면 3만~100만 루블 벌금이 부과됨.

⋅독일 CureVac 백신은 시험결과 예방효율47% 불과함. 
⋅호주는 60세 이상은 AZ접종 금지시켰음.

6.18
17,262명
(모스크바 
9,056명)

⋅임시휴일은 21일부터 해제됨. 다만 29일까지 공원, 행사장, 놀이터는 개장하지 않을 
예정

⋅대학교 캠퍼스 수업은 백신접종자만 할 수 있도록 조치
⋅Healthy Moscow라는 무료 백신 접종부스가 설치될 예정(러 국민대상)
⋅모스크바 발병자 90%가 델타 변이에 감염

6.21
17,378명
(모스크바 
7,584명)

⋅소뱌닌 시장이 모스크바 신규발병자의 90%가 델타변이라고 밝혔음. 
⋅무르만스크는 백신접종을 강제의무화한다고 함.
⋅이스라엘은 어느 백신이든 접종자들은 입국을 허용함.
⋅터키 주요 관광지 항공편이 내일부터 제재됨. 
⋅미국, 벨기에, 불가리아, 이탈리아 항공편도 7월부터 재개됨. 
⋅주미 러시아 대사가 미국으로 복귀했음. 
⋅EC가 대러 유럽 제재를 내년 6월 23일까지 재 연장
⋅TASS 서울지사가 한국 화장품 수출규모가 세계 3위라고 보도
⋅2020년 기준 한국 화장품 수출규모가 75.7억 달러(전년대비 16.1% 상승)로, 프랑스와 

미국 다음임. 주요 수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일본, 영국, 캐나다, 미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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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20,182명
(모스크바 
8,598명)

⋅7.15부터 일부 사업장은 백신 미접종자에게 무급휴가를 보낼 수 있음.
⋅모스크바 일일 사망자수가 92명으로 코로나 발발 이래 최대치임. 이스라엘이 백신접종 

외국인 입국허용을 8월까지 연기했음.
⋅Sadovod이라는 시장 단지에 외국인 전용 유료 백신접종센터를 설치함.

6.25
20,393명
(모스크바 
7,916명) 

⋅28일부터 미접종자 직장인 30%이상 재택근무 체제가 적용됨.
⋅델타변이에서 항체를 더 무력하게 하는 '델타 플러스'가 발견되었음.
⋅동 변이 발병건은 아직 1명인데, 델타 류 변이에 효능 있는 백신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제기되었음. 

6.28
21,650명
(모스크바 
7,246명)

⋅모스크바 일일 사망자가 124명으로 팬데믹 이래 최대 기록 달성
⋅WHO가 러시아의 락다운 조치를 권했음.
⋅브리아티아 공화국 락다운 시작 
⋅프랑스가 러시아인 대상 멀티비자 발행을 중단

6.29
20,616명
(모스크바 
6,209명)

⋅현재까지 2,300만 명이 백신접종 완료
⋅독일정부가 스푸트니크V백신 접종자에 대한 입국허용, 격리면제는 실시하지 않겠다고 

했음.
⋅Vector연구소(노보)가 EpiVacCorona-N을 신규 백신으로 등록 신청했음.
⋅모스크바 레스토랑협회는 1일차 QR코드제 적용으로 매상이 80% 감소
⋅EBRD가 3차 팬데믹이 없다는 전제하에 21년 GDP 3.3% 성장율을 전망

6.30
21,042명
(모스크바 
5,823명)

⋅일일사망자수가 669명으로 팬데믹 이후 최대치임.
⋅적십자가 전쟁지와 난민소 무료 접종백신에 스푸트니크V도 포함
⋅EC가 24일, 대러 섹터별 경제제재를 1월 31일까지 연장 결정.
⋅터키는 러시아백신접종자도 입국 격리면제 인정
⋅Tinkoff 조사결과 QR코드제로 모스크바 요식업 매출이 최대 95%까지 손실중임.

7.1
23,543명
(모스크바 
7,797명).

⋅오스트리아가 러시아를 위험지역에서 제외 시켰고, 레스토랑 바 등 밤 영업금지도 
해제했음.

⋅아르메니아가 스푸트니크V 현지생산을 시작했음.
⋅카자흐스탄은 직장인 백신 의무접종을 시작했음.
⋅5월 한달 러 GDP가 10.9% 감소했고, 1월-5월 동안 3.7% 증가했음.

7.2

23,218명
(모스크바 
6,893명).
* 사망자 

679명으로 
신기록 

⋅락다운 실시는 없을 예정
⋅외국인 학생들은 어느 백신 접종도 인정 해준다고 함.
⋅사립병원 무료 백신접종을 푸틴 대통령이 승인했음.

⋅1,200개 모스크바 내 레스토랑이 임대료를 연말까지 연기 가능
⋅푸틴 대통령이 레스토랑 등 요식업의 부가세 면제를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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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4,353명
(모스크바 
6,557명) 
사망자 
654명 

⋅EpiVacCorona가 베네수엘라 수출계약(연말까지 1000만 도스 공급) 외에 7개국
(멕시코, 베트남 등)으로 수출할 예정

⋅모스크바의 백신접종자수가 1차 포함 300만 명 돌파 
⋅소비자감독청에 따르면, 팬데믹 경제손실은 9,970억 루블(약 140억 달러)

7.6
23,278명
(모스크바 
5,498명), 

사망자 
737명.

⋅QR코드제 시행이후 요식업 매출이 50% 감소
⋅7월7일부터 독일은 러시아, 영국, 인도, 네팔 등의 입국자들에게 어느 백신접종도 

인정(격리면제)하고, 미접종자에게는 입국 5일내 PCR검사 및 음성결과 제출로 2주 
격리 면제됨. 

⋅오스트리아는 반대로 8일부터 러시아 입국자들은 2주 격리해야 함.
⋅AvtoVaz가 2028년까지 대체연료 차량을 생산.
⋅Lenta가 Billa를 M&A하는데 정부승인 취득했음.
⋅올해 러시아 자동차 판매는 작년대비 9.8% 증가

7.8
24,818명
(모스크바 
6,040명), 

사망자 
734명

⋅1차 포함 모스크바 접종자수는 320만 명
⋅3일째 일일 사망자수가 700명을 넘었음.
⋅‘소셜 모니터링’이라는 스마트폰 추적 앱 개발을 입찰을 통해 개인사업자에게 맡김.
⋅존슨앤존슨이 얀센 백신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지사를 통해 러시아에 공급하겠다고 

밝힘.
⋅EC와 러시아 양자간 백신 상호인정 증명서 발급코자 추진중임(EC가 먼저 제안).

7.9
25,766명
(모스크바 
6,643명), 

사망자 
726명

⋅델타변이 유입경로는 몰디브와 유럽, 미국에서 온 러시아들 관광객이라고 소비자
감독청이 밝혔음. 

⋅러시아 휴양지는 백신접종 관광객만 받을 계획임. 크라스노다르주 내 미접종자는 도착 
후 3일내 접종해야 됨.

⋅그루지야(조지아) 와인 수입국 중 (상반기 기준) 러시아 1위 차지
⋅6월 Alrosa의 다이아몬드 매출이 15배 증가

7.12
25,140명
(모스크바 
5,403명), 

사망자 
710명

⋅6월 간 사망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
⋅2개의 람다 변이 감염으로 인한 사망사례(벨기에)가 접수되었음.
⋅두바이에서 스푸트니크V를 현지 가격보다 두 배 이상으로 구매했고, 유럽을 제외한 

제3국에서 2배 이상까지 가격 책정했음.

7.13
24,702명
(모스크바 
5,403명), 

사망자 
780명

⋅사망자 수 최고 기록 달성
⋅EMA 관계자는 EMA의 스푸트니크V 승인 거절은 3차 임상이 없었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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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일일 
확진자 주요 언론 내용

7.15
25,293명
(모스크바 
5,237명), 

사망자 
791명

⋅사망자 수 신기록 달성
⋅베트남에서 스푸트니크V 생산 시작
⋅보건부 조사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의 재발병률이 2.5%라고 발표
⋅페스코프 대통령실 대변인이 EC와 백신 상호인정 협상을 제안(아직 유럽 측 답변은 

없었음). 
⋅러시아 기업인의 51%가 2차 락다운을 희망했음.

7.16
25,704명
(모스크바 
5,382명), 

사망자 
799명 

⋅현재까지 백신 4,380만 도스가 생산되어 접종됐고, 스푸트니크V만 3,000만 도스가 
생산되었음. Generium사가 800만 도스를 생산했음. 10월 1일까지 스푸트니크V 5,700만 
도스, 11월 1일까지 라이트 1,000만 도스, 12월 20일까지 에피박코로나 940만 
도스를 생산 목표

⋅소치가 처음으로 COVID FREE존 해수욕장을 개장했음.
⋅카자흐스탄이 스푸트니크 라이트 생산 시작했음.

7.19
24,633명
(모스크바 
4,007명), 

사망자 
719명

⋅12일째 사망자수 700명대 유지 중
⋅전문가들의 백신 접종 후 항체 검사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분분함. 델타변이로부터 

집단면역은 80%이상 접종완료시 이루어짐.

7.20
23,770명
(모스크바 
3,188명), 

사망자 
768명

⋅모스크바 백신접종자(1차 포함) 400만 명 달성
⋅WHO가 람다변이 30개 국가로 확산됐다고 발표

7.21
23,704명
(모스크바 
3,254명), 

사망자 
783명

⋅일본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폴란드, 터키와 공동 백신여권 발행으로 출입국 
격리면제 협정을 추진 중

7.26
23,239명
(모스크바 
2,629명), 

사망자 
727명

⋅모스크바는 코로나 재확산 피크가 지났다고 함.
⋅프랑스는 백신 여권을 12세 이상에게 발행예정이지만 국제용은 아님. 터키의 러시아 

여행자들 격리면제 등 규제완화는 계속 유지한다고 함. 
⋅쿠릴 열도에 SEZ 개발될 예정

7.30
23,270명

(3,356명), 
사망자 
799명

⋅러시아 변이 AT.1는 WHO에서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발표되었음. AT.1은 공식명
이고 ‘모스크바 변이’라 함.

⋅WHO에서 확인한 위험 변이는, 델타(인도), 알파(영국), 베타(남아공), 감마(브라질)임. 
요타, 에타, 캅파 변이도 있음 현재 위험성을 확인 중임.

⋅’21년 1분기 Wildberries 수익이 7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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