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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년 9 월 가격 인하 품목 공개, 2024 년 협상, 2026 년부터 시행  

 특허만료 및 약가 인하로 성장성 정체에 대한 우려 존재, 빅파마들의 포트폴리오 변화, 가격 정책 변화 예상  

 빅파마들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화하고 파이프라인 확대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2023 년 9 월 가격 인하 품목 공개, 2024 년 협상, 2026 년부터 시행  

● 미국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1월 9일 IRA의 일부분인 처방약 협상 일정을 발표하면서 연초부터 세

부 내용들과 관련한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음(도표 1, 도표 2 참고) 

●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2023년 9월 처음으로 약가 협상이 진행 될 10개 의약품 리스트

를 발표할 예정. IRA 시행으로 미국 정부가 제약사들과 약가를 처음으로 협상하게 됨. 본격적인 협상은 2024 년 2 월에 시작되어 

2024년 8월에 종결됨. 제약사별로 30일간 협상기간을 가지고 확정 시 2024년 9월 확정 발표됨. 2026년부터 효력이 발생함  

● 메디케어 파트 D에서 처방되는 의약품 중 가장 의약품 비용 지출이 높은 50개 의약품 중 10개가 대상임. 2022년 6월~ 2023년

5 월 기간 중 메디케어 지출 데이터에 기반하여 리스트가 작성될 예정.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FDA 승인 이후 7 년 

이상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이 대상이나 11 년 이상 판매되고 있는 백신과 같은 생물학 제제 의약품이 대상임. 희귀의약품, 혈장 또는 

혈액유래제제, 바이오텍에서 개발되어 메디케어에서 지출이 2억 달러 이하인 의약품은 협상에서 제외 

● 대부분이 당뇨병 치료제, 혈액 응고제 또는 항암제들. 참고로 2020년 메디케어 파트 D에서 지출이 가장 높았던 의약품은 에퀼리

스, 레블리미드, 자누비아, 트루리시티, 임브루비카, 란투스 솔로스타, 자디언스, 휴미라, 이브란스, 심비코트 (도표 3 참고)  

특허만료와 약가 인하로 성장성 정체에 대한 우려 존재, 빅파마들의 포트폴리오 변화, 가격정책 변화 예상 

● 성장 정체 및 연구개발 지연 가능성: 2023 년부터 블록버스터 의약품(휴미라, 스텔라라, 아일리아, 프롤리아 등)들의 독점판매권이 

만료(LOE: Loss Of Exclusivity)되면서 성장 정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약가 인하로 인한 투자력 감소, R&D 지연에 대한 우려 표명 

● 특허 전략 수정: 예상되는 약가 인하 폭은 약 25%수준으로 추정됨. 제약사들이 특허 덤불(patent thicket)을 통해 제네릭의 진입

을 막는 대신 약가 인하를 선택할 것인지, 제네릭이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약가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함 

● 출시 가격 상승 또는 소송 증가 가능성: 약가 상승 압력을 감안하여 출시 가격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 존재. 약가 협상 과정에서 제

약사들의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증가도 예상됨 

● 신약 개발 시 모달리티 변화 가능성: 질병 치료에는 다양한 모달리티 약물들의 병용요법이 필요하지만 연구개발 추세가 저분자 화

합물보다 바이오의약품 또는 희귀질환 개발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그러나 가격 인하 대상 대부분이 고가의 바이오의

약품임   

빅파마들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화하고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원가 경쟁력도 중요 

● 존슨앤존슨, 애브비, 머크, 화이자 등의 빅파마들은 특허 만료와 약가 인하 압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파이프라인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표명함. 특허 만료될 주력 제품들을 대체할 유사 적응증의 파이프라인이 강화될 전망이며 가격 인하 

압력이 낮은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또한 가격 인하 압력의 높아진 업황에서 생산이 까다로운 바이오 의약품들은 

상업화를 위한 원가 경쟁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빅 파마에게 기술 이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텍들은 대량 생산 시 가

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생산 전략을 신약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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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2023~2024년 약가 인하 대상 협상 일정  

협상 일정  Initial Action for Medicare Drug Timeline for 2026  

Spring 2023 CMS가 의약품 가격 협상 절차에 대한 초기 가이던스 제시  

Summer 2023 CMS가 협상 과정 절차 가이던스 업데이트 및 데이터 확보에 대한 추가의견 밝힘  

2023.09.01 CMS가 2026년 협상 대상이 될 10개의 처방약 리스트 발표  

2023.10.01 제약사들 협상에 참여 여부 확정  

2023.10.02 제약사들이 검토할 데이터 확정  

2024.02.01 

CMS가 최대 적정 가격(MFP: maximum fair price)를 제시하며 협상 시작  

* MFP 책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나 ceiling price(최고 가

격)은 시판 후 12년 이하 의약품은 non –FAMP의 75%, 12~16년 의약품은 62%, 16년 이상 

의약품은 40%가 될 것으로 파악됨 

2024.03.02 제약사들로부터 의견 수렴  

2024.08.01 협상 완료  

2024.09.01 CMS가 2026년 적용될 MFP 가격 확정 고시  

2026.01.01 고시된 MFP 가격 적용  

자료: CMS, 유진투자증권  
주: non-FAMP: Non-Federal Average Manufacturing Price: 미국 내 도매상이 지급하는 가중 평균 약가  

 

도표 2.  2026~2029년 IRA 시행에 따른 Medicare Part B and D 처방약 약가 인하 단계 

시행 단계 대상 시행 일시 

Phase 1 10개 Medicare Part D drugs 2026 

 Phase 2 15개 Medicare Part D drugs 2027 

Phase 3 15개 Medicare Part B and D drugs 2028 

Phase 4 20개 Medicare Part B or D drugs 2029 

자료: CMS, 유진투자증권 

 

도표 3.  메디케어 파트 B 및 파트 D 지출 상위 15 개 의약품 (2020 년 기준) 

 Part B  Part D  

Part  Drug Company Indication Expense ($bn) Drug Company Indication Expense ($bn) 

1 Eylea Regeneron 황반변성 3,013 Eliquis BMS 항응고제 9,936 

2 Prolia Amgen 골다공증 1,626 Revlimid BMS 다발성골수종 5,356 

3 Lucentis Genentech 황반변성 1,113 Xarelto J&J 항응고제 4,701 

4 Orencia BMS 자가면역 1,023 Januvia Merck 당뇨병 3,865 

5 Neulasta Amgen 항암보조 899 Trulicity Eli Lilly 당뇨병 3,284 

6 Darzalex J&J 다발성골수종 837 Imbruvica Abbvie 혈액암 2,962 

7 Avastin Roche 항암제 680 Lantus Solostar Sanofi 인슐린 2,663 

8 Remicade J&J 자가면역 663 Jardiance Eli Lilly 당뇨병 2,376 

9 Tecentriq Roche 항암제 624 Humira Pen Abbvie 자가면역 2,169 

10 Ocrevus Roche 다발성경화증 618 Ibrance Pfizer 유방암 2,108 

11 Soliris Alexion 
발작성야간 

혈색소뇨증 
610 Symbicort AZ 천식 1,979 

12 Cimzia UCB 자가면역 508 Xtandi Pfizer/Astellas 전립선암 1,968 

13 Imfinzi Medimmune/AZ 
면역관문 

억제제 
505 

Novolog 

Rlexpen 
Novo Nordisk 인슐린 1,844 

14 Fluzone Vaccine Sanofi 
인플루엔자 

백신 
473 Biktavy Gilead Science HIV 1,775 

15 
Sandostatin 

Lar Depot 
Novartis 말단비대증 445 Myrteriq Astella 과민성 방광 1,749 

자료: CMS, 각 사,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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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ㆍ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ㆍ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4% 

ㆍ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5% 

ㆍ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1% 

(2022.12.31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