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장 및 경제 동향
Vol. 23(2021년 2월)
작성팀 마 케 팅 지 원 팀

인도(뉴델리)통상사무소

하 승 창 소 장
담당자 곽 승 동 주 임

해외동향보고서

파트장 윤

은

기

일 시 2021. 03. 25

CEPA Insight
❍ 인도 의약품시장 향후 5년간 연평균 12% 성장
❍ 제네릭(복제약품) 수혜 기대
< 2021년 2월 기준 對 인도 교역현황 >
구분

수출액

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수입액

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무역수지

전국

1281,286천불

-7.51%

466,169천불

-9.51%

815,117

충남

199,327천불

20.59%

8,357천불

-64.37%

190,970

※ 출처: 한국무역통계(http://stat.kita.net/)

Ⅰ

향후 5년 연평균 성장률...일반약 11.3% 수입 16.6% 증가 예상

❍ 충분한 양 처방약 공급/ 노인인구- 저가약 수요 존재/ 제네릭 수요 대폭 증가 기대
- 인도 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10%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저가의약품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1)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분석
- 대한 무역협회 델리지부가 3월 12일 내놓은 ’인도 의약품업계 최신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90억 달러였던 인도 의약품 산업 규모는 향후 5년간 연평균 11.9% 성장해 오는
2024년 413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1인당 의약품 규모는 20달러로 낮아 대다수 환자는 고부가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집계됨 (인도 GDP중 의약품 판매 비중은 0.85%, 2019년 기준)
- 인도 의약품 시장 기회 요인으로 저가 약품에 대한 수요 존재, 헬스케어 산업 지속적 성장
및 확대, 장기적으로 충분한 양의 처방약 공급이 필요한 노인 인구 존재, 국가 건강 보험
프로그램하에 공급되는 약품 및 서비스와 관련 비용 절감 확대 등으로 꼽힘
- 특히 하위 의약업 부문 중 제네릭 의약품이 의약품 판매전망에 따라 수혜받을 것으로 기대
- 제네릭 의약품은 특허 의약품 대비 현저하게 단가가 낮은 점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인도
의약산업 중 중요한 하위 부분 산업으로 인도 정부는 별도 의약품 판매 상점을 설립하여
양질의 제네릭 의약품을 국민에게 저가에 공급하려는 계획을 수립함
- 헬스케어 접근성 확대목표로 신규 건강보험 계획에서 복제약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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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도 제네릭 의약품 산업 규모와 성장 추이

❍ 인도 제네릭 의약품 산업규모
- 2019년 209억 달러에서 2024년 317억 달러, 2029년 52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2019년 기준, 복제약 판매 규모는 전체의약품 판매 규모 76.2%, 처방약 판매규모 89.3%를
점유한 것으로 통계됨
- 인도 의약업계는 의약품 및 중간재 70%를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2020년 9월 중국은 주요기초 약품 가격을 최대 20% 인상해 인도는 의약품 생산 차질과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위험에 직면해있음

Ⅲ

향후 도내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 제네릭 의약품 시장조사 확대 및 ICMR2)(인도의학연구회: 인도가족복지부 산하기관) 의약품
인증 및 등록절차 사전 준비
- 중국제품의 가격인상에 따른 수입선 다변화 정책으로 한국 의약품산업의 수출증가 기대
- 2019년 22억 달러였던 인도 의약품 수입규모가 연평균 16.6% 증가해 2024년 42억 달러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수출 선점을 위한 ICMR 기관 의약품 인증 및 등록절차 준비 필요
-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준비 필요하고 이를 활용한 마케팅을 다변화 필요
-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진출 승인조건의 사전조사와 함께 시장규모 및 현지 제네릭 의약품
유통환경 등의 사전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분야 전문기관 또는 충청남도
인도 통상사무소 지원을 활용한 인증절차, 등록비용, 구비서류 제출안내를 이용할 필요가 있음
2) ICMR(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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