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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Trends is a useful tool not only for setting search periods, but also for providing search volume to specific countries, 
regions, and cities. Extant research showed that the big data from Google Trends could be used for an on-line market analysis 
of opinion sensitive products instead of an on-site surve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arket share of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inhibitor, which is in a great demand pharmaceutical product, based on big data analysis provided by Google Trends. 
In this case study, the consumer interest data from Google Trends were compared to the actual product sales of Top 3 TNF-α 

inhibitors (Enbrel, Remicade, and Humira). A correlation analysis and relative gap were analyzed by statistical analysis between 
sales-based market share and interest-based market share. Besides, in the country-specific analysis, three major countries (USA, 
Germany, and France) were selected for market share analysis for Top 3 TNF-α inhibitors. As a result, significant correlation 
and similarity were identified by data analysis. In the case of Remicade’s biosimilars, the consumer interest in two biosimilar 
products (Inflectra and Renflexis) increased after the FDA approval. The analytical data showed that Google Trends is a powerful 
tool for market share estimation for biosimilars. This study is the first investigation in market share analysis for pharmaceutical 
products using Google Trends big data, and it shows that global and regional market share analysis and estimation are applicable 
for the interest-sensitiv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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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기업들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Interest)를 
높이기 위해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
(YouTube)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Social Network 
System, SNS)을 활용하고 있다[19]. 기업들은 SNS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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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자사의 제품 검색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분석하여 제품개발이나 판매에 효과적으로 활용하
고자 한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구글 검색

엔진의 검색량이 ‘구글 트렌드(Google Trends)’라는 빅데
이터 분석도구를 통해 시․공간적으로 구분하여 수집되어 
대중적 관심도 수치로 나타낼 수 있고 체계적으로 분석
할 수 있게 되었다[7]. 구글 트렌드는 대상 지역의 대상
기간 중 검색 횟수가 가장 많았던 때를 100으로 정하고, 
다른 기간의 검색량을 0~100 척도(scale)로 하여 표준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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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수치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도구이다. 구글 트렌
드는 특정 기간 및 국가, 지역, 도시 단위까지 관심도 수
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빅데이터 분석도구
라 할 수 있고, 마케팅 및 고객 서비스 등 기업 경영의
활동을 최적화하고 파악하는데에도 도움을 제공하고 있
다[17]. 구글 트렌드는 최대 5개까지 키워드를 입력하여
비교할 수 있어 독과점 형태의 경쟁 제품 간 관심도 비
교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바이오 제약 산업은 의사와 환자라는 2가지 계층의 소

비자를 갖는 점이 일반 제품과는 다르다. 즉,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최종소비자인 환자와 구매 결
정권자인 의사라는 결정소비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이 두
집단의 관심도가 상호작용하여 최종 구매 결정이 이루어
지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약가, 품목허가기준, 
광고기준 등 국가별 규제사항도 일반 제품과는 달리 엄
격하므로 시장 조사 및 SNS 활용 등에 있어 타 산업과
는 다른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바이오 제약 산업에서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바

이오의약품 시장 및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주목 받고 있
다. 생명공학 정책연구센터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19년 241억 달러(약 29조
원) 규모에서 2023년 481억 달러(약 57조 원) 규모로 확
대될 전망이다[4]. 바이오의약품 중 특히 종양괴사인자-
알파(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저해제 시장은
전체 제약품 시장 중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엔브
렐(Enbrel), 레미케이드(Remicade), 휴미라(Humira) 등 글
로벌 상위 3개 제품이 독과점하고 있다. 이들 상위 3개 제
품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에 사용
되며, 2016년 글로벌 판매량이 휴미라 161억 달러, 엔브
렐 89억 달러, 레미케이드 78억 달러를 보여 전 세계 모든 
제약품 중 각각 1위, 3위, 5위의 매출 실적을 올렸다[2]. 
현재, 엔브렐, 레미케이드, 휴미라 등 3개 제품에 대한 생
물학적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의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노바티스(Novartis), 화이자(Pfizer) 등 글로
벌 제약사와 함께 우리나라 기업인 셀트리온(Celltrion), 삼
성바이오에피스(Samsung Bioepis) 등이 참여하는 TNF-α 

저해제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구글 트렌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글로벌

상위 3개 TNF-α 저해제의 소비자 관심도 점유율과 매출
액 점유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성장 가능성을 추정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 2장에서는 구글 트렌드 및 의약
품의 시장 점유율 관련한 기존의 연구를 고찰하였고, 구
글 트렌드를 통한 바이오의약품의 시장 점유율 분석의 연
구 모델 및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3장에서는 실제
매출액과 구글 트렌드에 나타난 소비자 관심도 수치의 비

교를 통해 글로벌 상위 3개의 TNF-α 저해제 제품인 엔브
렐, 레미케이드, 휴미라의 관심도 점유율과 매출액 점유
율을 분석하였고, 주요 의약품 시장인 글로벌 3개국(미국, 
독일, 프랑스)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분석하였다. 특히, 레
미케이드 오리지널 제품의 시장을 잠식하고자 국내 제약
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에서 미국 시장에 출
시한 2개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해 구글 트렌드 기반
의 관심도 점유율 분석을 통해 매출액 점유율을 추정하였
다. 끝으로, 4장에서는 본 연구가 갖는 학문적 기여와 시
사점을 기술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방법 

2.1 기존의 연구

구글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을 질병 예측에 사용하였던
대표적인 연구는 Dugas et al.[8]이 수행한 구글 트렌드 데
이터와 독감환자의 증감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인데, 일
반인들의 관심도 데이터를 사용해 독감환자의 발생률에
대한 예측과 실시간으로 필요한 치료 백신의 양을 예측하
였다. 또한, 국가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나노 기술에 대
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구글 트렌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나노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연
구[18]가 있었다. 기업 활동과 관련한 구글 트렌드의 데이
터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로는 비엠더블유(BMW)와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z) 사를 중심으로 소비자들
의 구글 트렌드 검색량이 제품의 매출액 및 제조사의 주
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증명한 연구[22], 대형 소매
업체에서 매출액과 구글 트렌드의 소비자 관심도 데이터
간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 연구[6], 구글 트렌드
에서 TV와 관련된 검색어를 통해 국가마다 빈도수를 측
정하여 TV 시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
힌 연구[21] 등이 있다. 지금까지의 구글 트렌드 빅데이터
를 활용한 연구들은 독감, 하이테크 기술/제품(나노 기술, 
고급승용차, TV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었고, 이와
같은 질병, 제품, 기술의 확산에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의약품의 시장 점유율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매출액의

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요인, 그리고 시장 점유율에 대한
추정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로 Magazzini et al.[14]은 미국 및 유럽
3국 의약품 시장에서 특허 만료 후 의약품들의 매출액 점
유율이제품 가격과관계가 있음을회귀분석방법으로분석
하였고, 배은영[1]은 1998년 상반기 매출 자료를 통하여
시장 진입 순위가 복제약의 시장 점유율 결정요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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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오근엽[16]은
복제약 시장의 매출액 점유율을 로지스틱 함수를 사용하
여 추정한 결과 실제 매출액 점유율에 매우 근접한 로지
스틱 함수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의약품의 시장 점유율 파악에 있어서 소비자
의 관심도를 반영하거나 구글 트렌드의 빅데이터를 활용
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독감처럼
사회적 관심이 큰 중요 질병에 깊은 관련이 있고, 글로벌
시장을 과점한 몇 가지 혁신적인 제품간 경쟁이 치열하여
소비자의 관심도가 매출액 점유율에 잘 반영되는 상품이
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구글 트렌드를 이용한 소비자 관심
도 분석을 통해 시장의 매출액 점유율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2.2 연구 방법

2.2.1 연구모델 설정

의약품은 주요 질병에 대한 환자들의 우려와 의사들
의 처방이 동반된다. 의사와 환자 모두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과 출시에 관심도가 높고, 매출은 의사의 처방에 따
라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글 검색으로 누적된 검색량의 빅데이터가 실제
시장의 매출액 점유율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 모
델을 설정하였다. 이 모델은 의사와 환자 두 집단으로 구
성된 소비자의 관심도 증가가 결국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처방 증가로 이어져 시장의 매출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모형에 따
라 실제 매출액 점유율과 소비자 관심도 점유율과의 상
관 분석 및 유사도 분석을 시계열적으로 수행하여 이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Figure 1> The Model of Product Market Share Increase 

in Biopharmaceutical Industry

2.2.2 제품 데이터 및 빅데이터 수집

제품 데이터의 구글 트렌드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
색 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미국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제공하는 퍼플북(Purple Book) 
정보[9]를 다운 받아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글 트렌
드 분석의 검색 키워드는 오리지널 제약사의 글로벌 상위 
3개제품인 TNF-α 저해제의영문명(Enbrel, Remicade, Humira)
을 선정하였고, 레미케이드 제품의 바이오시밀러 2 제품의
경우도 영문명(Inflectra, Renflexis)을 키워드로 선정하였
다. 검색 기간 설정은 오리지널 제품의 판매 허가 년도,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판매 허가 년도를 확인 후 적용하였
으며, 구글 트렌드를 통하여 추출한 월별 관심도 데이터
수치를 누적하여 년간 실제 매출액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리지널 TNF-α 저해제인 엔브렐, 레미

케이드, 휴미라의 시장 매출액 점유율은 바이오 의약 특허
정보 시스템[11]에 보고된 2006년~2014년 9년 동안의 글
로벌 매출액 정보를 수집하였고, 비교를 위해 동일 기간의
구글 트렌드 관심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지역별 시장 매
출액 점유율은 주요 판매 국가인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
의 2013년~2015년 3년 동안의 품목별 매출액[5]과 해당
기간 구글 트렌드에서 나타나는 지역별 소비자 관심도 수
치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교하였다. 특히, 미국시장에서는
오리지널 제품인 레미케이드에 대해 셀트리온이 2016년
도에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인플렉트라(Inflectra)를 출시하
였고, 삼성바이오에피스가 2017년 렌플렉시스(Renflexis)
를 출시하였기 때문에, 2015년~2017년 3년 동안의 관심도
데이터를 구글 트렌드로 수집하여 매출액 점유율 추정 모
형을 만들었다. 추정된 모형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2018년
도 인플렉트라의 실제 매출액 자료[3]와 렌플렉시스의 매
출액 추정 자료[12]를 수집하였다.

2.2.3 분석 과정 및 방법

구글 트렌드 빅데이터를 통해 얻어진 소비자의 관심
도 점유율이 바이오의약품의 매출액 점유율과 밀접한 관
계를 갖는지를 상관 분석하였다. 상관 분석은 변수와 변
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선형성의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분석 방법으로 채택되었
다. 데이터는 엑셀 파일 형태로 추출하여 저장한 후 기간
별로 정리하였고, 미니탭 19(Minitab 19)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상관 계수의 강도를 계산하였다. 
상관 분석과 더불어 매출액 점유율과 구글 트렌드에

나타난 관심도 점유율 간의 유사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
여 상대 격차(Relative gap) 지표를 도입하였다. 상대 격
차는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계산하였으며, 이는 매출액
점유율과 관심도 점유율의 평균값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
를 나타내는 유사도 수치이다. 상대 격차는 두 시장 점유
율 값 사이의 유사도를 -2.00~2.00의 수치로 나타낼 수
있으며, 0.00에 가까울수록 격차(gap)가 작아져 두 데이
터가 일치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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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Annual Sales Change of Top 3 TNF-α Inhibitors 

(Million Dollars)

Year
Enbrel Sales

(M USD)
Remicade Sales

(M USD)
Humira Sales

(M USD)

2006 5,396 4,429 2,044
2007 6,434 5,218 3,064
2008 7,650 6,228 4,552
2009 7,215 7,010 5,583
2010 7,245 8,012 6,737
2011 7,886 8,991 8,233
2012 8,514 9,136 9,628
2013 8,894 9,900 11,105
2014 9,120 10,151 13,021

<Figure 2> Sales based Market Share Change of Top 3 

TNF-α Inhibitors

<Table 1> Strength of Correlation

Range Strength of Correlation

0.01~0.30 Very Weak
0.31~0.50 Weak
0.51~0.70 Moderate
0.71~0.90 Strong
0.91~1.00 Very Strong

<Table 2> Strength of Relative Gap

Range Strength of Relative Gap

-0.20~0.20 Very Low
-0.40~-0.21, 0.21~0.40 Low
-0.60~-0.41, 0.41~0.60 Moderate
-0.80~-0.61, 0.61~0.80 High
-2.00~-0.80, 0.80~2.00 Very High

<Table 1>에서는 상관 계수의 강도를 판단하는 기준
을 보여주며[20], <Table 2>에서는 0.2 구간 단위로 구분
하여 상대 격차의 강도를 나타내었다. 

∙상대 격차 수식

  







  - Xt = t 시점의 관심도(interest) 기반의 시장 점유율
(market share)

  - Yt = t 시점의 매출(sales) 기반의 시장 점유율(market 
share)

상관 계수는 관심도와 매출액이 얼마나 비례 관계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반면, 상대 격차는 관심도 및 매출액
점유율 차이가 매출액대비 얼마나 큰 격차를 보이는지 계
산할 수 있다. 특히 양수(+)인 경우 매출액 점유율보다 관
심도 점유율이 낙관적임을 보여주고, 음수(-)인 경우 매출
액 점유율보다 관심도가 비관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Figure 1>의 연구모델이 가정했던 관심도 점유율 변화가
매출액 점유율 변화에 선행하는지를 검증하는 지표로 활
용이 가능하다. 즉, 소비자의 관심도가 증가하면 네트워
크 효과로 기인한 제품 구매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여 매
출이 증대될 것이라는 기존 이론[13]을 검증할 수 있다. 

3. 연구 결과

3.1 바이오의약품의 시장 점유율 분석

오리지널 제약사의 글로벌 매출 상위 3개의 TNF-α 저
해제 제품인 엔브렐, 레미케이드, 휴미라에 대하여 2006

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품목별 매출액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11].

<Figure 2>는 <Table 3>의 자료로부터 2006년부터 2014
년까지의 글로벌 상위 3개의 TNF-α 저해제의 매출액 점유율
변화를 도식화한 결과이다. 휴미라의 경우 2006년 3제품 중
가장 낮은 17.2%의 매출액 점유율을 보이다가 2014년 가장
높은 40.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휴미라의 경우 1998년
미국식품의약국 허가를 받은 레미케이드와 엔브렐보다 4년
이 늦은 2002년에 미국식품의약국 허가를 받은 후발 제품이
긴 하지만, 우수한 약효와 기술적 진보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 지배력을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10].

<Figure 3>은 구글 트렌드에 나타난 글로벌 상위 3개의
TNF-α 저해제의 2006년~2014년 동안의 소비자 관심도
변화이다. 제품별 매출액에서 나타난 점유율의 경향성은
구글 트렌드 분석의 관심도 점유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
났다. 즉, 매출액을 통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휴미라가 관
심도 점유율 2006년 3등에서 출발하여 2010년 이후 1등
으로 등극하고, 레미케이드와 엔브렐의 경우는 2010년 이
후 관심도 점유율에서도 2등을 다투는 경쟁 구도를 보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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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nsumer Interest based Market Share Change of Top 3 TNF-α Inhibitors

Pairwise Pearson Correlations
Sample 1 Sample 2 N Correlation 95% CI for ρ P-Value
Interest Sales 9 0.920 (0.658, 0.983) 0.000

<Figure 4> Correlation Analysis of Enbrel(Market Share of 

Sales vs Interest)

매출 규모에 따른 시장 점유율과 소비자 관심도에 따른
시장 점유율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ure 4>는 엔브렐에 대한 상
관 분석 결과를 보여주며,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피어
슨 상관계수 0.920)가 유의성 있게(p-value 0.000) 나타났
다. <Table 4>에 나타난 상대 격차의 경우 평균 -0.13으로
매우 낮아, 관심도 점유율과 매출액 점유율 사이에 높은
유사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대격차가 9년간
지속적으로 음수(-)여서 엔브렐의 경우 관심도 점유율이
매출액 점유율보다 지속적으로 비관적임을 알 수 있다. 엔
브렐의 실제 매출액 점유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감소하여 관심도 점유율 변화가 선행함을 잘 보여주었다.

<Figure 5>는 레미케이드에 대한 상관 분석 결과를 보
여주며, 엔브렐과 마찬가지로 강한 양의 상관 관계(피어
슨 상관계수 0.838)가 유의성 있게(p-value 0.005) 나타났
다. <Table 5>에 나타난 상대 격차의 경우도 평균 -0.11
으로 매우 낮아, 관심도 점유율과 매출액 점유율 사이에
높은 유사도를 보여주었다. 상대 격차의 부호를 보면 초
반은 양수(+)로 미세하게 관심도 점유율이 매출액 점유

율보다 낙관적이다가 곧 음수(-)로 바뀌어 비관적으로 전
환됨을 알 수 있다. 레미케이드의 실제 매출액 점유율은
엔브렐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감소하여 관심도
점유율 변화가 선행함을 잘 보여주었다.

<Table 4> Market Share of Enbrel Product among Top 3 

TNF-α Inhibitors (Sales vs Interest)

Year
Enbrel

(Interest), %
Enbrel

(Sales), %
Simple

Difference
Relative

Gap

2006 36.7 45.5 -8.8 -0.21
2007 34.2 43.7 -9.5 -0.24
2008 33.2 41.5 -8.3 -0.22
2009 30.5 36.4 -5.9 -0.18
2010 30.7 33.0 -2.3 -0.07
2011 31.2 31.4 -0.2 -0.01
2012 29.9 31.2 -1.3 -0.04
2013 27.8 29.7 -1.9 -0.07
2014 25.3 28.2 -2.9 -0.11

Average -4.6 -0.13

 

Pairwise Pearson Correlations
Sample 1 Sample 2 N Correlation 95% CI for ρ P-Value
Interest Sales 9 0.838 (0.391, 0.965) 0.005

<Figure 5> Correlation Analysis of Remicade(Market Share 

of Sales vs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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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rwise Pearson Correlations
Sample 1 Sample 2 N Correlation 95% CI for ρ P-Value
Interest Sales 9 0.985 (0.926, 0.997) 0.000

<Figure 6> Correlation Analysis of Humira(Market Share of 

Sales vs Interest)

<Table 6> Market Share of Humira Product among Top 3 

TNF-α Inhibitors (Sales vs Interest)

Year
Humira

(Interest), %
Humira

(Sales), %
Simple

Difference
Relative

Gap

2006 26.0 17.2 8.8 0.41
2007 29.8 20.8 9.0 0.36
2008 34.1 24.7 9.4 0.32
2009 36.8 28.2 8.6 0.26
2010 36.9 30.6 6.3 0.19
2011 38.0 32.8 5.2 0.15
2012 42.7 35.3 7.4 0.19
2013 45.6 37.1 8.5 0.21
2014 48.5 40.3 8.2 0.18

Average 7.9 0.25

<Table 5> Market Share of Remicade Product among Top 3 

TNF-α Inhibitors(Sales vs Interest)

Year
Remicade

(Interest), %
Remicade
(Sales), %

Simple
Difference

Relative
Gap

2006 37.3 37.3 0.0 0.00
2007 36.0 35.5 0.5 0.01
2008 32.7 33.8 -1.1 -0.03
2009 32.7 35.4 -2.7 -0.08
2010 32.4 36.4 -4.0 -0.12
2011 30.8 35.8 -5.0 -0.15
2012 27.4 33.5 -6.1 -0.20
2013 26.6 33.1 -6.5 -0.22
2014 26.1 31.5 -5.4 -0.19

Average -3.4 -0.11

<Figur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미라의 경우 상관
분석 결과 매출액 점유율과 관심도 점유율 사이에 3개
경쟁 제품 중 가장 강한 양의 상관관계(피어슨 상관계수
0.985)가 유의성 있게(p-value 0.000) 나타났다. <Table 6>
에 나타난 상대 격차의 경우는 평균 0.25로 낮아, 두 시
장 점유율 수치 사이에 유사함을 보였다. 주목할 점으로
3가지 오리지널 제품 중 휴미라는 9년 동안 줄곧 상대
격차부호가 양수(+)만 나타나 소비자 관심도가 매출액
점유율보다 줄곧 낙관적인 경향을 나타냈고 실제 매출액
점유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증가하여 관심도 점
유율 변화가 선행함을 잘 보여주었다.  
글로벌 상위 3개의 TNF-α 저해제 바이오의약품의 시

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구글 트렌드의 관심도 데이터
만으로도 강한 양의 상관관계와 높은 유사도로 제품별

매출액 점유율 분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상대 격차
에 따른 매출액 점유율 추정에서 엔브렐은 줄곧 음수(-)
값을 보였고, 레미케이드는 양수(+)값을 보이다가 이후
음수(-)값으로 바뀌었다. 반면, 후발주자이며 성능이 우
세한 휴미라는 계속적으로 양수(+)값을 보이더니 결국
매출액 점유율 1등을 차지하였다. 이는 구글 트렌드 상
에서 소비자의 관심도 증가가 나타나면, 직접적인 제품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고 시장의 매출액 점유율이 상승함
을 보여준다.  

3.2 글로벌 시장의 주요 3국 시장 점유율 분석 

바이오의약품의국가별시장점유율분석을위해 2013년~ 
2015년 기간 동안 전 세계의 지역별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분석하여 <Figure 7>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글
로벌 상위 3개의 TNF-α 저해제의 국가별 소비자의 관심도
분포를 알 수 있었는데, 엔브렐의 경우 중국과 대한민국, 
레미케이드의 경우 덴마크와 캐나다, 휴미라의 경우 뉴질
랜드와 불가리아에서 각각 관심도 점유율이 높음을 식별
할 수 있다.  

 <Figure 7> Regional Interests Analysis of Top 3 TNF-α 

Inhib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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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arket Share in USA

Year
Enbrel

(Interest), %
Enbrel

(Sales), %
Simple

Difference
Relative

Gap

2013 27.6 32.9 -5.30 -0.18
2014 24.7 32.2 -7.50 -0.26
2015 22.6 29.7 -7.10 -0.27

Average -6.63 -0.24

Year
Remicade

(Interest), %
Remicade
(Sales), %

Simple
Difference

Relative
Gap

2013 27.1 28.2 -1.10 -0.04
2014 27.0 25.0 2.00 0.08
2015 26.0 22.6 3.40 0.14

Average 1.43 0.06

Year
Humira

(Interest), %
Humira

(Sales), %
Simple

Difference
Relative

Gap

2013 45.4 38.9 6.50 0.15
2014 48.2 42.8 5.40 0.12
2015 51.4 47.8 3.60 0.07

Average 5.17 0.12

<Table 8> Market Share in Germany

Year
Enbrel

(Interest), %
Enbrel

(Sales), %
Simple

Difference
Relative

Gap

2013 23.7 31.2 -7.50 -0.27
2014 22.1 29.7 -7.60 -0.29
2015 22.6 29.5 -6.90 -0.26

Average -7.33 -0.28

Year
Remicade

(Interest), %
Remicade
(Sales), %

Simple
Difference

Relative
Gap

2013 25.1 19.9 5.20 0.23
2014 23.7 20.3 3.40 0.15
2015 23.6 18.9 4.70 0.22

Average 4.43 0.20

Year
Humira

(Interest), %
Humira

(Sales), %
Simple

Difference
Relative

Gap

2013 51.2 48.8 2.40 0.05
2014 54.2 49.9 4.30 0.08
2015 53.9 51.6 2.30 0.04

Average 3.00 0.06

<Table 9> Market Share in France

Year
Enbrel

(Interest), %
Enbrel

(Sales), %
Simple

Difference
Relative

Gap

2013 24.9 27.7 -2.80 -0.11
2014 24.6 26.3 -1.70 -0.07
2015 22.5 24.6 -2.10 -0.09

Average -2.20 -0.09

Year
Remicade

(Interest), %
Remicade
(Sales), %

Simple
Difference

Relative
Gap

2013 34.9 34.1 0.80 0.02
2014 33.6 33.8 -0.20 -0.01
2015 33.1 32.4 0.70 0.02

Average 0.43 0.01

Year
Humira

(Interest), %
Humira

(Sales), %
Simple

Difference
Relative

Gap

2013 40.1 38.2 1.90 0.05
2014 41.8 39.9 1.90 0.05
2015 44.4 43.0 1.40 0.03

Average 1.73 0.04

지역별 시장의 매출액 점유율 분석은 특정 지역에서
의 제품 경쟁력과 시장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 
개별 국가에 대한 제품별 점유율을 살펴보기 위하여 바
이오의약품 시장규모가 가장 큰 미국(2015년 기준 1,125
억 달러)과 유럽 지역(2015년 334억 달러) 중 주요 시장
인 독일, 프랑스에 대하여 제품별 시장 점유율 분석을 해
보았다. 이들 3개국 시장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바이오의
약품 출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진출하는 시장이기도 한
데, 품목별 매출액 점유율은 바이오의약품 산업분석보고
서[5]를 통해 2013년~2015년 3년간 매출 데이터를 파악
하고, 이를 구글 트렌드 기반의 소비자 관심도 점유율과
비교하였다. 상관 분석의 경우 입수할 수 있는 국가별 매
출액 점유율 데이터가 3년치에 불과해 상관도 계수 계산
은 수행하지 않았다. 

<Table 7>은 미국 시장에서의 엔브렐, 레미케이드, 휴미
라의 관심도와 매출액의 점유율을 보여준다. 2013년~2015
년 3년간의 상대 격차 평균이 각각 -0.24, 0.06, 0.12의 낮
은 수치를 보여, 매출액 점유율과 소비자 관심도 점유율은
제품별로 높은 유사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8>은 독일 시장에서의 엔브렐, 레미케이드, 휴
미라의 관심도와 매출액의 점유율을 보여준다. 미국 시
장과 마찬가지로 2013년~2015년 3년간의 상대 격차 평
균이 각각 -0.28, 0.20, 0.06의 낮은 수치를 보여, 매출액
점유율과 소비자 관심도 점유율은 제품별로 높은 유사도
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9>는 프랑스 시장에서의 엔브렐, 레미케이드, 휴
미라의 관심도와 매출액의 점유율을 보여준다. 2013년~ 
2015년 3년간의 상대 격차 평균이 각각 -0.09, 0.01, 0.04의
낮은 수치를 보여, 매출액 점유율과 소비자 관심도 점유율

은 높은 유사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주요 3개국 데이터에서 글로벌 상위 3개의 TNF-

α 저해제의 매출에 따른 매출액 점유율과 구글 트렌드에
서 나타나는 소비자 관심도 점유율은 높은 유사성을 보
임을 알 수 있었다. 지역별 분석에서도 글로벌 분석에서
와 마찬가지로 휴미라가 3개국 시장 모두에서 상대 격차
수치가 양수(+)값을 보여 관심도 점유율이 낙관적인 것
으로 나타났고, 글로벌 시장에서 보인 것처럼 실제 매출
액 점유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증가하여 관심도
점유율 변화가 선행함을 잘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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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FDA Approval Date and Market Release Date 

of Remicade and Biosimilars

Product
Name

Company
FDA

Approval
US Market 

Release

Remicade J&J 1998. 08 1998. 10

Inflectra Celltrion 2016. 04 2016. 12

Renflexis Samsung
Bioepis 2017. 05 2017. 07

<Table 11> Interest based Market Share of Remicade and 

Biosimilars(2015~2017)

Year Quarter
Remicade

(Interest), %
Inflectra

(Interest), %
Renflexis

(Interest), %

2015

1Q 98.2 1.8 0.0
2Q 97.4 2.6 0.0
3Q 98.1 1.9 0.0
4Q 97.2 2.7 0.2

2016

1Q 97.7 2.2 0.1
2Q 94.2 5.5 0.3
3Q 96.4 3.5 0.1
4Q 93.1 6.6 0.3

2017

1Q 92.6 7.0 0.3
2Q 91.3 6.9 1.8
3Q 89.6 6.4 4.0
4Q 90.5 6.9 2.6

3.3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시장 점유율 추정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경우는 후발 제품으로 오리지널
제품의 시장을 침투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후발 제품의 관
심도 데이터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 시장 점유율 분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하지만 후발 제품이 향후 점유
율을 얼마나 높여 시장에 성공적으로 침투할 것인지를 추
정하는 것은 흥미로운 주제이다. 본 연구의 3.1절, 3.2절에
서 TNF-α 저해제의 글로벌 상위 3개 제품의 매출액 점유
율이 관심도 점유율과 높은 상관관계와 유사도를 갖는 것
과 관심도 점유율은 매출액 점유율과는 다르게 후발 주자
의 경우도 충분한 빅데이터 자료를 수집 분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용하여 오리지널 제품과 후발주자인 바이오시밀
러 제품의 매출액 점유율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 의약품 시장규모가 가장 큰 미국 시

장을 선택하여, 오리지널 제약사의 글로벌 상위 3개의
TNF-α 저해제 중 가장 먼저 바이오시밀러 허가가 이루
어진 레미케이드 제품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연구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미국 시장에 출시된 레미케이드에 대
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셀트리온사의 인플렉트라와 삼
성바이오에피스의 렌플렉시스가 있다. 엔브렐, 휴미라의
경우 국내 제약사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만 최근 미국식품의약국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았
으나, 너무 최근(각각 2019년 4월, 2019년 7월)이라 관심
도 데이터가 충분히 누적되지 않아서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Table 10>은 미국식품의약국에서 제공하는 퍼플북
(Purple book)[9]을 통한 레미케이드, 인플렉트라, 렌플렉
시스 각각의 판매 허가일과 미국 시장에서의 제품 출시일
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시밀러 제품 출시 전․
후 시점인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구글 트렌드
를 사용하여 <Table 11>처럼 레미케이드 계열 3개 제품에
대한 관심도 점유율 분석을 분기단위로 수행하였다. 

<Table 11>에 나타난 3년치 12분기 관심도 점유율 데
이터를 사용하여 미국 시장에서의 오리지널 제품과 바이
오시밀러 제품의 실제 매출액의 시장 점유율을 추정하였
다. 추정하는 목표 시점은 레미케이드, 인플렉트라, 렉플
렉시스 간에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며 3개 제품 모두의
매출액 집계가 가능한 2018년도로 설정하였다. 즉, 2015
년부터 2017년까지의 분기별 관심도 점유율 데이터를 사
용하여 2018년도 1분기의 관심도 점유율을 예측하고, 이
것을 2018년도 1년 간의 매출액 점유율로 추정하는 모형
을 구축하였다. 관심도 예측 모형으로는 관심도 점유율
실측치 자료의 시간 성분과 불규칙 성분을 반영할 수
있는 단순 지수 평활 모델(Single Exponential Smoothing 
Model)을 사용하였다. 이는 현시점에 가까운 실적치에
큰 비중을 두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 비중을

적게 주는 지수 가중 이동 평균법으로 시계열 기반의 데
이터 예측에 적합하다[15]. 구체적인 관심도 점유율 예측
및 매출액 점유율 추정 수식은 아래와 같다.

(단순 지수 평활 모델의 수식)

 ××

α : 지수평활계수 0 ≤   ≤1, : 분기()의 관심도 
점유율 실측치, : 분기()의 관심도 점유율 예측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12분기)의 관심도 점유율
자료를 사용하여 2018년 1분기의 관심도 점유율 예측치
인 F13를 예측한 후, 최종적으로 이를 2018년 1년간의
매출액 점유율로 추정하였다. 단순 지수 평활 모델에서
는 α값이 클수록 예측치는 수요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며
예측의 감응도를 높인다. 여러 개의 α값 중에서 예측 오
차를 최소로 하는 α값을 선택하는데, 모델 분석에는 미
니탭 19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Figure 8>, <Figure 9>, 
<Figure 10>은 <Table 11>을 기반으로 각각 레미케이드, 
인플렉트라, 렌플렉시스의 분기별 관심도 점유율 자료를
예측 함수에 대입해 구한 관심도의 실측치와 예측치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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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casts
Period Forecast Lower Upper
13 90.39 87.23 93.56

<Figure 8> Exponential Smoothing Model for Market Share 

Estimation (Remicade)

Forecasts
Period Forecast Lower Upper
13 6.80 4.41 9.19

<Figure 9> Exponential Smoothing Model for Market Share 

Estimation (Inflectra)

Forecasts
Period Forecast Lower Upper
13 2.60 1.38 3.81

<Figure 10> Exponential Smoothing Model for Market Share 

Estimation (Renflexis)

레미케이드, 인플렉트라, 렌플렉시스에 대하여 단순 지
수 평활법을 통해 2018 년도 매출액 점유율을 추정하였을
때 각각 90.39%, 6.80%, 2.60% 값으로 추정되었으며, 각각
의 α 값은 0.79, 0.68, 0.99의 높은 감응도를 보여 예측치가
수요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 절대
편차(MAD, Mean Absolute Deviation)의 경우 레미케이드
(1.29%), 인플렉트라(0.97%), 렌플렉시스(0.50%)로 나타
나, 매번 추정치가 실측치보다 약 1%p의 크지 않은 오차
를 보여주었다. 
구글 트렌드에 의한 관심도 점유율에 기반하여 매출액

점유율이 추정 함수대로 전개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
집할 수 있는 인플렉트라, 렌플렉시스의 실제 매출액 정보
를 통하여 제안한 추정모델을 검증하였다. 오리지널 제품
인 레미케이드의 경우 년 단위의 실제 매출액은 알려져
있으나,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경우 시장 진입 초기에는 기
업들이 매출액 정보에 민감하여 공개하지 않거나 규모도
미미하여 공개된 자료가 제한적이었다. 인플렉트라의 경
우 2018년 미국 시장 매출액이 259 M USD[3]으로 알려져
있고, 렌플렉시스의 경우 2018년 매출액이 94 M USD로
추정된 바 있다[12].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3,664 M USD 
매출액[3]을 보인 레미케이드를 포함하면 레미케이드, 인
플렉트라, 렌플렉시스 각각이 91.21%, 6.45%, 2.34%의 실
제 매출액 점유율을 가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실
제 매출액 점유율을 본 연구가 제안한 관심도 점유율 추정
함수를 통해 구한 2018년 매출액 점유율 추정치와 비교하
면, 실제 매출액 점유율은 각각의 추정치의 95% 예측구간
(Prediction Interval) 범위 이내에 들었다. 또한 이들은 각
각 관심도 점유율 기준으로 -0.82%p, 0.35%p, 0.26%p 수
준의 차이를 보이고, 상대 격차 값이 -0.009, 0.053, 0.105
로 매우 낮아 추정이 정확함을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이 미국 시장에 출시된 오리지널 제품인 레

미케이드와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인플렉트라, 렌플렉시
스의 매출액 점유율을 비교한 결과, 구글 트렌드에 나타
나는 소비자 관심도 데이터가 실제 매출액 점유율 추정
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 되였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본 글로벌 상위 3개의 TNF-α 저해
제 제품(Enbrel, Remicade, Humira)과 바이오시밀러 제품
(Inflectra, Renflexis)에 대하여 수집 분석한 구글 트렌드에
의한 관심도 점유율은 년도별, 국가별로 매출액 점유율과
매우 강한 상관관계와 유사도를 보여 실제 시장 점유율
분석과 추정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의사나 환자
등 소비자의 관심도가 중요한 의약품 시장에서의 관심도
점유율분석을통한빅데이터의기업 경영활용이 가능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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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 결과이며, 독과점 형태의 시장지배 구조를 갖는 바
이오의약품 치료제 시장에서 품목별 시장 점유율 분석이
시장 전략 수립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함의를 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오리지널 제품의 경쟁시 휴미라

사례처럼 후발 주자가 우수한 약효, 기술적 진보에 더해
서 공격적인 마케팅 결과로 소비자 관심도가 선행적으로
확대된다면 매출액 점유율의 확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안한 추정식에 의해 오리지널 제품인
레미케이드에 대해 후발주자인 인플렉트라, 렌플렉시스
등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FDA 승인 1, 2년 만인 2018년
에 각각 6.80%, 2.60%의 매출액 점유율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고 실제로는 6.45%, 2.34%의 매출액 점유율
을 보여 95% 예측구간 이내의 추정이 가능하였다. 따라
서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는 후발주자들이 오리지널 제
약사 제품의 기존 시장을 잠식함에 있어서, 구글 트렌드
의 관심도 점유율 추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관심도 고양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 
구글 트렌드와 같은 빅데이터 분석도구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소비자의 관심도를 시기적, 지역적, 제품
별로 추적이 가능하다는 속성이 장점이다. 따라서 빅데
이터 분석도구가 관심도에 민감한 제품의 매출액 점유율
분석과 추정에 활발히 사용된다면 학문적으로나 기업 경
영에 있어서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글 트렌드를 통하여 소비자 관심도

데이터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수집하여 경쟁제품들의 관
심도 점유율을 분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매출액 점유율
분석시에는 의약품의 특성상 년간으로 누적된 매출액 데
이터를 사용한 분석은 가능하나 더 이상 세분화된 매출
액 자료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이므로 분기별 또는 월별
분석은 불가능하였다. 향후 매출액 데이터를 분기별, 월
별로 추적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연구한다면 좀 더 빠
르게 시장 점유율 변화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문 제품명만을 키워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

작용 등을 포함한 검색 키워드 최적화와 브랜드에 대한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 등과 결합한 연구는 빅데이
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의 반응을 기업 경영에 활용하
는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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