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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WTO 체제의 출범으로 全塵業分野에 걸쳐 

國際化와 開放化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科學技術協約(TR)이나 環境協

約(GR)등이 UR이후 國際通商縣序를 규정할 주요주제로 거론됨에 따라， 

본격적인 技術保護 및 市場開放 시대를 맞이하여 산업의 國際觀爭力 강화 

가 주요 이슈로 浮刻되고 있는 것이다. 

保健醫驚塵業을 대표할 수 있는 製藥塵業도 1980년대 이래 수입 및 자 

본 자유화， 물질특허제도 도입 둥으로 급격한 環境變化를 겪고 있다. 대 

외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기업은 內需市場 確保에만 치중하고 海

外市場開招 노력은 미흡하여 質易收支는 지속쩍줬 찬자;상:탠활't."캘，01 고 있 

으며， 최종제품에 대한 加工生塵 위주로 산제품 도업은 ;外顧洗進製藥企

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 ‘-

그러나 技術 및 頭腦集約型 산업으로 특징지워지는 ‘제약샅엽은’戰存資 

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매우 적합한 宋來指向的 꽃端塵業‘分野이 

다. 독창적인 신약개발은 국가경제의 附加價植 生塵性 提高에는 물론， 제 

약산업의 輸出塵業化를 통한 國內塵業構造의 高度化에도’q치며활·‘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現況分

析과 國際鏡爭力 評價를 통해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였으며， 제약산업을 

미래지향적 戰略塵業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發展方向을 모색하였다. 특히 

국제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技術華新을 통한 우수한 新藥開發에 있음을 고 

려하여， 짧究開發 수행에 있어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섬층 분석하였다. 

이밖에 짧究開發 投資의 원천이 되는 의약품 가격과 관련하여 保觸藥價管

理制度의 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는 향후 

제약산업 연구에 중요한 基鍵資料가 될 뿐 아니라， 관련업계의 發展戰略

과 관계당국의 政策樹立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製藥協會의 재정지원으로 작성된 본 보고서는 2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제1부 r21世紀에 對備한 韓國 製藥塵業의 發展方向」은 본 연구원의 李嚴

9없 博士가， 제2부 「保險藥價管理制度 改善方案」은 曺在國 博土가 각각 책 

임을 맡아 집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책임연구자 이외에 金元重 博士，

白和宗 博士， 張善美 主任짧究員， 그리고 東國大學校 經濟學科 裵亨 敎授，

東亞大學校 經濟學科 朴炳亨 數授둥 많은 짧究陣에 의해 완성되었다. 이 

들 執筆陣의 구체적 擔當 짧究分野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昭究調整 및 結合分析 (李嚴聊， 曺在國)

製藥塵業의 構造 (金元重， 白和宗， 張善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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製藥塵業 發展方向 및 課題 (李嚴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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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藥價管理 行政節次의 改善方案 (曺在國)

醫藥品 入*L制度 改善方案 (裵亨)

藥價制度 比較 (金元重)

이 짧究報告書를 作成함에 있어 연구진들은 그동안 많은 助言과 協助를 

해주신 保社部 관계관， 製藥協會 및 업계 관계자틀에게 섬심한 謝意를 표 

하고 있다. 또한 원고를 읽고 귀중한 論評을 해 준 본원의 朴純一 博士，

홈仁喆 博士， 洪程其 博士와 약업경영연구소의 鄭世薰 博土께 감사드리고 

있다. 아울러 초고작성을 같이 한 본원의 裵花玉 主任짧究員과 前 責任

짧究員 柳時짧 선생께도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個λ、的 見解이며 본 

원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년 11월 

韓國保健社會昭究院

院 長 延河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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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1. 序 論

- 輸入自由化， 資本自由化， 物質特許制度 導入， UR타결 등으로 開放化

國際化 시대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製藥塵業의 國際 鏡爭力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름. 

- 국제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우수한 新藥開發에 있으나， 신약개발에는 

巨大資本과 우수한 科學技術이 요구됨. 

- 제약산엽은 高附加價{直 산업으로 資源 에너지 節約풍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醫據保險실시로 인한 醫驚利用의 增加와 老觀A口증가로 成長

可能性이 높은 분야임. 

- 多國籍 企業에 의한 국내제약산엽의 從屬化를 防止하고， 국내 제약기업 

에 의한 獨自的인 의약품 需給體系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약산업의 

發展方向이 講究되어야 함. 

II. 國內 製藥塵業의 構造

1. 홉藥品 市場의 特性

- 국내 醫藥品 市場 規模는 4조9천억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치료제 시 

장만은 2조천억원대로 세계 10위에 해당됨. 

。 完製醫藥品이 전체 醫藥品 內需 市場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一般用 醫藥品의 市場古有率이 큼(52，8%) ， 

。 藥效群별로는 소화기관용약， 항생제 등의 시장이 가장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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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醫藥品 市場에 대한 大企業 集中化 현상은 두드러지지 않음. 

。 賣出願 순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8.5%에 지나지 않음. 

。 藥效群별로 볼 때도 14개 약효군에 대한 집중도가 40% 미만임. 

2. 業體現뾰 

- 국내 製藥業體는 전체적으로 規模의 零細性올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전체 378개사 중 年間 生塵願이 1000억 이상인 업체는 12개사(3.2%) 

에 불과함. 

。 흩健A力 構成을 보면 짧究職(5.3%)에 비 해 事務·營業職(56%)의 비 

중이 높읍. 

- ’90년대 들어 合作企業 재벌계 製藥企業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음. 

。 合作會社는 총 醫藥品 生塵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지분 

율이 50% 이상인 기엽은 25개사로 73.5%에 해당함. 
。 재벌계 製藥會社 총 117~사 중 제일제당， 선경 등 5개사가 昭究開發

이나 生慶寶積면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고 있음. 

3. 需給構造

- 醫藥品 需要增加로 內需市場과 醫藥品 供給規模가 크게 확대됨. 

。 醫藥品 生塵은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20% 이상씩 增加해 왔음. 

。 현재 醫藥品 生盧寶積을 보면 GDP의 1.8% 제조업 GDP의 6.5%를 

차지해 산업규모에 비해 寄與度가 높은 수준임. 

- 醫藥品 內需市場에 대한 自給度에 있어 심한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完製醫藥品은 自給度가 95%를 上행하고 있으나 原料醫藥品

은 50%에도 미치지 못함. 

- 輸出은 총생산액의 5% 정도에 불과하며， 完製醫藥品이 總輸出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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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몫은 20% 미만으로 항생제퉁 原料醫藥品이 중심올 이룸. 

- 賢易末字는 계속 增加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업체(상위 10%)에 

의한 輸出偏重(70.2%) 현상이 두드러짐. 수출대상국가도 동남아 

시아 국가들로 偏重되어 있음. 

4. 流通構造

- 醫藥品 流通經路는 매우 복잡하며 流通單位마다 價格混亂이 일어남. 

。 직거래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역류，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비정상적인 醫藥品 流通으로 인해 流通縣序가 혼란된 상태엄. 

。 정부에서는 도매시설기준을 강화하고(KGSP추진)， 병원으로 유통되 

는 保險醫藥品을 중심으로 段階的 流通一元化를 추진하고 있음. 

- 醫藥品 價格몫序 혼란으로 인해 소비자 불신이 높은 상태입. 

。 통종유사품목에 대한 過當鏡爭으로 價格體系가 왜곡되고， 난매현상 

등으로 인해 醫藥品 小賣價格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5. 寶營分析

- 90년대 들어 製藥盧業의 收益性은 악화되기 시작함. 

。 1992년의 경우에는 經營寶積의 最終指標라 할 수 있는 ‘덤己資 

本純利益率’이 2.04%로 하락함. (1991년은 9.40%) 

1992년도 전체 제조엽의 평균 自 己資本純利益率은 3.35%엄. 

- 經營惡、化의 요인은 일차적으로 90년대초의 전반적 경기침체와 

KGl\1P시설의 財源調達에 따르는 金顧費用의 增加라고 할 수 있음. 

-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의 특야한 費用構造에 

있으며 그 원인은 궁극적으로 新製品 開發能力의 부족에 았음. 

。 質的으로 差別化된 商6嚴給能力의 부족으로 需要者獨白(rnonops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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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까운 市場構造를 형성함. 

。 광고선전비둥의 판매관리비 및 매출할인과 기부금 둥의 영업외 

비용의 過多로 인하여 收益性의 低下로 이어지는 構造的 問題點

을 안고 있음. 

6. 園際聽爭力 評價

- 한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價格경쟁력과 非價格경쟁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제약산엽의 경우에는 신약개발 차원에서의 技術歸爭力이 결정 

적인 중요성을 가짐. 

- 國際比較를 통해 국내제약산엽의 전반적인 위치를 검토해 볼 때， 業體

規模나 市場構造， 經뿔狀態 등에서 後進性을 면치 못하고 있음. 

- 賢易末字福의 증가추세나， -0.4를 오르내리는 質易特化指數 등 賢易收支

상황올 살펴봄으로써 成果차원에서 국제경쟁력올 평가할 때， 국내제약 

산업의 鏡爭力은 매우 臨弱하다고 할 수 있음. 

m. 陽究開훌훌 現뾰 

1. 先進園의 陽究開發 動向

- 新藥開發을 위한 昭究與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製藥塵業은 昭究開發에 대한 投資비중이 높은 산엽으로， 건당 新藥

開發費用은 점점 增加함. 세계 주요 제약기엽들은 賣出願의 15% 이상을 

昭究開發에 투자하고 있음. 

。 짧究期間이 장기화되며 成功確率도 낮아져서 ’80년대 들어서부터 

세계시장에 도입되는 新藥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읍. 

。 國家別로는 일본의 新藥開發件數가 유럽이나 미국을 앞지르고 있는 추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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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대 주요 昭究開發 관심분야는 바이러스성질환과 노인성질환치료 

제， 심혈관계약물둥이 될것이며， 전세계적으로 바이오 기술올 이용한 

醫藥品 開發맑究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2. 國內 製藥훌業의 :jJf究開發 現m

- 국내 제약업체의 昭究開發 投資는 매출액의 3%선으로 평균 10% 이상 

인 구미·일본과 비교할때 미약한 수준임. 

。 일부 재벌계 제약기엽은 20% 이상을 昭究開發에 投資하는 경우도 

있으나 合作企業은 평 균 0.98%로 평 균에도 미 치지 못함. 

。 정부에서는 新藥開發 昭究支援사엽과 G7新醫藥， 新農藥 開發事業등 

에 투자함으로써 신약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전체 고용인력에서 昭究職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박사등 高級A力

확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57개 연구소 總動務人力은 1983명이며 이중 박사인력이 1개 연구소 

당 평균 3명으로， 선진국 제약기업의 1개사당 짧究人力이 2-5천명 

에 이르고 이중 1/3 이 박사인력인 상황과는 비교가 안됨. 

- 技術導入은 ’80년대 후반부터 年平均 15건 내외로 크게 증가하지는 않 

고 있으나， 건당 로얄티는 상승하는 추세임. 

- 物質特許 導入 이후 醫藥분야에서 內國人의 特許出願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內國λ、 出願比率이 25%에 머무르고 있음. 物質特

許件 數에서 內國人이 차지하는 比率은 16%선에 불과함. 

- 짧究開發 분야는 항생물질， 혈압강하제， 항체양성 약물에 집중됨. 

- 國內企業의 新藥開發 成功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나 현재 가능성 있는 

몇개 물질이 臨皮 및 全臨皮 단계에 진입해 있어 ’90년대 후반기에는 

新藥 創出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 

。 럭키등 3개사가 유망한 新藥候補物質을 외국기업에 技術輸出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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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藥開發에 필요한 基盤技術인 약리대사， 안전성형가기술， 임상시험 

체계의 조기 확립에 초점올 맞추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W. 塵業環境變化와 展望

1. 製쫓塵業의 훌境變化 및 影響

- 최근 제약산엽을 둘러싼 환경이 안팎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음. 

- 市場開放 추세와 通常規範 개정 둥올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 및 향후 환경， 기술， 노동 및 경쟁정책 등에 관하여 이루 

어질 國際通商協商들도 제약산업에 영향올 줄 가능성이 있음. 

- 내부적으로는 KGMP제도의 전면도입， 藥價담律化， 金룹뽀寶名制와 經合

課租의 실시， 醫藥分業 및 流通一元化의 진전 등이 시장구조와 기업의 경 

쟁형태， 시장성과 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2. 톨훌훌品뚫要 展望

- 族病樣相이 變化함에 따라서， 암， AIDS, 순환기질환， 노인성질환 등 

여러 분야에서 신약의 개발이 기대되고 있고， 분자생물학 및 유전공 

학등 生命科學의 進步는 신약개발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음. 

- 老ÁÁ口의 增加와 高觀者의 慢性族愚 등은 의약품수요의 지속적 증가 

의 요인입. 또 개도국들에서의 社會保障政策 강화， 東球園의 市

場開放등도 세계의 의약품수요 증대요인이 될 것임. 

- 신약허가기준의 강화， 일반명 의약품의 사용증대， 처방약의 일반약으로 

의 전환 둥과 같은 요인들은 新藥開發을 鏡化시키는 요인이 되겠지 

만， 一般名醫藥品 또는 OTC 제품의 수요는 增大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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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의약품시장은 2000년에는 현재의 2.5배를 넘어 약 3천억불 규모 

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적으로도 國民所得의 상승， 老觀A口의 증가， 醫驚保險制度의 확 

충， 의학 및 의료기술의 진보， 신약개발， 의료공급양의 증대 둥이 醫

藥品需要를 增大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다만 의료비억제책， 

의약분엽의 진전， 유통개선과 경쟁정책시행의 강화 둥은 수요증대를 

빼制하는 요인이 될 것임. 

- 상반되는 요인들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의약품수요의 전반적인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의료보험제도의 정착， 국민건강인식의 제고， 의약 

분엽과 병의원 이용증대 등은 醫驚用 醫藥品市場의 相對的인 成長올 

가져올 것임. 

3. 世界製蔡塵業의 動向

- 세계제약산엽은 市場構造와 鏡爭樣相이 급격히 變化하고 있음. 

- 시장집중도가 높아져서 훌古構造가 더욱 견고하게 되고， 사업영역올 

세계화시키는 多國籍業體들올 중심으로 國際化가 한층 진전됨. 

- 세계적인 엽체들이 합병·매수에 의한 결합으로 大型化하고， 合作사업 

이나 戰略的 提擔도 빈번해지고 있음. 연구개발투자부담의 증대， 의 

료비 억제정책등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 공적 규제의 강화 등올 극복 

하기 위한 시장전략으로서 기엽간 결합·연합이 계속될 것임. 

- 연구개발 중심， 일반명의약품 중심， OTC 중심 등으로 수평분화되어 

있던 산업내 부문들간에 경계가 사라지고 경쟁의 장이 확대되면 

서 鏡爭樣相도 激化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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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園內製蔡훌業의 展望

- 70년대까지 비교적 강한 보호정책하에 온존해 왔던 국내엽계는 80년 

대에 들어오면셔 급속한 환경변화를 겪기 시작했음. 현재， KGMP제 

도 실시로 1차 構造調整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도 약가자율화·유통일 

원화·의약분엽 등은 광범위한 구조개편을 불가피하게 할 것임. 

- 많存의 一部 上位業體， 財關係 회사， 外資係 회사 등， 세가지 유형의 

소수 업체들이 업계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경쟁력이 없는 많은 업체들이 도태되는 가운데， 昭究開發能力을 갖추고 

병의원용 치료제 생산에 주력하는 기엽이 생존할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업체간 提擁나 結合도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질 것임. 

- 신약개발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新藥開發을 주로 하는 연구 

개발 중심엽체와 複製品.-般賣藥올 생산하는 여타 엽체로 分化·再

編되는 과정이 나타날 것임. 연구개발엽체들중에서도 藥效群別 專門化

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수출입에 있어서는， 시장개방의 진전으로 제도적·구조적 수입장벽들 

이 제거됨에 따라 輸入醫藥品의 比重과 鏡爭壓力이 높아질 것이나， 수 

출의 증대는 적어도 당분간은 제한적언 수준이 될 것임. 

V. 發展方向 및 課題

1. 發展方向

- 製藥塵業 育成의 必要性

。 의약품은 현대의료서비스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이며 醫驚保險이라는 

公的制度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제약산업은 國民福社 및 保健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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策 차원에서 중요함. 

。 失端科學知識 의존도가 높은 技術集約的 산업으로 자원과 에너지소 

비가 적어서 우리 經濟與件에 적합한 산엽임. 

。 우수한 효능과 안전성을 확보한 독창적인 신약은 市場規模가 크고 

收益性과 附加價f直도 매우 크므로 미래형 輸出塵業임. 

。 따라서 育成을 통해 멀지 않은 미래에 比較優位를 갖출 수 있다면 

長期的 動態的 視覺에서 제약산업육성은 바람직함. 

一 發展目標와 方向

。 國際鏡爭力을 확보한 짧究開發 指向企業(신약창출기업)을 중심으로 

製藥塵業構造의 高度化를 이룸. 

。 내수산업에서 輸出指向的인 산엽으로 전환함. 

。 中小製藥企業의 專門化 및 技術開發能力 向上을 통해 제약산엽의 

均衝的인 發展을 도모함. 

2. 細部課題

- 昭究 및 技術開發 基盤 造成

。 스크리닝센터， 전임상 및 임상시험 관련시설 구축을 위한 政府의 

直接投資를 增大하여 基盤施設올 據充하되， 新規건축시설은 相互

近接場所에 中點化시켜 시설 이용의 便宜性 및 效率性올 도모함. 

。 創意的 問題解決 能力을 갖춘 高級A力 및 多樣한 專門A力을 전공 

별로 편중되지 않게 확보하기 위해， 약사인력올 製藥企業으로 課引

하기 위한 方案을 마련하고 산업인력에 대한 再數育 짧修 프로그 

램을 개발함. 

。 연구개발비 절대규모의 영세성을 보완하고 연구개발활통올 유인하 

기 위해 長期低利의 金顧支援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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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의 段階的 發展올 꾀하기 위하여 현단계에서는 應用改良

技術 중심의 模做新藥창출에 집중하고， 기업단위에서도 歸爭優位

가 인정되는 細部市場에 대해 中點化를 추진함. 

。 산학연 協同짧究를 활성화하되 연구의 방향은 塵業體 主導의 技術

開發體系 構藥에 집중되어야 함. 

。 企業間 協同昭究는 물론 國際共同짧究를 支援하여 연구개발자원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연구개발의 국제화를 이룩함. 

。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올 總括할 짧究企劃團의 構成이 필요함. 전략 

적 핵심기술의 選定， 評價 및 企劃管理를 통해 效率性을 제고하며， 

연구개발 關聯情報를 提供하고 연구주제를 발굴 제언함. 

- 醫藥品 許可 및 藥價制度 改善

。 기존의약품보다 효과가 優秀한 제품에 대하여 審훌의 優先權을 부 

여하고， 허가자료의 電算化로 허가업무의 效率性을 제고함 

우수한 신약 및 신제품에 대해 연구개발비를 保全할 수 있는 인센 

티브제를 도입하고， 小賣段階에서의 의약품 去來價格福을 漸進的

으로 安定化시켜 과당판매경쟁올 지양하고 適표利潤을 確保토록 함. 

- 流通의 合理化

。 생산과 판매를 분리하여 直股組織올 縮小， 방만한 판매인력을 정 

비하여 流通費用올 節減함. 

。 도매업소의 都賣機能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大型化， 法A化를 추진， 

不濟防止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KGSP제도를 도입함. 

- 海外市場 開招

。 국내시장에서의 過當鏡爭을 解消하고 짧究開發費를 回收하기 위하여 

해외시장의 개척이 필요함. 

。 각국의 약무제도나 질병구조， 의약품 수급실태 등 海外市場 情報

收集올 위한 情報體系 構藥 필요 

。 수출 및 Licensir땅 등을 전담할 專門A力을 養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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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際化 추세에 적극적인 關心을 기울여 ICH (International Con

ference on Harmonization)에 따른 波及影響올 分析하고 對廳방안올 

모색함.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相互認定으로 수출촉진을 도모. 

- 企業經營의 合理化

。 영엽지향적 경영방식으로부터 기업의 質的 差別化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경영마인드 제고가 필요함. 

。 연구개발 및 생산에서의 規模의 經濟를 이룩하기 위하여 M&A나 

戰略的 提觸등을 活性化함. 

。 경영의 效率 및 效果性을 증진하도록 리엔지니어링， 리스트럭춰링， 

벤취마킹올 조화롭게 활용함. 

。 廣告의 規制를 통해 기업의 昭究開發 投資能力을 제고함. 

。 제약산업의 이미지 改善을 위하여 개별기업의 倫理確立 및 弘報

活動 둥을 彈化함. 









第 1 部

21 世紀에 對備한 

韓國 製藥塵業의 發展方向





1. 序 議

오늘날 국제경제환경은 市場開放과 通商規範의 改正 등올 중심으로 급 

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는 국내 제약엽계에도 영향올 

미쳐서 이미 1980년대에 의약품 輸入이 담 由化되고 외국자본에 대한 投資

制限이 敵廢되었으며， 物質特許制度가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UR협상 타 

결에 따라 일부품목에 대해서 단계적 無關親化를 추진키로 했으며， 이밖 

에 환경이나 기술， 경쟁정책 등이 UR 이후 국제통상질서를 규정할 주요 

주제로서 거론되고 있다. 

이제는 바야흐로 본격적인 시장개방 및 技術保護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 

으며， 선진강대국틀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올 추구하기 위해 합의된 노력 

을 더욱 강화함에 따라 개발도상국에서는 산엽에 대한 정부의 보호정책 

이 극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도 연구개발 및 기술 

력의 비교우위에 바탕올 둔 國際鏡爭力의 確保가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국내제약산업은 그통안 內需市場 확보에만 치중해 옹 결과 수출 

등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아 무역수지는 지속적인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다. 完製醫藥品 생산올 위주로 量的인 성장은 이루 

었으나 핵심원료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주요 생산품목도 기존 

제품에 대한 복사품과 일반매약으로서， 생산에서의 技術的 進入障慶이 낮 

아서 중소엽체의 난립을 초래하고 있다. 영세업체들간의 過當 股賣鏡爭

은 의약품 유통구조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업으로서는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신약개발 측면에서 보아도 지금까지 신약올 자체개발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으로， 비교적 규모가 콘 제약회사도 연구개발 능력을 배양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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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신제품 도입올 외국의 선진제약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제약기업의 

기술수준올 고려해볼 때 향후 개방화와 국제화가 가속됨에 따라 제품제휴 

시 로얄티가 상숭하고 외국기업에 의한 신제품 도입이 더욱 증가할 것이 

다. 더구나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물질특허의 소급보호를 요구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술개발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선진국과의 技術隔差는 더욱 深化될 것이며， 결국 경쟁력을 상실한 국내 

제약기엽은 상당수 倒塵의 危機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제약기엽이 質的인 高度化를 이루지 못하고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지적될 수 있다. 우선 塵業 發達過程을 살펴볼 

때 세계유수의 제약기엽의 경우에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의약품을 합 

성시판하는 등 제품개발올 중심으로 성장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제약 

기엽은 판매위주로 시작하여 근대적인 공엽형태를 갖추게 된 역사도 짧거 

니와 최종제품에 대한 加工 包裝生塵을 위주로 발전한 것이다. 

이밖에 유교의 전통하에서 士農工商에 근거하여 기술을 경시하는 풍조 

가 있어， 전반적으로 과학기술 수준이 미흡하고 연구개발 분위기가 활성 

화되지 못한 것도 산엽의 미발달과 관련되어 있다. 더 나아가 드링크류 

등 매약에 대한 國民의 選好度 역시 제약기업이 손쉬운 매약위주의 기엽 

으로 발달하게 된 요인이 된다. 

이러한 간접적인 이유에 앞서 제약산업이 성장하지 못한 데에는 무엇보 

다도 기엽을 주도해가는 企業主의 책임이 크다. 1960년대 정부의 국내시 

장 보호정책에 따라 제약산엽이 급속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엽에 있어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매우 미홉하였다. 주로 판매위주 

의 경영 방식을 채택하여 국내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온 만큼， 개방화나 

국제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제약산엽의 발전을 위해 기업 스스로가 나아가야 할 방향올 설정하 

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약산엽이 法的， 制度的 規制가 많은 산엽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 



f휴 論 5 

다. 사실상 의약품은 A間의 生命과 保健에 직접 관련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일반 공산품과는 구별되어 취급되며 이러한 훌훌驚關聯性 때문에 

제약산업은 기타의 정밀화학산엽과는 달리 정부로부터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예컨대 보건사회부의 관할하에 있으면서， 정부에서는 연구과정에서 

부터 허가취득까지 상세한 지침과 기준올 마련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성 

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올 제공하고자 한다. 의약품 허가 이후 생산 

이나 판매， 취급， 수출입， 유통 및 광고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 건강권 수 

호의 차원에서 법적으로 독특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의약품은 醫驚保險이라는 공적제도와 관련이 깊은 공공재로서， 

보험에 등재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가가 시장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결 

정되기 보다는 약가기준액표에 따라 사전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 

약 취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약제비 상환방식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부 

의 규제가 더욱 심하며， 이밖에 事後管理를 통해 일종의 가격규제가 행해 

지고 있어 공산품을 취급하는 여타의 산엽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특성올 

보인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외국의 경우에 비해 

결코 過多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근래에 과학기술 발달과 소비자의 품 

질에 대한 의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에 

대한 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런데 이렇 

게 강화된 규제가 국제화의 물결올 타고 국내에 여과없이 유입되어 선진 

제약기엽보다 발전단계가 훨씬 늦은 국내기업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에는 

국내제약산업의 成長올 鏡化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입창에서 볼 때 의약품이 국민의 健康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 

약품관리에 관한 규제의 고삐를 늦출 수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慶業에 

미치는 否定的인 영향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보건을 책 

임지고 또한 제약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사회부에서는 향후 국민건강 

과 산업발전올 均衝있게 調和시켜가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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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제약산업은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둥으로 수요측면에서 볼 때 

持續的인 成長塵業이며， 技術 및 頭腦集約型 산엽으로서 부존자원이 부족 

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매우 적합하다. 효능이 우수한 독창적인 新藥은 

시장규모도 크고 특허에 의한 보호로 獨古的 시장을 확보할 수 있어서 附

加價f直 및 收益性이 매우 높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제약산엽 

이 점진적으로 比較優位를 갖출 수 있다면 정부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근래에 들어 제약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속 

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構造的 轉換期를 맞이하여 제약기엽의 미래 

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장기계획의 제시가 요구되는 것이다. 선진외국에 

있어서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 고수익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제약 

산업도 현재와 같은 판매위주의 성향올 탈피하고 昭究開發 指向型 산엽으 

로 質的인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올지 산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필요 

하다. 더 나아가 다국적 기업에 의한 국내 제약기업의 從屬化를 防止하 

고 국내제약기엽의 獨自的언 의약품 需給體系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제 

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제약기엽의 現i兄分析과 國際鏡爭

力 評價를 통해 21세기에 제약산엽의 未來를 展望해보고， 제약산업 이 질 

적인 성장올 이룩하기 위한 發展方案올 모색하고자 한다. 



II.. 國內 製藥塵業의 構造

1. 國內 醫藥品 市場의 特性

가. 醫藥品 市場 規模

製藥塵業은 인구의 노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 그리고 인류의 福社水準

向上등으로 꾸준한 需要 增加가 예상되는 塵業이다. 국내 의약품 시장도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全國民 醫鷹保險의 실시등으로 醫

藥品 需要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그 규모가 계속 커져 왔다.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의 규모는 ’93년 총 4조9천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단순히 액수만으로 볼 때 1975년에 비하여 30배 정도 확장된 것이다. 

부문별로는 完製醫藥品이 4조4천억원으로 전체 의약품 내수시장의 

88.9%를 차지하고 있으며 原料醫藥品은 4천4백억원으로 8.9%에 불과한 

상태이다. 

完製醫藥品市場을 다시 藥效群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1) ’93년도에는 

消化器官用藥이 7천억원대로 전체 완제의약품 생산의 16.5%를 차지하여 

단일 약효군으로는 시장규모가 가장 컸다. 그 다음이 抗生物質製鄭~， 滋養

彈H土變質郵j등의 순으로， 주로 一般 賣藥用 醫藥品의 비중이 큰 藥效群들 

의 市場規模가 큰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領環係用藥의 시장이 계속 커지 

고 있는데， 이는 A口構造 및 族病發生 양상의 변화로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율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 약효군별로는 자세한 수입， 수출규모가 나와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생산규모만으로 약효군별 내수시장의 규모를 서술하기로 한다. 단， 완제 

의약품은 수입과 수출이 둘다 미미하므로 생산규모와 국내 시장규모는 크 

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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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에서 의약품 제조를 許可할 때 사용하는 醫藥品 分類體系(보 

사부고시 제85-63호)에서는 完製醫藥品올 一般醫藥品과 專門醫藥品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들의 시장규모를 보면 一般醫藥品의 市場古有率이 

58.2%, 專門醫藥品2)은 41.8%로 一般醫藥品 시 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의약분엽이 실시되지 않은 관계로 국내 의약품 분류 체계로 

는 醫師 處方用 治覆빼(Prescription -ethical 바ugS)3)와 OTC를 구분하기 

가 어 려 우나， Merck사에서 나름대로 분류하여 집 계한 世界 治驚齊II 市場

規模에 따르면 '93년 韓國의 治驚齊II 市場 規模는 매출액으로 볼 때 2조1 

천6백억원대로 推定되고 있다. 이는 총 132.7조원에 달하는 世界 治驚齊II

市場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규모로 볼 때 세계 10위에 해당된다(表H 

-1 참조). 

더 불어 <表 II -1>에 나타난 世界 治廳齊l 市場 現況을 간략히 살펴 보면 

세계적인 多國籍 製藥企業들이 있는 美國， 日本 및 유럽 5개국이 전세계 

치료제시장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美國은 全體 醫藥品 市

場의 약 30%를 차지 하여 單一市場으로는 규모가 컸다. 

2) 전문의약품은 
1. 마약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 

2.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3. 약사법 제2조 제 11항의 규정에 의한 독약 또는 극약. 

4. 당해 의약품의 제형， 약리작용 둥으로 볼 때 의사의 감독하에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5. 의사의 감독하에 사용하지 않으면 의료상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적웅증을 갖는 의약품올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약품을 일 

반의 약품으로 분류한다. 
3) Prescription-ethica1 drug은 의사의 처방에만 쓰이는 치료약으로서 의사의 

처방없이는 사고 팔 수 없는 의약품을 가리킨다. 



〈表 11-1> 世界醫藥品 市場規模

1988 1989 1990 
국 가 

판매액 
점유 

판매액 
점유 

판매액 
윷 율 

미 국 26,850 27.5 34,500 28.9 33,000 
일 본 22,650 23.2 24,000 20.1 22,500 
서 독 7,950 8.2 9,600 8.0 9,600 
프랑스 6,600 6.8 8,700 7.3 9,000 
이태리 6,450 6.6 8,250 6.9 9,150 
영 국 3,450 3.5 3,750 3.1 4,200 
스패인 2,250 2.2 3,150 2.6 3,300 
캐나다 2,250 2.3 3,000 2.5 2,700 
한 국 1,800 1.5 1,650 
기 타 19,050 19.5 22,650 19.0 25,200 

합 계 97,500 100.。 119,400 100.0 120,300 

註* 추정치. 
資料 Scrip Year Book (1987-1994), 

Data Book, JPMA, 1993 

나. 市場細分化와 集中度

점유 

율 

27.4 
18.7 
8.0 
7.6 
7.5 
3.5 
2.7 
2.2 
1.4 

20.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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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位 ; 백만달러.%) 
1991 1992 

판매액 
점유 

판매액 
점유 

융 융 

40,200 28.7 48,000 29.5 
26,100 18.6 29，없O 18.0 
10,800 7.7 14，잉O 8.6 
9.750 7.0 10,200 7.4 

10,200 7.3 12,300 6.1 
4,650 3.3 5，때O 3.3 
3,750 2.7 4,500 2.7 
3,300 2.4 3,600 2.2 
2,100* 1.5* 2,700 1.6 
29,250 20.8 34,200 20.6 

140,100 100.。 165,900 100.0 

製藥塵業은 他옳業에 비해 市場의 分節化 現象이 뚜렷하다는 특정올 가 

지고 있다(홍문신 외， 1986: 8-9) , 실제로 醫藥品은 效能과 관련된 기능의 

측면에서 서로 代替性이 없는 수많은 藥效群으로 나누어지며 이들은 서로 

獨立적인 市場올 이루고 있다. 또한 生塵 技術的 測面에서도 一般大짧藥 

(over-the-counter drug), 一般治驚藥(generic or multisource drug), 特許

醫藥品(patent 바ug) 등 세개의 部門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각 部門사이에 

는 技術水準에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문에 있는 기 

엽들간에는 鏡爭이 제한된다. 그리고 製藥옳業은 국민 건강에 직접 관련 

되어 있어 각국은 제약산엽 및 의약품에 대한 각종 規制擔置를 갖고 있으 

며， 保健醫驚體系와 醫據慣行 역시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醫藥品 市

場은 국별로도 分化되는 특성을 갖게 된다. 이처럼 細分化된 시장에 따 

라 市場規模， 收益性， 鏡爭정도등 하부 시장구조도 달라지게 된다. 

또한 이처럼 심하게 分化되어 있는 各 部門內에서 世界 醫藥品 市場은 

고도의 獨흉古的 構造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獨흉古的 市場은 小數 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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進國에 기반올 두고 있는 大規模 多國籍 企業에 의해 지배되는 특성을 보 

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문신 외， 1986: 12-17). 

<表 ll-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오늘날 世界 醫藥品 市場은 新藥開發中

心의 100여 개 大企業들에 集中되 어 있다. 세 계 50대 製藥企業이 世界 總

醫藥品 飯賣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대 製藥企業의 年間 醫藥

品 飯賣觀은 전체의 95%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大企業 集中

化 현상은 해마다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의 集中度는 

자동차나 항공기 등과 같이 10개 미만의 大企業들이 世界 市場을 거의 古

有하고 있는 경우에 비하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 

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醫藥品 市場은 藥效君별로 거의 代替性이 없는 

醫藥品들로 細分化되어 있기 때문에 醫藥品 市場의 실제적인 獨古정도를 

파악하려면 藥效群별로 細分化시켜 고찰해 보아야만 한다. 

塵業構造分析에서 혼히 獨￡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集中率4)

(이규식， 1991: 5)로서 世界 製藥塵業의 구조를 살펴본 결과 藥效群별로 

細分化시켜 볼 때 製藥盧業의 集中度는 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部

門別 市場에 있어서는 最大企業이 總、股賣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最上位 4개 기업의 점유율을 합하면 대부분 80%를 초과하였다 

(OECD, 1985:12). 

국내의약품 시장에서의 대기업 集中化 현상은 세계 의약품시장과 비교 

할때 다소 낮았다. 우선 의약품 總生훌願5)에서 4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 

율은 13.8%로 그리 높지 않았고 매출액 순위 10대 기업은 28.9%를， 20대 

기업의 경우는 46.2%를 차지했다. 또한 藥效群別로 구분하여 살펴보더라 

도 集中率이 평균 32.5% 정도로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의 藥效群別 集中

率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었다. 

4) 집중률은 흔히 산업전체의 총매출액에 대한 4대 기업의 매출액비로 표시 
된다. 

5) 매출액이 집계되어 있지 않으므로 생산액으로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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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2> 世界 醫藥品 市場에서의 大企業 集中化率

-1-「 적 % 
회사순위 

1990 1991 1992 1993 

1-10 28.8 32.5 32.6 32.8 
11-20 47.8 52.8 53.8 53.6 
21-30 62.3 66.4 67.5 68.1 
31-40 72.1 75.6 76.8 77.1 
41-50 79.5 82.2 83.4 83.2 
51-60 84.5 86.2 87.7 87.2 
61-70 87.8 89.3 90.6 90.0 
71-80 90.3 91.6 92.9 92.2 
81-90 92.4 93.5 94.6 95.3 
91-100 94.1 95.0 95.8 96.3 

101-195 100 100 100 100 
資料: Scrip Year Book 1990-1994, 재작성 

〈表 11-3> 藥效群別 國內4大 製藥企業의 集中度 (單位 : 백만원) 

약효군별 계 4대품목 합 집중도 

전신마취제 6,738 6,273 93.1% 
해열진통소염제 377,504 55,672 14.7% 
항생물질제제 615,806 40,543 6.6% 
혈압장하제 55,079 18,407 33.4% 
혈관확장제 33,339 9,462 28.4% 
이뇨제 8,900 5,134 57.7% 
진해거담제 143,332 11,584 8.1% 
소화성궤양용제 180,361 40,126 22.2% 
건위 소화제 165,431 54，밍9 32.9% 
제산제 94,725 27,067 28.6% 
호르몬제 57,470 13,753 23.9% 
항전간제 12,714 5,004 39.4% 
정신신경용제 16,553 2,725 16.5% 
설파제 5,662 2,782 49.1% 

단순평균 126,687 20,932 32.5% 

資料: ’93년 의약품풍 생산실적표， 한국제약협회. 
보험 약가기준액표， 보건사회부，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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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藥效群별 集中率을， 국내 醫藥品 分類體系에 따라 구분된 것 

중 相好 代替가 어렵고 市場 規模가 비교적 큰 14개 藥效群에 속하는 품 

목에 대해 구해 보았는데(表ll-3 참조) 그 결과 병의원에서만 사용하는 

전신마취제의 경우 93.1%로 매우 높았고 이뇨제와 설파제도 fi)%에 이르 

러 이들 藥效群에서는 어느정도 獨흉￡的 市場構造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으나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藥效群은 모두 40% 미만이었다. 

國內 醫藥品 市場의 경우 藥效짧別로 보더라도 集中率이 그리 높지 않 

은 것은， 우리나라 製藥 塵業내 大企業들이 확고한 맑究開發力과 技術優

位를 바탕으로 하여 特許로 보호되는 시장을 先導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지금까지 자체 開發한 特許 新藥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2 業體現뾰 

’93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의약품 製造業體數는 370여 개사로서 

이들이 생산하는 總品目數는 1만4천여 종에 이르고， 擔‘生塵願은 4조 6천 

억원대에 달했다. 

아래 <表 ll-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체수는 1975년과 비교해 볼때 

별로 증가하지 않았으나 1개 엽채당 생산액 및 생산품목수는 크게 늘어나 

생산 품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企業規模도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94년 5월에 KGMP가 全面 實施됨에 따라 앞으로 엽체수가 상당 

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때까지 KGMP 지정을 받은 엽체수 

는 138개사이고 그외 현재 KGMP 指定申請올 한 엽체가 50여 개사이므 

로 엽체수는 대략 200개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 生塵 規模

生塵規模別 業體現況을 보면(表 ll-5)， 의약품 製造業體 378개사 중 ’93 

년 연간 生塵願이 1，000억원 이상인 엽체는 전체 엽체의 3.2%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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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사로서 이들이 全體 生塵願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생산액 규모가 300억 이상인 81개사(전체의 21.4%)가 전체생산액 중 

66.8%를 차지하고 있어 國內 製藥塵業은 이들 中堅 製藥業體에 의해 主

導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외 전체 製藥業體 중 39.2%에 해당하는 

148개사가 10억 미 만으로 零細한 群小業體가 다수 亂立하고 있다. 그러 

나 이들의 總生塵願은 전체의 0.8% 정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더구나 KGMP 의무실시로 인해 10억 미만의 엽체 중 
KGMP 施設投寶費用올 감당하기 어려운 상당수의 업체는 도태될 것으로 
展望된다. 

아래 〈表 II -6>은 KGMP가 의무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94년 5월까 

지 KGMP지정올 받은 업체를 賣出願 規模에 따라 區分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378개 業體중 36.5%에 해당하는 138개사가 이미 지정올 받았는데， 

그중 年間 賣出願 規模가 때0억 이상 업체에서는 100%가 KGMP 適格業
體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10억 미만인 148개사 중에서 適格指定올 받은 

업체는 2%인 2개사에 불과하여 나머지중 상당수는 生塵을 중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生塵規模로 본 국내 제약엽체의 두드러진 特徵은 전반적으로 企業規模

가 작다는 것이다. 즉 企業規模가 零細한 엽체가 많을 뿐만 아니라 製藥

塵業內에서 대기엽에 속하는 엽체들조차도 다른 산엽이나 세계적인 제약 

회사들과 비교해볼 때 아직 規模의 零細性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의약품 매출액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동아제약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내 전체 기업체 순위로는 316위에(한국능률협회， 1984) 

불과하며， 일본에서 醫藥品 賣出願 規模가 가장 큰 다께다약품파 비교해 

보면 동아제 약의 한해 매출액은 다께다약품의 1/15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세계적인 제약기업인 Merck사와 Glaxo 등의 경우는 각사의 

한 해 賣出願이 해당년도(’92년)의 우리나라 總 醫藥品 市場보다 크다 

(表 II -7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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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4> 國內 製藥훌業의 規模
(單位 . 介社， 品 目， 억원) 

구 분 1975 1980 1985 1990 1992 1993* 

제약기업수(A) 300 298 326 411 때9 378 

생산품목수(B) 4,653 7,280 10,364 11,289 12,609 12,487 

생 산 액 (C)** 1,456 6,250 15,727 33,732 42,874 46,661 

품목당평균생산액 (C!B) 0.3 0.9 1.5 3.0 3.4 3.7 

기업당평균생산액(C/A) 4.8 20.9 48.2 82.1 104.8 123.4 

註* 1993년 통계는 한국제약협회의 제약산업 통계집에 의한 것으로 제약기 
업 수는 한국제약협회에 신상신고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체수를 나타낸 
것임 

** 의약품 생산액은 소분의약품， 의약부외품， 위생용품， 화장품 제외한 것임 
資料: 보건사회 통계 연보， 각년도， 보건사회부. 

〈表 11-5> 生훌規模別 業體 現況(’93)
(單位 : 백만원， %) 

구 분 업체수 생산액 점유율 누적생산액 누적점유율 

1000억이상 12 1,670,553,421 32.00 1,670,553,421 33.00 
1000-500억 14 1 ，0ρ03잃2，25않8，249 20.38 2,702,811,670 52.38 
500-400억 4 180,420,964 3.56 2,883,232,634 55.94 
400-300억 14 492,268,034 9.72 3,375,500,668 65.66 
300-200억 23 573,277,757 11.32 3,948,778,425 76.98 
200-100억 38 575，748，없9 11.37 4,524,527,254 88.35 
100- 50억 41 289,139,772 5.71 4,813,667,026 94.06 
50- 30억 27 108,348,038 2.14 4，922，015，0없 96.46 
30- 10억 57 100,905,023 1.99 5,022,920,087 98.45 
10억미만 148 39，734，강4 0.80 5，0잃，654，331 100.00 

합 계 378* 5,062,654,331 100.00 38,890,660,580 100.00 

註* 이 수는 ’93년에 한국 제약협회에 신상신고를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 

으로 보사부 의약품 제조업 허가수와는 다름. 

資料:한국제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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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6> 生훌規模別 KGMP指定 業體 現況(’94.5)

구 분 지정업체수(a) 총업체수(b) 비율(a!bxlOO) 

1000억 이상 12 12 100% 
1000 - 500억 14 14 100% 
500 - 400억 4 4 100% 
400 - 300억 13 14 92.9% 
300 - 200억 21 23 91.3% 
200 - 100억 27 38 71.1% 
100 - 50억 21 41 51.2% 
50 - 30억 9 27 33.3% 
30 - 10억 8 57 14.0% 
10억 미만 3 148 2.0% 

합 계 132* 378 36.5% 

註: * KGMP 지정을 받은 138개 업체 중 ’93년에 의약품올 생산한 업체만을 

나타낸 것임 

기엽규모는 製藥企業의 짧究開發 活動과 관련하여 중요시된다. 특히， 

新藥開發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많은 연구개발비용 투자를 필요로 하고 

新物質 合成에 성공하더라도 前臨皮 臨f;iÇ등을 거쳐 신약으로 허가받기 

까지는 엄청난 開發費가 소요되므로 賣出願 등 기엽의 外形的 規模가 그 

기업의 新藥開發 가능성올 評價하는 하나의 指標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통상 新藥開發能力올 갖춘 세계적인 기업들의 賣出願 規模는 최소한 연간 

2-3억달러 (2천억원) 이상이며 그 이하의 외형 규모에서는 신약개발 실적 

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홍문신외， 1986:32).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新藥開發에 성공한 사례는 없으며 현재는 신약개 

발에 주력하는 짧究開發 중심기엽도 뚜렷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 

다. 그러나 자체 연구소를 가진 製藥 大企業群에서 연구개발이 점차 활 

성화되어 가고 있는 점올 고려할 때 국내 제약업체가 新藥開發 能力을 갖 

추고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水準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짧究開發 費用올 부담할 수 있는 資本力이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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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홉金 및 A力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훌·學·짧 協同昭究둥 陽究開發의 效率과 成果를 높이기 위 

한 方法들이 적극적으로 擾索될 필요가 었다. 

한펀 國內 製藥企業의 事業領域올 살펴보면 국내에서 醫藥品 賣出願 上

位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는 대부분 제약업체로 시작하여 單-業

種으로 성장해 왔으므로 의약품 이외의 더른 분야로의 진출은 매우 미약 

하다. 최근 들어서야 건강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둥으로 事業領域을 확 

장하는 제약기엽들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아직도 賣出觀의 대부분을 醫藥

品에 의존하고 있다. 

〈表 11-7> 世界 上位 製藥쇼業의 賣버 規模

세계제약기업 일본제약기업 한국제약기업 
년/kr (1992) (1992) (1993) 

위 
기 업 명 

매출액 
기업명 

매출액 
기업명 

생산액 
(fmiI) 백만원조원) (억원) 

11 Merck (미) 8,214(6.57) Takeda 3,875(3.10) 동아제약 2,024 
21 Glaxo (영) 7,986(6.39) S없뼈TO 3,514(2.81) 동화약품 1,784 
31BMS (영) 6,313(5.05) Yamanouchi 2,410(1.93) 녹십자 1,522 
41 Hoechst(독) 6,042(4.83) Shionogi 2,062(1.65) 영진약품 1,508 
51 Ciba (스) 5,192(4.15) Fujisawa 1,993(1.58) 유한양행 1,477 
61SB (영) 5,100(4.08) Eisai 1,946(1.56) 종근당 1,381 
71 Roche (스) 4,897(3.92) Daüchi 1,944(1.56) 대웅제약 1,324 
81 Sandoz (스) 4,885(3.91) Taisho Pharm 1,916(1.53) 일양약품 1,237 
91 Bayer (독) 4,670(3.74) Tanabe 1,886(1.51) 중외제약 1,207 

10 AHP (미) 4,589(3.67) Chugai 1,421(1.14) 일동제약 1,198 
11 Pfizer (미) 4,557(3.66) Kyowa H삶d<o 1,248(1.00) 제일제당 1,057 
12 Lilly (미) 4,536(3.63) Banyu 1 ，147ω.92) 조선무약 1,016 
13 J&J (미) 4，잃0(3.47) Dainippα1 985(0.79) 보령제약 993 
14 RPR (미) 4,005(3.28) Tsumura 932(0.75) 럭 키 913 
151 Abbot (미 ) 14,025(3.22) 1 Ono pharm 880(0.70) 광동제약 잃8 

資料: Scrip Yearbook, 1994 
Data B∞k， JPMA, 1993, 
제약산업통계집， 한국제약협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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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8> 世界 20大 製藥企業의 賣버顆에서 醫藥品이 차지하는 比 (’91) 

회 사 명 화폐단위 총매출액 
의약품 의---약j품j매총출매앵j출액r(%) 
매출액 

Merck US$mil 8,603 8,020 93.2 
BMS US$mil 11,159 7,009 70.0 
Glaxo UKLb.mil 3,397 3，양O 95.4 
Ciba-Geigy SFr.mil 21,077 7，없4 37.1 
AHP US$mil 7,079 5,454 77.0 
Hoechst DM.mil 47,186 9,010 19.1 
Bayer Dm.mil 42,401 8，잃8 21.1 
Pfizer US$mil 6,950 4,998 71.9 
Sandoz Sfr.mil 13,444 6,368 47.4 
Smithkline Beecham UKLb.mil 4,685 2,470 52.7 
Eli-Lilly US$mil 5,726 4,147 72.4 
Roche Sfr.mil 11,451 5,908 51.6 
Warner Lambert US$mil 5,059 3,974 78.6 
Johnson & Johnson US$mil 12,447 3,795 30.5 
Shering-Plough US$mil 3,616 3,616 100.0 
Abbot US$mil 6,877 3,512 51.1 
Dow Chemica1 US$mil 18,807 2,984 15.9 
ICI UKLb.mil 12，쇄8 1，많8 12.7 
Upjohn US$mil 3,402 2,740 80.5 
ACC US$mil 4,986 2,642 53.0 
寶料 Data Bo얘， JPMA, 1993 

〈表 11-9> 日本 10大 製藥쇼業의 賣버顆에서 醫藥品이 차지하는 比 (’92) 

회사명 총매출액 의약품매출액 의j 약품l좋매출매웰출r액j (j%) 

Takeda 564,797 387,480 68.6 
Sankyo 398,823 351,420 88.1 
Yamanouchi 243,671 241 ，0영 98.9 
Shionogi 238,839 206,156 86.3 
Fujisawa 236,012 197,283 83.6 
Eisai 218,626 194,642 89.0 
Daiichi 201,286 194,421 96.6 
Taisho Pharm - "204,035 191,639 93.9 
Tanabe 211,658 188,612 89.1 
Chugai 143,200 142,144 99.3 

資料 Data b∞k， JPMA,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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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世界市場 닝5有率이 높은 歐美의 多國籍 企業들은 總賣出願에 

서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國內 製藥企業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다. 

<표 II -8>에서 보더라도 매출액 상위 세계 20대(1991년) 엽체를 평균해 

보면 총매출액에서 醫藥品이 차지하는 비중은 56.6%에 지나지 않는다. 

이 중 미국계 회사인 12개 기엽의 경우는 평균 66.2%이고， 유럽계 기엽 8 

개사의 평균은 42.1%로 유럽계 기엽의 總賣出願에서 醫藥品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낮다. 이는 多國籍 企業들의 경우 오래 전부터 의약품뿐만 아 

니라 염료， 화장품 등의 精密化學製品도 생산하는 등 生塵品目을 다양화 

(diversify )해왔기 때문이며 특히 유럽의 시바가이기나 핵스트， 바이옐 등 

역사가 오래된 대기업들은 처음에 화학분야에서 시작하여 관련분야의 하 

나인 製藥部分을 성장시켜온 기엽들이므로 기업전체에서 의약품이 차지하 

는 비중이 낮은 것이다. 구미기엽들에 비해 '80년대 들어서야 세계의약 

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日本의 上位 製藥業體들은 賣出願에 

서 醫藥品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9.3%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사업 영역의 다각화는 기본 사업의 危險을 회피하고 지속적인 사업의 

유지를 위해 바람직한 면이 있으며， 또한 기존의 사업과 기술적으로 보완 

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등의 이점이 있다. 더구나 製藥塵業에서는 

장시간 높은 費用投寶를 필요로 하는 新藥開發의 危險負擔을 다소 완화시 

킬 수 있다는 것과 기엽 전체차원에서 醫藥品 짧究開發에 많은 비용투자 

를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80년 

대들어 재벌기엽들 특히 정밀화학산엽 관련기업들이 제약업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룹차원에서 昭究開發에 대한 投資를 계속 확대해 나간 

다면 제약부분 賣出規模의 零細性에서 비롯된 투자의 한계를 다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흩爛 規模

’93년의 경우 제약산엽에 종사하는 從業員 수는 총 64，570명으로서 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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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평균 166.4명이 근무하고 있다. 밍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 

수는 전체의 5.4%인 35개사이며， 85%에 해당하는 331개 업체가 300인 미 

만으로 흩庸規模면에서 보더라도 대다수의 제약업체가 소규모임올 알 수 

있다(表 II -10 참조). 

흩O훔A力 構成現況을 보면(表 II -11 참조) 생산 技術職이 33.2%, 行政職

22.5%, 營業職 34.1%, 짧究職 5.3%, 기 타 4.8%로 社務職이 56%에 달해 

생산기술직이나 짧究職에 비해 사무직 인력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연구직의 경우 미국(23.5%)， 일본(16.8%)이나 독일 

(18.6%)과 비교해 볼 때 적게는 10% 많게는 15% 정도까지 연구직 비율 

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ll-12 참조). 

이는 그동안 國內 製藥業界가 짧究開發 및 技術力보다는 영엽에 의존하 

여 성장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昭究開發 기반조성올 위해서는 

연구인력을 늘리는 것과 함께 사무직 비중을 줄이는 둥 人力의 效率的 運

營이 필요하다. 

〈表 11-10> 從業員 規模別 業體現況(’93)
(單位: 名， %) 

구 분 업체수* 비율 종업원수 비율 

1000명이상 14 3.60 18,248 28.26 
10에-5001명 21 5.41 14,076 21.79 
500-300명 18 4.63 6,924 10.72 
300-100명 92 23.71 16,572 25.66 
100- 50명 71 28.29 5,078 7.86 
50- 30명 53 13.65 2,116 3.Zl 
30- 10 1청 73 18.81 1,290 1.00 
10명 미만 42 10.82 266 .41 

합 계 384 100.00 64,570 100.00 

註: * ~l 숫자는 製藥協會에셔 자체적으로 調흉한 것으로 保健社會統計 年讀

에 나와 있는 업체수와 다름 

資料: 제약산업통계집， 한국제약협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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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1> 國內製藥훌業의 塵用A力 構成現況
(單位 : 名，%)

업체 사무직 
영 업 직 연구직 생산직 기 타 

겨l 
"T-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384 9,271 5,289 17,880 4,129 2,352 1,095 9,893 11,550 2,193 918 64,570 

% 22.5 34.1 5.3 33.2 4.8 100 

資料: 제약산업통계집， 한국제약협회， 1994. 

〈表 11-12> 主要國家別 製藥훌業의 部門別 從事者數 分布

(單位 :%) 

국 가 업체수 
기준 생산 연구 

영업직 기타 
연도 합계 사무직 기술직 개발직 

미 국 790 1989 100 10.4 32.4 23.5 29.9 3.8 
일 본 1,556 1991 100 13.8 31.6 16.8 37.8 
독 일 1,000* 1990 100 32.8** 18.6 29.9 18.7 
스위스 85* 1991 100 3.3 
이태리 330 1986 100 37.9 44.1 9.6 7.0 1.4 
스페인 342* 1991 100 5.9 
한 국 388 1993 100 22.6 33.2 5.3 34.1 4.8 
註* 추정치 

** 사무직， 생산·기술직올 합한 것임. 
資料:한 Da국ta제 B 약00협k 회， J ,P 제M 약A，산 1업993 통. 

계집， 1994. 

다. 外資係 製藥業體

1964년에 외국 제약회사와의 합작투자가 시작된 이래6) 외국인 合作 投寶

業體의 생산활동은 계속 증대되어 80년대 중반부터는 합작투자엽체의 생산 

액이 국내의약품등 총생산액의 12%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표 ll-13 참조). 

현재 국내시장에 진출해 있는 合作製藥企業의 現況을 살펴보면 (表

6) 1964년 4월 국내 최초로 독일의 펙스트사와 국내업자간의 합작투자로 

한독약품이 설렵，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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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3) 우선 國別로는 미국계 제약기엽과의 合作社가 1Q7ß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일본， 독일， 스위스순으로 되어 있다. 外國/\ 投資比率올 보면 80 

년대 들어 外國)、 持分率 50% 상한선이 실질적으로 붕괴된 이후로 비교 

적 經營實績이 좋은 합작사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投資持分이 계속 높아지 

다.고 있는데 이미 외국인 지분율이 100%인 곳이 6개사이고 00%를 넘는 

곳은 전체의 73.5%에 해당하는 25개사에 이르렀다. 

이처럼 대다수 합작기업의 外國人持分率이 00%를 상회하고 있어 경영권 

잠식이 우려되고 있다. 生塵實績면에서는 약업경기가 침체상태를 면치 

못했던 ’93년을 볼 때 상장합작기업의 생산실적 增加率은 13.96%로 국내 

의약품등의 총생산실적 증가율 9.1%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매출실적도 

증가율이 16.78%로 국내 상장 제약기엽의 ’93년도 매출 증가율 7.32%보다 

는 9.46%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표 II -15 참조). 최근 들어 이와 같은 生

옳 및 賣出實績上의 跳鍵은 자본투자 및 수입자유화， 물질특허도입 등으 

로 국내 여건이 합작기엽에 유리해짐에 따라 국내의약품시장에서 합작기 

엽이 차지하는 位相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表 11 녁3> 合作企業의 生훌實績 
(單位 : 憶遠，%)

합작기업 국내의약품 합작기업 
연도 

생산액 생산비중 업체수 생산액 

1985 27 2,168 16,904 12.8 
1986 29 2,329 18,879 12.3 
1987 31 2,536 21,718 11.6 
1988 36 3,413 26,039 13.1 
1989 43 3,746 29,935 12.5 
1990 38 4,659 36,062 12.9 
1991 39 5,254 42,396 12.4 
1992 43 5,665 46,399 12.2 
1993 34 5,607 50,590 11.1 

資料: 제약산업 정보， 한국제 약협회， 199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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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4> 슴作쇼業의 外國A 投賣比宰
(單位 %) 
외국인 

대상국가 
제약회사명 

외국인 
투자비율 

(국적) 투자업소명 
(%) 

한국업존 업흔 55 
한국존슨 존슨 100 
한국엑섹스 쉐령 89.9 
한국사이나마드 사이나미드 77.8 

미국 대웅힐리 일라이렬리 50 
한국얀센 존슨앤드존슨 70 
한국알피쉐라 알피쉐라 50 
한국애보트 애보트 100 
대하신약 Theratech Inc. 4.49 
한국화이자 화이자 50 

한독약품 헥스트 33.4 

독일 
한국쉐링 두코 90 
한국바이앨 바이앨 100 
한국베령거 베링거 50 

해통SS제약 에스에스제약 49 
태풍화학 교양사 49 
통명산업 명치제약 49 

일본 
한국오츠차 오츠카제약 70 
한팩신약 액송신약 51 
녹우제약 미도리슈지 50 
삼웅화학 삼정물산 49.1 
한국후치사와 후지사와 70 

한국파마톤 파마폴 S.A 45 
스위스 한국산도스 산도스 96.2 

한국썰시바가이기 코리아팝훌딩사 92.3 

프랑스 
한국롱프랑 롱프랑 50 
한국사노피 사노피 100 

한화제약 악소파마 61.3 
네덜란드 한국로슈 팡훌딩 77 

한국신택스 신택스 100 

스폐인 한국알핀사 아핀 40 

영국 한국그락소 그락소 50 
벨지움 한국유시비제약 유씨비 100 
이태리 국제약품 례도크 1.1 

資料: 제약산업통계집， 한국제약협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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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5> ’93年度 合作製藥쇼業의 生훌 및 賣버 動向

생산실적 
업체명 

’93년 ’92년 증감율 

한독약품 83，잃6 72,354 15.19 
한국얀센 69,635 58,519 18.99 
한국화이자 48,370 40，따4 20.79 
한국그락소 38,627 34,378 12.35 
바이엘코리아 32,917 26,692 23.32 
한화제약 32,904 32,412 1.51 
대웅릴리 29,749 23,170 28.39 
한국베링거 28,992 25,213 14.98 
한국업존 27,093 24,595 10.15 
한국쉐링 20,415 18,552 10.04 
한국롱효랑로라 19,723 17,018 15.89 
한국로슈 17，πo 12,163 6.09 
유한사이나 12,552 10,485 19.72 
한국산도스 11,525 9,829 17.25 
한국썰시바 11,387 11,105 2.53 
한국오츠카 11,056 8,610 28.41 
한국신텍스 10,614 7,903 34.30 
해동에스에스 8,592 6,004 43.10 
녹우제약 8,475 7,360 15.14 
한국사노피 8,336 11,381 \726.74 
한국존슨 7,558 5,692 32.76 
한국후지사와 5,836 5,695 2.46 
쉐링프라우 4,852 9,442 \748.60 
삼웅화학 4,592 7,631 \739.81 
동명산업 2,509 2,664 \75.81 
한국애보트 1,909 1,709 11.67 
태동화학 979 950 3.05 
한국아핀사 301 292 4.14 
한백신약 98 159 \7잃.34 

알피쉐러 
제일제약 

합， 계 560,731 492,036 13.96 

資料: 제약산업통계집， 한국제약협회， 1없4， 
약업 신문， ’94.4. 25. 

(單位 : 千遠， %) 

매출실적 

’93년 ’92년 증감윷 

57,568 52，잃6 9.89 
51,747 43,876 17.93 
43,005 36,237 18.67 
32,806 30,114 8.93 
28,782 25,060 14.85 
24，않O 24,423 4.72 
22,694 18,266 24.24 
18,364 16,414 11.88 
19,890 17,445 14.01 
33,504 25,251 32.68 
13,003 12,004 8.32 
18,805 15,089 24.62 
9,550 8,025 19.00 

24,657 19，잃9 27.76 
18,800 16，때6 14.59 
13,440 10,595 26.85 
5,391 1,923 180.34 
4，0:잃 3,666 -9.14 
6,132 4,523 35,57 
7，0깨 6,098 16.0:8 

18,983 16,909 12.26 
2,255 1,798 -25.41 
4,827 6，얘6 -25.34 

-
17,675 16,130 9.57 

5，당% 4,539 18.97 
4，1~ 2，앓6 

507,158 껑4，278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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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짧究開發 活動面을 보면， 합작기엽의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 

는 매우 미홉한 상태로 ’92년 매출액 순위 100대 제약기엽에 속하는 합작 

회사 21개의 昭究開發費는 전체 평균 3.14%보다도 훨씬 낮은 0.9%에 불 

과했다(표ID-21 참조). 또한 합작기엽들은 대부분 국내에 자체 企業昭究

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합작기업들이 독자적인 연구개발 

보다는 주로 母會社로부터 원료의약품을 수입하여 단순가공후 판매함으로 

써 母會社의 신약·신제품을 국내 시장에 진출시키는 짧口로서의 역할에 

중심을 두고 있음올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합작기업올 

통한 선진기술 도입이나 연구개발력 향상 둥과 같은 효과는 사실상 기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 大企業의 製藥業界 進出

’80년대 들어 製藥業界에 나타난 새로운 흐름의 하나가 국내 재벌그룹 

들이 제약산업에 進出한 것이다. ’84년 제일제당을 시작으로 럭키 ·선경등 

이 새롭게 製藥事業部를 구성하거나 또는 기존의 제약회사를 引受， 合供

하는 방식으로 제약산엽에 뛰어들었고， 93년에는 한보그룹이 상아제약을 

인수함으로써 ’93년까지 재벌기엽계열의 제약회사는 총 11개로 늘어났다 

(表 II -16 참조). 

이들 11개엽체 중에서도 특히 럭키， 제일제당， 선경， 진로， 코오롱 등 5 

개의 대기엽들은 의약품 生塵施設을 據張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동그룹내에서 제약부문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항생제 중간원료 

등原料醫藥品을 동남아， 일본， 유럽에 수출하는 등 海外市場 開招에도 적 

극 나서면서 두드러진 활동올 보이고 있다. 

생산실적면에서도 ’93년의 경우 이들 5개 재벌계 제약엽체들의 生塵願

增加率은 1백대 제약업체 평균 성장률 9.5%보다 훨씬 높은 22.3%를 기록 

했다(약엽신문， 199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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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6> 財關企業의 製藥훌業 進버 年度 및 業界 願位

업계순위(생산량기준) 
업체명 그룹 진출년도 진출방식 

1900 1991 1992 1993 

코오롱제약 코오흥 1983 66 56 50 35 삼영신약 인수 

삼천리제약 삼천리 1983 신광약품 인수 

태평약제약 태평양 1983 39 41 46 41 자체 

제일제당 제일제당 1984 2 20 13 11 제약사업부 구성 

럭 키 럭키금성 1984 77 47 16 14 안진제약 인수 

선경제약 선 경 1988 118 124 57 62 삼신제약 

진로제약 진 로 1989 113 81 55 49 조선신약 인수 

성진제약 한일합섬 1900 157 신창약품 인수 

선일포도당 삼양사 1989 297 217 237 250 자체(원료약품생산) 

미원식풍 미 원 1990 245 미국 PBM사 합작 

상아제약 한 보 1993 37 상아제약 인수 

덕산센트랄 덕 산 1993 94 한국센트랄 인수 

資料 : 제약산업통계집， 한국제약협회， 1994. 

賣出願 規模가 크고 다양한 事業領域을 확보하고 있는 大企業일수록 신 

약개발을 위한 짧究開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기가 비교적 容易한 점이 있 

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대기엽의 제약산업 진출은 昭究開發 부분 

에 大規模의 投資(자본/인력/시설)를 촉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능력올 향 

상 시키는 등 肯定的인 效果가 기대된다. 실제로 럭키， 제일제당， 선경등 

은 人力이나 시설 등을 볼 때 국내의 다른 기엽부설연구소에 비해 매우 

규모가 큰 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며 80년대부터 生命工學등의 분야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연구개발비도 비교적 많이 투자하고 있 

는데， ’92년 매출액 순위 100대 제약엽소의 연구개발비 평균이 매출액의 

3.14%였는데 비해 럭키가 65.21%7), 선경이 3 .. 26%, 제일제당이 6.37%를 

연구개발에 投資했다. 

7) 이는 R&D비용 총액규모로 보더라도 매출액 1위인 동아제약의 2배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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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 중 대부분이 中小規模의 제약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제약산업에 進出하여 기존의 제약사들이 생산하고 있던 복사품 

(특허만료된 일반의약품)을 그대로 生塵， 飯賣함으로써 만들기 쉬운 完製

醫藥品 부분에서 국내 제약업체들과의 鏡爭을 심화시켰으며 더구나 資本

力을 앞세워 소모적인 價格鏡爭을 더욱 부채칠해 왔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이는 후발업체로서 단기간의 賣出增大 및 市場確保를 위한 전략으 

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大規模의 資本力과 經營能力을 가진 대기엽으 

로서는 국내 완제의약품 시장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중소제약기엽들이 도 

전하기 어려운 新藥開發 등에 근거한 治驚製 醫藥品 생산에 注력하여 국 

내제약산업의 國際鏡爭力을 彈化하려는 노력이 더욱 요망된다 하겠다. 

3. 需給構造

가. 需給構造上의 特徵

1975년부터 1993년까지 醫藥品 需給推移를 보면(表 II -17 참조)， 우선 需

要뼈tl面에서 볼 때 國內需要와 輸出의 증가로 인해 전체 醫藥品 需要가 급 

격히 증대해 왔음올 알 수 있다. 특히 國民 生活水準 向上과 全國民 醫

據保險실시둥으로 인해 醫藥品에 대한 國內 需要가 크게 증가하여 '93년 

의 경우에는 4조 9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단순히 액수로 비교해 볼 때 

1975년의 30배， 1985년에 비해서는 3배에 해당되는 規模이다. 또한 이 기 

간 동안 수출도 年zp.均 22% 정도로 증가하여 輸出액수로 볼 때 ‘93년에 

는 1975년의 12배에 해당하는 2천 6백억원대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需要增加에 따라 生塵과 수입 등 醫藥品 供給規模도 매우 커 

졌다， 이 기간 동안 醫藥品 생산액은 연평균 22% 이상의 增加를 계속해 

왔는데， 部門별로는 完製醫藥品이 전체 醫藥品 生塵願의 90% 이상을 차 

지하고 있고 原料醫藥品은 6% 정도로서 醫藥品 생산활동이 完製醫藥品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表 II -22 참조). 原料醫藥品에 대 



國F칭 製藥생훌業의 構造 27 

한 生塵活動이 이처럼 활발하지 못했던 것은 醫藥品의 경우 原料생산이 

完製品 생산에 비해 大規模의 資本과 高度의 技術水準이 要求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내 製藥會社들이 原料보다는 비교적 生뚫하기 容易한 完製品

생산에 주력해 온 것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의 醫藥品 수출입 推移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完製醫藥品보다는 原料

醫藥品이 무역의 주종을 이루어 왔다는 점이다. 즉 同期間 동안 總輸出

觀에서 製藥原料가 차지하는 比重은 40% 이상인 반면에 完製醫藥品은 

20% 미만에 머물렀으며， 輸入도 製藥原料가 60-70% 이상을 차지했는데 

비해 完製醫藥品은 평균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完製品의 輸出入실적이 미미한 것은， 우선 輸入의 경우 80년대 

초까지 施行된 完製醫藥品 輸入禁止 擔置로 輸入자체가 뼈制된 데다가 그 

동안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醫藥品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輸入代替가 이루 

어진데서 그 원인을 찾올 수 있다. 하지만 국내 製藥뚫業의 昭究開發 및 

技術水準이 아직 차별화된 독특한 제품이나 特許로 보호받는 新藥을 개 

발，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했으므로 完製醫藥品 輸出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에 原料醫藥品은 전반적인 原料合成技術의 未發達로 原料收入이 절 

대적으로 많은 데다가 국내에서 開發한 일부 抗生簡 原料에 대한 輸出願

이 커서 完製品에 비해 수출·업이 비교적 活撥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質易構造上의 특성은 醫藥品 自給度에 그대로 反影되어 完製醫

藥品의 경우는 70년대부터 市場開放이 된 90년도에 들어서도 自給度가 

95%를 上뼈하고 있으나 原料醫藥品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自給度에 있어서 原料와 完製醫藥品사이에 심한 不均衝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表 II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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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7> 홈藥品 需給構造의 變化推移
(單位 : 억원) 

1975 1980 1985 1989 1990 1991 1992 1993 

공 생산** 1,456 6,250 15,730 27,232 33,732 34,186 42,874 46,661 
의 급 수입 391 1,109 1,369 1，잃7 3,762 4,733 4,983 5,573 
약 

% -까「‘ 수출 214 606 563 878 1,431 1,809 2,321 2,641 
요 내수 1,633 6,753 16,536 28,781 36,063 37,110 45,536 49,593 

원료 공 생산 173 626 1,250 1,773 1,973 2,452 2，없6 2,908 

의 
-B그. 수입 320 750 1,072 1,874 2,545 3,040 3,169 3,494 

약 「까:::. 수출 81 282 364 829 991 1,214 1,666 1,972 
품 요 내수 412 1,094 1,959 2,818 3,527 4,278 4,149 4,430 

완제 공 생산 1,226 5,361 13,327 25,959 31,759 33，없5 40,228 43,433 

의 
二E- 수입 26 103 253 423 600 710 892 1,140 

약 
1 A-- 수출 20 67 148 218 287 446 469 523 

걷% 
요 내수 1,232 5,397 13,432 26,164 32,072 34,209 40,651 44,050 

註* 내수 = 생산+수입-수출 
** 의약품 생산액에는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생산액외에 소분의약품， 
의약부외품등이 포함되기도 함. 

資料: 보건사회통계 연보， 각 연도 
한국제약협회， 한국수출업 협회 

〈表 11-18> 醫藥品 自給度 變化推移

1975 1980 1985 

의 약 품 76.1 83.6 91.7 

원료의약품 22.3 31.4 45.2 

완제의약품 97.9 98.1 98.1 

생산 - 수출 
註: 자급도 ---.-. -~-_ x 100 

생산+수입-수출 

(單位 : %) 

1989 1990 1991 1992 1993 

93.3 89.6 87.2 89.1 88.8 

33.5 27.8 28.9 23.6 21.1 

98.4 98.1 97.9 97.8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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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生 塵

1975-1993년 사이 醫藥品 生塵은 國內 總生塵CGDP)과 製造業 總生盧

增加率올 앞질러 연평균 22% 이상씩 增加해 왔다(表 II -19 참조). 

’93년에는 醫藥品 總生흉물願이 4조 6천억원에 달했는데 이러한 生塵規

模는 國內 總生塵CGDP)의 1.8%에 該當하는 것이다. 그런데 〈表 II -2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國內 製藥塵業의 GDP 古有比는 美國， 日

本 등 世界 醫藥品 市場을 주도하고 있는 主要國들과 比較해 볼 때 상대 

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表 11-19> 醫藥品 生훌推移 

(單位 : 억원，%) 

전산업 GDP 제조업GDP 의약품 
연도 

생산액 증감률 생산액 증감률 생산액 증감률 

1975 9,004 2,074 1,456 
1976 11,881 31.9 2,911 40.4 2,012 38.2 
1977 15,223 28.1 3,598 23.6 2,506 24.6 
1978 20,409 34.1 4,869 35.4 3,497 39.6 
1979 25,869 26.8 5,890 21.0 4,997 43.9 
1980 33,485 29.4 8,452 43.5 6,250 25.1 
1981 38,410 14.7 9,358 10.7 8,408 34.5 
1982 43,327 12.8 10,237 9.4 10,356 23.2 
1983 51,578 19.4 12,534 22.4 12,494 20.6 
1984 58,501 13.4 14,780 17.9 14,571 16.6 
1985 74,978 28.2 21,071 42.6 15,727 7.9 
1986 86,509 15.4 25,966 23.2 17,485 11.2 
1987 99,790 15.4 30,262 16.5 20,111 15.0 
1988 125,309 25.6 39,655 31.0 24,080 19.7 
1989 142,267 13.5 44,460 12.1 27,732 15.2 
1990 169,701 19.3 49,499 11.3 33,732 21.6 
1991 207,517 22.3 57,070 15.3 34,186 1.3 
1992 231,727 11.7 63,209 10.8 42,874 25.4 

평균 80,305 21.3 39,340 22.8 215,693 22.6 

資料: 한국통계연감， 통계청， 각 연도. 
보건사회통계연보， 보건사회부，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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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醫藥品 生塵실적이 국내 製造業 GDP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93년 

의 경우 6.5% 정도로 塵業規模에 비해 寄與度가 높은 水準을 維持하고 

있음올알수있다 

〈表 11-20> 主要國家別 製藥훌業으I GDP 려有比 

국꿇본ε 1985 1988 1989 1990 

미 국 0.78 0.90 0.94 0.96 
서 독 1.07 1.08 1.13 1.14 
일 본 1.19 1.25 1.27 
영 국 1.13 1.22 1.25 1.23 
프랑스 1.03 1.11 1.14 1.18 
이탈리아 0.81 0.83 
한 국 2.09 2.03 2.10 」 2.09 

資料: Data book, ]pMA, 1992. 
r한국제약엽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연구J ， 
한국생산성 본부， 1993. 

〈表 11-21> 國內製藥훌業으I GDP 퍼有比 
(單位 : 憶遠，%)

년도 
의약품* 

제조업 
국내총생산 제조업 

생산액 (GDP) GDP 대비 

1990 33,732 494,991 1,697,014 6.8% 
1991 34,186 570,698 2,075,169 6.0% 
1992 42,874 632,093 2,317,265 6.9% 
1993** 46,661 719,600 2,655,481 6.5% 

」

註* 의약품 생산액은 의료용구， 위생용품， 화장품등을 제외한 것임 
** 추정치임 

資料: 보건사회통계연보， 보건사회부， 각년도， 
한국통계연감， 통계청， 각년도. 

(1) 部門別 훌훌藥品 生塵動向

GDP 
대비 

2.0% 
1.6% 
1.9% 
1.8% 

1970-1985년까지 完製醫藥品 生慶部門은 年平均 30% 이상의 增加를 

계속하면서 급속히 짧용眼해 왔으며， 1985년 이후에는 成長率이 다소 鏡化

된 樣相올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年平均 20% 이상의 지속적인 成



훌링內 製藥생훌業의 據造 31 

長을 계속하고 있다. ’93년의 경우 완제의약품 생산액은 11，831品目 4조3 

천억원대에 이르렀으며 全體 醫藥品 生훌願의 93.8%를 차지하고 있다. 

完製醫藥品 生塵올 一般醫藥品과 專門醫藥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93 

년도 -般醫藥品의 生塵願은 2조5，311억원대이고 專門醫藥品은 1조8，121억 

원으로 약 58:42의 比重으로 一般醫藥品이 여전히 많이 生慶되고 있다. 

그러나 全國民醫廳保險 실시후 藥局에 비해 病·醫院에서 所費하는 醫藥品

의 量이 增加함에 따라 專門醫藥品이 차지하는 比重도 점점 커칠 것으로 

예상된다. 

品 目數로 보면 一般醫藥品이 總 7，6Z7品 目 , 專門醫藥品은 4，204品 目 으로 

一般醫藥品이 약 2배나 많았으나， 한 品目當 平均生塵願으로 보면 一般醫

藥品이 3억3천만원인 반면 專門醫藥品은 4억3천만원으로 品目當으로 볼때 

는 專門醫藥品의 市場規模가 더 컸다. 

原料醫藥品 生塵은 完製醫藥品에 비하여 더 많은 資本과 높은 技術水準

이 要求되는 部分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製藥塵業의 原料醫藥品 生塵活

動은 미약한 水準에 머무르고 있다. 生童規模도 ’93년의 경우 850 品目

2，908억 원으로 全體 醫藥品 生塵 중 겨우 6.2%에 불과하다. 

연도별 原料醫藥品 生塵推移를 보면(表 II -22 참조)， 原料醫藥品 生훌실 

적은 70년대부터 年平均 20% 이상씩 增加해 왔음올 알 수 있다. 原料醫

藥品部分의 이러한 成長은 60-7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國內 生塵 原料醫

藥品에 대한 輸入禁止擔置， 中間原料에 대한 輸入關脫의 減免擔置， 低利의 

施設資金顧資 등 輸入原料醫藥品의 國塵化를 위한 政府의 지원과 業界의 

노력 에 힘 입은 바 크다. 특히 1970년부터 1976년까지 原料醫藥品 生塵願

은 年平均 60.5%의 높은 成長率올 기록하여， 同期間중 醫藥品 總生塵願

뼈張奉인 35%를 크게 上행하였다. 그런데 1970년대 말부터는 完製醫藥

品에 비해 점차 成長率이 鏡化되어 1985년-1993년 동안의 原料醫藥品의 

年平均 뼈張率은 醫藥品 總 生塵願 ↑빼張率인 14.8%보다도 낮은 10.2%였 

다. 또한 醫藥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75년 11.9%에서 다소 감소 

하여 80년대 중반부터는 6% 정도로 계속 낮은 상태가 維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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品目別生塵實績을 보면 5억 이상 生塵된 것은 108品目이며 이들의 總生

塵願은 2천2백억원 정도로 전체의 77.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는 藥效群은 抗生物質 製齊l로 41품목 1천1백71억원으로 전 

체의 52.2%에 該當된다. 抗生物質 原料의 生盧은 지난해의 48.8%보다 

9.4% 포인트나 높아져 原料醫藥品 生塵의 偏重이 深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같은 結果는 國內原料業所들이 抗生物質生塵에 重複投資한 것 

에 의해 發生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備環器用藥 原料가 4 

品텀 않억여 원으로 전체의 24%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약산엽 정보 

집 , 1994:44). 

〈表 11-22> 톨홉藥品 生훌推移 
(單位 : 偉遠. %) 

의약품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완제 원료 
연도 생산액 (전년대비) 생산액 증가율 생산액 증가율 

의약품 의약품 

증가율 구성비 구성비 

1970 338 36.4 321 34.2 17 61.0 95.4 4.6 
1975 1,456 41.3 1，앓7 38.4 173 67.6 88.1 11.9 
1980 6,250 25.1 5,361 20.3 626 15.1 90‘0 10.0 
1985 15,727 7.9 13,327 7.7 1，껑O 5.7 92.1 7.9 
1990 33,722 21.6 31,759 22.3 1,973 11.3 93.2 6.8 
1991 39，잃O 17.7 34,186 7.6 2,452 24.3 94.3 5.7 
1992 42,874 8.9 40，껑8 17.7 2，없6 7.9 93.2 6.8 
1993 46,661 8.8 45,753 9.9 2,908 9.9 93.8 6.2 
연평균 

22.6% 23.4% 21.1% 
증가율 

홉料: 보건사회통계연보， 보건사회부， 각 연도. 

(2) 藥效群別 生塵動向

1993년에는 소화기관용약이 7.147억원으로 16.5%를 차지하며 단일약효 

군중 生塵寶績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수년간 계속 1위에 올랐던 

抗生物質 製齊u가 6，185억원으로 14.2%를 차지했으며， 滋養彈셔土變質齊l가 

11.7%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리고 이들 상위 10大 약효군의 생산실적 

이 전체 완제의약품 생산액의 85.9%에 이르고 있다(표 II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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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23> 國內 醫藥品의 藥效群別 生훌現況 

(單位 : 百萬遠)
생 1985 1990 1993 
산 
;/ir‘ 

약효 군 구성 풍목 구성 풍목 구성 풍목 
생산액 생산액 쟁산액 

위 1:11 수 비 수 비 수 

1 소화기관용약 182,754 1.26 1,341 507,492(2) 16.0 1,514 714,741 16.5 1，없O 

2 항생물질제제 245,805 17.0 683 513,354(1) 16.2 690 615,806 14.2 893 
3 자양강장변질체 205,240 14.2 483 390,275(3) 12.3 533 508,782 11.7 없4 

4 순환계용약 56,478 3.9 678 잃4，521(5) 7.4 827 440,627 10.1 1,054 
5 중추신경계용약 162,615 11.2 1,476 잃6，503(4) 10.9 1,644 437,609 10.1 1,807 
6 기타의 대사성의약품 98,904 6.8 687 194，껑8(6) 6.1 760 270,782 6.2 839 
7 외피용약 81,597 5.6 771 179,932(7) 5.7 730 229,792 5.3 744 
8 생물학적제제 63,629 4.4 55 101,032(10) 3.1 78 209,160 4.8 95 
9 호흉기관용약 59,942 4.1 587 102,509(9) 3.2 652 160,280 3.7 713 
10 비타민제 74,647 5.2 694 136，갱5(8) 4.3 543 141,493 3.3 461 

상위 107U 
12,315 85.1 7,455 2,706,281 85.2 7,971 3,729,072 85.9 8,930 

약효군 計

資料 : 제약산업 통계집， 1994. 
의료보험 약가기준액표， 보건사회부， 1994. 

〈表 11-24> 藥效群別 世界 市場規模 (單位 ; 百萬 달러) 

약 효 군 1978 증감율 1988 증감율 1993 

심혈관계용약 8,000 +13 26,590 +8 38,225 
항 균 제 9,300 +11 25,975 +6 24，μ5 

소화기관용약 7,800 +11 21，않O +5 27,130 
진 통 제 7,200 + 9 16,895 +2 19,065 
호흡기관용약 4,200 +10 11，없5 +5 14,210 
어Q 양 제 3,600 +11 10,630 +4 13,095 
외 용 제 3,700 + 9 9,130 +2 10,260 
정 신 용제 4,200 + 8 8,820 +4 10,930 
기 타 3,500 +11 9,980 +3 11,650 

합 계 51,500 +11 140,805 +5 179,010 

資料: ScriP. yearbook 1989. 
의약품산업의 현황과 시장동향， 산업기술정보원， 1992. 

藥效群別 生塵推移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備環係用藥의 生塵增加인데 

1985년에는 10위로 3.9%에 不過했던 個環係用藥의 市場規模가 급격히 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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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되어 ’93년에는 10.1%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備環係用藥의 이와같은 

두드러진 成長은 질병패턴의 變化에 따른 心·血管係 族愚의 유병율증가， 

老ÁÁ口의 增加둥에 起因한 것이다. 

그외 우리나라의 藥效群別 生塵現況에 나타난 特徵은 消化齊II나 드링크 

등과 같은 一般 賣藥用醫藥品의 賣出規模가 크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 

라에서 市場規模가 큰 消化器管用藥이나 滋養彈뾰變質齊II는 대부분 一般

賣藥用 醫藥品이며， ’93년의 경우 生塵實績 上位 10개 品 目을 보더라도 

1위를 包含하여 3개品目이 드링크류였고 府찢백신을 포함한 2개의 注射햄 

를 除外하고는 모두 一般醫藥品으로 賣藥으로 팔리는 品目들이었다. 

그에비해 世界 醫藥品市場에서는 心血管係 藥品이 3백8십만달러(약 

31조원)로 單一 藥效群으로서 가장 큰 市場을 이루고 있다(表 ll-24 

참조). 이는 人口構造의 變化로 인해 歐美와 유럽， 日本등이 高觀化

社會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現狀으로 心血管係 藥物은 계속 높은 뼈張 

率올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國家別로 보면 美國， 유럽쪽에서는 心

血管係 藥物이 가장 높은 比重올 차지했으나 기타 지역에서는 抗園簡

의 市場古有率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도원， 1992:6-7). 

다.輸出入 

(1) 醫藥品質易 擺況

우리나라의 醫藥品塵業8)은 國內 塵業에서 차지하는 比率에 비하여 전 

체 賢易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매우 낮은 狀況이다. 1993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賢易去來 8백23억불에서 醫藥品輸出은 3.5억불로 전체 質易去來의 

0.4% 水準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醫藥品塵業이 國際鏡爭에 있어 다른 

塵業과 比較하여 볼 때 相對的으로 國際歸爭力이 !lfß弱하다는 것을 단적으 

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8) 의약품 수출은 한약재는 제외한 완제의약품과 제약원료의 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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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製藥塵業의 賢易去來는 1970if.代 이전까지는 미미한 水準에 

不過하였으나， 그 이후 製藥原料의 國塵化가 進嚴되면서 이를 中心으로 

한 輸出 增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醫藥品 輸出은 1970년 92만9천불에서 

1975년 1백 23만9천볼로 年平均 67.9%의 높은 增加率을 보였으나， 그 후에 

는 輸出增加率이 크게 둔화되었다(表1I -25 참조). 

〈表 11-25> 醫藥品 輸出入 增加率
(單位: US千佛，%)

연 도 
"T 출 -A「‘ 입 

실 적 증가윷 실 적 증가율 

1970 929 17,686 
1975 12,392 67.9 43,197 19.6 
1980 42,738 28.1 106,669 19.8 
1985 64,759 8.6 157,366 8.1 
1990 159,741 19.8 403,227 20.1 

資料:의약품수출입협회 

〈表 11-26> 年度別 輸버入賣績 및 增加率
(單位: US 百萬佛，%)

잃tf 
수 출 수 입 

전 산 업 의 약품둥 전산업 의약품등 

실 적 증가율 실적 증가율 실 적 증가융 실적 증가윷 

1986 34,714.5 136 - 31，많3.9 껑3 

1987 47,280.9 36.2 172 26.7 41,019.8 29.9 325 45.8 
1988 60,696.4 28.4 231 34.1 51,810.6 26.3 당ìO 72.3 
1989 62,377.2 2.8 259 12.2 61，뼈4.8 18.6 641 14.5 
1990 65,015.7 4.2 316 21.7 69,843.7 13.6 800 24.7 
1991 71,870.1 10.5 ?l37 16.2 81,524.9 16.7 954 19.3 
1992 76,631.5 6.6 432 17.7 81,775.3 0.3 1127 18.1 

資料: 보건사회통계연감， 보건사회부， 각 연도. 
한국통계연감， 통계청， 각 연도. 

1986년 수출 1억불 高地를 넘은 醫藥品輸出은 1993년도에는 3억5천만불 

에 달하였고， 1994년도에는 完製醫藥品과 製藥康料의 輸出願만도 3억5천 

만불에 이를 것으로 展望된다. 한펀 收入의 경우 1970년대는 年平均 19% 

대의 增加率을 보이고， 그 후 增加率이 다소 鏡化되었으나 收入自由化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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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1980년대 후반 이후 다시 높은 年平均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2) 全塵業및 훌훌藥品등의 輸出入 增加率 比較

全塵業의 輸出入願에서 醫藥品 등이 차지하는 比重은 1% 내외이지만 

<表 II -26>에 의하면 增加率에 있어서는 醫藥品이 全塵業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輸出增加率에 있어 全盧業은 3低時代를 마감하는 1989년 급격히 

減少하여 1990년 이후 약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醫藥品 등의 경우도 

全盧業보다는 덜하지만 1989년 큰 福으로 減少한 후， 1990년 이후 완만한 

增加를 持續하였다(圖 II -1 참조). 收入增加率은 全塵業의 경우 持續的으 

로 減少되었는데， 醫藥品 동의 收入增加率은 연도별로 鍵動을 보이며， 全

옳業에 비 해 鏡慢한 鍵勢로 減少되 었다(圖 II -2 참조). 

이를 線合하면 〈圖 II -3>와 같이 輸出入增加率이 1987년과 1988년에는 

큰 차이를 보였으나 1989년 이후에는 그 차이가 미미하며 全般的으로 같 

은 方向으로 움직이고 있다. 

醫藥品 등의 質易去來規模가 全慶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실 

정이다. 그러나 全塵業과 比較해 볼 때 醫藥品 등의 輸出入 增加率이 크 

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輸出塵業으로서의 位置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評價할 수 있다. 

한편， 質易收支는 全塵業의 경우 1986년에서 1989년까지는 黑字를 보이 

다가 世界的 不況이 시작된 1990년 이후에는 未字로 돌아섰으나， 制約塵

業은 賢易末字가 1986년 이 래 지 속적 으로 增加하였다(表 II -27 참조). 
質易特化指數9)를 이용하여 質易去來의 질적인 評價를 考慮하면， 醫藥品

9) ‘ 수출-수입 
어특화지수 = 로 정의되어， 그 값은 1과 -1사이에 존재하게 된다. 

수출+수입 

수입이 없고 수출만하는 경우 무역특화지수는 최대값1을 갖게되고， 반대로 수 

출이 없어 수입만하는 경우 최소값 -1을 갖게 된다. 이는 무역수지가 무역거 

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로 정의된다. 



國탬 製藥깅훌業의 繹造 37 

퉁의 質易特化指數는 全훌業보다 매우 큰 陰(-)의 값올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製藥塵業의 賢易收支構造가 全塵業보다 매우 나쁜 狀態인 

것을 反映하고 있다(表 II -27 참조). 

(3) 業體別， 地域別 輸出現況

醫藥品輸出現況을 業體別로 살펴보면， 1천만불이상 輸出하는 業體數는 

1991년과 1992년 모두 6개 業體로서， 이들 業體들은 각년도 전체 輸出實績의 

43.0%, 43.7%를 차지하고 있다. 500만불 이상 輸出하는 業體까지를 考慮하 

면 91년도에는 9.7%의 業體들이 전체 輸出寶績의 72.9%를， 92년도에는 總業

體의 10%가 總輸出寶績의 70.2%를 각각 차지하고 었다. 

이는 우리 製藥塵業의 輸出業體의 偏重現狀을 代辯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다 

만 發展推移로 볼 때 500만불 이하 輸出業體틀의 輸出寶績이 相對的으로 增

加하고 있어 輸出業體 偏重現狀이 다소나마 鍵和되었음올 보여주고 있으며， 

100만불 이하를 輸出하는 小規模 輸出業體가 醫藥品 등의 輸出에서 차지하 

는 比重이 增加하는 것올 볼 때 小規模 輸出業體도 醫藥品輸出올 위해 努力

하였다고 評價할 수 있다(表 II -28 참조). 

製齊tl別 輸出業體數 變化 推移를 살펴보면 전체 輸出業體數에 있어서는 미 

미한 變化를 보이고 있다. 製齊tl別 輸出業體數는 <表 II -28>에 의하면 完製

醫藥品， 한약재， 原料醫藥品의 순이다. 原料醫藥品10)과 한약재의 경우는 

1990년에서 1992년까지 매년 輸出業體數가 增加하였고， 完製醫藥品의 경우는 

輸出業體數가 減少하였다. 즉 質易에서 完製醫藥品이 차지하는 比重이 감소 

하고 있는 반면， 原料 또는 半製品 輸出의 比重이 오히 려 增加하는 趣勢로 

附加價f直의 크기를 고려하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지역별 輸出國家數의 構成比를 살펴보면 <表II -29>에서와 같이 동남아시아 

國家가 22.4%에 대하여 輸出되는 醫藥品의 比重은 72.1%를 차지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國家別， 寶績別 輸出偏重現狀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10) 의약품수출입협회의 제제별 분류와 명칭은 보건사회통계연보와 다소 차이 
가 있다. 여기서 원료의약품은 보건사회통계연보의 제약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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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1-2> 全塵業과 醫藥品의 輸入增加훌 推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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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27> 全훌業 및 醫藥品의 쩔易收支 
(單位: us 百萬佛)

잃똥 무 역 수 지 무역특화지수 

전산업 의약품 전산업 의약품 

1986 3,130.6 -91 0.05 -0.잃 

1987 6,261.1 -115 0.07 -0.33 

1988 8,885.8 -178 0.08 -0.37 

1989 912.4 -215 0.01 -0.39 
l앉x) -4,828.0 -304 -0.04 -0.44 

1991 -9,654.8 -390 -0.06 -0.44 

1992 -5,143.8 -379 -0.03 -0.38 

1993 -1 ,564.2 -378 -0.01 -0.35 

資料: 보건사회통계연감， 보건사회부， 각 연도 

〈表 11-28> 輸버 規模別 業體數 및 輸버實績 構成比

(單位 : us百萬佛. %) 

업체수 
업체수 업체수 

수출실적 
수출실적 수출실적누 

수출규모 구성비 누적구성비 구성비 적 구성비 

91 92 91 92 91 92 91 92 91 92 91 92 

1000만달러 이상 6 6 3.2 3.2 3.2 3.2 105 135 43.0 43.7 43.0 43.7 
700만달러 이상 1 2 0.5 1.1 3.8 4.2 71. 17 2.9 5.6 45.9 49.3 
600만달러 이상 6 5 3.2 2.6 7.0 6.8 38 31 15.6 10.2 61.5 59.5 

500만달러 이상 5 6 2.7 3.2 9.7 10.0 28 33 11.4 10.7 72.9 70.2 

400만달러 이상 5 6 2.7 3.2 12.4 13.2 23 29 9.5 9.2 82.4 79.4 

300만달러 이상 2 2 1.1 1.1 13.4 14.2 7 7 2.9 2.2 85.3 81.6 

200만달러 이상 5 4 2.7 2.1 16.1 16.3 12 9 4.8 3.1 90.1 84.7 
100만달러 이상 12 13 6.5 6.8 22.6 23.2 15 19 6.1 6.1 96.2 90.8 
100만달러 이하 144 146 77.4 76.8 100.。 100.。 10 29 3.9 9.2 100.0 100.。

합 계 186 190 100 100 245 308 100 100 

資料 : 의약품수출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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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29> 製劉別 輸버 業體數

(單位 : 업소) 

쐐숲켠돈L 1989 1990 1991 1992 

원료의약품 28 27 29 33 
완제의약품 74 68 69 63 
의약부외품 12 11 10 7 
한약재 35 32 36 39 
위생용품 24 22 19 19 
화장품 20 20 23 29 

합 계 193 180 186 190 

資料 : 의약품수출입협회 

(4) 部門別 輸出入 現況과 推移

앞의 논의에서 사용된 統計資料는 保健社會部가 발행하는 保健社會統計

年語의 分類를 따른 完製醫藥品 및 化뽑品， 製藥原料， 한약재， 醫癡用具

및 衛生用品의 合計를 使用하였다. 본절에서는 保健社會統計年諸의 分流

와는 달리 完製醫藥品， 制約原料， 한약재로 나누어 製劃別 分析을 하고자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醫藥品으로는 完製醫藥品， 한약재， 製藥原料로 分

類되기 때문이며， 또한 完製醫藥品과 化被品， 그리고 한약재， 製藥原料 등 

은 生옳救助， 流通過程 및 市場構造 등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完製醫藥品은 1986년 2천만불의 輸出寶績에서 1991년 약5천6백만불， 

1993년에는 6천5백만불로 輸出實績이 크게 身長하였다. 醫藥品 輸出의 주 

품목인 製藥原料의 경우 1986년 6천만불로 完製醫藥品의 세배 정도의 輸

出寶績에서 1993년 2억4천6백만불로 4배 이상 身長하여 完製醫藥品 輸出

實績의 3.8배가 되었다. 

한약재의 경우 1986에서 1989년까지는 꾸준히 輸出이 增加하여 輸出寶

績이 2천1백만불이 되었다가， 그후 減少 및 增加를 반복하는 동 起代이 

있는 變化를 보이고 있다(表 ll-31 참조). 

製簡]別 輸出 增加率은 製藥原料가 完製醫藥品이나 한약재에 비하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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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안정적이고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87년의 0.2% 減少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1988년 이후 매년 거의 20% 이상의 輸出增加率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1992년은 무려 37.2%의 높은 增加率을 보였다. 이에 비하여 完製醫

藥品은 輸出增加率의 起代이 原料醫藥品에 비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11-30> 醫藥品의 地域別 輸버現況(’92) 

(單位: US천 불，%) 

지 역 
국 가 「}‘- 줄 

-ιi「‘ 구성비 실적 구성비 

동남아시아 22 22.4 141,736 72.1 
유 럽 16 16.3 26,966 13.7 
미 9- 14 14.3 15，따2 7.7 
기타 지역 46 46.9 12,898 6.6 

합 계 98 100.0 196,622 100.0 
資料:의약품수출입협회 

즉， 1990년의 31.6%, 1991년의 55.5%의 높은 成長率11)올 보인 반면， 1989 

년 5.0%， 1992년 5.1%등 相對的으로 낮은 成長率을 나타냈다(그렴 II -7 참조). 

이처럼 完製醫藥品의 輸出增加率의 變化福이 製藥原料에 비해 크다는 

것은 우리 完製醫藥品의 國際觀爭力이 製藥原料보다 상대적으로 脫弱하기 

때문이다. 

輸出構成比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製藥原料의 輸出이 절대적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製藥原料가 醫藥品輸出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1988년 

63%에서 계속 增加하여 1992년에는 70% 수준에 到達하였고 完製醫藥品

의 경우는 1991년 蘇聯의 借款形式에 의한 完製醫藥品輸出增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 18-19% 사이로 輸出構成比에 큰 변화는 없다. 醫藥品輸

出에서 한약재의 比重은 계속 減少하여 1993년에 0.05% 수준으로 下짧하 

11) 1991년도의 높은 성장율은 구소련이 차관형식으로 2천2백26만달러어치의 

감염병용약 및 항결핵제 등올 구입한 것에 일부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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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表 ll-32 참조). 

輸入은 지속적으로 增加하여 完製醫藥品은 1986년 2천1백만불에서 1993 

년 1억4천2백만불로， 같은 기간 製藥原料는 1억5천만불에서 4억3천7백만 

불로， 한약재는 2천만불에서 1억 1천7백만불로 增加하였다(表 ll-33 참조). 

특히 원료의약품의 수입증가율의 변화와 완제의약품 수출증가율의 변화 

를 비교하여 보면 1989년 1992년에는 다른 연도에 화를 비교하여 보면 

다른 년도에 비하여 같이 낮은 수준의 增加率올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완체의약품의 輸出이 輸入製藥原料에 의존하고 있는 海外依存的인 生훌構 

造가 反映되고 있다. 

한편， 輸入 構成比는 1983년 醫藥品 市場開放에 따라 完製醫藥品의 輸

入이 증가하여 完製醫藥品 輸入比重이 1993년에는 1986년의 거의 2배인 

20%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製藥原料의 輸入比重은 1986년의 78.5%에서 

1993년 62%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輸入市場 開放으로 

完製醫藥品이 輸入開放前 보다 많이 輸入되고 있다는 것올 反影해 주고 

있다(表 ll-34 참조). 

〈表 11-31> 年度別 醫藥品 鐵버賣績 및 增加宰
(單位: US 천불) 

융좋f 완제의약품 제약원료 한약재 의약품(계) 

실적(증가율) 실적(증가율) 실적(증가율) 질적(증가윷) 

1986 20,004 60,493 13,103 93.603 

1987 2O,37H 1.8) 6O,368( -0.2) 17,922( 36.7) 103,659(10.7) 

1988 25,95H27.4) 77,876(29.0) 20,176( 12.6) 124,003(19.6) 

1989 27,260( 5.0) 100,620(33.1) 21,006( 4.1) 151,886(22.5) 

1990 35,863(31.6) 123,878(19.6) 19,16H -8.8) 178,902(17.8) 

1991 55,784(55.5) 151，없0(22.6) 18,560( -3.1) 226,184(26.4) 

1992 58,649( 5.1) 208,257 (37 .2) 23,243( 25.2) 290,149(28.3) 

1993 65,317(11.4) 246,459(18.3) 18,400( -20.8) 330,174(13.8) 

資料 : 의약품수출입협회 



44 

쩨쩨멸 의약품첼층J}율 후òJ 
야
 
뾰
 
때
 

-20+'‘ ....... . 

-30 
1987 1988 1989 1990 

언도 
1991 1992 1993 

E핸의뽑+제뺀료 →←딴!쩨 

〈圖 11-5> 製웹別 醫藥品 輸버增加率 

〈表 11-32> 製齊l別 醫藥品 輸버構成比 

뚫훗풍 완제의약품 제약원료 한약재 

1986 21.4 64.6 14.0 
1987 19.7 63.1 17.3 
1988 20.9 62.8 16.3 
1989 17.9 68.2 13.8 
1990 20.0 69.2 10.7 
1991 24.7 67.1 8.2 
1992 20.2 71.8 8.0 
1993 19.8 74.6 5.6 

資料: 의약품 수출입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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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 뀐〉 製郵l別 醫藥品 輸入增加훌 推移

〈表 11-33> 年度別 醫藥品 輸入賣績 및 增加E훌 

(單位: US 千佛)

융훌풋 완제의약품 제약원료 한약재 의약품(계) 

실적(증가율) 실적(증가율) 실적(증가율) 실적(증가율) 

1986 21,001 150,099 20,119 191,218 

1987 25,312(20.5) 168,043(12.0) 30,535( 51.8) 223,888(17.1) 

1988 43,452(71.7) 215,270(28.1) 54,369( 78.1) 313,091 (39.8) 

1989 52,917(21.8) 234,298( 8.8) 75,667( 39.2) 362,88305.9) 

1990 75，0잃(41.8) 328,143(40.1) 67,060 ( -11.4) 470,288(29.6) 

1991 88,70008.1 ) 380,053(15.8) 122,912( 83.3) 591,666(25.8) 

1992 111,552(25.8) 396,217( 4.3) 1l5,122( -6.3) 622,891C 5.3) 

1993 142,451(27.7) 영6，799(10.2) 1l7,361C 1.9) 696,606(11.8) 
資料 : 의약품수출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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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34> 製郵j別 醫藥品 輸入構成比

(單位: %) 

뚫펀9 완제의약품 제약원료 한약재 

1986 11.0 78.5 10.5 
1987 11.3 75.1 13.6 
1988 13.9 68.8 17.4 
1989 14.6 64.6 20.9 
1990 16.0 69.8 14.3 
1991 15.0 64.2 20.8 
1992 17.9 63.6 18.5 
1993 20.4 62.7 16.8 

寶料:의약품수출입협회 

한편， 輸入 構成比는 1983년 醫藥品 市場開放에 따라 完製醫藥品의 輸入

이 증가하여 完製醫藥品 輸入比重이 1993년에는 1986년의 거의 2배인 20%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製藥原料의 輸入比重은 1986년의 78.5%에서 1993년 

62%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輸入市場 開放으로 完製醫藥

品이 輸入開放前 보다 많이 輸入되고 있다는 것을 反影해 주고 있다(表H 

-34 참조). 앞서의 <表 II -32>에서와 같이 製藥原料의 輸出構成比는 증가 

하고 있는 반면 輸入構成比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輸入製藥原料

가 國內製藥原料로 代替되어지고 있으며， 아직 미진하긴 하지만 국내 제약 

엽체들이 製藥原料輸出 增進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반영된 것 같다. 

4. 流通構造

가. 醫藥品 流通構造의 特性

流通이란 상품이 生塵者로부터 消費者로 이동하는 현상 내지는 활동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醫藥品은 일반 工塵品과는 달리 國民健康과 직 

결되는 商品적 특성때문에 流通過程 또한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特性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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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통시의 안전성 유지둥올 위해 流通過程도 정부의 직접적인 행 

정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醫藥品 製造業者와 都賣業者 및 股賣業

者， 藥局 또는 病醫院 開設者 등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은 藥

事法 등에 따라 유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의약품에 대한 選擇權이 대부분 최종 消費者가 아닌 醫師나 藥師

에게 있다는 것도 流通過程상의 特性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물론 의약품 

이 國民保健과 직결되는 중요한 상품이므로 商品選擇과정에도 전문적 지 

식을 가진 자가 介入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기는 하다. 

하지만 流通構造의 측면에서만 볼 때는 전문성을 인정받은 자만이 병·의 

원， 약국등의 最終 流通機關을 經營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국 유통마진을 

높이는 결과를 낳은 측면도 있다(홍문신외， 1986: 59), 

이하에서는 國內 製藥塵業의 流通構造를 流通經路， 流通機構， 價格構造

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나. 流通經路

流通經路는 필요할 때 필요한 양을 필요한 형태로 필요한 장소에 가장 

싼 비용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生塵과 消、費 그리고 매개자의 

상호 有機的인 시스템이다. 

流通經路에는 생산자에서 최종소비자까지 거치는 經路機關의 수에 따라 

긴 경로와 짧은 경로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짧은 경로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간단계가 없거나 

都賣商이 없이 小賣商으로 바로 물품이 이전되는 경로 둥으로 生塵財의 

경우 대부분 이 경로를 택하며 消、費財 중에서도 廣敗하기 쉬워 빨리 운송 

되어야 할 경우와 購買 頻度가 낮고 한번에 거래되는 양이 큰 경우 그리 

고 顧客의 分布가 지역적으로 集中되어 있는 경우 등이 이 經路를 통한 

다. 그러나 顧客이 分散되어 있고 쉽게 魔敗하지 않는 대부분의 消費財

의 경우 生塵者-都賣商-小賣商-消費者의 순으로 이루어지는 긴 經路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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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게 된다. 이는 分散的 小量 購買가 이루어지는 제품에 대해서는 生

塵者가 수많은 小賣商과 直接去來를 하는 것이 비경제적일 뿐 아니라 때 

에 따라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圖 II -7 참조). 

醫藥品도 쉽게 蘭敗하지 않고 分散的 小量購買가 이루어지는 製品의 特

性을 고려 할 때 都賣商을 거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측면이 많다. 특히 

전국에 산재해 있는 藥局의 경우 2만 품목이 넘는 것 중 일부만 소량 필 

요한 경우가 수시로 있으므로 藥局이 모든 生塵者와 去來하기는 거의 불 

가능하다. 이에 비해 病院에서는 分期別로 大量購買가 이루어지므로 약 

국보다 직접 生옳者와 거래하기가 容易하기는 하나 購買 醫藥品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都賣商올 통해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이 더 간편한 利點

이 있다. 

모권 다므 다E 

(a) 접촉회수 PxC 

=3x3=9 

다김 

(b) 접촉회수 P+C 

= 3 + 3 = 6 

註*: p: 생산자 C: 소비자 R: 중간상 

資料 P.Kot1er， Marketing Management, Analysis, Planning and 
Control, (Prentice-hall, 1967) 

〈圖 11-7> 總 距離 回數 最小의 原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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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내 의약품 유통 상황을 보면 제약회사에서 약국(또는 병·의 

원)으로 직접 의 약품올 공급하는 직거 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93년의 

경우에는 65.1%에 이르고 있으며， 都賣商을 경유하는 경우는 23.7%로 현 

재에는 直去來가 가장 중요한 醫藥品 流通방식 이 되고 있다(圖 II -7 참조). 

외국과 달리 이처럼 直去來의 비중이 높은 것은 國內 醫藥品 生훌體系 

상의 特性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國內 製藥塵業은 完製醫藥品

중심인데다가 賣藥用 醫藥品의 構成比가 높은 실정으로서， 특허 生塵技

術 障慶이 높지 않은 빈용 醫藥品의 경우에는 同種， 類似 品目이 범람하 

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同種 類似 品目의 過剩生훌體系下에서 

는 필연적으로 제약업체 사이에서 價格鏡爭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경우 

都賣商을 經由하는 間接經路 방식보다는 직접 약국， 병·의원올 상대로 하 

는 것이 영엽상 유리한 것이다. 

제 

5.5% 

깅; 
-'- 엽 자 (100%) 

31.7% 

소? 비 자 
資料: 약사연감， 약업신문사， 1994. 

〈圖 11-8> 醫藥品 流通經路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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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中小 製藥企業은 지병도에서의 불리함올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 할인·할증과 같은 방식으로 小賣單位(약국， 병·의원)에서의 流通差益을 

‘ 높게 보장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直去來 方式올 주요한 流通經路로 선호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直去來의 확장과 이로 인한 과열 판촉경쟁은 거꾸로 제약기엽이 

適定利潤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불러왔다. 즉， 당장의 賣出願 신장을 

위한 營業方式이 장기적으로는 回轉率 純化， 實質 出倚價 下落등의 결과 

를 가져온 것이다. 

直去來의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 우선은 流通段階를 줄임으로써 流通마 

진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 

醫藥品 流通體系下에서는 直去來를 통해 의약품 공급가격이 낮아진다 하 

더라도 醫藥品 最終價格(消費者價格， 保險藥價)의 인하로 바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直去來를 통해 이루어지는 價格鏡爭이 대부분 最終消

費者 價格을 둘러싼 價格鏡爭이 아니라 약의 사용에 있어 전문적 권한을 

지닌 병·의원이나 약국에 공급하는 가격에 대한 경쟁이므로 價格鏡爭이 

치열하면 할수록 경쟁으로 인한 利益은 대부분 병·의원이나 약국으로 돌 

아가기가 쉬운 것이다. 물론 약국간의 觀爭에 의해費者 價格이 낮아지기 

도 하지만 이는 都賣商이라는 流通段階가 줄어듬으로써 생긴 流通利益이 

바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保險藥品의 

경우에는 이미 藥品價格이 고시된 상태이므로 유통상황이 변하더라도 바 

로 보험약가의 변동으로 나타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고시된 

保險藥價와 병·의원， 약국의 實購入價 사이의 차이는 모두 병·의원， 약국 

의 이윤으로 귀착되게끔 되어 있다. 

이에 비해 直去來가 增加함에 따라 생겨난 부정적 측면은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각 製藥會社마다 直去來를 위한 營業組織이 확대되면서 營業人力

올 過多 保有하게 되고 또한 飯賣費用이 증가함에 따른 價橋上昇要因이 

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同一 類似品에 대한 價格劃引 鏡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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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去來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流通單位마다 가격혼란이 일어나고 流通經

路의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직거래의 폐해로 지적할 수 있다. 여기 

서 流通經路의 왜콕이라 함은 直去來나 都賣團을 경유하는 것 외에， 브로 

커 등이 개입하는 비정상적인 流通經路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대형약국 

에서 도매상으로 流通흐름이 通流하는 경우도 있고 醫驚機關인 병·의원에 

서 싼값으로 구입된 醫藥品이 都賣商이나 藥局으로 흘러가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流通經路는 直去來와 함께 寶金 回轉率이 둔화된 製

藥會社가 資金조달 목적으로 現金去來를 통해 싼값에 醫藥品을 放出하면 

서 조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醫藥品 價格의 혼란이 일어나고 

정상적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다. 

醫藥品 流通經路가 이처럼 복잡해지고 價格族序 素亂， 飯賣λ、力過多 保

有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醫藥品 流通部門은 이제 전체 醫藥

品 盧業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障隔要因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醫藥品 流通問題解決 方案의 核心올 都賣의 比重을 늘 

리는 것으로 보고 段階的 流通一元化， KGSP제도 도입， 都賣業 規模 據張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流通經路와 직접 관련된 것이 段階的 流通一元化 방침이다. 그런 

데 사실 정부가 都賣團으로의 완전한 流通-元化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즉 외국에도 1백% 流通經路 一元化는 존재하지 

않으며， 一元化를 법조항에 명시하는 것 자체가 企業活動올 1且害하는 測

面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醫藥品 流通의 특성상 都賣商올 經由하는 

것이 效率的인 면이 있고 또한 製藥塵業의 國際 鏡爭力 강화를 위해 기 

엽조직내 營業部分이 차지하는 A力 및 股賣費用올 절감할 필요성도 제기 

됨에 따라 直去來의 비중올 줄이고 都賣商올 經由하는 醫藥品의 양올 늘 

여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적으로 공감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이번에 개정된 藥事法 施行規則(보건사회부령 제933호)에는 이러한 취 

지가 반영되어 제57조 7항에 「醫藥品 製造業者는 생산된 醫藥品이 都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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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올 통하여 醫覆機關이나 藥局동의 개설자에게 股賣될 수 있도록 노력하 

며 다만， 醫驚法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醫藥品올 공급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醫藥品 都賣業者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流通機構

醫藥品의 流通에 관여하는 流通機構로는 醫藥品 製造業體， 輸入業體， 都

賣業體， 藥局， 기타 醫藥品 股賣業體(약종상， 매약상등)가 있다. 그리고 

병，의원도 醫藥品올 股賣하지는 않지만 醫驚서비스의 일부분으로 의약품 

올 취급하면서 流通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流通機構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都賣業과 藥局의 현 

황을 살펴보면， 먼저 都賣業은 許可制로서 零細 醫藥品 都賣商의 爾L立을 

막기 위해 법으로 施設 基準과 資本金 보유액의 하한선올 설정하고 있다. 

都賣商의 종류는 종합 도매엽(순수 도매업) 메이커 도매상(자사 생산품만 

취급)， 수입도매상， 시약도매， 한약도매 등이 있으며 全國 都賣商 수는 ’93 

년 595여 개소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36%인 213개소가 서울지역에 集

中되 어 있으며 製藥會社(378)와 都賣商과의 比率은 1:1.6정 도이 고 병 원 

(621개소)한개소당 도매상 한군데 그리고 약국 33.86 개소당 도매상 한군 

대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다(보건연감， 1994). 

앞서 본 바와 같이 都賣商올 經由하는 醫藥品이 전체의 23.7% 수준으 

로 都賣 去來量 자체가 작고 都賣業의 資本 規模도 製藥會社와 마찬가지 

로 대부분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서 현재 都賣業은 流通의 중 

추 역할올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매엽체간의 過當歸爭이나 선전 능 

력을 갖춘 專門 股f足社員의 不足등도 都賣業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급 

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藥局은 대표적인 醫藥品 流通機構로서 製造業者 都賣商으로부터 醫藥

品올 購入하여 이를 飯賣하는 小賣商의 機能과 調郵j기능을 통시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흩휠內 製藥경훌業의 權造 53 

藥局 開設은 申告制로서 일정한 施設 基準올 갖춘 경우에는 藥局올 개 

설하는 데 제한이 없다. ’93년의 경우 전국에 20，147개소의 藥局이 분포 

하고 있으며 그 중 40% 이상이 서울지역에 集中해 있다(보건연감， 1994). 

人口比例 藥師數는 藥師 1인당 해당인구가 1，700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높 

은 수준이다. 또한 약사들중 77%가 開局하고 있으며 A口 l{)만명당 藥局

數가 42개소에 이르러 약국수가 많은 대표적인 국가로 꼽히고 있다. 

藥局을 통해 소비되는 醫藥品은 전체의 44%로 醫藥品 取級 機關 중 가 

장 많은데 이는 아직 醫藥分業이 되어 있지 않아 藥師에게 임의 조제권이 

주어져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그리고 一般 消費者가 직접 살 수 있고 

또한 광고가 가능한 일반 의약품의 수가 많아서 소비자 스스로 쉽게 醫藥

品을 구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의료보험 실시 이전까지 醫擾 要求가 있 

을 때 藥局을 주로 이용해 온 관행등도 약국이용을 많게 하는 요인이 된 

다. 그외 병·의원에서는 전체 醫藥品중 43% 정도를 消費하고 있는데 

全國民醫驚保險실시 이후 병·의원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병·의원을 통한 

약품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醫藥品 流通機關은 都賣商， 小賣商 그리고 病.醫院 이외에도 製造

業體가 자사제품을 직접 飯賣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영업소가 었다. 영엽 

소가 없는 기업은 출장소를 이용， 영업소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다. 製造

業體들이 영엽소 또는 출장소를 두는 이유는 지방 도매상과 판매대리점을 

통한 거래에서 오는 위험부담을 줄이고 股賣뾰進을 위하여 거래처에 대한 

정확한 情報收集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 醫藥品 價格構造

현재 국내에서 流通되는 醫藥品의 價格은 保險藥價와 一般藥價(표준소 

매가)등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保險藥價는 특정상품의 시장가격이 아니고 擔養取됐機關이 被保險者에 

게 투여한 醫藥品에 대한 價還基準으로서， 1977년 의료보험제도의 실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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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입되었다. 

保險藥價 算定 및 登載방법을 보면， 製造業者가 I場聽 出倚價格을 제 

약협회에 신고하면 제약협회내에 구성되어 있는 “醫爆保險藥價審훌委員 

會”에서 신고가의 적정여부를 심사조정한 후 保健社會部에 일괄 제출한 

다. 보건사회부는 심사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고가에 소정의 유통 

거 래품폭을 가산， 보험 약가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圖 ll-9 참조). 

保險藥價를 결정하는 審훌基準은， 동일분석의 醫藥品이 이미 등재되어 

있으며 독점품(1개품목)인 경우에는 그 가격의 90% 이하， 2개품 이상이 

등재되어 있으면 그 중 최고가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평균가 이하로 결 

정하고， 동일성분제제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類似成分製햄j의 保

險藥價， 國際藥價， 收入醫藥品 價格 등과 대비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保險藥價에 登載하려면 이전에는 일정한 판매실적 (3개월 동안 월평균 

100억원 이상 또는 100정 단위/100개 이상)이 있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의 

약품 제조업자가 製藥協會에 신고하여 심사를 거치도록 했었다. 그런데 

신규 등재 요건으로 3개월간의 親金計算書를 제조엽자가 구비하여 제출토 

록 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제약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약품을 구매하였다 

는 세금계산서를 변칙적으로 발행하고 의료기관은 그에 대한 응분의 약품 

보상올 요구하는 부조리가 만연하였다. 이것이 ’86년 鍵흉院의 정기감사 

시 감사원 처분사항으로 지적되어 新規登載 要件인 3개월간 판매실적 세 

금계산서를 분석 제출토록하는 규정올 삭제하였다. 그 이후 의료보험 藥

價基準願表에 등채되려면 생산여부 관계없이 醫藥品의 品目許可를 받았으 

면 바로 둥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登載된 保險藥價는 保健社會部 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전면 또는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데， 引下 調整對象은 제조업자의 자 

진인하 신고가 있거나 申告價 미만으로 眼賣한 때에는 行政擔置로 인하하 

고 판매평균가가 유통거래의 50% 이상 上뺑한 품목은 引下 대상이 된다. 

創除의 경우는 製造業者의 자진삭제 요청이 있거나 保險藥價 事後管理 遭

守事項을 위반하여 적출된 경우는 行政的으로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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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특히 製造業者의 자진삭제 신청이 있올 때에는 保險愚者

該鷹에 지장이 있는 醫藥品인지를 確認하고 사유의 타당성올 점겸한 후 

삭제여부를 決定하고 있다. 

고 시 가 

신 고 가 

도매업소 

거래하한가 

낙찰평균가 

월조5.15% 
약22.α} 

〈圖 11-9> 流通 去來폭 및 保險藥價 決定圖

실제유통 
되고 있는 
거래폭 

다음으로， 一般醫藥品에 적용되는 ‘標準小賣價’는 약국등 개설자에 대한 

飯賣價格의 基準으로서 製造業者등이 醫藥品의 개개포장 또는 용기에 표 

시하는 價格올 말한다. 

標準小賣價는 生塵者나 輸入商이 소매상으로 하여금 실거래에서 價格

基準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하는 公正去來상의 去來基準 價格(추천가격)으 

로서 醫藥品 製造業者는 醫藥品을 出챔하기 이전에 標準小賣價를 미리 산 

정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標準小賣價格 산정은 I場‘健價格에 標準流通마진율(최대 30%)올 가산 

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으며， 價格 審議機關인 韓國製藥協會에서 공장도 

가격을 심의· 등재한 후 製造業所에 통보하면 최종적으로 표준소매가격이 

결정된다. 이 밖에 1년 이내의 재인상， 20% 이상 언하， 시리즈 제품명올 

사용한 20% 인하， 많存類似成分 및 類似效能效果 醫藥品보다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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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하는 경우동의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하면 사전 검사를 거친 후 표준 

소매가격올 조정하게 되어 있다. 

이 제도에 의한 판매가격규정올 보면 제조업자는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 

하는 것이 원칙이나 20% 이내의 범위에서 휠l引飯賣 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不當한 價格眼賣는 禁止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약국의 경우에는 消費者에게 標準小賣價格으로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되 購入價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다 

만， 標準小賣價格과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별도의 판매가격 附훌 

올 의무화 했다. 

價格에 대한 事後管理 體系를 보면， 보건사회부는 價格몫序가 문란한 

품목에 대해 藥局 股賣價格을 調훌하여 價格標示를 정정하도록 하고 있 

다.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실거래 판매가가 標準小賣價格보다 20% 이상 

차이가 나거나 製造業者가 製造原價 보다 낮게 出챔할 경우， 약국에서 飯

賣價플 표시하지 않거나 購入價보다 낮게 股賣할 경우등이다. 

標準小賣價 制度는 원래 약국간의 過當 價格號爭으로 인한 消費者 不信

과 流通體系素亂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8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판매 

가와 유통마진율올 엄격히 規制함으로써 약국간·품목간의 價格鏡爭을 제 

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醫藥品을 표시된 飯

賣價대로 판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行政 處分을 받게 되었다. 그 후 藥局

판매가 事後管理를 통해 行政 處分 대상이 되는 醫藥品이 전체에서 일부 

行政管理 品目 12)으로 변경되어 이 品目들은 소매약국에서 標準小賣價의 

:!:10% 내에서만 팔도록 하였다. 

또한 이 品目들의 出챔價와 藥局 飯賣價에 대한 價格調훌 및 藍視를 통해 

規程을 위반한 品덤에 대해서는 價格을 引下시키고， 股賣價를 위반한 약 

국에 대해서도 行政處分을 하였다. 

그런데 이와같은 제도가 價格統制 및 鏡爭 制限 기능으로 인해 製藥塵

12) 행정관리품목은 일반 의약품중 생산실적이 높고 약효군별 대표품목 또 

는 다빈도 품목 중 가격관리가 필요한 품목 중에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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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의 건전한 성장올 위축시키고， 公正去來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비등해짐에 따라， 이번 ’94년 6월부터 사실상 藥價담 

律化를 목적으로 하여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표준 소매가를 변경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行政管理品目을 폐지함으로써 기대되는 效果로는 우선 藥局

股賣價를 자율화하여 약국간 건전한 價格鏡爭을 유도하고， 유통마진에 대 

한 規制도 폐지함으로서 去來價格 引下가 촉진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標準小賣價格에 대한 사전 검토， 審議節次를 대폭 鏡和하여 가격담합의 

여지를 없애고 업소의 價格 自律 決定權을 높이게 된 것도 긍정적으로 평 

가할 만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84년 당시 標準小賣價 제도가 탄생되는 통기가 

되었던 醫藥品 價橋縣序 素亂이 본격적으로 재연될 소지 또한 많아 심각 

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즉 국내 의약품 가격질서상의 고질적인 문제 

인 製造業體의 表示價格 過多策定， 亂賣 , 범펑으로 인한 標示價와 實去來

價와의 差異 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股賣價格이 범律化됨으로서 醫

藥品 價格에 대한 消費者 不信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價格縣序가 문란하게 된 것은 同種類似品에 대한 제약업계의 

過當鏡爭의 결과로 인해 標準小賣價와 실거래 價格의 차이가 큰 것에 일차 

적 원인이 있다. 즉 의약품 제조엽체는 자사제품의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 

해 약국에 높은 이윤을 제공해 주기 위한 일환으로 出庫價格올 낮추면서 標

準小賣價나 保險藥價를 높게 책정하여 出倚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약국사 

이의 경쟁도 價格을 낮추게 되는 요인이기는 하나 藥局만의 鏡爭으로 소형 

약국의 購入價보다 낮은 가격으로 난매되는 현상은 일어나기 어렵다. 

이처럼 의약품 제조업계의 過當觀爭은 價格體系를 줌曲시키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流通經路에 의해 난매현상이 나타나 價格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 사실 난매와 투매같은 非正常的인 鏡爭은 遊流現象과 바터현상올 

야기하고 결국 小賣價格에 혼란을 야기시키게 된다. 또한 이러한 價格

體系의 非合理로 인해 同一品팀에 대한 買入原價의 차이， 약국간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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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醫藥品 價格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계속 

커지게 되는 것이다. 

5. 經營分析

經營分析은 企業의 A事. 組織. 財務. 生塵. 마케팅 관리 둥 종합경영능 

력을 평 가하여 하나의 永久存續體(going concern)로서 의 기 업 이 가지 는 

成長力 및 환경변화에와 對應能力올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분석 

을 위한 기본적인 과제는 기엽의 경영실적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그 핵심 

은 財務分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경영분석’이라는 용어가 협 

의로 쓰일 때에는 ‘재무분석’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본연구에 

서도 재무분석을 위주로 하여 제약기업의 경영을 분석하기로 한다. 

재무분석 (financial analysis)의 목적은 기엽의 경영성과 및 그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運營寶態를 評價하고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기업의 경영성과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의 

財務諸標에 요약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로부터 적절한 지표(‘재무비 

율’)들을 선정하여 그 의미와 相互關聯性을 고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무 

분석의 내용을 이룬다(제약산업의 諸 재무비율은 表 II -36 참조). 최근 

여러가지 가설들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기엽의 목표는 결국 소유자의 이익 

올 극대화하는 데에 있다고 보면 재무분석의 핵심은 收益性의 分析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절에서도 수익성을 중심으로 제약산엽 

의 경영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익성올 나타내는 재무비율 중 기엽의 목표에 궁극적으로 부합되는 지 

표는 ‘自己資本純利益率’(순이익/자기자본)이며 이 지표는 다음과 같이 요 

소별로 분해된다. 



59 國內製藥깅훌業의繹造 

%) 

젠족엎 
1992 

(單位 : 

젠앞상엎 
1992 1991 

〈表 11-35> 製藥훌業의 財務比후(’9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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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源: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해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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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B∞k， JPMA,1994. 

25,582 27,076 부가가치 생산성 (원)** 

자기자본순이익률= 순이익/자기자본 

=(순이 익/매출액 )x(매출액/총자본)x(총자본/자기자본) 

=‘매출액순이 익률’x‘총자본회전율낯자기자본비율’의 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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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순이익/매출액’은 기업의 매출수익성을， ‘매출액/총자본’은 자산의 

회전율(활동성)을， 그리고 ‘총자본/자기자본’은 기엽의 자본구조(안정성)를 

나타낸다. 資本收益性(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의 

결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요 

인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재무비율을 매출수익성， 활동성， 안정성 등 부 

문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절에서도 이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제약산엽의 경영성과를 분석， 평가 

하였다. 다만 평가의 절대적 기준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만큼13) 상대적 

比較를 위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약산업 재무비 

율의 추이 분석을 통한 塵業內 時系列的 J:t較와 전체 제조업 평균비율과 

의 대비를 통한 童業間 比較가 그 내용올 이루고 있다. 아울러， 자료의 

제약으로 단편적인 분석에 그치겠으나， 外國 製藥企業과의 收益性 比較에 

관해서도 간략히 논급하기로 한다. 

가. 製藥塵業 經營成果의 推移分析14)

<表 II -36>은 지난 5년간 제약산엽의 자본수익성， 매출수익성， 활동성， 

안정성에 대한 주요지표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보면 1988-1990년 기간 

의 제약산업 經營成果는 꾸준히 向上되었으며 이는 주로 매출액순이익률 

의 증가에 힘입었음을 알 수 있다(총자본회전율과 자기자본비율은 동 기 

간에 큰 변화가 없었음)， 

1988-1990년 기간의 매출액 순이익률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表 II -37 및 

表 II -38 참조) 1989년에는 賣出原價의 相對的 減少(즉， 증가율의 둔화)로 

13) 예컨대 ‘표준비융’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는 있으나 그 논리적 근거를 
찾기는 어려움. 

14) 본절의 내용은 주자료원(主資料源)으로 사용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포함된 조사대상업체가 매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의 시 

계열적 분석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전반적 추세를 설명하는 데에는 큰 지장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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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매출총이익의 증가가， 1990년에는 영엽외 비용의 상대적 감소로 인 

한 經常利益의 增加가 주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15). 

그러나 1991년 이후 제약산엽의 경영수지는 악화되기 시작하여 1992년 

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2.04%로 하락하였던 바， 그 주된 요인 

은 賣出原價의 上昇과 營業外費用(특히 지출이자)의 增加에 따른 매출수 

익성의 저하이며 매출액 증가율의 둔화로 인한 資塵回轉率의 減少도 일부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6). 

결국 90년대 초반 제약기엽의 경영은 임금상승에 의한 原價壓追，

KGMP 시설의 재원조달에 부수되는 金顧費用의 增加， 그리고 경기하강으 

로 인한 賣出成長率 鏡化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수익성의 저하를 경험하 

였던 것으로 요약된다. 

〈表 11-36> 製藥塵業 主要 財務比훌의 推移

재무비율 \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순이 익/자기자본(%) 7.63 9.79 10.74 9.40 2.04 
순이익/매출액(%) 2.63 3.68 3.99 3.64 0.78 
매출액/총자본 0.90 0.90 0.91 0.87 0.80 
총자본/자기자본 2.98 2.89 2.95 2.99 3.40 

資料: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각 연도 

15) 매출원가는 주로 재료비， 노무비 및 기타 생산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 
성되며 영업외 비용은 금융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지 
급이자， 회사채이자， 매출할인， 재고자산평가손， 기부금 등이 이에 속함. 

16) 1992년에 ‘총자본/자기자본’ 비율이 급둥한 것은 KGMP 재원조달을 위한 
차업(부채)의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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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37> 構成比로 表示된 製藥훌業의 指益計算홈(單位%) 

항목\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매출액 100.0 100.。 100.0 100.0 100.。

(-) 매출원가 47.4 44.4 47.8 47.3 49.6 
매출총이익 52.6 55.6 52.2 52.7 50.4 
(-) 판매，관리비 35.3 37.9 34.9 37.2 36.8 
영업이익 17.3 17.7 17.3 15.5 13.6 
(+) 영업외수익 2.4 2.2 2.5 3.3 3.9 
(-) 영업외비용 14.5 14.2 12.6 13.6 15.2 
경상이익 5.2 5.6 7.2 5.2 2.2 
(+) 특별이익 0.1 1.0 0.2 1.2 0.4 
(-) 특별손실 0.2 0.3 0.3 0.3 0.2 
(-) 법인세 등 2.5 2.6 3.1 2.5 1.6 
순이익 2.6 3.7 4.0 3.6 0.8 

資料: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각 연도. 

〈表 11-38> 主要項텀別 收入， 支出觀의 前年對比 增加率(%)

항목\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매출액 13.39 19.21 22.56 7.39 8.80 

매출원가 13.09 11.81 31.84 6.21 14.27 

판매，관리비 6.46 28.04 12.73 14.59 7.50 

영업외비용 26.93 16.83 8.79 16.08 21.60 

資料: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각 연도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經營惡化 要因들이 製藥塵業에만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全塵業에 공통된 사항인지， 그리고 제약산엽에만 局限된 

다 하더라도 構造的 問題인지 혹은 일시적 문제인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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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성격에 따라 기엽의 經營方針 또는 政府의 政策的 對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의 바탕위에서 다음에 제약산업과 製造

業 全體의 經營成果를 比較하고 要因을 分析하여 時事古을 찾아보기로 한다. 

나. 全體 製造業과의 比較分析

제약산업과 전체 제조엽의 寶本收益性과 그 構成要素의 推移를 비교하 

여 보면(表 II -39) 평 균적 으로는 제 약산업 의 自 B資本純利益率이 높으나 

1990년 이후 양자 모두 減少趣勢에 있고 1992년에는 오히려 제조엽 전체 

의 수익성이 제약산염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收益性 構成要

素를 볼 때 ‘賣出願/總資本’ 비율은 제조엽이 약간 높은 수준올 지속적으 

로 유지하면서 근년 들어 양자 모두 減少京鄭을 보이고 있으며 ‘총자본/ 

자기자본’ 비율은 일관되게 제약산엽이 낮다. 결국 담 B資本純利益率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主要變數는 양자 공히 ‘純利益/賣出願’ 비율임을 알 

수 있다. 특히 90년대 들어 全製造業과 제약산엽의 자본수익성이 저하된 

것은 주로 賣出願 純利益率이 減少된 데에 따른 것이며 그 배경은 全般的

인 景氣後退에 있다고 보여진다. 

제약산엽과 제조엽 전체간 ‘순이익/매출액’ 비율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 해 費用構造 및 附加價f直 構成要素를 살펴 본 것이 <表 II -40>과 〈表

II -41>이다. <表 II -40>에서 뚜렷이 들어나는 점은 매출 총이익률의 경 

우 제약산엽이 2배 가까이 높으나 그 차이는 판매 관리비 및 영업외 비 

용의 과중으로 거의 상쇄되어 순이익률은 양자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 

이다17}. 이는 결국 제조업 전체와 제약산업간 부가가치의 구성이 다르다 

는 의미인 바，<表 II -41>을 보면 제약산업은 인건비 및 금용바용이 제조 

엽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술한 논점올 뒷받침하고 있다. 

17) 매출채권 회전율이 매우 낮다는 점도 제약산업의 수익성을 압박하는 한 
요인임. (1992년， 제조업 평균: 5.7회， 제약산업: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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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39> 製藥훌業과 全體 製造業間의 主要財務比훌 推移 對比

재무비율 /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순이 익/자기자본(%): 

제약산업 7.63 9.79 10.74 9.40 2.04 
제조업 10.24 6.42 5.53 5.53 3.35 

순이 익/매출액(%): 
제약산업 2.63 3.68 3.99 3.64 0.78 
제조업 2.01 1.59 1.41 1.잃 0.85 

매출액/총자본: 
제약산업 0.90 0.90 0.91 0.87 0.80 
제조업 1.22 1.09 1.04 1.00 0.95 

총자본/자기자본: 
제약산업 2.98 2.89 2.95 2.99 3.40 
제조업 3.96 3.55 3.86 4.10 4.20 

資料: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각 연도 

〈表 11-40> 構成比(%)로 表示된 製藥훌業과 全體 製造業間의 揚益計算톰 比較

항목/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매출액 100.0 100.0 100.。 100.。 100.0 
(-) 매출원가 47.4 44.4 47.8 47.3 49.6 
매출총이익 52.6 55.6 52.2 52.7 50.4 
(-) 판매， 관리비 35.3 37.9 34.9 37.2 36.8 
영업이익 17.3 17.7 17.3 15.5 13.6 
(+) 영업외수익 2.4 2.2 2.5 3.3 3.9 
(-) 영엽외비용 14.5 14.2 12.6 13.6 15.2 
경상이익 5.2 5.6 7.2 5.2 2.2 
( +) 특별이익 0.1 1.0 0.2 1.2 0.4 
(-) 특별손실 0.2 0.3 0.3 0.3 0.2 
(-) 법인세 등 2.5 2.6 3.1 2.5 1.6 
순이익 2.6 3.7 4.0 3.6 0.8 
資料: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각 연도 

또한 제조환경 및 기술특성이 유사한 農藥業과 비교하더라도 인건비 및 

금융비용이 월등히 높고 순이익은 1/5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도 부기할만 



훌힘P힘 製藥깅흉業의 據造 65 

하며(表 II -41 참조)， 아울러 제약산업의 廣告宣傳費 비율이 제조업 전체의 

그것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表 II -42 참조). 결국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영업환경의 문제， 즉 경 

쟁우위를 갖지 못한 의약품(예컨대 특허권이 만료된 동일성분의 통일한 

효능을 가진 의약품， ’me-too product')을 여러 회사에서 생산하여 영엽력 

에 의한 過當歸爭을 하는 경영행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우 

리나라 제약산엽은 고유한 의미의 技術集約的， 高附加價f直 塵業의 개념과 

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表 " -41> 製藥훌業 附加價{直의 構成
(單位: %) 

제약사언 젠조엎 높양 

1992 1991 1992 1992 

법인세차감전순이익 7.0 15.9 6.3 39.0 
인건비 58.4 55.4 53.9 32.2 
금융비용 20.7 16.8 16.3 17.6 
임차료 4.3 3.5 3.6 2.2 
조세공과금 1.7 1.3 1.4 2.1 
감가상각비 7.9 7.0 18.4 6.8 

資料: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1993 

〈表 11-42> 製藥훌業과 全體 製造業 賣버顆 對比 廣告宣f훌홉 比率(%)의 比fR

산업 \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제약산업 8.5 9.7 7.9 8.4 7.6 

제조업 0.8 0.9 0.9 0.9 1.0 

資料: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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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外國 製藥業과의 比較分析

세계 20대 제약기엽들(1991년도 의약품 매출 기준， 일본 제외)과 국내 

10대 제약기업들(1991년도 매출액 기준)의 收益性을 비교하여 보면 〈表

II -43>과 같다. 세계적 기엽과 한국기업간에는 規模나 經營行態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비교계산에 포함된 기업수도 전부 30개에 불과하여 그 결 

과를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나 어느 정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는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제약기엽들의 수익성은 세계적 기업에 비 

하여 낮으며 ‘純利益率’ 부문에 있어 더욱 그러하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기업들의 비용구조의 특이성 즉 금융비용， 매출할인， 기부금 등 

營業外 費用의 比重이 너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외국기업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은 합리적 효율적 경영에서 오는 비용절감 

도 한 부분올 이루겠으나 技術集約的 生塵에 기인하는 부가가치의 증대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여겨진다. 신약개발을 위한 기술투자는 커다란 

投寶危險(investrnent risk)을 수반하나 위 험 이 크면 期待收益(expected

retum) - 즉， 장기적인 평균수익 - 도 높다는 것이 재무이론(financial 

theory)의 요체이다. 결국 〈表 II -43>은 세계적 기업이 제품개발 위주의 

경영을 하는데 비해 국내기엽은 판매위주이고 이러한 경영행태의 차이가 

수익성 차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통상적 관찰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제약산엽의 경영성과를 수익성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자료의 

제약으로 충분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전반적인 구도를 이해하 

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약산업의 경영이 90년대 들어 惡化된 것은 사실이며 賣出願의 相對的

減少가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매출액 감 

소는 정부의 藥價管理政策도 원인의 일단으로 보여지나 전반적 경기침체 

로 인한 需要減退가 보다 큰 이유로 판단된다. 



67 國內 製藥￡훌業의 構i흩 

世界 20大 製藥企業과의 iflj益좋 比較(’91年 基準)〈表 11-43>

(單位%)

자산 
이익률 

매출액 
이익률 

영업 
이익률 

회사명 국가명 

3.8 
4.8 

22.3 
21.8 
23.2 
15.8 
15.8 

1.0 
13.9 
16.1 
17.4 
3.8 

13.0 
7.1 
4.5 
7.0 
5.9 

15.9 
15.5 
4.9 

2.9 
4.3 

24.7 
18.4 
19.4 
10.4 
23.6 
0.7 

11.7 
17.9 
15.8 
5.0 

15.8 
7.2 
6.1 
8.3 

12.9 
26.8 
13.6 
4.3 

5.9 
7.5 

36.8 
25.9 
25.0 
14.0 
30.9 
10.6 
18.0 
23.8 
22.6 
8.9 

21.0 
12.1 

32.5 
22.6 

8.1 

Hoechst 
Bayer 
Merck 
BMS 
AHP 
Pfizer 
Eli-Li11y 
Warner Lambert 
ohnson & ]ohnson 

Shering-Plough 
Abbott 
Dow Chemica1 
Upjohn 
ACC 
Ciba-Geigy 
Sandoz 
Roche 
Glaxo 
SmithKline Beecham 
ICI 

스위스 

미국 

영국 

독일 

1.0-23.2 
11.3 
10.3 

0.7-24.7 
12.5 
12.3 

5.9-36.8 
19.2 
21.0 

균
 

위
 술
 앙
 

범
 산
 중
 

세계적 
기업 

1.7 
4.3 
3.5 
4.1 
4.3 
9.2 
3.4 
4.5 
5.7 
5.5 

2.4 
4.7 
4.0 
4.5 
4.0 

14.3 
3.8 
4.6 
6.1 
6.2 

12.6 
18.6 
8.0 

17.0 
22.1 
17.6 
17.7 
18.0 
21.0 
22.2 

약
 자
 행
 품
품
 품
 당
 약
 약
 약
 

제
 
]3 

양
 약
 약
 약
 -
-
제
 
제
 제
 

아
 
한
 양
 화
 진
 -
-
-
외
 

웅
 통
 

동
 녹
 유
 일
 동
 영
 종
 중
 대
 일
 

한국 

1.7-9.2 
4.6 
4.3 

2.4-14.3 
5.5 
4.6 

8.0-22.2 
17.5 
17.8 

균
 

평
 값
 

위
 술
 앙
 

범
 산
 중
 

한국 
기업 

資料源: Data Book ]a따1 F'harr:æ였ltiC외 뼈nufacturers 

AssociationUPMA), 1993, P .18-19. 
상장회사분석백과(‘94 봄호)， 한진투자증권(주)， 1994. 



68 

다시 말해서 매출감소(정확히 표현하면 매출성장률의 둔화)는 제약산엽 

특유의 현상이라기 보다는 00년대초 제조업 전반에 걸친 현상이었던 것이 

다. 이는 우리나라 제약기업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중 상당부분이 치료제 

가 아닌 一般賣藥으로서， 예컨대 식품등 일반상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 

므로 景氣變動에 敏感할 수 밖에 없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한편 제약산엽의 비용구조를 전체 제조엽과 비교하여 보면 매출원가의 

비중은 제약산엽이 한결 낮아 매출이익률은 높으나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 

와 영업외 비용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순이익률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제약기엽간의 過當鏡爭이나 

수요자(의 료기 관 등)의 交涉力優位(advantage in bargaining position)에 도 

원인이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제약기엽이 기술에 의거한 독점력이 있는 

의약품을 생산， 공급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기 

엽의 입장에서는 技術華新을 통하여 제약산업 본래의 의미의 高附加價f直

의약품을 개발함으로써 비용 및 이익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정부로서도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이익배분에 직접 관여하기 

보다는 선별적인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市場構造의 改善

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KGMP 제도의 본격적 실시에 

수반되는 재원조달과 이로 인한 금융비용 과중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기엽이 시설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이윤 이상의 收益(retum)이 기 

대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KGMP의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주로 제품의 

品質向上이며 그 편익은 궁극적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귀착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제품의 품질이라는 측면도 시장가격의 결정에 반영된다는 것 

이 경제논리이나 의약품의 경우 情報의 非對稱性이라는 특징상 시장원리 

의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KGMP의 수혜자는 일반 소비자라고 

봄에 무리는 없을 듯 하다. 그렇다면 이에 관련된 금융비용은 앞으로의 

回收가 가능한 투자라기보다는 (기엽의 입장에서는) 消純性 지출에 가까 

운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신약개발 등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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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와 같은 손실의 보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논거를 찾올 수 있겠다. 

요약하면 90년대 초의 제약산엽 경영악화는 全般的인 경기침체에도 일 

면 기인하며 또 한면으로는 제약기엽의 비용구조， 나아가서는 股賣짧主의 

經營政策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된 데에도 연유한다고 생각된다. 이 

렇게 볼 때 제약산엽 경영합리화는 製品 및 技術開發 위주로의 경영전환 

과 이에 따른 費用 및 利益構造의 改善이 근본올 이루어야 할 것이며 정 

부도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에 능통적으로 참여하여 장기적으로는 市場構

造의 合理的 改編을 도모하는 데 일조를 하여야 할 것이다. 

6. 國際歸爭力 評價

한 산엽의 國際鏡爭力은 통상 價格(비용)의 경쟁력과 非價格경쟁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非價格鏡爭力은 주로 제품품질과 고객서비스 등으 

로 구성된다. 그러나， 특히 제약산엽의 경우에는 신약개발 차원에서의 技

術경쟁력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만큼 별도의 취급이 필요할 것이 

다. 

가격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製品原價의 構成要素인 자 

본비용， 노동비용， 원료비 등을 검토하게 된다. 또 해외시장에서의 경쟁 

력은 이자나 감가상각 등 金顧費用이나 換率變化에도 크게 영향올 받을 

것이다. 제약의 경우에는 생산제조원가가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판매촉진비나 특히 연구개발비가 압도적인 중요성을 가지므로 통상 

적인 原價鏡爭力 분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제약산엽에서는 가격등 다른 요인들보다 유효한 新藥의 개발이 가장 중 

요한 주된 경쟁요소가 되며 따라서 어느 산업보다도 昭究開發集約度(연 

구개발비/매출액)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신약개발의 기술력은 직접적 

으로는 그 成果로 측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投資수준도 중요한 척 

도가 될 것이다. 성과측면은 개발신약의 종류와 수， 또는 특허보유건수 

등으로， 투자측면은 연구개발집약도나 연구인력구성비 등으로 가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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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통상적이다. 

비가격경쟁력으로는 대체로 제품의 品質과 顧客서비스로 이루어진다. 

제품품질은 그 구성요소를 각각에 대하여 등급을 매기는 상대평가가 일반 

적이며， 제품구성 (product rnix), 사후서비스 등이 있으며， 여기서도 객관 

적인 양적평가는 어려울 것이다. 또 주문생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많은 

다른 산엽들에서는 納期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공급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경향올 갖는 제약산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평가를 위해서도 가격· 기술· 품질서비스 

등 제 요인별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제약산엽의 경우에는 제 

품들이 매우 異質的이고 差別化·多樣化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분석 방법을 

원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현재로서는 필요한 자료도 제대로 갖추어 

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나아가서 제약산엽에서는 가격·비가격 경쟁력에 

비하여 신약개발의 기술력이 압도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만람 이와같은 분 

석이 큰 의미를 갖지도 못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약산엽에서의 

賢易收支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경쟁력을 成果次元에서 간접적으로 가늠하 

고자 하며， 이에 앞서 간략하나마 산엽의 몇 가지 기본적 측면들에 대한 

國際比較를 통하여 국내 제약산엽의 전반적인 위치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경쟁력의 궁극적인 원천인 昭究開發의 投資 및 成果에 대해서는 제3 

장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국내 시장 상황 전반을 선진국들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선 시장규모 

로는 세계시장의 1.6%를 점유함으로써 세계 10위군에 위치한다. 또한 국 

내 총 생산 (GDP)에서 제약산엽이 차지하는 비율도 1.8%로서 여타 선진 

외국의 경우보다도 제약산엽의 寄與度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약산엽이 생산 및 시장규모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도 불구하 

고 전반적으로 엽체규모나 시장구조， 경영상태등에서는 後進的인 상태에 

있다. 국내 제약기업들은 상위엽체들조차도 세계의 주요 제약기엽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小規模이며， 약효군별로 본 시장구조 측면에서도 세 

계시장의 경우에 비해 集中度가 낮은데， 이는 시장을 선도할 만한 기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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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상품력을 갖춘 업체가 없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시장의 구성을 살펴볼 때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는 심혈관계 약품이 

단일 약효군으로서 가장 큰 시장올 이루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부 

분 일반 賣藥用 의약품의 시장규모가 큰 실정이다. 앞서 지적되었듯이 

생산실적(’93년도) 상위 10대 품목 중 8개 품목이 일반 매약이었으며， 특 

히 상위 3개 품목이 드링크류라는 점은 국내 제약기업의 생산특성을 단적 

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후진성은 기엽의 收益性 비교에서도 드러나는데， 국내 상위업체 

들의 수익성은 세계 주요 기엽에 비하여 낮으며， 특히 순이익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외국기업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은 합리적인 경영 

을 통한 비용절감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으나 이보다는 제품개발 위주의 

경영으로 부가가치 증대에 중점을 두기 때문인 것이다. 반면 국내기업은 

판매위주의 경영방식으로 유사제품에 대한 過當鏡爭이 치열한 실정으로， 

이는 국내기엽의 경쟁력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 

이다. 

다음에는 제약산엽의 寶易收支分析을 통해 국제 경쟁력올 성과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보건사회통계연감에 의하면 1992년도 의약 

품등의 수출은 4억3천200만불， 수입은 11억2천7백만불로서 무역수지는 6 

억9천5백만불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未字福은 增加趣勢에 있다. 

이밖에 수출품은 부가가치가 높은 완제품보다는 製藥原料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상국에 있어서도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 

이 전체의 72.1%를 차지하여 일부 지역에 輸出偏重 현상이 심화되어 있 

고， 선진국에의 수출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무역수지18)가 무역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인 賢易特化指數는 통 

18) 수출-수업 
무역특화지수= 로 정의되어 그 값은 1과 -1사이에 존재하게 된다. 

수출+수입 
수입이 없고 수출만 하는 경우 무역특화지수는 최대값 1을 갖게되고， 반대로 수 

출이 없어 수입만 하는 경우 최소값 -1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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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경쟁력 평가의 주요척도로서 사용되는데， 의약품등의 무역특화지수는 

계속적으로 음(-)의 값올 보이고， 또한 全塵業에 비해서도 음의 절대값이 

크므로， 제약산업의 무역수지구조가 全塵業보다 매우 나쁜 상태임을 반영 

하는 것이다. 

우리 제약산엽의 國際的 位置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제의약품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의 무역수지 및 무역특화지수 

와의 비교도 필요하다. 1991년 현재 주요 OECD 국가 중 무역흑자가 가 

장 큰 나라는 스위스로 3천4백3십만불의 흑자를 냈고， 그 다음이 서독， 영 

국순으로 나타났다. 

무역특화지수는 역시 스위스가 0.58로 가장 커， 두번째인 멘마크의 1.6 

배 수준이며， 스웨멘이 0.37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무역 

특화지수가 모두 -0.44로 같아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무역수지면에 

서는 한국이 일본의 1.9배 수준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表 11-44> 主要 OECDI행家의 醫藥品 賣易去來

(單位: US 千萬佛)

'T 출 ~‘r 입 무 역 수 지 1991년도 
국 명 무역특화 

1988 1989 1990 1991 1988 1989 1990 1991 1988 1989 1990 1991 지수 

일 본 72 77 88 109 266 273 284 311 194 -196 -196 202 -0.48 
미 국 409 366 410 460 319 211 254 310 90 155 156 150 0.19 
스위스 328 335 445 466 92 83 109 123 236 252 336 343 0.58 
서 E-i1 466 474 586 657 250 265 340 422 216 209 246 235 0.22 
혀。 국 309 330 404 451 156 174 206 242 153 156 198 209 0.30 
프랑스 260 292 367 395 169 198 265 308 91 94 102 87 0.12 
덴마크 89 93 119 129 43 40 50 56 46 53 69 73 0.39 
벨기에 120 129 163 191 101 116 151 177 19 13 12 14 0.04 
네덜란드 121 119 152 164 111 113 145 154 10 6 7 10 0.03 
스웨덴 88 105 131 172 61 64 75 80 27 41 56 92 0.37 
한 국 12 15 18 23 31 36 47 59 -19 21 29 -36 0.44 
資料 : 의약품수출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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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45> 全훌業 對比 醫藥品 等 賢易收支

(單位: US 百萬佛)

앓붓 무 역 수 지 무역특화지수 

전 산 업 의약품 전산업 의약품 
1986 3,130.6 -87 0.05 -0.24 
1987 6,261.1 -152 0.07 -0.31 
1988 8,885.8 -328 0.08 -0.42 
1989 912.4 -382 0.01 -0.42 
1990 -4,828.0 -484 -0.04 -0.43 
1991 -9,654.8 -587 -0.06 -0.44 
1992 -5,143.8 -695 -0.03 -0.45 

寶料: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감， 각 연도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각 연도 

1991년 주요 O&:D 묵.1} 
부억폭화;(1수 

양용 이북 스위스 셔홉 영북 :1:;킹스 밴건 영~1율에열한E스웨연 한혹 

응I'7P엉 

〈圖 11-10> 1991 年 主要 OCED 國家의 寶易特化指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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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나라 무역거래에서 제약산엽이 차지하는 比重은 꾸준히 增加하 

고는 있으나 아직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質易*字福도 계속 

增加 추세에 있다. 특히 -0.4를 오르내리는 무역특화지수는 국내 제약산 

엽의 鏡爭力이 脫弱한 현 상황을 적절히 요약하는 것이라 하겠다. 



m. 船究開發 現況과 問題훨 

1. 짧究開發의 重要性

製藥옳業은 기술혁신이 산엽발달에 기여하는 비중이 큰 특성을 갖고 있 

으므로， 價格要因보다는 짧究開發力과 기술의 우위성 여부가 國際鏡爭을 

좌우하게 된다. 특히 각국마다 醫驚制度의 변화， 藥齊l費 節減政策 추진 

등으로 製藥環境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제품간의 품질 격차가 적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신약이나 여타의 차별화 

된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짧究開發能力이 바로 製藥企業의 핵심 鏡爭

力이 된다. 따라서 제약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신약창조 과정의 근간이 

되는 昭究開發力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며， 이에 따라 

구미와 일본의 기엽들은 昭究 및 技術開發에 많은 投資를 집중함으로써 

짧究開發力의 比較優位에 입각한 경영전략올 수립하고 있다. 

한편 製藥塵業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의약품의 연구 개발과정은 일반 화학제품의 경우와는 상이한 特

봤性과 複雜性을 함께 지니게 된다. 즉， 의약품의 경우 效果가 있는 새로 

운 물질이 합성 또는 발견되었고 이들이 시장성이 있다고 해서 바로 製品

化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圖ill-l>에 나타난 바와 같이 動物寶驗， 臨

皮寶驗을 통하여 安全性을 확보할 수 있는 고도의 專門性을 띤 독특한 開

發過程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開發過程을 거쳐 실제 

物質發見에서부터 製造에 이르기까지는 성공확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막 

대한 費用과 時間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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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物質發見 |다| 全臨훈試驗 |다| 臨皮試驗 |다|製 浩|

。기본단계 약효.약리연구， 。 3단계 임상실험 。숭인시험 

. 특허.시장 조사 대사실험 phase 1. 건강한 자원자 。제조.판매 

주 • 이화학적성질 및 。제조법연구 를 대상으로 한 

요 구조결쩡 대량생산을 위한 임상약리학적 
표 • 연구테마 설정 합성·발효·추출 연구 

로 .물질창제연구 연구 phaseII . 특정환자에게 

세 . screening test 。동물실험 직접 투여 실험 
/‘ phaseIII. 대규모환자에 

투여 실헝 

핵 
。 기초과학지식 。안전성평가기술 。임상명가기술 。 QC 기술 

심 
유기합성，미생물학， 。약효검색기술 。안전성명가기술 。포장기술 

기 
화학，약학 。제제설계기술 。약효검색기술 

술 
。특허지식 。합성.발효，추출 。정보처리기술 

。 엔지니어령 

資料: 의약산업의 구조와 정책， 산업연구원， 1986. 

〈圖 11 1-1> 新藥開發段階와 主要技術

이밖에 醫藥品 昭究開發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또한 單純 生塵技

術이 아닌 複合技術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圖 ID-l>에 나와 있듯이 

의약품 연구·개발의 각 단계마다 基鍵科學분야부터 의·약학과 같은 應用

科學， 失端科學技術 등이 필요로 되며， 이들이 결집되어 유기적인 협조체 

제하에서 연구를 진행해야만 제대로 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신약둥 차별화된 제품에 대한 昭究開發은 단순 모방이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開發危險 또한 높기 때문에 개발 과정중 시행착오를 최소화하 

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및 지식올 갖고 있는 고급인력에 상당부분을 依存

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醫藥品 昭究開發과정은 다른 어느 부분 

보다도 高級頭腦와 失端科學技術을 포함한 複合技術이 결합된 과정으로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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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世界의 醫藥品 昭究開發 動向

가. 新藥開發 與件의 變化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世界醫藥品 市場은 100여 개의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新藥開發을 목표로 하는 陽究開發 中心 企

業들이다. 에컨대 위궤양 치료제인 잔탁(Zantac)의 경우에서 보듯이 유병 

률이 높은 질병의 治驚齊tl인 경우 신약 한 품목의 市場 規模가 매우 크고 

또한 特許를 통해 시장을 完全 獨古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약으로 얻올 수 

있는 이익은 엄청난 것이다. 따라서 세계적인 製藥企業들은 製品開發力

이 기엽의 장래를 결정한다고 보고 新藥開發에 많은 노력올 기울이고 있 

는 것이다. 

그러나 신약연구개발에는 장시간에 걸친 고도의 投資를 필요로 하며 危

險度도 매우 높다. 더구나 근래 들어서는 신약개발의 成功確率이 급격히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費用效率性도 낮아졌고 기간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길어졌다. 즉， 신약개발을 위한 짧究與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圖ID-2>에서 보면 新藥開發 費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진 美國의 

경우 1960년대에는 신약 1건당 開發費用이 4，000만달러였다. 그러나 70년 

대에는 5，400만달러， 80년대에는 1억 2，500만달러에 이르렀으며， 90년대에 

는 더욱 증가하여 2억 3천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美國과 함께 세계의 新藥開發올 주도하고 있는 日本， 유럽의 경우 

를 보더라도 日本이 한개의 新藥을 開發하는데 평균 1억 3천만달러(약 일 

천억원)를 들이고 있으며 유럽도 件當 所要費用이 평균 l억 -1억 2，5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또 이들 國家에서도 件當費用은 비록 미국보다는 

작지만 비용증가 추세는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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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 Facts at a Glance, 미국제약협회， 1992. 

〈圖 111-2> 美國의 新藥開發 推移

이렇게 開發費用이 증가하게 된 이유로는 첫째로 질병패턴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즉 曉成退行性病愚、의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治

驚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발병메카니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의 

학， 생화학 등에 대한 昭究가 진행되어야 하며， 대부분 장기간 여러 단계 

의 臨皮昭究를 필요로 하가 때문이다. 

둘째로는 현대 연구의 複雜性과 고가장비의 사용으로 인해 實驗費用이 

크게 증가했으며， 그외 셋째로 醫藥學의 발달로 인해 이전보다 副作用에 

대한 훨씬 광범위한 規定이 가능해져 新製品이 商品化되기 위해서는 毒性

및 治驚效果와 관련된 보다 많은 寶驗資料가 필요하게 된 것도 그 원인이 

된다. 

新藥開發 所要費用을 각 짧究開發 段階別로 나누어 살펴보면(表ill-l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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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우선 전체에서 입상평가에 드는 비용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臨"*試驗 費用은 1982년 19.9%에서 1989년에는 26.7%로 크게 증가 

했다. 다음으로 스크리닝 테스트 비용의 비중도 16.7%나 되며 그외 안전 

성 시험 관련 비용의 비중도 16.9%에 달하는 둥 신약의 有效性， 安全性을 

증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전체 연구비의 61.8%에 이르고 있다. 이는 앞 

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임상시험기간이 길어지고 醫藥品의 安全性， 有效性

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자료가 복잡다양해 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시험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신약이 開發되어 환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될 때까지의 期間(開發期

間)도 60년대 초에는 3-5년이었으나， 80년대 후반에는 평균 12년이나 소 

요되 고 있다(PMA， 1992). 

이러한 時間과 費用의 增加와 함께 新藥開發 確率도 점점 낮아져 개발 

되는 신약의 수 자체가 적어지고 있다. 아래 〈表ID-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년대 들어 발매된 新醫藥品數가 ’70년대 보다 훨씬 줄어들었으며 

治驗藥이 新醫藥品으로 개발되어 製品化될 확률도 1970년의 경우 17%였 

으나， 1980년에는 7.8%로 낮아졌으며 84년에는 더욱 낮아져 2.4%에 머무 

르고 있다 

〈表\lH> m究開發 段階別 費用 分布 (單位:%)

연 구 내 역 1982 1988 1989 

임상평가: phase I-ill 19.9 '2ß .7 26.4 
생물학적 스크리닝 및 약리학적 시험 17.9 16.9 16.7 
합성 및 추출 11.6 9.8 10.3 
제형개발 및 안전성시험 10.4 9.4 9.1 
독성 및 안전성시험 8.9 7.0 7.8 
제조공정개발 및 품질관리 9.5 77.3 9.1 
phase N 임상평가 3.2 4.0 3.5 
IND a1c NDA준비， 신청 및 진행 3.9 3.3 3.0 
생체이용률 연구 2.9 2.6 2.8 
기타 11.9 13.0 11.3 

資料: 대한약사회지， 1994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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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2> 世界 治驗藥의 製品化率 推移

연도 발매된 신약수 신치험약건수 제품화율(%) 

1970 73 428 17.1 
1975 79 693 11.4 
1980 64 825 7.8 
1981 54 1,316 4.1 
1982 23 1,204 1.9 
1983 33 1,539 2.1 
1984 35 1,496 2.4 
1990 43 
1993 46 

資料세계의 치험약전망J ， 의약품산업연구소， 1985. 

〈表 111-3> 新藥開發 段階別 成功 確率

미 국 일 본 

개발단계 화합물 차단계 누적 화합물 차단계 누적 

수 이행확률 성공율 -까「‘ 이행확률 성공률 

합성(추출)화합물 5,000 211,057 
전임상시험개시결정 250 1 : 20 1 : 20 453 1 : 466 1 : 466 
임상시험개시 5 1 : 50 1 : 1,000 259 1 : 1.7 1 : 815 
승인 취득 1 1: 5 1 : 5，때O 97 1 : 2.7 1 : 2,178 

資料: 미국제약협회 
일본제약공업협회 

이러한 경향은 국가별 新藥開發 成功確率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表 

III-3 참조). 新藥承認基準이 가장 염격한 것으로 알려진 美國의 경우 신 

물질(새로운 화합물)이 毒性試驗， 前臨皮， 臨庫試驗올 거쳐 신약으로 개발 

될 확률은 1/5，000에 불과하며 前臨皮試驗을 거 쳐 臨1*試驗으로 진입 한 

확률도 1/50 밖에 되지 않는다. 日本의 경우도 1985년부터 1990년까지 

日本製藥工業協會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개 

발단계에 있는 2，1767ß 의 新物質중 1개만이 신약 승인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美國보다 承認取得確率이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공확률은 

1/2，100에 지 나지 않는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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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처럼 짧究開發 與件이 어려워짐에 따라 세계 각국의 製藥企業들 

은 신약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짧究開發의 效率性올 증대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한 가장 뚜렷한 흐름이 세계적 

인 多國籍 企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企業合뺨， 提擔둥으로서， 기엽 

들은 投資規模를 巨大化하거나 企業간의 共同昭究를 活性化 시키는데 주 

력하고 있다. 

나. 昭究開發投資 現況

(1) 企業의 昭究開發 投資

신약개발올 비롯한 醫藥品 짧究開發 與件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짧究 

開發 費用投資 規模는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昭究

開發費 投資 現況을 보면(表i11-4)， ’91년의 경우 의약품부분에서 세계 최 

대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美國 製藥企業이 處方藥 股賣觀의 18% 이상올 

짧究開發部門에 투자했으며 1), EC가 평 균 12.96%이 고， 日本도 12.11%에 

이르고 있다. 짧究開發에 대한 이러한 費用投資 規模는 다른산엽과 비교 

해 볼 때 매우 높은 것이다. 

<表i1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日本의 경우 전산업에서 製藥盧業의 닮 

究開發비용이 가장 높으며， 獨速은 항공기 산업에 이어 두번째로， 프랑스 

제약산엽의 짧究開發費는 항공기 전산산엽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表i11-6 

참조). 이러한 사실은 製藥塵業이 매우 짧究開發 指向的이며 技術依存度

가 높은 산엽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1) 미국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용은 화학 및 관련산업의 3배에 해당된다. 

(“Changing Lineup A head For Global drug lndusσy"， Chemical & 
Engineering News, Dec. 17, 1900. p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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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4> 國家別 m究開發 投賣 金顆 및 比후(’90-’91) (單位 : 억파운드) 

투자금액 자국내판매비윷 
매출액대비 

국 가 연구개발비율 

90년 91년 90년 91년 90년 91년 
프-i1 일 3,100 3,126 25.9 17.6 16.13 
영 국 2,408 2,845 40.8 26.9 28.17 
E:.~一까‘ 2,201 2,529 17.6 14.1 14.82 
이탈리아 1,300 1,545 11.2 9.6 10.36 
네덜란드 329 285 22.6 11.3 8.60 
벨기에 219 272 14.8 7.5 8.32 
멘마크 194 262 35.8 12.4 14.52 
스페인 129 167 2.8 2.5 2.80 

EC 전체합 9,880 11,031 20.0 14.4 12.96 

미 국 7,908 9,056 20.7 18.4 18.39 
일 본 3,450 4,665 11.0 10.7 12.11 
스위스 2,149 1,644 28.77 
스웨덴 487 617 40.8 22.2 23.32 
노르웨이 76 17.9 14.4 
핀란드 L_.~9 L • LIO.용 9.3 
資料 : Scirp, Year B∞k， 1992. 

Data Book, JPMA, 1993. 

또한 世界市場에서 新藥開發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적인 주요 제약회사 

들도 짧究開發에 이미 賣出願의 15% 이상올 투자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表ill-7 참조). 이 를 총액으로 보면 Glaxo 한 기 엽 

만해도 12억달러 (96백억원)로서 ’93년 우리나라 100대 제약엽소가 昭究開

發에 투자한 全體總願 104，909백 만원보다 10배나 많으며 국내 매출액 순 

위 10대 제약업소의 짧究開發費 總願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이다. 

製藥企業의 짧究開發費 投資는 賣出願 및 純利益率(Net profit margin 

%)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昭究開發의 비중이 커질수록 賣出

願 순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製藥企業들은 급 

변하는 환경속에서 현재의 짧究開發 投資規模가 바로 가까운 미래의 新藥

開發， 國際觀爭力을 좌우한다는 언식하에 짧究開發費 投資規模를 계속 늘 

리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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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5> 日本의 훌業別 昭究開發費 投資 比후 (單位 : %) 

Industry 1980 1985 1990 1991 

All Industries 1.48 2.31 2.78 2.81 
AgricuIture. Forestrγ & Fisheries 0.17 0.24 0.50 0.25 
Mining 0.52 1.03 1.13 1.41 
Construction 0.46 0.49 0.54 0.46 
Manufacturing 1.73 2.69 3.36 3.47 

Food 0.58 0.77 0.98 0.95 
Textiles 0.77 1.18 1.76 1.81 
PuIp & Paper Products 0.41 0.71 0.88 0.87 
Printing & Publishing 0.26 0.68 0.88 0.91 
ChemicaJs 2.55 3.79 4.89 5.24 

IndustriaJ ChemicaJs & ChemicaJ Fibers 1.85 2.80 4.01 4.19 
Oils & Paints 2.48 3.14 3.90 4.20 
Drugs & Medicine* 5.45 7.04 8.02 8.66 

<JPMA>** *8.70 *10.65 *12.05 *12.36 
Other ChemicaJs 2.19 3.61 4.06 4.29 

Petroleum & coaJ Products 0.30 0.38 0.64 0.66 
Plastic Products 1.74 2.37 2.08 
Rubber Products 2.10 2.85 3.20 3.18 
Ceramics 1.30 2.61 2.60 3.00 
Iron & Steel 1.14 1.94 2.33 2.84 
Non-ferrous Me않Is & Products 1.03 1.92 1.80 2.17 
Fabricated MetaJ Products 1.15 1.59 1.60 1.60 
General Machine.ry 1.90 2.74 2.99 3.14 
ElectricaJ Machinery 3.71 5.10 5.86 6.31 

Electrical Machinery Equipment & Supplies 3.35 4.82 5.36 5.66 
Communication & Electronics Equipment 3.94 5.25 6.12 6.63 

Transport Equipment 2.34 2.90 3.65 3.32 
Motor VehicJes 2.38 2.96 3.73 3.33 
Other Transport Equipment 2.15 2.61 3.20 3.24 

Precision Instruments 3.02 4.49 5.94 4.85 
Other manufacturing 1.16 0.97 1.21 1.21 

Transpoπ. communication & Public Utilities 0.32 0.98 1.07 0.85 
註:* 일본의 모든 제약기업 

** 일본 제약공업협회 회원사로서 연구소를 보유하고 제품 개발력이 있는 
기업만올 대상으로 하고 있음. 

資料:Data B∞k， JPMA, 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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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6> 프랑스와 독일의 흩業꺼1) .fiJf究開發費 投資 比훌 (單位 : %) 

Industry 
West Germany France 
1985 1989 1986 1988 

All Indus다Ties 2.5 4.6 6.2 6.7 
Pharmace하밍u'따1πtical 16.0 13.9 15.4 16.2 
Electronic 6.7 9.3 16.8 19.2 
Chemical 4.4 6.3 9.7 11.1 
Mortor Vehicle 3.2 4.1 5.5 6.2 
Machinery & Engineerïng 2.6 3.6 5.1 5.3 
Aircraft 26.4 30.9 23.9 24.5 
Iron & Steel 0.7 0.6 N.A. N.A. 
Me않1 0.7 N.A. N.A. N.A. 
Mining 1.5 0.6 N.A. N.A. 
PrecisionfOptical Machinery 3.0 5.8 N.A. N.A. 
Ener밍r 0.8 0.8 2.3 2.5 
Information 안ocess N.A. N.A. 11.1 10.5 
Electric Machinery & Equipment N.A. N.A. L• 4.4 4.8 
資料 BPI， "Pharma Daten“, West Germany ... 

"L’Industrie PharmaceutiQue, ses realistes", France.SNIP. 

〈表 111-7> 世界 主要 製藥企業의 m究開發 投賣 金顆 및 比率(’93) (單位:百萬$，%)

기업명 R&D 지출액 매출액 R&D매출액 

Glaxo 1,197.1 7,986.4 15.0 
Roche 1,154.2 4,896.4 23.6 
Merck 1,057.2 9,067.6 11.7 
BMS 934.0 6,313.0 14.8 

Hoechst 881.1 6,042.1 14.6 
Pfizer 863.0 4,557.9 18.9 
Bayer 794.6 5,716.8 13.9 
Sandoz 793.6 4,885.5 16.2 

SB 727.4 5,100.5 14.3 
ciba-Geigy 711.1 4,579.7 15.5 

資料 : Scrip Magazine January 
제약산업 통계집， 한국제약협회， 1994. 



1ifJ흰開發 ￡펌i5l과 問題짧 85 

(2) 政府의 支援

선진제약국가에서는 醫學昭究나 醫藥品開發 부분에 정부의 직접 投資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는 醫藥品 昭究開發의 대상이 인체의 생명과 관련 

되어 있고， 또한 昭究費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진외국 

에서의 댐주究開發費 支援 現況을 살펴보면 美國의 경우에는 의학 관련 연 

구에 대 하여 保健省(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의 주관하에 國立保健院(N田 : National Institute of H얹1th)에서 연구비 

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지원금 총액 중 保健省(HHS)올 통해 지원되는 

昭究費는 전체의 약 14%에 달하는데， 특히 基흉흉科學分野에 있어서는 보 

건분야가 美國 전체 基魔맑究 支援金의 41%를 차지하여 의학관련 기초연 

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表ill-8 참조). 근래에는 

生命도學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1991년에는 NlH 基鍵昭究費의 

82%(38억불)， 1992년에는 83%(41억불)가 生命l學分野로 지원되었다. 이 

밖에 國立科學基金(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 서 도 의 학 몇 

生命工學 짧究를 직접·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美國에서와 같이 개개국가 차원에서 醫驚關聯 昭究를 지원 

하는 것 이외에 국가간의 共同짧究도 활성화되어 있다. 예컨대 한국가 

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연구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다양한 專門性

이 요구되는 基鍵分野 연구과제에 대해서 Framework Program을 통하여 

집중투자하고 있다. 

<表ill-9>에 나타나듯이 EC국가에서는 1987-1991년 사이에 保健 및 

生命I學分野에 2억 ECU(약 2.4억불)를 지원했으며， 특히 生命I學分野에 

는 1990-1994년 동안 약 3억 ECU를 지 원하여 生命工學 昭究를 촉진하 

고， 관련규정을 제정하는데 사용하기로 되어 있다. 이밖에도 유럽에서는 

유럽 協同昭究機構 (EUREKA European Research Cooperation Agency) 

를 통해 의료기술과 생명공학분야의 塵學 協同昭究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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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8> 美國의 醫薰關聯 핍f究開發 支援 規模

(’89- ’92 單位 : 百萬달러) 

1992 

7,161 

6,612 

9,836 
8,775 

1991 

9,273 

8,277 

1990 

8,506 
7,576 

1989 

7,892 

7,145 

1988 

5,477 
4,968 

5,101 
4,634 

4,714 4,417 4,086 

2，없3 

72,078 
14% 

13,314 
41% 

2,239 
64,111 

14% 
12,320 

41% 

1,944 

63,712 
13% 

11,397 
41% 

없
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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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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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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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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般

보건성(따1S) 

총연구비 

NIH 연구비 
기초연구비 

총 연구비 

NIH 연구비 
국립과학재단(NSF) 

총 연구비 

전체연방정부 연구비 

보건성 연구비 비율 

전체연방정부 기초연구비 

보건성 연구비 비율 

부처 

資料: αlemical and Engineering News. (연도별 정리) 

〈表 111-9> 유럽 Framework Program의 生命科學돼究 支援 規模

총예산중 비율(%) 지원금(백만 ECU) Framework Program 

1.5% 
2.2% 

80 
120 

2.4% 
2.3% 

16.4 

133 

1987-1991 
보건 

생명공학 

1990-1994 
생명공학 

생의학/보건 

資料 The Effects of Greater Economic Integration Within the Eurφean 
Community on the United States Second Followup Report, USITC 
Publication 2318, 1990 9월호， 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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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 1-1 0> 日本의 醫藥品 관련연구 支援 組織 및 規模

부처 관련조직 예산(1994년， 백만엔) 

후생성 · 휴먼싸이언스 진흥재단(HS재단) 11,257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연구진흥조사기구(의 약품기 구) 

통상성 ·기초기반연구촉진센타 12,202 

·바이오인더스트리협회 

뇨。~4-서 。 ·생물계특정산업기술연구 10，얘3 

촉진기구(생연기구) 

문부성 21，많O 

과기청 22,982 

합계 78，쟁4 

寶料: 일본 중외제약 내부자료 

1980년대 후반부터 新藥開發件數가 크게 증가한 日本에서도 정부의 연 

구비 지원이 활발하다. 일본에서는 醫藥品의 基鍵 및 應用짧究와 관련하 

여 후생성， 통산성， 농수성， 문부성， 과기청 등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 

으며， 昭究支援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에 관리조직을 두고 있는 

경 우도 있다(表ill-10 참조). 

짧究資源 管理機構는 연구지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한정된 資源으 

로 최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본에서 

는 이미 1979년에 新藥開發 짧究事業을 통해， 市場性 및 採算性이 결여되 

어 민간기업에서 손대기 힘든 醫藥品 개발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시작하 

였으며，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製藥塵業 振興을 목적으로 支援管理機構를 

설립하는 둥 많은 노력올 기울였다. 1986년에는 재단법인 휴먼싸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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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홍재단을 설립하여 塵學짧 協同昭究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하여 共同昭

究를 촉진하였다. 본래 휴먼싸이언스 진홍재단은 의약품 산엽정책 간담 

회의 제언올 근거로 설립된 「醫藥品 失端技術 振興協會」를 전신으로 하는 

機構로서(表ID-ll 참조)， 基魔科學昭究와 塵業技術올 연계하는 기초적 과 

학기 술연구를 지 원한다(圖ID-3 참조). 

또한 부록에 상세허 제시되어 있듯이 휴먼싸이언스 진흥재단은 昭究費

支援 이외에 짧究開發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연구주제를 조사 

발굴하여 제언하기도 한다. 이밖에 醫藥品과 관련된 制度의 변화에 대해 

엽계의 의견을 훔生性에 제시하는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밖에 

외국의 醫藥品 許可管理 情報를 기업에 제공하는 등 기업이 주변환경 변 

화에 신속 정확히 대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987년에는 r醫藥品 副作用被害救濟 昭究振興基金」이 발족하였는데， 기 

업과 기업간의 協同짧究에 대해 出資 및 顧資를 제공하여 塵業技術의 開

發을 촉진하였다. 출자는 기초단계의 昭究開發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企業이 共同出資하여 새로운 昭究所， 즉 법인을 설립할 경우 정부에서 소 

요경비 중 최고 70%까지를 지원하는 것이다. 支援方式은 技術開發 法A

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기엽간의 協同맑究 

를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 융자혜택은 주로 應用段

階의 연구개발올 대상으로 所要經費의 70%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5년을 

거치기간으로 하고 거치기간 종료후 10년이내에 價還토록 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의 성공도에 따라 저리 또는 무이자로 長期 몹뽀資하는 것이다. 

본 기금의 경우에도 휴먼싸이언스 진흥재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출·융자등 

짧究費 지급 이외에 연구개발 정보의 제공， 공동연구주선， 해외연구자 초 

빙， 조사사엽의 전개 등 다양한 陽究支援事業을 실시하고 있다. 

홈生性에서는 짧究費 管理機構를 통한 지원 이외에 1992년에 rpharma 

Dream 21계획」을 마련하여 醫藥品 開發支援을 위한 종합적 정책 방향을 

세웠으며， 중점시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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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醫藥品을 창제하기 위한 基魔的， 基盤的 짧究 : 

。 創藥科學 經合 짧究事業 (慶學짧 共同짧究) 

- 우수한 醫藥品 開發과 연관되는 失端技術의 育成 : 

。 次世代 失端技術開發 맑究事業 

- 우수한 醫藥品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맑究 : 

。 醫藥品 規制 Hannonization (조화) 推進 國際共同 昭究事業

。 醫藥品 安全對策등 昭究事業

- 國家가 해야할 특수한 醫藥品 맑究 

。 희귀 醫藥品 開發 昭究事業

。 백신 開發 昭究事業

。 血被 昭究事業

〈表 11 1-1 1> 日 本 政府의 醫藥品훌業 振興努力

시 기 산 업 진 흥 내 용 

1982. 9 의약품 산업정책감담회 설치 
- 해외사업활동에 관한 분과회 
- 연구개발에 관한 분과회 
- 대중약에 관한 분과회 
- 바이오테크놀로지에 관한 분과회 
- 의료기기산업에 관한 분과회 
- 화장품 산업에 관한 분과회 

1983. 2 대신관방 총무과 내 Iife science실 설치 
약무국 경제과 내 의약품 선단 기술진흥실 설치 

6 후생성의 107ß년 종합전략 책정 
9 일본 의약품산업 바이오테크놀로지 진흥방안 마련 

1984. 2 일본의 의료기기산업 진흥방책에 관하여 

5 일본의 화장품산업 진흥방안 마련 
1985. 4 의약품 첨단 기술진흥협회 설립 
1986. 4 재단법인 휴먼싸이언스 진흥재단 설립 
1987.10 의약품기금 연구진흥사업(출자， 융자사업)개시 

1988.10 대신관방 내 후생과학과 설치 
1990.10 I r창약기초과학연구의 추진」 방안마련 

資料 : 21世紀η 醫藥品σ) .t; ry "t7•: 關TQ 銀談會， 약사일보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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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 21世紀η 醫藥品η ;b IJ i? 1;: 關T J.， 聽談會， 약사일보사， 1994. 

〈圖 111-3> 日本의 醫藥品 冊究開發 振興政策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醫藥品 짧究에는 基鍵科學에서부터 應用技

術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專門性이 요구되므로， 선진국가에서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醫藥品 昭究開發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근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정부의 일관된 醫藥塵業 振興政策이 산 

업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製藥企業의 育成方案 모색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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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짧究開發 動向

(1) 世界의 新藥開發 動向

製藥塵業 昭究開發의 가장 두드러진 成果라고 할 수 있는 新藥開發 狀

況을 살펴보면， 우선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해마다 세계 시장에 도입 

되는 新藥의 수가 점차 減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表ill-12>에 

의하면 1987년부터 1992년 사이에 世界 市場에 도입된 新藥은 1987년 63 

품목에서 92년 47품목으로 줄어틀었다. 또한 藥效群別 導入狀況을 보면 

1987년에는 항감염제가 가장 많았으나 1988년 이후 심혈관계용약과 중추 

신경계용약의 신약 도입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주요 新

藥開發 分野가 族病發生 樣相에 따라 變化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國家別 新藥開發 상황을 보면(表ill-13 참조)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의 

10년간 總 開發件數 486건 중에 서 日 本이 127.5건으로 26.2%를 차지 했고 

그 다음이 美國 115건 (23.7%)， 獨速 40건 (8.2%) 순으로 되어 있다. 작년 

에도 國別 新藥開發 상황은 이와 비슷하여 ’93년 한 해통안 세계 각국에 

서 총 46건의 새 로운 化學構造 新藥(NCEs)이 허 가되 었는데 이 중 일본이 

15건 미국이 9건， 이태리 5건 등이었다.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 

과 일본의 新藥開發 비중이 增加하는 것올 알 수 있다. 

특히 日本은 1990년대에 이르러 신약개발이 더욱 가속화 되어， 新藥開

發件數가 유럽이나 미국을 앞질러 세계에서 가장 많은 新藥을 개발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世界 醫藥品 市場에서도 점점 높은 위치를 확보해 가고 

있다. 

더 불어 세 계 100대 연구개발 중심기 업의 賣出願 規模別 新藥開發 現況을 

살펴보면(表ill-14 참조) 10대 기엽에 전체 연구개발 품목의 26.2%가 집중 

해 있어， 세계적인 짧究開發 中心 企業들 중에서도 賣出願이 큰 기업에서 

品目開發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賣出願 순위 세 

계 50대 기엽이 자체 개발한 신약이 전체 특허 신약의 74.7%를 차지하고 

있어 신약개발이 이들 다국적 기업들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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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ID-14>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세계 100대 연구개발중심회사들의 

총 開發品目 중에는 自體開發品目이 2/.3에 해당되고， 라이센스에 의해 확 

보된 신약도 1/3에 이른다는 것도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이는 세계적인 

기업이라 할지라도 확보할 수 있는 專門A力과 技術에는 限界가 있으므로 

자체 신약개발과 함께 활발한 라이센스를 통해 品目數 增大 및 市場 據大

를 이루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큰에는 크로스라이센싱 형태가 많아짐에 따라 독자적인 新藥

이나 기술이 없으면 라이센싱올 통해 新藥을 響入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1981년 이후 세계 주요국에서 시장에 도입된 신약수의 추이를 연 

도별로 살펴보면(表ID-15 참조) 1981년부터 1992년까지는 이태리가 618건 

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日本， 西獨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유럽에서 시장에 출시되는 신약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美國

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表 111-12> 藥效群別 新藥 導入 數

약효군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항감염제 14 11 6 6 5 14 8 
항종양제 6 1 6 3 7 4 
중추신경계용약 6 4 8 9 7 5 7 
심혈관계용약 8 14 9 7 6 5 2 
혈액제제 4 4 2 5 8 5 4 
내분비/대사성용약 7 3 6 1 3 4 3 
향류마티스제 3 2 6 1 1 2 2 
폐/항알러지제 6 5 1 7 3 2 1 
피부질환용약 2 2 2 1 1 2 3 
면역학적 제제 1 3 2 1 2 1 6 
안질환용약 1 1 1 2 
위장간계용약 6 5 2 1 2 

합 계 63 55 48 44 38 47 44 

資料 : 의약품 산업의 현황과 시장동향， 산업연구원， 1986. 
Scrip Yearb∞k，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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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짧究開發 動向

(1) 世界의 新藥開發 動向

製藥塵業 짧究開發의 가장 두드러진 成果라고 할 수 있는 新藥開發 狀

況을 살펴보면， 우선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해마다 세계 시장에 도입 

되는 新藥의 수가 점차 減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表III-12>에 

의하면 1987년부터 1992년 사이에 世界 市場에 도입된 新藥은 1987년 63 

품목에서 92년 47품목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藥效群別 導入狀況을 보면 

1987년에는 항감염제가 가장 많았으나 1988년 이후 심혈관계용약과 중추 

신경계용약의 신약 도입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주요 新

藥開發 分野가 病病發生 樣相에 따라 變化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國家別 新藥開發 상황을 보면(表III -13 참조)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의 

10년간 總 開發件數 486건 중에서 日本이 127.5건으로 26.2%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美國 115건(23.7%)， 獨速 40건 (8.2%) 순으로 되어 있다. 작년 

에도 國別 新藥開發 상황은 이와 비슷하여 ’93년 한 해동안 세계 각국에 

서 총 46건의 새로운 化學構造 新藥(NCEs)이 허가되었는데 이 중 일본이 

15건 미국이 9건， 이태리 5건 등이었다.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 

과 일본의 新藥開發 비중이 增加하는 것올 알 수 있다. 

특히 日本은 1990년대에 이르러 신약개발이 더욱 가속화 되어， 新藥開

發件數가 유럽이나 미국을 앞질러 세계에서 가장 많은 新藥을 개발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世界 醫藥品 市場에서도 점점 높은 위치를 확보해 가고 

있다. 

더불어 세계 100대 연구개발 중심기엽의 賣出願 規模別 新藥開發 現況을 

살펴보면(表III-14 참조) 10대 기엽에 전체 연구개발 품목의 26.2%가 집중 

해 있어， 세계적인 昭究開發 中心 企業들 중에서도 賣出觀이 큰 기엽에서 

品目開發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올 알 수 있다. 또한 賣出觀 순위 세 

계 50대 기엽이 자체 개발한 신약이 전체 특허 신약의 74.7%를 차지하고 

있어 신약개발이 이들 다국적 기엽들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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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ill-14>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세계 100대 연구개발중심회사들의 

총 開發品目 중에는 自體開發品目이 213에 해당되고， 라이센스에 의해 확 

보된 신약도 1/3에 이른다는 것도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이는 세계적인 

기엽이라 할지라도 확보할 수 있는 專門A力과 技術에는 限界가 있으므로 

자체 신약개발과 함께 활발한 라이센스를 통해 品텀數 增大 및 市場 據大

를 이루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큰에는 크로스라이센싱 형태가 많아점에 따라 독자적인 新藥

이나 기술이 없으면 라이센싱을 통해 新藥을 導入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1981년 이후 세계 주요국에서 시장에 도입된 신약수의 추이를 연 

도별로 살펴보면(表ill-15 참조) 1981년부터 1992년까지는 이태리가 618건 

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日本， 西獨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유럽에서 시장에 출시되는 신약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美國

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表 11 1-1 2> 藥效群別 新藥 導入 數

약효군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항감염제 14 11 6 6 5 14 8 
항종양제 6 1 6 3 7 4 
중추신경계용약 6 4 8 9 7 5 7 
심혈관계용약 8 14 9 7 6 5 2 
혈액제제 4 4 2 5 8 5 4 
내분비/대사성용약 7 3 6 1 3 4 3 
향류마티스제 3 2 6 1 1 2 2 
폐/항알러지제 6 5 1 7 3 2 1 
피부질환용약 2 2 2 1 1 2 3 
면역학적 제제 1 3 2 1 2 1 6 
안질환용약 1 1 1 2 
위장간계용약 6 5 2 1 2 

합 계 63 55 48 44 38 47 44 

資料 : 의약품 산업의 현황과 시장동향， 산업연구원， 1986. 
Scrip Y얹rbook，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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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 1-1 3> 國家別 新藥 開發 實績 (單位: 件)

國名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용f 
比훌 

(%) 

일 본 15 9 10 12 14 15 17 16 9 10‘5 12 14 15 68.5 27.1 
미 국 11 9 9.5 6 19 15 13 16 9 9.5 13 10 9 148 23.8 
영 국 3 0.5 2 3 3 4 2 3 6 4 5 4 40.5 6.5 
프랑스 3 5 3 5 4 2 6 10 2 2 1 1 3 47 7.5 
독 일 8 1 9 1 4 5 1 3 3 3 3 213 46 7.4 
이탈리아 9 1 5 5 2 4 5 1 1 4 5 43 6.9 
스위스 7 4 4 4 1 3 4 5 3 5 4 2 1- 46 7.4 
스페인 3 4 1 4 3 1 17 2.7 
뉴질랜드 1 2 1 2 1 1- 7 1.1 
스웨덴 2 1 1 3 1 2 2 13 2.0 
빨기에 1 l 2 1 5 0.8 
덴마크 1 2 2 1 3 1 10 1.6 
오스트리아 l 1 1 3 0.5 
이스라엘 1 1 1 3 
캐나다 1 1 1 3 0.5 
아르헨티나 1 1 
러시아 1 2 
헝가리 2 1 1 1 5 
핀란드 1 1 l 3 
한 국 1 1 
인 도 2 1 3 
호 주 1 1 
중 국 2 1 1- 3 
유 고 1 1 
브라질 1 1 

合計 65 39 40 37 53 47 58 72 35 43 43 43 46 621 100 
」

註: * 0.5는 공동개발 
資料국제의약품 정보J ， 1991. 2. 25. 

〈表 11 1-1 4> 世界 100대 冊究開發 쇼業의 規模別 新藥開發 現況(’9이 

구분 
총 R&D 

비율(%) 
자체개발 

비윷(%) 
라이센 

비율(%) 프DEl -E1L 프r흠1 표 -1L 스품목 

1-10 1,137 26.2 864 23.9 73 26.9 
11-20 727 16.7 530 14.8 197 19.5 
21-30 551 12.7 428 11.9 123 12.2 
31-40 436 10.0 598 16.6 109 10.8 
41-50 343 7.9 271 7.5 72 7.1 
51-60 290 5.7 220 6.1 70 6.9 

’ 61-70 254 5.8 196 5.4 58 5.7 
71-80 228 5.2 195 5.4 33 3.3 
81-90 199 4.6 161 4.5 38 3.8 
91-100 180 4.2 141 3.9 39 3.8 
합계 4,345 100 3,604 100 1.012 100 

資料 세계 각국의 의약품 연구개발 추세 J ， 대한약사회지， 1994.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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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111-15> 世界 主要國의 市場導入 新藥數 推移(’81- ’92)

년도 미국 서독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1981 29 70 43 21 73 59 
1982 35 55 47 20 59 *36 
1983 25 54 32 24 33 33 
1984 22 64 25 33 72 *26 
1985 35 51 18 35 72 53 
1986 35 36 18 21 31 33 
1987 35 44 24 17 36 45 
1988 19 22 30 18 *42 *45 
1989 25 *38 28 *21 42 29 
1990 *22 *56 *33 *15 59 *33 
1991 39 *43 39 10 34 *35 
1992 26 45 29 15 65 32 
합계 347 578 366 250 618 459 

寶料: Data book, JPMA, 1993. 

신약의 시장출시추이에서 한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1970년대 이후로 

세계 주요 5개국 시장(미국， 일본 및 유럽 3개국)에서 출시된 제품의 國際

化가 이루어지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에서 新藥開發 費用등의 增加， 新藥開發數의 減少등으로 有效 特許期

間內에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바로 國際

化하는데 걸리는 시간올 단축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이석원， 1994:50). 

(2) 짧究開發 動向

1990년대에 주요 짧究開發 관심분야는 바이러스성 질환과 에이즈 치료 

제 그리고 A口高觀化에 따른 老A性 病愚治驚簡~ . 心血關係 藥物 둥이 될 

것이며， 전세계적으로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醫藥品 開發 맑究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화합물을 발견하는 전통적 

인 방법 과 함께 분자 生物學， 遺傳工學의 짧究分野가 新藥開發의 새 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90년대에는 이에 의한 유망한 新藥의 開發에 큰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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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 하에서 1993년 세계의 藥效群別 짧究開發 動向을 간단히 

살펴보면(表ill-16참조)， 1993년도에는 항암제， 항염증제， 천식치료제 부분 

에서 맑究 및 製品 開發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외 항바이러스제 

및 에이즈 治驚製에 대한 연구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특히 에이즈치료제는 이전에 연구대상 성분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현재 약 40개 성분이 臨皮試驗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藥效群別 昭究開發 投資比率로 미국에서의 분야별 연구개발 추세를 살 

펴보면 <表ill-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心血關係用藥 부분이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여 현재 이부분에 대한 관심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외 항감 

염제， 항암제， 내분비계 약물연구에도 많은 비용이 투자되었다. 

한편 〈表ill-17> 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世界 多國籍企業

들의 國際化指向性이 짧究開發 投資部分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유럽과 미국 제약기엽의 경우 각 기업 賣出願의 50%를 해외에서 

거두어 들이고 있으며， 짧究開發 費用의 30%가 海外投資 지분인 것을 보 

아도 그 國際化 정도를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 

제약기엽의 경우는 昭究開發에 소요되는 費用의 92%를 국내시장에서 조 

달하고 있으며 전체 짧究開發 投資願 중 海外投資比率도 10% 이하이다. 

이밖에 최근 醫藥技術部分의 두드러진 변화로서 生命工學(Biotechnole없)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生命工學技術은 생명체를 개조하거나 이용하는 기술로써 21세기 미래 산 

엽을 선도해 나갈 核心技術 分野로 인식되고 있다. 

미 국， 일본 및 유럽 둥 선진국들은 80년대 초부터 新生命I學技術(New

biotechnology)분야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鏡爭的으로 昭究開發

投資를 증대시켜 왔다. 선진국의 生命工學技術은 그 통안 축적해온 生命

科學技術을 바탕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生命工學技術이 미래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人類 保健， 食樓， 에너지， 環境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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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111-16> 世界 上位 15大 맑究開發 效能分野(’93)

순위 약효군 개발대상성분수 

1 항암제 (KG22) 338 
2 항염증제(M1Al) 277 
3 천식치료제(R8A) 255 
4 항암제， 면역억제제(K3) 253 
5 항바이 러 스， 에 이즈(]54) 231 
6 생 명 공학제 체 (]5A) 210 
7 백신(]7A) 202 
8 섬혈관제(C9Z) 201 
9 항바이러스(]5Z) 189 
10 생명공학체제(TlB) 188 
11 기억강화제(N6D) 188 
12 신경보호재 (N7C) 181 
13 항혈전제(BIB9) 176 
14 면역억제제(15) 172 
15 고혈압치료제(C2B9) 155 

寶料 : 제약산업정보， 한국제약협회， 1994. 5. 

〈表 11 1-1 7> 美國의 藥效群別 鼎究開發 投賣比훌 

1989 1988 1987 
약 효 군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내 외 내 외 내 외 

항감염제 15.0 17.3 13.9 12.9 13.1 15.2 
중추신경계컴각기관용약 15.4 14.9 14.6 13.8 14.5 14.6 
심혈관계용약 23.0 25.4 25.1 21.1 27.0 28.9 
항암제/내분비 계/대사성 질환용약 15.2 15.5 18.5 15.3 19.3 9.0 
위장관계/비뇨생식기계용약 4.6 6.4 4.1 7.9 5.3 8.5 
호흡기계용약 6.1 4.9 5.4 5.9 5.3 7.0 
생물학적제제 4.7 2.5 4.1 2.9 2.8 3.1 
피부과용약 2.3 1.5 2.1 2.1 2.1 1.3 
비타민제 0.2 0.0 0.2 0.6 0.2 0.1 
진단용시약 2.0 0.2 0.7 0.1 0.7 0.1 
기타체제 11.5 11.5 11.3 17.4 9.7 12.2 
資料 세계 각국의 의약품 연구개발 추세J ， 대한약사회지， 1994.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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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藥品 분야에서는 賣出願順으로 세계 80대 제약회사 중 90%가 生命工

學部分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Scrip지， 1990), 이러 

한 노력의 결과 ’90년대 들어 당초 예상치를 능가하는 技術開發 成果와 

新商品의 開發이 이루어졌다. 遺傳子 造作으로 인한 인터페론， 성장 인 

자， 백신， 혈액제 등이 이며 대량생산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전염병， 유전 

병，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진단 제품 개발도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日 本의 경우 ’91년도에 生命I學 시장 규모는 이미 4，000억 엔 수준에 달 

하고 있는데， 日本의 製藥企業들은 美國， 유럽 퉁지의 기업들과 技術 製擁

를 통한 新醫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91년도에 시작 

한 차세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당쇄공학기술(Carbohydrate En밍neering) 

개발 프로그램을 주요 국가 주도 프로그램으로 채태 추진하고 있다. 

美國의 生옮I學 分野에서의 저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評價되고 있 

다. 최근 조혈제인 EPO가 개발되어 시장에 진출하면서 제3의 바이오 붐 

이 조성되고 있다. 실제로 ’91년에 5종의 新規 醫藥品이 FDA로부터 제 

조 股賣 許可를 얻은데 이 어 ’92년 3월 FDA자문위 원회를 통과한 7개 품 

목이 최종 承認을 기다리고 있다. 

유럽의 경우 美國이나 日本에 비하여 國家에서 주도하는 昭究開發 활동 

이 다소 미흡한 감이 있으나， 유럽에 본거지를 둔 거대 化學 및 製藥會社

들이 중심이 되어 짧究開發活動을 전개하고 있다. 

EC차원에 서 는 生命I學技術 調整機構인 ESNBA(European Secretariat 

of Nationa1 Biotechnology Association}를 ’92년에 발족시 켜 자체 기 술확 

보를 위한 활동을 개시하였다. 2000년까지 生命工學 製品의 세계시장 규 

모는 2，000억 -4，000억불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美國의 SRI 

Internationa1의 경우 2，443억불로 예측하고 있다. 

즉 과거 화학물질에 의한 신약개발에서 오늘날에는 生命工學， 특히 分

子生物學이나 遺傳I學의 짧究分野가 新藥開發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 

고 있어， ’90년대에는 유망한 신약의 開發에 큰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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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國內 製藥훌業의 {#f究開發 現훨￡ 

가. 投 資

국내 제약기업들은 그동안 輸入代替 完製醫藥品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성장해 왔다. 따라서， 昭究開發 活動도 輸入原料의 製齊u化나 原料合成技

術의 模做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80년대 들어서야 新그:程 開發

에 의한 原料合成部門과 新齊u型 開發에 적극적인 投資가 이루어지기 시작 

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80년대 중반까지 국내 製藥企業에서 연구개발이 차지 

하는 몫은 미미한 상태였으며 특히 많은 投資와 위험이 따르는 新藥開發

은 아예 도외시되어 온 면이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와 국내외적인 환경변화는 국내제약엽게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昭究開發의 강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즉， 輸入自由化와 

物質特許導入， UR 등으로 종래의 외국제품 모방자체가 어렵게 된 것이 

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기엽들도 80년대 후반부터 신약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投資를 시작했으나 비용투자규모나 시설 둥의 측면에서 아직까 

지는 新藥짧究 基盤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국내기업의 年度別 짧究開發費 投寶動向올 보면(表ill-18참조) ’88년부터 

’93년까지 매출액 순위 100大 製藥企業의 昭究開發費 投資 規模가 대략 

3%션올 유지하며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賣出願의 10% 이상 

올 짧究開發에 투자하고 있는 歐美， 日本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미약한 수 

준이다. 또한 매출액 순위 10대 製藥 大企業들의 ’93년도 짧究開發費用 

投資도 매출액의 3.1%에 머물러 국내 선두그룹의 제약업체들조차도 짧究 

開發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表ill-19참조). 

그외 재별계 제약기엽과 외자계기업의 짧究開發費 投資現，ì兄을 보면(表 

ill-20 참조) 먼저 매출액 순위 100위내에 드는 재벌계 제약기엽의 ’93년 

昭究開發投資費는 평균 22.3%2)로 매출순위 100대 제약기엽의 평균 3.24% 



l1f5e，융정發 ￡용t쟁과 問題흉감 99 

보다 훨씬 높았으며， 10대 기엽 평균 3.69%보다도 6배나 높아 재벌계 製

藥企業에서 비교적 짧究開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함올 알 수 있다. 

〈表 11 1-1 8> 賣出順位 100大 國內 製藥쇼業으1 li1f究開發 投훌規模(’88-’9의 

(單位 : 百萬)

연갚각혼 매출액 연구개발비 
매출액 

연구개발비 

1988 1,439,362 41,386 2.87 

1989 1,685,741 54,430 3.23 

1990 1,933,254 63,499 3.28 
1991 2,484,277 82,909 3.34 
1992 2,906,292 91,233 3.14 
1993 3,241,937 104,909 3.24 

資料 : 보건사회부. 

〈表 111-19> ’93 賣버順位 10大 國內 製藥企業의 鼎究開發 投賣規模

(單位 : 百萬원) 

업소명 매출액 연구개발비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울(%) 

동아제약 204,486 6,135 3.00 
녹십자 144,002 9,370 6.51 
유한양행 138,046 4,790 3.47 
일양약품 132,609 3,980 3.00 
제일제당 126,700 7,802 6.16 
동화약품 119,775 4,572 3.82 
영진약품 106,000 와3 0.42 
대웅제약 101,500 3,440 3.39 
종근당 100,428 3,707 3.69 
중외제약 98,395 3,733 3.43 

평 균 127,194 4,797 3.69 

資料 : 주간제약신문 1994. 6. 11. 

2) 선경， 럭키의 경우 그룹중앙연구소의 연구비가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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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20> 財閒界 製藥企業의 冊究開發 投賣規模(’93) (單位 : 백만원) 

업소명 매출액 연구개발비 비 율(B/와dOO) 

제일제당 126,700 7,802 6.16 
럭 키 18,400 10,989 59.72 
코오롱제약 17,830 279 1.57 
삼천리제약 14,750 734 5.00 
선경제약 11,500 6,135 53.35 
진로제약 8,188 612 7.74 

I영 균 32,895 4,425 22.25 

홉料 : 약업신문， 1994. 7. 

반면 ’93년 賣出願 순위 100대 제약업소에 포함된 25개 合作會社의 昭

究開發費 投資 平均은 0.98%로 전체평균 3.24%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 

다. 이는 외자계 기엽 중 대부분이 母企業의 原料를 輸入하여 생산한 후 

제품을 판매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국내에서는 昭究開發 活動이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실제로 외자계 제약기엽은 모두 

국내에 자체기엽연구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90년대 들어 新藥開發의 重要性과 짧究開發費用 投資增大가 크게 강조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製藥企業의 짧究開發 投資가 賣出觀

의 3%선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우선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상반기까지 

이어진 약엽경기의 불황， 저성장등의 요인과 함께 KGMP등 시설 부분에 

費用投資가 集中된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新藥開發 投資의 위험부담이 워낙 크고 성과 또한 불확실한 것도 

投資를 망설이게 하는 요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맑究開發에 대한 투자 없이는 新藥開發 및 技術黃新이라는 성과도 

있을 수 없고 또한 國際 鏡爭力도 결코 강화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사 

실이므로 앞으로 국내 製藥企業들이 구미·일본 제약기엽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신약개발능력올 키워나가자면 먼저 昭究開發費用 投資規模를 대폭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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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21> 合作企業의 阿究開發 投資規模

업소명 매출액 R&D 비율 

한독약품 57,569 818 1.42 
한국얀센 52,094 0 
한국화이자 39,284 103 0.26 
한국그락소 34,197 54 0.16 
한국쉐령 33,500 67 0.20 
국제약품 32,400 475 1.47 
한국바이엘 28,782 0 
한국산도스 24,658 215 0.87 
한화제약 24,530 94 0.38 
대웅릴리 22,694 0 
데이비스제약 17,445 228 1.39 
해동에스에스 6,703 116 1.73 
한국베링거 17,557 304 1.73 
한국썰시바 18,757 0 
한국롱효랑 13,003 60 0.46 
한국오츠카 11,000 0 
한국로슈 11,127 0 
덕산센트랄 5,251 0 
한국신텍스 10,015 65 0.65 
한국사노피 7,080 0 
녹우재약 6,999 150 2.14 

단순평균 0.99 

資料 : 보건사회 부， (주간) 제 약신문 1994. 6. 11. 

(2) 政府 支援事業 規模

현재 국내 제약기엽의 賣出願 規模， 昭究開發 投資 動向과 施設， 축적된、 

技術등 제반 與件을 고려할 때 기업체 단독으로 신약개발을 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物質特許導入둥 일련의 環境變化로 

인해 빠른 시일내에 전반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높이지 않으면 國內 製藥

企業은 輸出觀爭力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內需市場에서도 合

作등의 형태로 진출해 있는 多國籍 製藥企業에 대해 鏡爭力을 상실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w년 이후 정부에서는 新藥開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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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究 f足進 및 맑究基盤 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 왔다. 

이중 현재 실시하고 있는 費用投資 事業으로는 新藥開發 짧究支援事業과 

G7 新醫藥·新農藥 開發 事業이 있다. 

新藥開發 짧究支援事業은 保健社會部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신약개발과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하여 용역을 주거나， 관련사업 CGCP， GLP개정 

및 임상시험센터， 실험동물자원센터 기구설립 등 전반에 대해 據算을 사 

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91년부터 시작하여 지난 ’93년까지 이미 37 

억원이 執行되었고 이 사엽이 완료되는 2001년까지는 2，800억원의 ￥象算이 

配定되어 있다. 그리고 科學技術處에서 주관하는 G7 新醫藥·新農藥 開發

事業은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약 990억원을 출연하여 신약·신농약 제품 

개발올 위한 昭究事業을 벌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G7 프로젝트에 의해 

투자된 금액을 보면 ’92년에는 36개의 중과제에 대해 총 121억원이 투자 

되었는데 이 중 政府는 74%에 해당되는 90억원을 부담했고 나머지 26% 

에 해당되는 31억원(3， 132.5백만원)은 민간이 부담하였다. 

또한 ’93년에는 38개 중과제에 총 160억원 정도(15973.6백만원)가 投資

되었으며 이 중 70%에 해당하는 112억원을 정부가 나머지 48억원 (30%) 

은 민간기 업 이 짧究費用을 조달했다(表ill-22 참조). 

정부는 이러한 짧究事業 수행에 있어 부족한 施設이나 人力의 效率的

활용을 위 해 뚫·學·짧 協同짧究를 권장하고 있는데 <表ill-23>에 나와 있 

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G7 프로젝트에는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엽부설연구소， 대학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93년에도 총 1，885명의 g좌 

究人力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앞서 언급하는 신약개발연구 지원사업 및 G7 신의약·신농약 개발 사업 

이외에도 <表ill-24，25>에 나타나듯이 技術開發 關聯 資金은 기타 여러 

부처에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자금은 모험적 성격이 강한 新藥開

發 짧究費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고금리라는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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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22> G7 鼎究費 總括 現況(’92-’93)

’92년도 
연구비 

’93년도 
연구비 

’94년도* 

연구비 
註*예정금액임 
資料:보건사회부 

정부부담분 민간부담분 

9,005.5 3,132.5 

11,200 473.6 

〈表 111-23> G7 參加機關 • 企業 및 伊究員 數

대상 ‘92년 

정부출연연구소 6 

중소기업 5 
기업부셜 

대기업 22 
연구소 

연구수행기관 
계 27 

대학 35 

국·공립 연구소 4 

기타 연구소* 5 

계 77 

중소기업 6 

참여기업수 대기업 22 
계 28 

내·외부별 
내 부 1,122 

외 부 505 

참여 산업계 573 

연구원수 기관별 학 계 521 

연구계 533 

계 1,627 

(單位 : 백만원) 

계 중과제수 

12,133 36 

15,973.6 38 

15,000 

(單位 : 個所， 名)

’93년 

5 

3 

10 

13 

33 

5 

12 

68 

7 

23 

30 

1,340 

없5 

647 

594 

644 

1,885 

註*기타연구소는 타부처 출연연구소， 조합， 외국연구기관 퉁임. 
資料:보건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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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기금도 關聯塵業에 중점적으로 지 

원되고 있으므로 製藥昭究 支援올 기대하기는 무리인 실정이다. 따라서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고 성공확률이 낮은 의약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製藥關聯 基金 마련이 필요하다. 이밖에 최근에는 상공자원부에 

서 醫藥品 開發 昭究에 대해 지원의지를 보임으로써 각종 特別資金 支援

과 租親惠澤 등을 받게 되어 있는 r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원료의약 

품 및 중간체， 항생물질， 항암제， 항바이러스제， 생물학적 제제 등을 포함 

시켰다. 

이는 生塵技術發展 5個年 計劃 및 共通盤路 技術開發 事業의 일환으로써 

醫藥關聯 技術課題를 정부의 공업기반 및 생산기술 개발 지원대상과제로 

확정 고시한 것으로써 昭究開發을 지향하는 製藥企業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表111-24> 技術開發關聯 賣金의 特徵

자 금 | 특 정 비 고 

기술개발자금 일반자금과 통일 일반자금 금리 (8년) 

첨단산업육성자금 | 첨단산업 업종범위(상공부) 일반자금 금리 (8년) 

생산기술개발자금 I r산업기술 연구조합육성법」에 | 설비투자자금 연8% 
의하여 설립되고 상공부가 

고시한 생산기술과제를 개발 

資料: 신약개발 추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건의， 한국제약협회， 1994. 

〈表 111-25> 흩業別 支援基金의 利率 및 貨버 期間

사 업 기 금 별 연이율(%) 대출기간 비 고 

관 ~ 업 관광진흥개발기금 9.0 5-8년 교통부 
에너지산업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8.0 8년 에너지관리공단 

방위산업 방위산업육성기금 1.0 5년 국방부，상공부 

석유산업 석유사업기금 3.0-9.0 8년 에너지관리공단 

공업진흥 
공업발전기금 6.5-7.0 5-8년 상꽁부{기계.전자섬유) 
정보통신진흉기금 6.0-6.5 5년 체신부 

정보통신 과학기술진흥기금 6.0-6.5 7년 과학기술처 

資料 : 신약개발 추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건의， 한국제약협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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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人 力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제약관련 기엽연구소를 대상으로 하여 昭究/\力

現況을 살펴보면 ’93년 12월을 기준으로 할 때 연구소에 근무하는 인력은 

모두 52개사 57개 연구소 1천9백83명에 이른다. 이는 ’92년과 비교할 때 

회사 수로는 18.2%에 해당하는 8개사가 더 늘고， 연구소 직원은 0.9%인 

12명이 더 증가한 것이다(表ill-26， 表 ill-27 참조). 또 이들 연구소 직원 

중 보조원과 관리요원을 제외한 純縣 昭究全擔要員의 분포를 보면 博士級

人力이 7.9%로서 1백 56명， 碩士級 人力이 39.5%로 7백83명， 그리고 學士

級 A力은 4백24명 이 었다. 

’88년 이후의 연구인력 증감추이를 보면 博士級 A力과 碩士級 A力은 

증가하는 반면 신약개발에 대한 專門度가 낮은 學土級 人力은 ’92년보다 

’93년도에 오히 려 1.8% 감소했다. 이 러 한 결과를 볼때 각 제 약사들이 연 

구소 조직을 실질적인 昭究開發體制로 전환키 위해 昭究A力을 석·박사급 

으로 대체하는 등 연구소의 질 향상에 노력올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약관련 연구소의 전문연구인력 유치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음을 연구인력 분포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우선 博士級人力을 보더라도 전체 52개 기엽의 평균 博士數는 1개사당 

3명에 불과하며 博士級 A力을 한병도 보유치 않은 엽체도 19개사에 달하 

고 있다， 또한 碩士級 人力도 1개사당 평균 15명에 지나지 않았다. 

짧究全擔要員 전체로 볼 때도 100명 이상 보유한 昭究所는 단 한 곳뿐 

이며， 50-100명인 곳이 5개 연구소였고 나머지 46개 연구소가 50명 미만 

이었다. 이와 같은 짧究人力 規模는 1개사당 연구인력이 2천-5천명에 달 

하고 이중 1/3이 博士A力인 세계적인 製藥企業들과 비교할 때 아직 절대 

적 인 숫자가 부족한 상태 이다. 영 국의 Glaxo사에서는 지 금까지 新藥開發

을 해온 회사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신약개발에는 950명 이상의 

昭究人力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製藥企業들은 이러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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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작하여 짧究人力에 대한 投資를 彈化해야 할 것이다. 

한편， 48개의 製藥企業 附設 昭究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3)에 근거하 

여 昭究所 人力의 職種別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는 <표ill-27>과 같다. 

먼저 職種別로 보면 짧究員이 7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짧究補助 

員으로 16.3%를 차지했다. 그리고 技術·技能職 人力과 기타 A力은 총 

‘10.1%로 그리 많지 않아 製藥企業 附設 짧究所의 조직 구성 은 비 교적 效

率的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表 111-26> 科技處 登錄 製藥關聯 쇼業 鼎究所으IÁ力 現況(’93年)
연구소 인력현황 

인정 
연 구 -λ~ 연구전담요원 보조 관리 

박사석사학사 계 원 요원 
합계 년월일 

동아제약중앙(연) 6 45 7 58 13 18 89 811024 
종근당중앙(연) 5 44 11 60 21 7 88 811024 
럭키중앙(연) 61 213 29 303 66 102 471 811024 
녹십자중앙(연) 3 11 11 25 5 2 32 820415 
녹십자종합(연) 보정리분소 0 1 9 10 0 0 10 870522 
녹십자종합(연) 포이동분소 0 4 6 10 0 0 10 910730 
보령 제 약(주)중앙(연) 7 27 6 40 15 3 58 820415 
일동제약중앙(연) 6 29 10 45 17 3 65 820809 
유한양행중앙(연) 6 49 10 65 29 5 99 830603 
중외제약중앙(연) 5 26 24 55 6 10 71 831008 
대일화화기술(연) 0 4 11 15 1 1 17 831105 
대웅중앙(연)서울분소 1 23 10 34 4 0 38 840322 
대웅중앙(연) 9 30 11 50 9 6 65 880406 
영진약품공업(주)중앙개발(연) 2 17 2 21 5 2 28 850417 
오산분소 
영진 약품공업(주)중앙(연)남양분소 2 7 6 15 2 0 17 850417 
삼진제약부셜중앙(연) 3 19 6 28 7 1 36 850628 
동화약품중앙(연) 1 33 9 43 23 3 69 860422 
한일약품중앙(연) 1 10 3 

-→~ 
14 5 0 19 860425 

3) 본 설문조사는 당원에서 7월 20일 ~8월 13일의 기간 중 「국내 제약회사의 연 

구 개발 실태」에 관하여 연구소 소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대상 연구소 

52개소 중 90.4%가 웅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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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26> 계속 
연구소 인력현황 

인정 
연 구 5‘- 연구전담요원 보조 관리 합계 

박사 석사 학사 계 원 요원 
년월일 

일양약품중앙(연) 3 '2:l 10 40 4 3 47 861114 
제일약품중앙개발(연) 0 12 11 23 8 0 31 861211 
한미약품중앙(연) 3 3 8 14 5 2 21 861211 
한미 약품중앙(연)팔탄분소 0 4 1 5 0 0 5 861211 
국제약품중앙(연) 0 14 13 27 4 1 32 861226 
한올제 약(주)중앙(연) 1 6 2 9 1 1 11 870껍5 
조선무약생명과학(연) 4 5 10 19 6 3 28 870511 
삼일중앙(연) 0 11 4 15 2 l 18 870616 
광통제약중앙(연) 0 7 8 15 5 1 21 870831 
한독약품중앙(연) 2 11 9 22 4 0 26 87'α303 
태평양제약중앙(연) 3 2 8 13 12 0 25 잃0315 
현대 약품부설종합기술(연) 2 7 1 10 0 1 11 880앓1 
신풍제약중앙(연) 0 9 17 26 14 4 44 880331 
대한약품중앙(연) 0 l 10 11 1 1 13 880517 
동국제약중앙(연) 2 8 0 10 3 4 14 88뻐31 
경통제약중앙(연) 2 1 7 10 4 3 17 880908 
이연중앙(연) 0 6 4 10 6 2 17 잃0908 
유유산업 (주)중앙(연) 0 0 6 6 2 0 8 890쟁8 
대원제약(주)중앙(연) 0 3 7 10 l 0 11 891αE 
인화제약중앙(연) 0 0 5 5 1 1 7 891005 
삼아약품중앙(연) 0 3 10 13 9 2 24 900115 
천일생명과학시술(연) 0 0 6 6 0 l 7 900409 
동신제약중앙(연) 0 6 10 16 6 2 24 900413 
동구약품중앙(연) 0 2 5 7 2 2 11 900앓5 

일성 신 약(주)중앙(연) 1 1 9 11 6 0 17 911121 
태준제약중앙(연) 1 3 6 10 0 1 11 920518 
씨앤드씨신약(연) 1 8 0 9 2 2 13 920518 
삼천리제약정밀화학(연) 1 4 7 12 8 4 24 920720 
서흥캅셀중앙(연) 3 3 6 12 0 2 14 920818 
건일중앙연구소 1 2 3 6 8 3 17 921217 
바촌천연물(연) 2 2 4 8 6 3 17 930128 
일화중앙(연) l 5 10 16 14 8 38 930716 
진양제약(주)중앙(연) 1 2 2 5 2 l 8 930825 
통방생명과학(연) l 2 3 6 0 2 8 931012 
한림제약중앙(연) 0 3 5 8 7 5 20 931018 
고려제약중앙(연) 0 3 2 5 2 1 8 931115 
대화제약중앙(연) 2 l 5 8 2 l 11 931210 
코오홍제약기술(연) 0 4 6 10 0 1 11 931213 
부광약품공업 (주)중앙(연) 1 0 9 10 5 4 19 931218 

계: 52개사 57개 연구소 156 783 430 1,369 싫8 232 1,991 

資料 : 일 간보사， 199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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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27> 冊究開發 A力 梅成 推移 (單位: 名)

연 구 인 력 
연 도 계 

박 사 석 사 학 사 

1988년 98 553 405 1,056 

1992년 145 774 438 1,357 

1993년 156 783 424 1,369 
'--

資料 : 제약산업통계집， 한국제약협회， 1994. 

〈表 111-28> 伊究開發 A力의 構成

인력구성 평균인원 
연구소당 

비율(%) (to떠1) 
용답수 

직 
연구원 27.6 47 73.6 

연구보조원 6.1 47 16.3 
종 

기술· 기능직 2.0 46 5.3 100 
별 

기 타 1.8 45 4.8 

학 
박 사 3.4 47 9.4 
석 사 16.7 47 46.4 

위 
학 사 7.8 47 21.7 100 

별 
기 타 8.1 47 22.5 

의 학 0.4 46 1.2 
전 약 학 9.0 47 26.8 
;。표 이 학 16.2 47 48.2 100 
별 농 학 0.9 46 2.7 

기 타 7.1 47 21.1 

성별 
남 29.3 47 79.6 100 여 7.5 47 20.4 

資料: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 技術導入

우리나라에서는 技術導入에 앞서 정부의 許可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의 

약품 분야의 技術導入에 대해서 정부는 기존 국내엽계의 기술보다 先進技

術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데，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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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料의 合成과 特秀製齊j에 관한 技術 등이 주요한 기술도입 허가 대상이 

된다. 

〈表 111-29> 技術導入 現況 (’93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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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제 전제풍 
유전공학적방법에 의해 생산된 
ß-interferon의 정 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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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P흘이용한유행성출혈염진단시약 

7년 |수액제제 
1)그린레프로 

2)제노그린 

5년 ICoJpennin젤(과민성대장중상치료제) 
발매일로부터7년 |에스트라디율뺏취(여성훌몬제)외 1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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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1 

동국제약 IK짧Ùl K야"ea Institute of 제조일로부터5년 I AcJarubiciny 양pe(항생제) 
Technology(러 시 아) 

資料 : 제약산업통계집， 한국제약협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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技術導入 現況을 보면 (表ID-29) 순수 의약품(화장품， 부외품， 위생용품 

제외) 생산올 위한 기술로서 ’93년 7월 현재 계약기간이 유효한 외국인 

엽체는 총 25개사이며 계약품목은 33품목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술을 제공한 國家別로는 美國과 日本이 각 7개사로 2개국에서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 영국이 4개사， 스위스가 2개사， 독일， 러시 

、아가 각각 1개사였다. 또한 國內 企業別 技術導入業體로는 녹십자가 8개 

사로 가장 많고 그외 일동， 제일제당， 상아제약이 각각 2개사와 계약을 맺 

고 있으며， 쫓約期間은 대부분 5년에서 10년 사이로 되어있다. 

한편 1962년 중앙제약이 미국의 「화이자」사와 技術提擺를 맺은 이래로 

1992년까지 國內 製藥業界가 외국과 技術提擺를 맺은 총 건수는 195건이 

며 로얄티 총 지급액수는 4백4십억원에 달했다(表ID-30 참조). 그런데 

國內企業이 外國企業의 商標나 新製品을 導入하는 경우， 정부로부터의 許

可를 필요로하는 技術導入보다 기엽간 계약에 의한 品目提擁가 훨씬 광범 

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品目提觸의 경우는 직접 

로얄티를 送金하지는 않지만 原料價에 이미 로얄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國內 製藥企業을 통해 외국으로 지급되는 전체 로얄티 액수는 資料에 나 

타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技術導入 件數를 年度別로 보면 60-70년대보다는 ’80년대에 들어 

年平均 技術導入 件數가 다소 늘어났으며 80년대 후반부터는 연평균 15건 

내외로 횟約 체결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국별로는 美國이 35.9% 

에 해당하는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日本 29.2%, 獨速의 순으 

로 技術導入 件數의 60% 이상이 美國 日本 양국에 集中되어 있다(표 m 
-31 참조). 

物質特許制度 導入， 輸入開放 以後로 의약품 技術導入， 品目提擔에 대한 

로얄티 액수가 계속 上昇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物質特許制度 導入

이전에는 대부분 판매실적에 따른 사후 지불이 많았고， 技術料의 범위도 

1-3%의 수준이었으나 物質特許制度 실시 이후에는 先金 또는 定願을 요 

구하는 경향이 늘고 技術料도 평균 5%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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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 1\ -30> 年度別 技術導入 件數 및 로얄티 支給顧

71 강호후--- 건 -A「-
로열티 지급액 
(천달러) 

1962-1976 27 1.2 mi11ion$ 
1977-1981 31 0.7 ” 
1982-1986 55 14.7 ” 

1987 8 4.2 " 
1988 14 5.6 ” 
1989 16 5.0 ” 
1990 14 6.8 ” 
1991 18 9.7 " 
1992 14 6.7 ” 

계 195 54.6 

資料 :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과학기술처， 1993. 

〈表 111-31> 國家別 技術導入 認可 件數 및 比좋 

￡좋:t 합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6‘ 기타 

도입건수 195 70 57 26 8 9 25 

비율(%) 100 35.9 29.2 13.3 4.1 4.6 12.9 

資料 : 과학기술연구활동 조사보고， 과학기술처， 1993. 

이는 物質特許제도를 導入함에 따라 特許 品目을 보유한 外國企業들이 

國內企業과의 協商에서 이전보다 훨씬 유리한 位置를 점하게 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輸入및 資本投寶 g 由化 이후로 국내 제 

약회사들이 외국기엽과 技術提擁로 새로운 醫藥品을 國內에 소개해 막대 

한 費用으로 틴大市場을 형성하고 나면 제품을 回收하여 직접 股賣코자 

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技術提擁에 의한 品

目開發은 合作投資둥 확고한 체제의 구축없이는 多國籍企業의 제품을 국 

내에 소개해주는 기능에 국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技

術響入은 從來의 原料 및 新製品 導入의 차원에서 탈피하여 新藥開發올 

위한 先進國의 技術이 실제적으로 국내에 流入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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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特許出願

昭究開發의 先行指標이면서 技術水準의 評價 R度가 되는 特許 出願狀

況올 살펴 보면， ’84년부터 ’93년까지 10년 동안 總 特許出願件數는 64,032 

건에서 155，870건으로 늘어났으며， 醫藥分野 出願件數도 연평균 13.2%씩 증 

가하여 ’93년에는 2，204건에 이르렀다. 그리고 물질특허 출원건수는 ‘87년 7 

월 물질특허를 인정한 이후부터 연도별로 다소 증감추세를 반복하면서 평균 

5.2%씩 증가하여 ’93’에는 905건으로 기록되었다(表ill-32 참조). 

內·外國人 出願推移를 보면(表ill-33 참조)， ’84년에 는 醫藥分野에 內國人

出願이 9.4%에 불과하였으나 그 동안 內國人 出願 增加率이 외국인 출원 

증가율을 앞질러 ’93년에는 전체 醫藥分野 出願件數中 內國人 出願이 

25.1%를 차지했다. 이처럼 80년대 중반기부터 內國人 出願이 증가한 것 

은 物質特許制度 導入에 대비하여 국내기엽들이 그동안 짧究開發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특허에 대한 認識不足과 불안감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출원을 한 것에서도 원인올 찾을 수 있다. 

물칠특허 출원부분에서도 內國A 出願 件數가 1987년 27건에서 ’93년에 

는 140건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로 보아 물질특허 도입 이후에 국내에서 

신물질 개발이 활발해졌음올 알 수 있다. 그러나 物質特許 出願 件數에 

서 內國人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까지 16% 정도에 머물러 있어 新物質

開發에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로 된다. 

또한 외국의 特許出願은 醫藥品으로 開發되는 것이 가시화되는 품목들 

인데 반하여， 국내 특허의 경우는 단순히 구조상 新物質인 것이 대부분이 

어서 내국인에 의한 物質特許 出願의 증가를 新藥 開發 증가로 보기는 어 

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新物質 開發을 통한 신약개발과정의 效

率性을 제고시키는 것에도 노력올 기울여야 한다. 

製法特許는 物質特許 도입 후인 ’89년부터 감소해 왔으나 ’93년부터 다 

소 증가추세로 반전되는 것으로 보아 改良 製法 開發에 대한 필요성이 재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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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32> 年度別 特許버願 推移 (單位 : 件數)

짧ξ 1984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년평균 
증가윷 

총출원 64,032 92,828 95,571 102,873 114,069 120,738 125,723 155,870 14.3% 

의 약 951 1,749 1,906 21,530 2,031 1,547 1,765 2,204 13.2% 

물질특허 787 1,160 952 1,148 893 1ρ20 905 5.2% 

資쐐. r의약분야 기술 개발 현황 분석 J ， 제약산업 정보， 한국제약협회， 1994. 7. 

〈表 111-33> 分野別 內外國人 特許버願 推移

;Q풋 84 85 86 81 88 

내 외 계 내 외 계 내 외 계 내 외 계 내 외 계 

A61K 37 79 116 31 149 180 42 170 212 110 369 479 119 553 672 

C07D 50 741 791 33 602 635 84 645 729 94 1070 1164 100 1001 1101 
C07H 2 30 32 6 1 59 65 11 69 80 7 66 73 7 81 88 
C07J 0 8 8 0 4 4 3 1 14 17 4 19 23 3 g 31 
CP8B 0 4 4 2 4 6 1 3 4 1 9 10 4 9 13 
계 52 783 835 41 669 710 99 731 830 106 1164 1270 114 1119 1233 

제법특허 72 139 211 179 607 786 
물질특허 27 760 787 32 1128 1160 
*의약분야 89 862 951 72 818 890 141 901 1042 216 1535 1751 233 1672 1905 

섭3\ 내 89 90 91 92 93 

외 계 내 외 계 내 외 계 내 외 계 내 외 계 

A61K 136 633 769 187 649 838 174 444 618 191 558 749 328 734 1062 

C07D 95 986 1081 101 945 1046 130 699 829 158 746 9049 185 791 976 
C07H 10 75 85 14 83 97 10 38 48 81 78 861 16 81 97 
C07J 1 12 13 1 22 23 15 181 33 11 15 16 01 28 28 
C08B 3 8 11 4 25 29 4 15 19 41 26 30 25 16 41 
계 109 1081 1190 120 1075 1195 159 770 929 171 없5 1016 겸6 916 1142 

제볍특허 155 853 1011 155 660 815 146 533 679 146 462 608 235 770 1005 
물질특허 49 903 952 58 1088 1148 110 783 893 123 897 1020 140 765 905 
의약분야. 145 1714 1859 307 1724 2031 333 1114 1547 362 1403 1765 554 1닮O 2204 

註* 의약분야 출원건수는 A61k(의약조성물 및 제제)， C07D(복소환식 유기화합물)， 

C07H(당류 및 핵산 퉁)， C07J(스테로이드류)， C08B(고분자 유기화합 물)을 

합한 것임. 

資料. r의약분야 기술 개발 현황 분석 J ， 제약산업 정보， 한국제약협회， 199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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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짧究開發 動向 및 水準

(1) 原料合成分野

국내에서 原料醫藥品 合成工程짧究가 시작된 것은 70년대부터로 주로 

자가원료의 공급차원에서 輸入原料를 國塵化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짧 

~究開發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내의 原料合成分野 짧究開發은 

대부분이 기존물질의 製造方法올 다소 變形하거나 收率을 높이는 등의 合

成技術 짧究에 치중해 왔으며 그 결과 수입에 의존하던 의약품 원료를 상 

당수준 代替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국내 製藥業界가 보유하고 있는 합성기술은 주로 외국에서 수입 

된 중간체를 원료로 하는 원료의 다운 스트림 (down-strearn) 분야에 치우 

쳐 있고， 中間合成體및 全合成段階에서는 취약성을 면치 못한 상태이다. 

또한 국내 原料合成 對象도 Ampicillin, Bacarnpicillin, Rifarnpicin 둥과 같 

은 ß-lactam계 항생제가 주종을 이루어 왔으며 이들이 原料醫藥品의 절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근래 들어서는 ß-lactam계 항생제의 연구일변도에서 서서히 벗어나 퀴 

놀론계 항생제， 항궤양제 및 원료의약품의 중간체 공정개발등으로 연구범 

위를 다양화시키고 있는 추셰이다. 또한 유럽의 몇몇 기엽이 독점하다시 

피 하던 中間原料 合成工程 分野에 국내기엽들이 진출하기 시작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의 연구도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최근 基鍵原料 需給量 및 價格의 不安定， 公害處理 및 人件費

增加등의 요인으로 인해 原料醫藥品 生塵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올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경제적이며 公害를 유발하지 않고 

高品質의 제품올 생산할 수 있는 그:程開發이 국내 原料醫藥品 分野의 짧 

究對象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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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製齊u짧究分野 

국내 製藥技術의 발달은 대부분 製햄] 및 簡j型과 관련된 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기타의 제약기술이 아직 완전한 선진체제를 구축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 반하여 製齊u 및 齊u型 관련 技術중 製齊u加I

및 成形技術등은 鏡爭力을 갖춘 創意開發 水準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창적인 製齊u짧究에 의해 주사제를 경구제화 한다든지 경구제를 

좌제화하는 등의 新齊u型 新藥開發과 관련된 陽究成果는 아직 미흡한 실정 

이다. 

근래들어 新藥開發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제약엽계에서는 新物質

新藥昭究에 비하여 投資부담이 적고 성공확률이 높은 新齊u型 新藥짧究에 

많은 관심올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경구투여 제형에 있어서의 生體利用

率(Bioavailibility) 向上 및 경피흡수에 의한 藥物의 投與 方式 開發을 중 

심으로 投資및 짧究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新製品 개발을 위 

해 기존 한의서 수재처방을 근거로 한 生藥成分 製齊u의 製品化와 훌%知成 

分을 함유하는 持續性 製齊u 開發 齊IT型變更둥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93년부터 추진하기로 결정한 中間核心 技術開發事業에 “製

齊u技術 후新에 의한 醫藥品 高級化 事業"(表ID-34 참조)을 한분야로 선정 

하여 기엽주도로 실시하게끔 하는 둥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국내 製齊IT技術 水準은 國際 鏡爭力올 갖추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3) 生命工學 짧究 

生命I學 技術을 활용한 신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증대함에 따라 醫藥品

開發領域에서 生命I學의 역할은 최근 10년동안 크게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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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34> 中間核心 技術 開發事業 支援現況(’93)

과 제 명 연구기관 
’93연구비(백만원) 
(정부:기업 =1:1) 

폴리웹티드성 물질의 경구체제 개발 한미약품 120 
Captopril서 방성 정 제 개발 보령제약 110 
케토프로펜 외용제 개발 일통제약 95 
항생물질 복합제제 삼성제약 160 
Sulcrafate함유 복합현탁제 개발 중외제약 120 
Plasminogen -Streptokimase복합제 이연제약 120 
시프로플록사신 가용화 기술개발 제일제당 70 
피부증식인자 함유 외용제 개발 동국제약 120 
여성호르몬 패취제 개발 유한양행 80 
신생아 호홉부전증 치료제 개발 유한양행 120 
여성갱년기 증후군 치료제 연구개발 럭 키 70 

총 껴l 10개 기업 1,200 

資料 : 약사연감， 약업신문사， 1993. 

그동안 生命工學 醫藥品으로서 인테페론 등 제 1세대 품목들이 차례로 

실용화되었으며， 또한 생명공학이 의약품 개발의 보편적 기초기술로 인 

정됨에 따라 생명공학 관련 업종에서도 급속히 醫藥塵業分野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명공학 분야는 60-70년대에 미생물을 이용한 항생물질 

발효 기술을 도입함으로서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 후 기술정착 과정을 거 

쳐 醒醒工程 및 園住變異 技術은 현재는 國際的 水準으로 발달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80년대초 제약발효 원료생산액이 300여 억원에 

도달하여 독립적인 연구개발 여건이 조성되었고， 70년대말부터 세계적 주 

목을 받아온 遺傳子造作技術을 위시한 生命工學技術이 미래 제약기업의 

사활이 걸린 기술로 인식되면서 국내에서도 발효엽계와 제약업계를 중심 

으로 맑究 投資를 확대시켜 급격한 기술발전을 거룹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生命工學分野의 成長可能性을 높게 평가하여 生物l學 醫藥

品 開發技術올 2，000년까지 세 계 7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 킨다는 목표 

아래， 科技處의 先導技術 開發事業， 失端要素技術開發事業과 保社部의 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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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開發 支援事業， 商I部의 失端塵業技術開發 및 生塵技術開發事業 등을 

통해 연구개발 기반조성 및 제품개발올 지원해 왔다. 

이러한 국가적 기술개발 의지와 그동안 축적된 기술올 바탕으로 각 製

藥企業은 生命工學 제품의 商品化를 추진하여 일부제품올 시장에 선보이 

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B형 간염백신， 알파 인터페론， 스트랩토키 

나제， Vancomycin, Serratiopeptidase 등은 대량생산 체제를 확립하여， 이 

들 제품을 동남아 국가에 輸出도 전개하는 등 昭究開發 成果를 가시화시 

키고 있다. 

한편 生物工學 分野는 그 특성상 짧究開發에 고급전문인력과 많은 자금 

을 필요로 하므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생물공학 연구에 주력하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다. 반면에 외국제품의 수입판매에 주력하는 회사는 늘어나 

좁은 국내시장에서 경쟁만 가열시켜 生命工學製品 開發意、愈이 저하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략산업으로서 生命I學 분야를 육성하 

기 위해서는 생명공학 技術의 塵業化 과정에 필요한 연구시설이나 기술기 

반 연구인력동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유전공학제품에 대한 

허가규정 미흡， 임상시험등에 대한 기술 및 경험부족， 특허문제 둥도 극복 

하여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4) 新藥開發 分野

開放化時代를 맞이하여 국내 기업들은 製藥塵業의 장기적 성장이 新藥

開發에 달려있다고 보고 신약창출을 위한 연구기반증진에 많은 힘을 모으 

고 있다. 

현재 국내기엽의 新藥陽究分野는 베타 락탐계나 퀴놀론계의 항생물질， 

항암물질， 항진균제 등에 치중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시장규모가 거대하 

고 초기의 효능검색방법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表

ill-35>에 나타나 있듯이 심장 순환계 약물이나 신약후보물질의 약리·안 

전성연구 풍은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국내 연구개발 수준은 국제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취약한 상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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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한 국내 기업들이 新藥開發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物

質特許가 도입된 1987년 전후로서 연구개발 역사 자체가 아직 짧은 실정 

이다. 국내제약엽계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완전히 새로운 新物

質 新藥올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作用媒戰이 알려진 기존물질의 化學構造

를 다소 變形하여 效能이나 安全性이 일부 개선된 analog 신약을 개발하 

는것을 현재 昭究開發活動의 목표로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 

80년대 후반부터 몇몇 기엽연구소들과 G7과제에 참여해 온 政府 出演 짧 

究所들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그 성과로서 유망한 신약후보 

물질올 외국기엽에 輸出하는 사례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1년에는 럭키(주)가 세파계 항생제 후보물질을 Glaxo에 技術 輸出했 

으며 1993년에는 化學昭究所가 퀴놀론계 항균제제를 개발하여 영국 스미 

스클라인 비참사와 라이센싱올 체결했다. 그리고 1994년에는 유한양행이 

간장질환치료제를 일본의 다께다약품 계열사와 라이센싱을 하기에 이르렀 

다. 

이러한 성과들은 국내 醫藥品 昭究開發 水準이 臨1*試驗올 거쳐 최종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合成이나 毒性試驗등의 中間

段階까지에는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근래에는 선경과 

동아제약이 각사의 抗癡物質올 臨庫試驗 段階에 진입시키고 있어 일부 선 

두 기엽연구소를 중심으로 계속 노력해 나간다면 90년대 후반기에는 가시 

적인 成果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제약기엽들이 독자적인 신약 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부가가치가 높 

은 신약을 창출하려면， 신약개발 초기 단계를 갓 통과한 신물질의 기술 

수출하는 수준을 벗어나 신약특허를 획득하는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 

를 위해 앞으로는 신약후보물질올 신약으로 완성 개발하는데 꼭 필요한 

기반기술， 예컨대 藥理代謝와 安全性 評價段階의 全臨皮試驗， 臨皮試驗體

系 등의 조기확립에도 많은 노력과 지원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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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35> 國內 主要 製藥會社의 新藥開發 現況(’94年)

회사명 약효군 제 풍 개발단계 

통아제약 항암제 anthracycline계 (DA-l25) phase 1 임상 
간염치료제 dithiolmalonate계 전임상 
항균제 carbapenem계 전임상 
항균제 quinolone계 (KR-I0664) 전임상 
비마약성진통제 KR-250-8 전엄상 
강심제 PDE저해제 전임상 

통화약품 제 형 (formulation) DDS제제 전임상 
항균제 fluoroquinolone(DW -116) 전임상 
항균제 quinolone계 (rufloxacin) 동록전 

기억강화제 choline-L -alfoscerate 퉁록전 

생명공학제제 recombinant 전임상 
일양약품 간보호제 G-009 전엄상 

항고혈압제 moxonidine ’94.9.시판예정 
피부상처치료제 antisense oligonucleotide 전임상 

폐경기장얘 estradiol + norethisterone 둥록전 

녹십자 장티푸스백신 * 시판 
걷즈쪼가무시 병 진단시 약 제네디아 리케치아 PHA 특허출원 

유행성출혈열예방백신 * 시판 

B형간염 백신 recombinant 시판 
에이즈 백신 * 전엄상 

유한양행 간장치료제 YH-439 phase 1 임상 
항고혈압제 YH-334 전임상 

항생제 YH-1266 전임상 

항암제 YH-1238 전임상 
한일약품 항궤양제 benzimidazole계 전임상 
한미약품 항생제 ß-lactam계 전임상 

항궤양제 proton pump 저 해 제 전임상 

영진약풍 항궤양제 proton pump 저 해 제 (YJ-2012) 전임상 
소염제 Y-4 전엄상 
항산화제 amylase inhibitor superoxide 특허출원 

dismutase 
항생제 cepha계 항생제，quinolone계 항균제 특허출원 

중외제약 항생제 uinolone계 (Q-35) phaseII 임상 

항궤양제 * 전임상 
총근당 항생제 carbapenem계 임상 

에이즈치료제 pyrimidinenucleoside유도체 특허출원 

통신제약 당뇨병치료제 인슐린때취， 진단시약 륙허출원 
항궤양제 om따az이e(miσoencapsulation) 특허출원 

보령제약 항바이러스제 ucleoside계 화합물 전임상 
신풍제약 항암제 사이토로스 임상 

資料: 약업경 영연구소， 한국제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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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35> 계속 

회사명 약효군 제 걷 % 개발단계 

선경제약 항암제 백금착화합물 phaseII 임상 

에이즈치료제 pyrimidine nucleoside 유도체 특허출원 

대웅제약 항생제 cepha계， quinolone계 전임상 

일풍제약 항암제 lactobacillus sprogenes 유효성 분 특허출원 

항생제 cepha계(세포탁심) 특허출원 

제일제당 항생제 cepha계(셰프트리악손) 특허추원 

항생제 quinolone계 전엄상 

항암제 광활성인자(CpD) 특허출원 

당뇨병치료제 human insulin 특허출원 

삼진제약 소염진통제 indole화합물 유도체 전임상 

진흥제 삭시프라가체 추출물질 (SJ-2321) 전임상 
릭 키 항생제 제4세대 세파계 전엄상 

인체성장호르몬 * 특허출원 

액혈구증가제 GM-CSF 특허출원 
유유산업 순환계용약 주사용은행잎액기스제제 특허출원 

한국신약 항암면역중강제 균사체액스 해외특허출원 

이연제약 항생제 netilmicin s버fate 미국특허출원 

寶料 : 약업경영연구소， 한국제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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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船究開發 活動

제약기엽의 성장잠재력은 연구개발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신 

약창조의 근간이 되는 연구개발이 충실히 수행되지 않는다면 股賣나 財務

部門에서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세계적인 제약기엽으로 성장하기는 어렵 

다. 연구개발올 통한 제품개발력이 미비한 기업은 제품의 Life cycle중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든 많存品과 買入品의 股賣， 營業外 收入 등으로 經

營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 제약엽계 또한 시장개방등으로 제약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연 

구개발력 향상올 통해 산엽경쟁력올 급격히 제고해야만 할 시점에 와 있 

다. 따라서 연구개발력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의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1992년에는 ADL사가 전세계의 주요제약기업 약 50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昭究開發에 관한 설문조사4)를 실시한 바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ADI싸의 설문내용과 거의 비슷한 문항으로 국내 

제약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활동상황을 조사5)하여， 미·일·유럽에 

서 실시한 결과와 비교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가. 짧究開發 成果 向上

연구개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요인으로 열거된 것 중， 우리나라는 

探索段階에서 開發 決定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과 申請段階의 기간을 

4) 이 앙케이트 결과를 요약， 정리한 논문은 Phannaceutical lndus띠r R&D 
Management Surveg (Arthur D. Little International Inc.) 

5) 본 설문조사는 당원에서 7월 20일 -8월 13일의 기간중 「국내 제약회사의 
연구 개발 실태」에 관하여 연구소 소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대상 

연구소 52개소중 90.4%가 웅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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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하는 것， 즉 기간에 대한 것올 가장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新規 化合物을 創

出， 申請하고 신청단계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 

으며， 探索段階에서 開發決定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 

적으로 重要度를 낮게 보았다. 

探索짧究에서 開發段階에 이르는 開發期間Oead time)의 短縮化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美國이다. 이는 美國의 경우 타기업에 앞서 

FDA에 IND(치험) 신청하는 것을 성공요인으로서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 

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대로 IND 신청 이후의 기간에 대한 과제의식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유럽에서는 미-일과 비교해 볼 때 探索짧究에 의해 新規化合物을 創出

하거나 新規化合物의 申請件數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중 

요성올 낮게 평가했다. 이것은 license-in의 원천을 전세계에 가지고 있 

는 자신감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新藥開發 初期段階에 있는 우리 나라에서 新規化合物의 수와 新

規化合物 申請件數를 증가시키는 데 큰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이 

해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이는 오히려 연구개발 

자체의 역사나 기반이 취약한 데서 기인한 결과로서 단 한 개의 신약이라 

도 빨리 개발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開發期間이 오래 걸리는 것을 

가장 큰 障짧要因으로 꼽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미·일· 

유럽에 비해 重要度를 평가하는 점수가 전체적으로 낮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런데 중요도를 연구소의 박사 수로 나누어 보면 4명 이상의 박사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에서는 이들 문항에 대한 重要性을 평가한 값이 모 

두 평균보다 높게 나왔으며， 특히 新規化合物의 申請件數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博士A力이 하나도 없는 연구소에 비해 그 重要性이 높게 

評價되었다. 이는 많은 수의 박사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일수록 新藥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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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 자체에 관심이 큰 것을 反影하는 것이라 하겠다. 

〈表 111-37> liJf究開發 成果 向소에 關聯된 要因들의 重要度*

국내 기업연구소의 
국 가 별 

박사수 
항 J-E1L 

없음 1-3명 4인이상 전체 

(7)** (24) (14) (45) 
한국 일본 미국 유럽 

1) (탐색 연구를 통해) 신규 

화합물의 수를 증가시키는 3.4 3.5 3.6 3.5 3.5 4.3 4.4 4.1 
켜/、 

2) (개발연구에 의해) 신규 

화합물의 신청건수를 증가 2.9 3.3 3.8 3.4 3.4 4.5 4.7 4.0 

시키는 것 

3) 탐색단계에서 개발을 결 

정하기까지의 기간을 단 3.6 3.8 4.3 3.9 3.9 3.7 4.6 3.8 

축하는 것 

4) 신청단계의 기간을 단축 
3.6 3.7 4.3 3.9 3.9 4.5 4.1 4.3 

하는 것 

註* 중요도는 1부터 5까지 5동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겼음. 
이 때 ,-5: 매우 중요하다. 

Ll 중요하지 않다. 
** 괄호안은 해당 기업연구소의 숫자임. 

나. 짧究開發 活動의 制限要因

국내 제약기업이 현재 느끼고 있는 昭究開發 活動의 盤路事項으로는 스 

크리닝 센터， 臨庫試驗센터 등과 같은 關聯拖設의 부족올 가장 큰 것으로 

보았으며， 그 다음으로 財源 不足(연구개발 관련 자금조달의 어려움)， 짧 

究者의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博士數로 나누어 본 결과에서도 關聯施設

의 부족을 가장 높게 꼽았는데， 이는 사실 국내의 개별 昭究所 규모로서 

는 갖추기 어려운 施設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盤路事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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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38> 핍푸究開發活動의 制限要因 1 (鼎究開發 賣源關聯)

국내기업 연구소의 박사수 

항 E-1L 없음 1-3명 4인이상 전체 
(7) (24) (14) (45) 

1)인 력 
φ 의약품 허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2.9 3.1 3.1 3.1 
전문지식 부족 3.5 

@ 연구자의 수 부족 3.7 3.7 3.6 
@ 연구자의 자질 미홉 3.4 3.4 3.0 3.3 
@ 특정 연구 분야에 연구인력이 3.0 3.3 3.0 3.2 
편중되어 있음. 

(5) Project I!léll1~~I' 부족 3.3 3.5 3.7 3.5 

2) 재원부족(연구개발 관련자금 조달의 
34.0 4.0 3.4 3.8 

어려움) 

3) 기술αillow-how의 부족 4.0 3.9 3.8 3.9 

4) 관련시설 부족 (스크리닝센터， 엄상 
4.2 4.0 4.2 4.1 

시험센터 둥) 

5) 연구용 시설， 기자재 확보의 어려웅 3.7 3.5 3.5 3.5 

6) 연구개발에 대한 각종규제(예 :GLP) 
3.8 3.5 3.4 3.5 

가 강화되고 있는 것 

博士가 4명 이상인 짧究所에서는 財源不足에 대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펑가했으며， Á力面에서도 짧究者의 수나， 資質， 짧究分野 偏

重 등에서 3명 이하의 박사수를 가진 연구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盤路事

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연구소에서는 project manager의 

부족을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韓國과 미·일·유럽이 당면하고 있는 昭究開發 活動의 어려움올 比

較分析한 결과， 한국은 이들 중 技術， know-how의 부족， 財務부족등을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國內에서는 맑究開發이 이제야 비로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이므로 

상대적으로 技術이나 經驗의 不足， 財務不足에 중요성을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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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39> 冊究開發活動의 制限要因 II(企業 經營 및 風土 關聯)

국내기업 연구소의 박사수 
항 목 없음 1-3명 4인이상 전체 

(7) (24) (14) (45) 

1) 기업 운영 구조， 경영상의 여러 문제 
@ 기 업 의 장기 적 인 발전방향(vision) 3.6 3.6 3.3 3.5 
이나 전략에 대한 공감대 부족 

@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3.3 3.2 3.4 3.3 
불명료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 연구 개발 부문내의 communi- 3.0 3.1 3.4 3.1 
cation이 부족 

@ 연구개발 부문과 다른 부문과의 3.6 3.4 3.6 3.5 
communication이 부족 

@ 정비체계(system)가 제대로 정비 3.8 3.6 3.3 3.5 
되 어 있지 않다.(연구개발관련 정 

보의 모집·활용) 

@ 연구개발의 국제화가 이루어지지 4.2 3.8 3.8 3.9 
않았다.(국재적인 연구동향 퉁에 

대한 정보교류 부족) 

2) 기업의 문화풍토와 관련된 여러문제 
@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중역진 3.4 3.2 4.2 3.2 

(Top management)의 이해부족 
@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marketing(영 3.3 3.4 3.5 3.3 
업)부문의 이해부족 

@ 다른 부문(의료현장/영업등)에 대 3.2 3.4 3.4 3.4 
한 연구개발부문의 관심과 이해부족 

日本은 歐美에 비해 A的資源에 대해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으며， 특히 

유능한 project manager!1eader의 필요성에 대해서 日本이 최고점을 마크 

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한 논문에 의하면 일본의 제약기업에서는 

진실로 실력이 있고 인망이 두터운 project manager 또는 leader는 아직 

충분히 육성되어 있지 않고 연구개발의 집대성인 許可申請 業務 또한 각 

기능 부문 대표들의 協同 作業으로 수행되는데 이와 같은 전체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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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는 企業風土 아래에서는 project management 제도 그 자체가 組織

속에 정착되기 힘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企業運營構造， 經營上의 여러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기업들은 

짧究開發의 國際化(국제적인 연구동향 등에 대한 정보교류 부족)가 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꼽았다. 博士數에 따라 

구분해 본 결과에서도 공통적으로 昭究開發의 國際化 미흡을 가장 중요하 

게 평가하였는데， 특히 박사수가 3명 이하인 경우는 情報體系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것을 중요시한 반면 4명 이상인 짧究所에서는 짧究開發 部

門내에서의 의견교류 부족을 지적하였다. 

조사결과를 외국과 比較해 보면， 기엽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이나 전략에 

대한 共感帶 부족과 의사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에 태해서는 일본이 가장 

높은 중요성올 부과함으로써 일본기업내 意見交流가 상하로 원활하지 못 

한 것올 문제로 지적했으며， 또한 의사결정 체계의 官傑化도 중요한 문제 

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美國企業에서는 「國際 프로젝트에 대한 地域間 意見交流의 不足」을 중 

요시 하고 있으며， 유럽기업은 昭究開發 關聯 情報의 幕集， 活用에 가장 

큰 중요성을 부과했다. 

그런데 日本에서는 情報 system 整備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애로사항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웅답했는데 이는 사실상 日本내 製藥關聯

情報 system이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음올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내에서의 짧究開發部門에 대한 위치 부여와 企業文化風土에 관 

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韓國의 경우는 다른 부문(의료현장/영업 등)에 대 

한 짧究開發部門의 關心과 理解不足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였으며， 

특히 박사가 없는 연구소의 경우애는 연구개발부문에 대한 重投陳

(Top-management)의 理解不足올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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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40> 鼎究開發活動의 어려움 比較

항 I-E1L 한국 일본 미국 유럽 

1) 기업운영구조， 경영상의 여러 문제 

@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방향(vision)이나 

전략에 대한 공감대 부족 3.5 3.8 3.3 2.9 
@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불명료 
하고 시간이 오래걸린다 3.3 3.8 3.4 3.3 

@ 연구개발부문내의 communication이 부족 
하다 3.1 3.2 3.4 3.3 

@ 연구개발 부문과 다른부문과의communi-
cation이 부족하다. 3.5 2.8 3.0 3.5 

@ 정보체계 (system)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연구개발관련정보의 모집·활용) 
3.5 2.5 3.0 3.8 

@ 연구개발의 국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국 
제적인 연구동향 등에 대한 정보교류 부족) 

3.9 3‘3 4.0 3.5 

2) 기술;know-how의 부족 3.9 3.3 3.1 3.0 

3) 기업의 문화풍토와 관련된 여러 문제 

@ 연구개발부문에 대한 중역진(Top Manage-
ment)의 이해부족 3.2 3.1 3.0 3.4 

@ 연구개발부문에 대한 marketing(영업)부문 
의 이해부족 3.3 2.7 3.1 3.6 

@ 다른부문(의료현장/영업 둥)에 대한 연구개 
발부문의 관심과 이해부족 3.4 3.3 3.0 3.2 

구미쪽에서는 짧究開發 部門에 대한 marketing(영업)부문의 理解不足을 

문제로 꼽은 반면， 日本에서는 營業部門의 理解不足이 구미만큼 그다지 

문제시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논문에서는 적어도 일본기업에 

서는 맑究開發의 成敗與否가 製藥企業의 생사를 결정한다고 거의 全社的

으로 인식되어져 있으며 上位그룹의 경우 중역진이 자사의 연구개발에 

무관심하다는 것도 거의 있을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日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다른 부문(의료현장/영엽 등)에 대한 



128 

짧究開發 部門의 關心과 理解不足으로 日本은 이 項目이 最高點으로 되어 

있다. 

다. 實效性 提高 戰略

昭究開發의 實效性을 높이기 위한 戰略들이 여러가지 提起되었는데 이 

중 국내기업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특히 開發昭究分野에 投資를 증가시 

키는 것과 중요 프로젝트에 寶源을 집중하는 것 그리고 特定治驚分野에 

대한 연구로 特化하는 것 등이다. 이는 한정된 資源을 가지고 시급히 신 

약개발을 包含한 짧究開發能力올 높이려는 것에서 비롯된 結果로 볼 수 

있다. 반면 世界各地에 연구센터를 設立한다거나 非製藥企業과의 연구개 

발 提擁등에 관해서는 重要性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이상의 항목 

에 대하여 국가간 比較를 해보면， 유럽은 전체적으로 點數가 낮은 特性을 

보이고 있으며， 美國은 특정 治驚分野나 중요 프로젝트에 資源을 集中하 

는 것을 重視하고 있다. 日本은 探索짧究와 開發昭究에 投資를 增加시키 

는 것을 특히 중요하게 보았는데， 이는 아직 日本의 新藥開發 자체가 일 

정한 수준에 올라있지는 않은 사실올 나타내고 있다. 또한 日本은 美國

과 함께 한정된 治驚分野에 대한 짧究로 特化하는 것보다는 新技術 (遺傳

工學)部門으로 昭究開發을 特化하는 것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이밖에 기업간의 제휴와 관련하여 提擁는 짧究開發의 實效化에 있어서 

그 형태를 不問하고 점점 중요한 戰略이 되고 있는데， 본 조사에 의하면 

대상국가 모두 基魔昭究와 探索짧究에 있어서 國·公立 짧究施設과의 提擺

는 비교적 중요시하고 있는데 반해 非製藥企業과의 提擁는 그다지 기대받 

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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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41> 昭究開發活動 戰略들의 重要性

항 E「a
0 1-3 4 전체 

한국 일본 미국 유럽 (9) (24) (14) (47) 
1) 특정치료분야(특정분야)에 대 

4.1 4.0 4.0 4.0 4.0 3.5 4.0 3.6 
한 연구로 특화한다. 

2) 신기 술(유전자공학)부문으로 
3.8 3.4 3.9 3.6 3.6 3.7 4.3 3.0 

연구개발을 특화한다. 

3) 세계 각지에 연구 센터를 설 
2.6 2.7 2.9 2.7 2.7 2.2 3.6 2.9 

치한다. 

4)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 
@기초연구 3.3 3.2 3.2 3.2 3.2 3.0 2.6 2.8 
@탐색연구 3.7 3.6 3.8 3.7 3.7 4.2 2.3 3.5 
@ 개발연구 4.7 4.1 4.2 4.3 4.3 4.5 3.4 3.9 

5) 중요 ￡로젝트에 차원을 집 
4.3 4.2 4.1 4.2 4.2 3.5 4.0 3.3 

중하는것 

6) 연구개발 주제를 마켓탱(영 
업) 부문과 협동해서 결정하 3.7 3.6 3.4 3.54 3.5 3.7 3.0 3.3 
는것 

7) 제휴나 산학연 협통등의 방 
법으로 연구개발력을 강화 

시키는것 
@ 기초분야 연구를 위해 국립 3.8 3.5 3.3 3.5 3.5 3.7 3.4 3.4 
연구소(혹은 정부출연 연구 
소)와 제휴하는 것 

@ 탐색연구를 위해 국립연구 3.6 3.7 3.8 3.7 3.7 3.5 3.7 3.1 
소(혹은 정부출연연구소)와 
제휴하는 것 

@ 비제약기업(소재， 의료공구， 3.3 3.0 2.5 2.9 2.9 2.3 2.9 2.3 
Bio 등)과의 연구개발 제휴 



N. 塵業環現變化와 展望

1. 製藥塵業의 環境變化 및 影響

가. 對外的 環境變化

市場開放과 通商規範의 개정 등을 중심으로 국제경제환경이 격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엽계도 수입자유화， 자본자유화， 물질특허제도 

도입， UR 협상 타결에 따른 일부품목의 단계적 관세철폐 등 급격한 변화 

를 겸고 있다. 

(1) 輸入自由化， 資本덤由化 

의약품 관련 輸入自由化는 1983년 이래로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1994년 현재에는 거의 모든 품목 (99.4%)의 수입이 개방되어 있고， 輸入

關親率도 8% 수준으로 계속 인하될 전망이다. 다만 UR 협상에서 8개 

품목에 대하여 단계적인 無關親化를 합의하였지만， 전체 생산량에서 해 

당 품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15%에 불과하므로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한편 1989년에는 의약품 都賣業에 대하여 그리고 1990년에는 의약품 

製造業에 대하여 寶本投資를 완전히 개방함으로써 따라서， 국내 합작기업 

의 외국 모회사는 투자지분을 증대하여 경영권올 장악하거나 나아가 

서는 외국 자회사로 만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1993년 합작기업의 

성장률이 14%로서 국내 제 약엽 체 평균치 인 9.7%보다 높으며， 특히 10대 

업체 (綠十字 제외)의 3.3%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完製醫藥品 需要의 수입 의 존도는 완만히 증가하여 (1988년 

1.42%, 1990년 1.87% , 1992년 2.20%) 왔지 만， 流通業 開放에 따라 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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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약품의 자체적인 판매조직이 정비된다면 수입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방된다 

(2) 物質特許制度

1987년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되었고， 미국과 EC, 스웨덴， 스위스， 일본 

에 있어서 未市飯物質에 대한 특허의 소급보호조치가 타결되었다. 이러 

한 知的財盧權 보호정책의 강화로 인하여 신제품 개발이 둔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6년간 국내에서 출원된 물질특허건수는 6700여 

건으로 이 중에서 내국인에 의한 출원은 740여건으로 7.4%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따라 제품력이 있는 외국기업은 오히려 국내기업 

간 신제품 도입경쟁을 유발시켜 로얄티 상승을 유도했고， 이에 따라 매 

출액의 2-3%에 머물던 로얄티가 이제 4-5% 수준이 되고， 원료공급가 

격도 인상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또한 통일제품을 복수회사에 나누어 

주는 코마케탱권 제공으로 라이센스 다각화까지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신제품 도입시 지불하는 사용료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라이센스 계약 형태에서 탈피하여 외국기엽이 

자사제품을 직접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또는 직접 판매함으로써 국내기 

업의 신제품 개발이 더욱 어렵게 될 전망이다. 

(3) UR 協定

관세철폐와 관련해서는 이미 언급되었듯이 협정에 의한 무관세화가 

예정된 품목은 소수에 그치고 있으므로 큰 영향이 없겠지만， 지적재산 

권 분야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적재산권분야는 이미 雙務協定을 통해 물질특허제도 및 營業秘密

保護 등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긴박한 문제는 없다고 하겠으나， 通商關

聯知的財옳權協定 (TRIPS)에 따라서 의약품 허가신청시 제출한 제반 

허가資料를 후발기업이 부당하게 원용할 수 없도록 영업비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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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특허기간에 관계없이 新藥의 複製가 불가 

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기간이 무한정으 

로 장기화되는 것은 아니다. UR 협상 당시 5년간의 제한적인 보호가 

논의되었다가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의 반대로 미결상태로 남은것을 고 

려해 볼 때， 앞으로 보호기간이 설정된다 할지라도 5년 이하일 가능성 

이 매우 높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도부터 신약 재심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므로 신약허가 후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4년 내지는 6년 

간 후발제품 도입이 제한되므로 자동적으로 영엽비밀의 보호효과까지 

나타나 당분간 큰 문제는 없올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4) 앞으로의 通商協商

UR 이후， 앞으로의 국제통상질서를 규정하게 될 주요 주제로는 環

境， 技術， 勞動 및 鏡爭政策 등이 거론되고 있다. 흔히 GR (Green 

Round) , TR (Technology Round), BR (Blue Round), CR (Competition 

Round)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것들은 각기， 국제환경기준의 강화， 과 

학기술활동 관련 국제규범의 제정， 국제노동환경기준 설정， 국가간 경 

쟁정책의 조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통상협상과제틀이다. 

먼저 環境協商은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여 국가간에 상이한 환경기준 

이 초래하는 경쟁력의 차이를 상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직접적인 수출입 제한·규제와 제품규격 제한뿐 아니라 공정 및 생산방 

식에 대한 기술적 제한， 환경 상계관세 등 여러 가지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제약산엽의 특성상 큰 문제가 될 요인은 많지 않으나， 예컨대 

상당한 설비투자를 요구하게 될 國際環境標準化認證 (ISO 18000)의 획 

득은 선진국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통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워싱턴協約’ 

(CITIES)이 1993년 발효됨 에 따라서 호골， 사향， 구판 등을 함유한 生

藥製劃들의 생산활동은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科學技術協商은 국가간 과학기술정책의 조화를 위한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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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라는 명목하에，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개도국의 기 

술개발정책을 선진제국이 통제하려는 多者間 협상이다. 구체적으로 정 

부에 의한 산엽기술 및 전략산엽의 육성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면서， 과 

학기술인력의 자유이동 보장과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의 국가 

간 차이를 명확히 밝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과학기술 

보조금이 국가간에 경쟁력의 차이를 초래한다고 하여 보조금 허용기준 

을 강화하고 그 한도의 설정도 시도하고 있어서 과기처의 G7 과제나 

보사부의 지원과제등도 기초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문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그 범위와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밖에 제약산업 

과 관련하여서는 국가별 의약품 허가기준의 차이가 보호주의적 수단으 

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술장벽을 철폐하고 국제적 표준을 설 

정하고자 함이 부각된다. 연구개발 기반조성이 미흡한 국내업계의 상 

황으로 보아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1991년 미국， 일본， EC간의 

ICH (Intem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회 의 를 통해 상호조 

정이 시작되어 왔다. 국제적 표준설정올 추진하는 주체가 선진제약국 

임을 감안해 볼 때， 선진국 수준의 허가제도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표준제도로 조정될 경우 국내의 신약개발이 다소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추세는 動態的 效率性에 유의하여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의 원 

동력임이 재삼 강조되면서 技術觀權을 지향하여 技術保護主義를 강화 

함과 아울러 기존의 기술우위를 고착화하려는 선진제국의 의도가 게재 

되어 있다고 하겠다. 특히 앞으로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품질경쟁， 

혁신경쟁을 중심으로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학기술에 관련된 국 

제경제환경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勞動協商도 저임금이나 아동·죄수 등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만든 값씬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진국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개도 

국의 저임금 경쟁력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는 특히 제약 

산업과 관련될 만한 점은 별로 없으며 비교적 영향이 적올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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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나아가서 각국의 경쟁환경 및 독점금지정책 등에서의 차이가 국가간 

에 바람직한 통상관계를 저해한다는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경쟁정책을 

상호 조화시키고자 하는 鏡爭政策協商도 제창되고 있다. 여기서는 독 

점금지법제의 차이만이 아니라 특히 일본의 경우와 같은 복잡한 국내 

시장구조나 거래관행 등에 의해 사실상 시장이 폐쇄되는 측면도 주목 

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의 배경에도 전통적으로 엄격한 경쟁정책을 시 

행하여 온 미국이 교역상대국들의 시장을 유효하게 개방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적어도 짧究開發과 관련하여서는 EC나 일본은 물론 미국도 

최근에 와서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제약업체틀간의 

연구개발 차원에서의 협력 자체는 크게 문제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의 강도와 범위는 앞의 과학기술협상과 

도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나. 國內 環境變化

(1) KGMP 制度

1994년 5월 전면적으로 실시된 KGMP(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의약품 제조및 품질관리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서， 

施設基準 및 生塵運營體系에 미달하는 한계적인 완제의약품 생산업체 

를 정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 

을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GMP 실시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로서 

기준에 미달되는 제조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낭비적인 판매경쟁을 지양 

하고 주요업체들이 연구개발에 치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도 

움이 된다는 점에서도 또다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994년 7월 현재， 133개 엽체가 適格業體로 지정되었고 57개 엽체는 

신청 중에 있으며， 약 60여 개의 엽체들이 자체생산을 중단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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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993년 현재 상위 150개 업체의 생산비중이 

96%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KGMP 실시로 인한 생산액 감소폭은 미미 

할 것으로 보인다. 부적격엽체들도 별도의 절차를 거쳐 기존 허가품목 

을 적격업체에게 委託하여 생산할 수 있겠으나 상당수가 시장에서 퇴 

거할 것으로 예상된다. 

GMP제도 실시로 인하여 의약품 품질관리 능력을 기준으로 엽체를 

정리한 효과는 크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GMP시설 확충시 대량공급 

생산규모로 시설을 확장하여 의약품 공급과잉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었 

으며， 또한 GMP시설 확충에 투자를 집중하여 연구개발에는 상대적으 

로 등한시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2) 藥價엽律化 

기존의 약가제도는 제약업체와 약국간의 거래는 자율적으로 허용하 

는 반면에， 약국과 소비자간의 거래는 고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二

重構造를 갖고 있었다. 一般醫藥品의 藥價自律化를 통하여 유통경로상 

자유경쟁체제를 보장하게 되고， 상하류 유통경로의 이중구조가 해소될 

것이다. 또 行政管理品目은 제약업체와 약국간의 거래에서도 감시를 

받아서 제약엽체에 대하여 제한적인 이윤만을 보장해왔지만， 약가자율 

화의 실시는 행정관리품목의 가격결정에 신축성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품목의 생산비중이 큰 엽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칠 것이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약가자율화는 장기적으로 주요제품의 가격인상으 

로 연결될 것이지만 藥價指數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만큼 

큰 우려는 없다고 하겠으며 일반 의약품을 통한 이윤축적은 신약개발 

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金廳實名制

지금까지 국내 의약품시장의 경쟁행태는 주로 價格을 통한 股賣鏡爭

이었는데 이로 인하여 판매 전단계 및 판매과정에서의 비정상적인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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品提供， 휠l增慣行， 賣出劃引 등이 마케팅 전략의 주요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處方醫藥品의 경우 수요독점적 구조로 인하여 리베이트 

가 매출액의 5%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金廳實名制와 1996년 이후 緣合課親의 실시를 통하여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流通慣行이 상당히 정리됨으로써， 연구개발이 경쟁력 

의 주요인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제품력에서 우위에 있는 주요 엽체들 

위주로 처방약시장 공급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매출액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더라도 수익성을 상당허 개선될 수 있 

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영세엽체들의 시장참여를 그만큼 어렵게 

만드는 進入障慶으로서의 기능도 할 것으로 보인다. 

2. 醫藥品 需要 展望

가. 世界 醫藥品需給 環境의 變化

질병패턴의 변화 및 의학발전에 따라서 신약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지 

고 있다고는 하지만 3만여 종으로 헤아려지는 질병 중에서 현대의학으 

로 극복한 것은 아직 1/3에 불과하다. 질병 양상의 변화에 따라 앞으 

로의 개발이 기대되는 것들 중 중요한 것으로서 AIDS, 癡， 備環器病病，

老A性病뽑、 및 精神條愚 등에 대한 유효한 치료제의 개발을 들 수 있 

다. 특히 최근 分子生物學이나 遺傳子工學 등 生命科學의 진보와 함께 

이 들을 생 산에 응용하는 이 른바 Bio-technology, 예 컨 대 遺傳子變換技

術， 細臨顧合技術， 細뼈의 大量培養기술， 공학적 生體反應裝置 등이 등 

장함으로써 신약개발은 한층 유망한 것으로 되고 있다. 

다음 老人A口의 증가와 高觀者의 慢性病愚 등은 의약품 需要의 지 

속적인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출생율은 계속 저하 

하는 반면에 평균수명은 증가됨으로써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 

이 일반적 경향인데， 고령자들의 유병율 증가와 만성질환은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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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사용을 초래하고， 따라서 의약품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또 

중국， 동남아제국， 중남미 제국 등 상대적인 의료후진국들에 있어서는 

경제발전과정에서 사회보장의 일부로 醫擾保險制度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 만큼， 세계 전반적으로 의약품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리고 舊蘇聯과 東歐團의 시장개방도 의약품시장의 수요증대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新藥 許可條件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신약개 

발의 속도를 둔화시키고 있다. 선진제국올 중심으로 과학의 발달과 소 

비자의 의식수준의 제고에 따라서 의약품의 安全性 및 有效性에 대한 

審흉基準이 강화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신약개발에는 점점 더 많은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면서도 성공확률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 소요 

기간은 대체로 10년 이상 15년까지 걸리며， 품목당 개발비용은 지역간 

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미국이 평균 1.7~2.0억불， 일본 1.25~ 1.50억불， 

유럽 1.0~ 1.25억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성공확률은 0.025%에 불 

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신화학물질(NCE: New Chemical 

Entity)의 도입 건수도 1987년 63개에서 1989년 48개， 1991년 38개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이밖에 선진제국에서는 급속한 醫續費 팽창을 억제하고자， 의료비 중 

상당한 비중올 차지하는 藥齊II費의 규제를 위하여 의약품의 합리적 사 

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소득수준 향상 및 의료보험제도의 확대로 

의료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국민총생산액 대비 의료비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미국 12%). 이런 배경하에서 의약품의 過剩使用올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사용에 대한 엄격한 평가제를 실시하고， 특히 商

標名 (brand) 의약품보다는 一般名 (generic) 의약품의 사용을 권장하 

여 약제비 증가를 둔화시키고 있다. 

또한 오랜기간 사용되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처방약을 비처방 

약 (OTC : Over The Counter)으로 전환 (Switch)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의원 이용을 줄이고 국민 스스로의 자가치료 (Self-Care) 및 자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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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Self-Medication)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의료비 절감 방 

안의 하나로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의약품시장은 2000년에는 현재의 2.5배를 넘어 약 3천억불 규모 

로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약 허가조건의 강화와 일반명 의약품 

의 사용 증대， 처방약의 비처방약으로의 절환(Switch) 등으로 신약개발 

은 다소 둔화되고， 일반명 의약품과 OTC 의약품의 수요는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나. 國內의 醫藥品 需要 展望

醫藥品需要를 增大시키는 요인으로는 노령인구의 증가， 국민소득의 

상승， 의료보험제도의 확충， 의학 및 의료기술의 진보와 신약개발， 의료 

공급량의 증대 동을 들 수 있겠고， 수요증대를 뼈制시킬 요인으로는 의 

료비 억제책， 의약분엽의 진전， 유통개선과 경쟁정책의 운용강화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국내적으로도 老觀/\口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60 

세 이상 인구비중: 1970년 5.4%, 1980년 6.1, 1990년 7.6%) 의 약품 수요 

는 증가할 것이다. 인구의 노령화가 의료비 증대의 요인 중의 하나임 

은 분명하며， 앞서도 지적했듯이 고령자의 만성질환에 의한 의약품의 

장기사용은 의약품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또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 

라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藥齊ij費도 의료비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만큼 의약품수요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醫驚技術의 진보도 의료수요의 증가요인으로서 의약품수요를 늘리는 

경향이 있으며， 다만 치료방법을 수술등에서 약물치료로 변화시킬 경우 

에 전체 의료비에는 감소요인이 될 수도 있올 것이다. 또 醫學 및 生

命科學 등의 발전은 신약개발을 촉진할 것으로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신약가격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억제된다면 신 

약수요가 크게 신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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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학병원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만성적인 초과수요상태에 있 

는 현실을 감안할 때， 病院施設이 확충·신설되고 병원 醫師數가 증가하 

면 곧바로 의료수요증가로 이어져 의약품수요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즉， 醫據供給量의 증가가 의료수요의 증가를 유발하여 의약품수요 증가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중국과 동구권의 시장개방은 어느 쪽이든 경제성장의 초 

기단계에 있는 만큼 비교적 수출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고， 또 

제약산엽에 국한된 요인은 아니지만 가까운 장래에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급격한 수요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및 의료보험제 

도의 정착에 따라 병 • 의원 중심의 醫驚用 의약품 시장에서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겠으나， 반면 일반 의약품 시장에서는 판매경쟁의 심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수요증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 

다. 또한 특허 가 만료된 일 반명 의 약품(generic drugs)의 경 우에 는 약 

가절감， 나아가서 국민의료비 억제책의 일환으로 그 사용이 권장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셰이므로 시장규모는 커질 것이나 가격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 의료비의 증가는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醫藥

品 使用의 適正化 요구도 점차 강화될 것이며， 가격이 싼 일반명 의약 

품의 사용비중이 높아져서 의약품수요의 증가를 억제하게 될 것이다. 

또， 일본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醫藥分業이 진전되면 1회 처방 약제수， 

처방일수， 처방량 모두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의약분엽의 진 

전도 수요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이 때 수요감소 정도는 처방약과 비처방약의 分類基準과 분엽시행의 

彈制性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예컨대 처방약의 범위 

가 넓으면 넓을수록 약사에 의한 임의조제나 환자의 자가투약이 줄어 

들고 의사의 판단올 필요로 하는 의약품 범위가 넓어지며， 의사의 처방 

은 의약품 수요에의 진입장벽으로서 수요의 억제요인이 될 것이다. 또 



140 

한 분엽시행에 있어서 완전분엽 형태로 강제성이 강조될수록 수요감소 

효과는 증가할 것이다. 

의약품 流通縣序의 확립도 과다한 판매경쟁을 완화시키고 약가차이 

를 줄임으로써 양적 확대보다 품질위주의 판매방식을 유도하여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의약품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의약품수요의 억제요인과 증대요인이 공존하고 있고 특 

히 의약분엽의 모형이 구체화되지 않는 실정이어서 의약품 수요의 전 

체적인 변화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향후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되고 건강 및 양질의 진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됨과 동시에 ‘ 

의약분엽실시에 따라 병의원의 이용률은 증가하여 病醫院 중심의 醫據

用 醫藥品 市場이 일반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3. 世界 製훌훌業의 動向

가. 發達過程

구미의 제약산업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合成醫藥品을 위 

주로 발달하였다. 일찍이 스위스나 독일의 화학회사에서는 榮料의 제 

조합성기술올 제약분야에 응용하여 아스피린(1899)이나 살바산(1908)을 

시판하였다. 그 후 有機化學의 발달과 더불어 합성 의약품 개발은 더 

욱 촉진되었으며， 1922년에는 소의 춰1 장을 추출하여 인슐린을 합성함으 

로써 오늘날 生命工學의 효시가 되고 있다. 

미국 제약산엽은 제2차 세계대전중 급속도로 발달했는데 미국 정부 

에서도 페니실련 개발에 300만불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 

과 마침내 1940년에는 페니실련의 치료적 용도를 개발하였다. 1938년 

부터 1955년까지 는 抗生郵j 時代(Age of Antibiotics)라고 불릴 정 도로 

항생제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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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IV-l> 世界製藥훌業의 發達過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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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실린 개발에 힘입어 미국 제약기업들은 다른 분야의 의약품 개 

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제약 기엽들은 유럽국가의 수입 

제한 조치를 피하고자 외국에 現地 生塵工場을 設立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둥 多國籍 製藥企業으로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스위스도 

1950년대부터 자국내 협소한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생산 및 판매 기반올 갖추었으며， 국제적 규모의 제 

약기업은 제2차 대전 이후에 더욱 급속히 성장하였다. 

나. 世界製藥塵業의 構造的 變化

근년에 와서 제약산엽은 集中度가 높아지는 한편으로 國際化가 진전 

되고 있고， 합병매수를 통한 결합이나 提擺·合作이 빈번해지고 있음과 

동시에 전반적으로 鏡爭이 확대·심화되고 있다. 

먼저， 市場集中度가 높아지고 있다. 정밀화학산엽은 전형적으로 독과 

점적 공급구조를 가져 왔지만 특히 제약산엽의 경우 산엽의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세계 190여 개 대기업들의 

총매출액중에서 상위 20대 기엽이 차지하는 집중도는 1990년 47.8%에 

서 1991년 52.8% , 1992년 53.8%로 계 속 증가하고 있으며 , 50대 기 엽 의 

집중도도 83.2%에 달하고 있다. 특히 부문별 시장에서는 통상 수위점 

유율이 40%이상， 4社 集中度가 80% 이상으로 매우 견고한 과점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事業짧域의 世界化이다. 세계적 제약업체들은 급속히 증대하는 

대규모의 투자비용올 조기에 회수하고 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 

발의 국제화， 개도국에 대한 투자의 확대 생산의 현지화를 통한 지역화 

경제권에로의 진출 등올 가속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과 미국에 

서는 전체 연구개발 투자액의 30%와 해외시장 매출액의 50%가 해외에 

투자되고 있다. 또， 국내시장에서의 점유율 경쟁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국제화에 뒤졌던 일본도 최근 연구개발력의 향상과 함께 해외사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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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합작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 나아가서 독자적으로 혹은 자본참 

가나 기엽매수를 통하여 생산거점 및 판매망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 

고 있다. 

UR 이후 상품무역뿐 아니라 자본흐름에 대한 장애요인들이 효과적으 

로 제거됨에 따라서 제약산업에서의 國際化는 한층 더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화의 진전은 나아가서 각국시장의 상호의존관계를 심 

화시키게 될 것인 바， 예컨대 의약품의 承認許可基準， 獨白禁止法， 製造

物責任問題， 나아가 醫驚保險制度 등 모든 분야에서 제도의 국제적 조화 

(Hannonization)가 진 행 될 것 이 다. 

한편으로 세계적인 제약업체들이 合供·買受 (M&A)를 통하여 결합， 

大型化하고 合作事業 (joint venture)이나 戰略的 提鍵 (strategic 

alliance)를 통하여 협력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연구개발투자 부담의 증대， 

각국의 의료비 억제정책 등으로 인한 收益性의 감소 및 公的 規制의 강화 

등이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즉 사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연구개발투자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규모의 확보， 막대한 연구개발비용 회수를 위한 시장의 확대， 투자위혐 

의 분산， 기술이전이나 연구분야 및 제품수의 확대·보완 등을 위하여 결 

합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 각국 정부가 약제비 억제 

에 주력하게 됨에 따라 제약산엽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미국 

의 경우 지난 80년대에 8-12%에 달했던 약가증가율이 1993년에는 

3.3%에 머물렀다. 

예를 들면， 최근 4년간 유럽에서는 76개 제약기업들이 統廢合하거나 

협력체제를 구축하였고 미국에서는 36개사가 기업합병이나 연구협력 둥 

대형화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규모의 기업들이 결합한 두드 

러진 예로서 SmithKline Beecham의 합병은 R&D 파이프라인의 보강과 

판매력의 강화가 주된 목적이었으며， Bristol-Myers Squibb의 경우도 

양자의 판매·자금력과 연구개발력의 결합올 추구한 것이었다. 최근에도 

超大型 合뺨計劃들이 진행 중인데， 매출확대에 기여하던 제품의 특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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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종료되거나 후속신약이 뒤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거대규모의 엽체 

라고 해도 연구개발이나 판매력이 강한 기엽에 합병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심화되는 不確實性下에서 짧 

究開發費用이나 設備投資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됨에 따라서 경쟁기 

업 및 異種企業間에 利害關係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국내외에서 提據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市場戰略의 일환으로 신시장을 개 

척하고 판매방올 확충하거나 제품구색을 갖추기 위해 이루어지는 전형 

적인 예로， 1983 Glaxo사가 자사제품인 Zantac의 미국시장 판매를 

Hoffmann - La Roche사에 맡긴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시장개척과 

이익배분올 교환한 것이다. 유통망이 내국회사에 의해 장악되어 있고 

정부의 명시적·암묵적 규제가 존재하는 유럽제국에서는 시장침투를 위 

한 제휴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또 짧究開發의 效率化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연구개발 

에 수반되는 비용 및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는 技術의 

大型化·失端化·顧合化 현상에 따라 개별 기엽이 독자적으로는 효과적인 

기술활동을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기술의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 

다. 그만큼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투자규모나 위험성도 커졌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과 기술획득에서 外部指向的， 聯合的 행동양식이 정형화 

되고 있다. 예컨대， 세계 100대 연구개발기업에 있어서 연구개발 품목 

중 라이센스 품목수가 자체개발 품목수의 28%로서 기술제휴가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다. Merck사가 DuPont 및 Johnson & Johnson과 각각 

수행하고 있는 합작사업도 연구개발과 판매에서의 협력올 위한 것이다. 

이밖에 화학산엽에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제약업체들은 신제품개발을 

위해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활용하기보다는 특허나 기술의 사용면허를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규모가 적은 

기업들은 신약개발과정 전체를 혼자 수행하기보다 흔히 공동개발이나 

라이센싱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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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거에는 대체로 昭究開發 중심기엽， 일반명 의약품 중심엽체 

및 大累用 一般藥 (OTC) 생산업체 등으로 수팽분화가 이루어져 있던 
상황에서 근래에는 이들 각 단계가 다시 통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 

다. 즉， 제약산엽내 부문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鏡爭의 場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근년에 Health Care Plan이 강화됨으로 

써 일반명의약품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 중심기 

엽들도 일반명의약품시장에 진출을 시도하는 예가 나타나고 있다. 일 

본에서도 醫驚用 의약품업계와 一般用 의약품업계간에 相互進出이 증가 

하고 있으며， 他業種으로부터의 신규진입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 

합등을 통한 相互進入이 심화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소수의 대규모 업체 

들만이 생존하게 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4. 國內 製藥塵業의 展望

가. 發達過程

우리나라에서 제약공엽이 시작된 것은 1897년 평양에 설립된 통화약 

방의 활명수 제조에서 비롯된다.(홍현오한국약엽사J (서울: 한독약품 

(주)， 1972), pp.l27 -139, 한국~국제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손 

용희， p.7). 그 후 1945년 해방전까지는 한약재를 혼합처방한 매약을 

위주로 생산하였으나， 해방 이후 미군의 의료구호약품과 일부 완제의약 

품 도입으로 한방매약에서 洋藥治驚햄j 시대로의 전환기를 맞이했다.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미국 ICA 경제원조자금으로 항생제 등 생산 

공장을 건설하여 비로소 근대적인 제약산엽이 시작되었으나， 이 때까지 

는 아직 완제의약품 수입이 주종을 이루었다. 

의약품 생산이 본격화된 것은 제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올 실시 

하면서 경제발전전략을 수입대체공업화로 삼고 1961년 완제의약품의 

수입억제(금지) 조치를 취하면서부터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제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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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합작투자 및 기술제휴로 원료의약품을 수입하여 이를 製簡j化하는 

방식으로 완제의약품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완제의약품 생산부문은 이 때부터 보호되어진 內需市場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완제의약품의 생산확대와 원료의약품의 국내수요 

가 증가하자 1960년대 후반부터 원료의 약품의 輸入代替 움직 임 이 나타 

나게 되었으며， 정부의 원료공업육성법은 이를 더욱 촉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에는 항생제를 중심으로 시장규모가 큰 원료의약품 

에 대해 國塵化가 상당히 진전되었으며， 이를 위해 자체 연구소를 설립 

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 중 일부 원료품목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수출 

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原料合成의 새로운 공정 및 기술개발도 활성화 

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模做的 開發製品 生盧이 더욱 두드러져 기엽간 

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또한 KGMP 기준에 맞는 제약공장도 점차 늘 

어 났다(표 IV-4 참조).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90년 상반기)까지는 내외적으로 제약산엽을 

둘러싼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 외적으로는 87년 물질 

특허제도 도입올 시작으로 수입자유화(상품시장개방)，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을 통한 자본시장 개방 둥 일련의 市場開放擔置들이 잇달았으며， 

내적으로는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약국의료보험 실시， 대기엽의 제약업 

진출， 표준소매가격제도의 변화， KGMP 전면실시， 유통구조변화 둥에 

의해 현재 제약산엽 전체가 새로운 상황 및 시장구조에 따라 再編되어 

가는 構造的 轉換期에 놓여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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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IV-1> 國內製藥훌業의 發達過程

연대 시기구분 기술적특성 산 엽 정 책 

1950년대 완제의약품 
수입판매단계 

1960년대 포장 및 제형의 제제기술 발전 。완제의약품 수입 억제 
국산화 

1970년대 특허만료 의약품 원료합성 기술 。원료의약품생산지원 
원료국산화 모방 。국내 합성원료 수입 금지 

1980년대 신공정 개발단계 。신공정개발에 。자본자유화 

전반 의한 기술 。수입자유화 

축적 。 KGMP제도확대실시 
。 QA 도입 

1980년대 신제품 및 신약 생리 활성 및 。물질특허제도 도입 

후반이후 개발초기 독성 시험기술 。미시판물질인 파이프라인프로덕 

트에대한 행정보호 허용 
(미국， EC) 

。 KGCP!KGLP 도입 
。신약개발연구비지원 

나. 國內 製藥塵業의 展望

대외적으로 국제화와 시장개방의 격류에 직면해 있는 국내 제약엽계는 

내부적으로는 KGMP 제도의 전면실시에 따라 현재 1차 구조조정을 겪고 

있으며， 향후에도 유통구조 및 보험약가관리제도의 변화， 의약분엽실시등 

구조조정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엽 

계의 광범위한 構造改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기존의 일부 제약업체들과 財關系 제약회사， 그리고 外資系 기 

업 등， 세 가지 유형의 少數業體들이 국내 제약엽계를 선도해 나갈 전망 

이다. 먼저 제약산업에서의 연구개발은 막대한 자금과 일정한 수준의 기 



148 

술력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성공율이 매우 낮아서 위험성이 크므로， 이런 

조건들올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대규모 企業集團系列의 업체들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화학산업등 인접분야에서 기 

술력올 축적한 기업들 중심으로 진입이 이루어져 왔지만， 多角化 전략의 

일환으로 異業種으로부터의 진입도 예상할 수 있다. 또 유통일원화가 시 

행됨에 따라서， 특히 의료엽계에 진출하는 엽체를 중심으로 상당수의 재 

별기엽들이 醫藥品都賣業에 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강한 제품력과 막대한 자금력올 갖춘 外國의 대규모 제약엽체 

들이 이미 合作의 형태로 국내시장에서 활동하여 왔지만， 시장개방의 본 

격화와 함께 수입 및 투자가 자유화됨으로써 국내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확장경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합작기엽의 외국 모회사들은 

자신의 持分率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이며， 完全子會社로 되는 경우도 늘 

고 있다. 이와 함께 신제품 도입을 통하여 점유율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연구개발능력을 갖추고 病醫院用 治驚齊II 생산에 주력 

하는 기엽들이 주로 생존하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소 

득수준의 향상 및 의식수준의 변화 함께 의료보험제도의 확대·정착， 의약 

분엽제도의 도입 둥이 진전되면서 약국이용에 비해 병·의원의 이용이 두 

드러질 것이고， 따라서 병·의원 중심의 치료제， 즉 醫驚用 醫藥品 시장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용 의약품 시장이 확대된다 할지라도 治擾齊j 중심의 合作企業이 시 

장을 先곱한다면， 제품개발력이 부족한 치료제 중심의 국내기엽은 경쟁력 

을 잃고 海泳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醫藥分業의 실시형태에 따라 엽 

계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서 의사처방을 성분명이 아닌 製品名으 

로 국한할 경우에는 병의원과의 거래실적이 많고 지명도가 높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약국중심의 중소형 치료제 생산 메이커는 위기를 맞 

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카피품 위주의 일반명 의약품이나 매 

약등의 생산업체， 생약전문업체들은 進入障慶이 낮은 국내시장에서 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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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價格鏡爭을 벌이게 될 것이며 변화에 대한 적웅 여부에 따라서는 빼沈 

되는 기업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엽계재편의 과정에서 업체간 제휴나 결합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시장확대， 판매력 강화， 연구개발의 효율화 등을 목적 

으로 戰略的 提擁나 合뺨·引受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음은 이미 지 

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사회적 환경이 성숙되지 않아 아직 

까지는 드문 실정이지만 가까운 장래에 구조조정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이 

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KGMP제도가 정착되게 되면 비적격업소로 

서 제약산업에 잔존하기 위해서는 적격엽체에 의한 위탁생산이 불가피할 

것이고，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제휴나 합병이 빈번해칠 가능성도 크다. 

또， 1980년대말부터 시작된 新藥開發投寶의 성과가 부분적으로 가시화 

됨에 따라서 제약산엽은 신약개발을 담당하는 연구개발중심엽체와 복제품 

및 일반매약용 의약품올 생산하는 그 외의 업체들로 分化， 再編되는 과정 

을 겪게 될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며 내부에 제약관련 연구소 

를 두고 연구개발투자를 계속해 왔던 엽체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에 주력 

하는 企業群이 형성될 것이다. 연구개발 중심의 기엽들도 주력분야에 따 

라 약효군별로 전문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특히 생명공학을 이용한 의약 

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기엽군이 부상하게 될것이다. 

이들 연구개발중심엽체에 대하여는 정부도 科技處의 G7-프로젝트나 保

社部의 신약개발기금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다만 기술분야가 아 

닌 개발단계 연구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장기적으로는 국제통상문 

제로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방식의 변화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 

하간 이러한 연구개발노력에 따라 前臨뚱 및 臨庫初期 단계의 성과가 상 

당수 나타나고 있고， 3개의 新藥候補物質은 이미 技術輸出된 바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업체들도 각기 수준 

에 맞는 기술력을 배양함으로써 特定效能·特定系列群을 집중 생산하는 등 

專門化·差別化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약의 제형 개발 

등 과학화， 현대화를 통해서 동양의학권， 예컨대 중국， 일본， 대만 동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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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역올 중심으로 한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수출입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시장개방의 진전과 함께 관세·비관세 장벽 

들이 제거되는 만큼 輸入醫藥品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향후 국내의 의약품유통구조의 개선， 수입의약품의 보험약1) 등재 및 수입 

약가 인하， 또는 각종 인허가제도 등 제도적 장벽은 점진적이나마 궁극적 

으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국내시장을 실질적으로 개방시키 

게 됨으로써 수입품의 경쟁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또 강화되고 있는 선 

진업체들의 기술보호의 경향과 아울러 현재 국내의 연구개발력 수준을 고 

려할 때에 여러 분야의 제품올 모두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몇몇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수 밖에 없올 것인데， 이것은 특히 의료용의약품부 

문에서 수입품의 비중을 두드러지게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전반 

적으로 海外依存度가 높아지는 의약품공급구조는 의약품 價格과 궁극적으 

로는 國民醫廳費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한편으로 의약품의 輸出은 제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기존제품이나 

모방신약， 주요 원료의약품의 수출은 확대될 것이나， 제품력이 미미한 상 

태인 만큼 輸出線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 한청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 

로 현재의 개발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신약후보물질의 技術輸出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국제화는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추셰이기도 하지만， 국내 의약품 

시장의 성장이 한계에 가까워짐에 따라 제약엽계도 國際化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의약품시장이 약효 및 용도별로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대규모의 연구개발투자를 적절히 회수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확 

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상당수의 엽체들이 기존의 제품수출단 

계에서 한걸음 나아가 해외에서 생산 및 연구개발 시설을 갖추기 시작한 

1) 현재 수업의약품은 보험약으로 등재되지 않았으나， 보건사회부 장관의 수 
입승인올 받은 수업의약품은 r약가기준액표」에 동재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가격 산정 기준은 표준소매가 이내에서 요양기관의 실구입가에 의한다. 
이때 표준소매가는 수입원가에 관세， 부가가치세， 특수소비세 등을 합하여 
2.8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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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주로 중국， 인도， 통남아 등지에 현지엽체와 

의 합작을 통한 생산이 중심이지만，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앞으로는 歐美

지역등에서의 연구개발의 현지화도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기술수준과 제한적인 연구개발자원으 

로 미루어 볼 때， 단기간에 독창적인 신약개발은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며， 

당분간은 주로 製齊l기술의 개발이나 模做新藥의 개발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출현할 수 있 

을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현재는 그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하 

겠으며 엽계 스스로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 여하에 따라서는 제약산업의 

향후 위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다. 



v. 發展方向 및 課題

1. 發展方向

가. 製藥慶業育成의 必要性

제약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논의도 일반적인 塵業政策관련 논의에서처 

럼 基本視覺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정책목적이 消費者剩餘의 極大化에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 

生塵者剩餘도 포함한 社會的 훔生， 즉 전체 國民훔生의 極大化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나아가서 時間的 고려범위를 어느 정도로 잡는가 하는 

점도 중요하다. 가령 소비자잉여의 극대화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시간적 

인 범위를 長期로 하는가 短期로 하는가에 따라서 역시 다른 논의가 전개 

될 것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比較優位가 없는 제약산엽을 

육성한다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못된다고 하겠다. 국내외의 경쟁상황에 

대한 完全한 自由化만이 소비자에게 가장 값이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제 

공하는 길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長期的인 관점에서 볼 때에 아무리 경제가 국제화된다고 해도 

그러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특히 제약산 

엽과 같이 國民健康에 직접 관련되는 경우는 여타 I塵品의 경우보다는 

農塵物의 경우와 유사한 성격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 生塵基盤이 어느 정 

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다. 나아가서 흔히 지적되고 

있듯이 제약산엽이 갖는 知識·技術 集約性， 資源·에너지 節約性， 高附加價

f直性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육성하여 비교우위를 갖출 수 있 

는 산업이라면 이른바 動態的 效率性의 극대화란 보다 넓은 시각에서는 

다른 입장이 취해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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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도 다음과 같은 의문들은 제기될 수 있다. 먼저 

국내제약산엽의 鏡爭力 確保가 과연 가능한가? 나아가서 세계경제의 국 

제화·개방화가 순조롭게 진전된다고 가정할 때 인위적인 育成政策의 必要

性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는 두가지 의문에 대하여 모두 긍정 

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우선 제약산엽은 그 성격상 국내기반을 완전허 포기할 수는 없는 산엽 

이며， 오히려 여타 산엽들에 비하여 比較優位를 달성하는 것이 상대적으 

로 유리하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이다. 나아가서， 제약산업이 국제경쟁 

력을 확보하기에는 規模가 영세하고 技術力이 낙후되어 있다는 견해도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규모란 경쟁력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라고 하겠다. 

세계적 기엽의 현재의 규모는 그들이 보유하는 核心的 經營資源올 비롯한 

鏡爭優位要因들에 의해 달성된 결과이며， 규모 자체가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의 원인은 아닐 것이다. 이는 다른 산엽의 예들에서도 혼히 확인되 

고 있는 것이지만 세계 제약산엽계에서는 드물지 않게 예증될 수 있다(예 

컨대 Glaxo의 ‘Zantac’, 일본 三共의 메바로친 등). 
한편， 기술력 수준과 관련하여서는， 과거의 비교적 순탄하고 보호받은 

기엽환경속에서 제약엽체들이 技術華新에 게을리한 점도 부정할 수 없겠 

으나， 과도한 股賣鏡爭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혁신투자에 노력할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잘 교육된 高級A力이 존재한다는 

점은 널리 인정받고 있는 만큼， 재원부족이나 시설미비 등과 같은 약점들 

을 상당한 정도로 相殺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업계에서도 연구개발 투자 및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져 가고 있으므로 기엽의 과감한 投資意愈 施設據充과 함께 정부의 적절 

한 譯因提供과 環境造成 및 制度的 補完이 이루어진다면 급속한 學習效果

를 통해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는 裡在力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본 보고서는 제약산엽에 대한 정책적 고 

려는 全體 國民훔生의 極大化라는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약산업은 

長期的인 관점에서의 육성이 필요하고 또한 가능하다는 인식을 기본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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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企業의 鏡爭力 彈化를 통한 제약산업의 動態的 發展은 그 과정 

에서 단기적으로는 消費者剩餘에 부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겠지만， 

국내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국내시장 개방에 따른 유효경쟁 

이 확보된다면 장기적으로는 消費者剩餘를 增大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 

다. 

나. 發展目標와 方向

21세기에 대비하여 한국제약산엽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 데는 

제약산엽의 發展段階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흔히 제약산엽 발 

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高附加價植化를 통한 輸出塵業化로 보고， 이와 관 

련하여 전체 수출 중 의약품 수출비중이 12%에 이르고 있는 스위스가 대 

표적인 예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에 있어서 현상태의 技術力

과 資本力으로는 단기간에 수출주도적 산업의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또 新藥開發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 

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限定된 자원을 效率

的으로 배분한다는 經濟的 접근방법은 제약산업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사회·문화적인 이유로 比較優位에 있거나 (예컨대 生藥分

野) 혹은 전략적으로 육성이 유망한 소수 분야에로 투자를 집중시킬 필요 

가 있다. 集中投資 부문의 선정에서는 관련업체들간에 利害關係가 상충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것을 잘 조정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당분간은 新齊n型(DDS : Drug Delivery System)의 개발， 新用度 발병 둥， 

應用改良技術의 개발을 통하여 模做新約 創出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밖에 해외의존도가 높은 핵심원료나 중간체의 생산기술을 개발하 

여 國內 自給度를 향상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長期的인 시각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제약산업이 나아가야할 방 

향은 수출산업화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독창적인 신물질신약(NCE: 

New Chernical Entity)을 개발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고부가 



發A훌jjfi힌 및 課題 155 

가치 분야의 비중을 확대하여 塵業構造 및 輸出構造의 高度化를 이룩해야 

한다. 특히 제약기엽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해외 합작투자나 기술협력 

등 國際協力을 활발히 추진하는 多國籍 製藥企業의 탄생도 기대해 보는 

것이다. 

개방화， 국제화라는 국제적 조류에서 볼 때 국내제약산엽은 일대 轉換

期를 맞이하고 있으며 제약기업의 생존 더 나아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 

해서 기엽과 정부는 산업의 高附加價植化 및 國際化에 많은 노력을 집중 

해야 한다. 그런데 경쟁력제고를 위한 방안이 일차적으로 政府의 支援에 

의존하는 것에 국한된다면 국민경제에서 제약산업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比重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설득력 있는 정책방안으로서의 실질적인 의 

미가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먼저 산업내의 딩生的인 방안을 모색함이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현재와 같은 國際通商縣序 하에서는 앞으로 정부 

의 直接的인 保護·支援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것이 가 

능하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企業體質을 오히려 약화시킴이 없이， 의도 

한 대로 경쟁력강화로 야어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러묘로 제약기엽에서는 기엽 스스로 昭究開發 投寶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각 엽체의 제한된 연구자원 한계를 극복하도록 相

互協力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엽의 특성에 맞는 분야에 

집중하여 專門化해야 하며 이밖에 海外市場을 개척하고 합리적인 經營方

式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신약개발이 갖는 특성， 예컨대 대규모 

의 소요자금과 장기간의 개발기간 그리고 높은 불확실성 등올 고려해볼 

때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에만 산엽의 장래를 내맡기기에는 국내 의약품 

연구개발 현실이 너무나 열악하다. 따라서 제약산엽의 발전올 加速化시 

키기 위해서는 신약개발에의 문턱을 낮추고 그 가능성올 높여주는 방안마 

련이 필요하다. 예컨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下部構造 構藥이나 산학 

연 連緊， 통상협상 등의 對外協力 彈化는 신약개발을 위한 基盤造成策으 

로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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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규모의 거대한 제약기엽들도 신약개발의 부담을 줄이고 이 

에대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企業合뺨이나 戰略的提擔를 시도하고 있다. 

국내 기엽간의 경쟁보다는 국제무대에서 외국기엽과의 경쟁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올 감안해 볼 때， 국내기업들 간의 긴밀한 協力關係 構葉이 요 

구되고 있으며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적 

어도 원칙적으로는， 기업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 

하도록 기엽을 課導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경쟁력강화를 위한 

塵業政策의 바람직한 방향임은 물론이다. 즉， 정부 역할의 기본은 적극적 

인 技術華新投資를 할 의사와 능력이 부족한 기엽은 빼沈될 수 밖에 없는 

시장상황을 조성하는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 

2. 細部課題

가. 昭究 및 技術開發 基盤造成

우리나라 제약산엽이 國際鏡爭力올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을 통하 

여 생산품목의 高附加價個化를 이룩해야 한다. 신약개발 성과는 기엽의 

연구개발 노력에 달려있는데 오늘날 技術華新이 가속화되고 선진국의 技

術保護主義가 팽배해짐에 따라 연구개발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기엽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서는 연구개발의 핵심요소인 연구시 

설 및 인력， 투자를 확충하는 등 下部構造를 구축하여 신약을 창출할 수 

있는 基盤造成에 노력을 집중하고 연구개발에의 進入障뚫을 낮추어야 한다. 

(1) 짧究施設의 據充

국내에 의약품 연구개발시설이 미비하고 전문인력이 不足 내지는 偏重

되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의약품 정보나 실험동물의 

공급에서부터 약효검색이나 안전성 및 유효성 실험에 이르기까지 어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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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를 막론하고 만족할만한 施設과 人力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못한 것 

이 현실이다. 특히 앞으로는 임상 및 전임상 실험에 대한 需要가 크게 

增加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많은 연구개발비용이 소요되어 

(전체 신약개발 비용의 80-90%) 개별기업의 財政的 負擔이 매우 크므로 

이를 감당할 공동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제약협회에서는 시설확충과 관련하여 製藥昭究團地 造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건의， 제약협회， 1994), 

본 건의서에 따르면 단지내에 기엽연구소를 유치할 뿐만 아니라， 개별기 

업의 단위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시설을 마련하여 共同使用올 도모한다는 

것이다. 

연구개발에 있어서 국내제약기엽의 문제가 규모의 零細性과 偏重된 專

門性이라 할 때， 제약협회에서 건의한 연구단지 조성의 효과에는 긍정적 

인 측면이 많이 있다. 우선 사용빈도는 적으나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 

각 기엽별로 중복투자할 필요없이 공동사용을 유도한다면 국가 전체로서 

도 資源의 效率的 活用이라는 효과를 얻게 된다. 

특히 의약품 개발에는 여러 近接分野-의학， 약학， 생물학， 화학， 수의학 

등-의 지식과 기술， 특허정보 등이 필요한데 정보센터를 근거리에서 활용 

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도깊은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받는다 

면 연구의 效率的 수행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각 기엽의 연구소에는 신약개발 단계별로 필요한 전문인력올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므로， 상호교류를 통해 부족한 부문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시적인 효과 이외에도 근접거리에 

서 相互 組帶關係를 통해 점진적으로 協同짧究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 

지할 것이고， 이는 국내 제약기업의 零細性을 탈피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연구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과 설비투자의 규모 

에 대하여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제약연구소를 유치하고 우수인 

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근접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制限된 據算으로 연구단지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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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예상된다. 또한 공동연구 분위기가 확립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물 

리적 혹은 지리적인 접근도가 협동연구에 어느 정도로 기여할 수 있는지 

效用性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기엽의 연구개발이 이익창출과 직접적 

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제약단지가 조성된다 할지라도 협동 

연구가 활성화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制限點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대안， 즉 觀存 政府짧下機關의 

機構를 據張하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국립보건안전연구원에 

서는 실험동물센터 및 신약개발센터 정보센터의 설립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 중 실험통물센터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정부산하기관중 유사기관을 확장한다는 것은 기존시설을 최대로 이용한 

다는 점에서 경제적 이점이 있다. 그러나 국립보건안전연구원의 경우에 

는 의약품 허가에 있어서 安全性 및 有效性 자료를 評價하는 공적인 엽무 

를 담당하므로 개별회사로부터 안전성 관련 수탁시험을 계속적으로 받을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스스로 평가한다는 予眉에 

빠지게 된다. 물론 실험을 실시한 실험당사자와 평가자는 다를 수 있고 

최대한 공정을 기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나 2000년을 향한 장기계획올 

수립함에 있어서 실험 실시자와 평가자의 4뚱휠j分擔은 明確해야 할 것이 

다. 

실제로 의약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렇듯 다양한 연구시설을 모두 갖추기 위해서는 新規建藥이 불가 

피하며， 따라서 기존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얻는 경제적인 효과에도 限界

가 있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소비자의 의식수준이 향 

상됨에 따라 의약품 및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립보건안전연구원은 毒性昭究全擔 국 

가기관으로서 안전성 평가 및 공인 업무에 特化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새로 설립하는 연구개발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하에 民間機構로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정부 

기관에 대한 연구수탁은 민간기구에서의 연구개발이 원활히 수행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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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限時的인 업무이거나 특수한 분야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신약개발을 위하여 정보센터나 전임상， 임상시험센터， 스크리닝 센터 등 

연구시설을 새롭게 갖추어야 한다면 그 시설을 한곳에 集中한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더욱이 제약기업 연구소를 유인하고 협동 

연구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면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면 연구단지조성이 가장 이상적인 

最善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이들 기관 

을 민간기구로서 설립하되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가능하 

다면 이들을 상호 근접거리에 집중시켜 기엽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民間機構의 설립은 연구개발활동의 效率性 提高 측면에 

서 중요성을 갖음은 물론， 창의성올 바탕으로 한 民間主導에 의한 國家科

學 技術體制로의 轉換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짧究開發 A力의 養成 및 確報

優秀 人力의 確保는 연구개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 

이다. 국제경쟁력은 궁극적으로 이를 운용하는 A的資源의 비교우위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수인력의 양성·확보 및 기 배출 인력 

의 효율적인 활용은 연구 활성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연구개발 인력 공급에 있어서 가장 빈번히 지적되는 문제는 專門

性의 偏重이다. 신물질의 탐색과 관련된 화학분야의 인력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으나 개발단계에 필요한 전임상 및 임상분야， 허가와 

라이센성 분야에서는 고급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연구개발 

인력이 전체적으로 圓濟히 供給될 뿐 아니라 각 전문분야별로도 需給不均

衝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특히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임상약 

리학 (Clini떠1 Pharmacology) 분야의 전문가 배출에 의과대학과 약학대학 

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존 배출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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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올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미 배출된 인력의 분포에 있 

어서 박사급의 경우에는 특히 대학으로의 편중이 심한데1) 편중된 고급인 

력을 활용하기 위해 塵學昭 協同昭究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이밖에 

國際交流를 통하여 고급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재외 과학기술자를 유치 

활용하고 국내 과학기술자를 해외에 연수시키는 등 연구인력의 질적 수준 

을 향상시켜 산업계의 질적수요에 부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체 약사 

직능으로 볼 때 開局藥局으로의 藥師偏重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약 

사인력을 제약기엽으로 諸引하여 제약산엽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고급연구인력뿐 아니라， 연구개발을 직접·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또한 양성되어야 한다. 국 

제무대를 지향해야 하는 21세기에 대비하여 의약품 許可 및 特許管理에 

정통한 전문인이 필요하다. 또한 실험실에서 단순 반복적인 작엽을 정확 

히 해낼 수 있는 기능공도 부족하다. 이와 같은 업무는 학교의 정규 교 

육과정에서 습득할 수 없는 기술 및 지식에 근거하므로， 實務的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전문 분야별로 g좌修機會가 확대 활성화 

되어야 한다. 현재 제약협회에서는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KGMP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교육기능을 더욱 확충하여 연구개발 및 허가 

에 대한 기초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昭究開發 投資의 據大

이미 앞서 지적하였듯이 오늘날 연구개발 여건의 변화로 연구개발비용 

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살펴볼 때 짧究費의 比率이 선진제약국에 비해 크게 낮을 뿐 

아니라(국내 100대 기업 : 3.15%, 미국 16.9%), 매출규모의 영세성으로 인 

해 연구개발비의 總對 規模도 매우 적다. 

1) 우리나라 이공계 박사 18，190명 중 대학에는 78.8%(14，320명)가， 민간연 

구소에는 10.4%(1，495명)가 분포되어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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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올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한데， 이 

를 목적으로 가장 우선적인 방안은 기업 스스로 經營華新을 통해 자금올 

조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개발 투자의 원천이 기업의 利潤임올 고려 

해 볼 때， 연구개발 노력이 기엽의 수익구조에 영향올 미칠 수 있도록 藥

價制度를 개선한다거나 정부에서 짧究費를 지원하는 것은 연구비 투자 확 

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의약품이 인체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또 연 

구개발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선진외국에서도 政府의 연구비 支援이 

활성화되어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신약개발을 지원하고 있 

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규모는 외국의 유수 제약기업 1-2개소에서 지출 

하는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그것마저도 수십개의 제약회사나 대 

학， 연구 기관등으로 分散되기 때문에 지원규모로 볼 때 괄목할 만한 연 

구개발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이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 

모가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제약산엽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살펴볼때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해서 5개 정부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 

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이제야 비로서 연구개발의 가능성에 도 

전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가능한 한 여러 부처에서 關心올 기울이고 

具體的인 支援方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연구개발비 支援形態도 多樣해져야 하는데， 보건사회부의 신약 

개발연구 지원금과 과학기술처의 G7 지원금 이외에， 長期低利의 金顧實出

이 확대되어야 한다. 기존의 기술개발 관련자금및 각종기금은 타산엽이 

主支援對象이기 때문에 제약산엽의 이용에 한계가 있고， 더구나 모험적 

성격이 강한 신약연구 개발비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高金利이다. 

앞서 제m장에서 열거된 특정사업 지원기금처럼 의약품 연구개발을 위 

한 金顧支援政策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의약품 연구개발의 특성， 즉 

개발기간이 길고 성공확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처리의 금융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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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國民年金 基金의 활용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93년도 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7조 6천억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는 3분야， 즉 공공부문사엽 (3조천억)， 복지부문(4천억)， 금융부문(4조천 

억)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다. 이 중 특히 공공부문사엽은 전액 財政

投廳資 特別會計2) 및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닥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약산엽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국민연 

금 기금에 의한 제약산업 발전기금은 기엽의 연구개발 자금으로는 물론， 

연구개발을 위한 基盤施設을 據充하는데 포괄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 의한 연구개발지원과 관련하여 앞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과학 

기술협약(TR : Technology Round)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TR에서는 정 

부의 補助金 許容限度를 제한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 

리나라 제약산업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볼 때 당분간 정부의 보조금 지원 

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러한 협약의 향방에 촉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의약분야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도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 

고 있고 선진국들간에도 허용한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으므 

로 당분간 기술협약의 향방은 不透明한 실정이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를 

살펴볼 때 협약의 불투명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에 의한 보조 

금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정부지원에 대 

한 선진국들의 관심은 특히 개발단계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분 

야에 대한 지원은 제약산엽이 일정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의 한시적인 것 

으로 제한하고 점진적으로는 지원대상올 개발에서부터 基鍵昭究分野로 轉

換해야 할 것이다. 

2) 재정투융자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법에 의거， 정부가 국민복지의 향상과 주요 
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올 장기저리로 대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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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짧究開發 戰略樹立

국내에 의약품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설령 이러한 제반 여건이 모두 구비된다 

하더라도 연구개발에 대한 戰略樹立 없이는 기술적·자본적 진입장벽이 높 

은 신약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연구개발의 실효성올 거 

두기 위하여 각기엽에서는 기술수준에 맞는 분야로 개발노력을 集中해야 

하며， 개별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協同짧究를 活性化하여 연구개발 

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1) 짧究開發의 및 效率性 提高

국내 제약기엽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고려해 볼 때 독창적인 신약개발에 

직접 도전하기보다는 현재 比較優位에 있는 분야에의 특화나 기존 기술의 

응용개량 및 첨단분야에의 접목 등에 주력함으로써 제약산업의 발전을 段

階的으로 圖짧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첨단기술이라는 점올 

이유로 일부 분야에 투자가 과다하게 집중될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 

율성이 낮을 뿐 아니라 개발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이 너무 커 손실이 크게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단계에서는 응용개량기술을 중 

심으로 模做新藥 창출에 주력하여 신제형이나 신용도를 발명하는 것이 적 

합할 것이며 이러한 기술축적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독창적인 신약개발 

의 발판을 구축해야 한다. 각 기업에서는 텀標市場을 세분화하여 기업의 

경쟁우위가 인정되는 세부시장에 대해 重點化를 추진하는 등 전략적인 연 

구개 발활동을 지 향해 야 한다. 

예컨대 동남아시아 및 중국시장올 목표로 生藥製뼈 부분 연구를 활성화 

하여， 생약제제에 특화된 기엽군이 돌출되어야 한다. 이밖에 生命I學 분 

야도 중점 연구개발되어야 하는데， 생명공학과 관련된 연구는 중소규모의 

기엽에서도 가능하다는 것과 연구의 결과가 의약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에 

너지 분야 등에 널리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특히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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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백신연구소가 한국에 설립됨에 따라 백신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국내에 밀집됨으로써 생명공학분야의 연구개발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 

망되므로 생명공학 연구개발중심의 기업이 보다 중점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集中性에 대한 논의는 신약에 대한 연구개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 

다. 이미 생산 중인 제품도 보다 집중화·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의약 

품의 경우 品質이 전제되지 않은 가격경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감 

안해 볼때 각기엽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품목을 선정， 그 분야에 대한 기 

술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수준높은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는 특히 중 

소제약기엽의 業種專門化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기엽간 주력품목 

선정은 중복투자나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부문에 대해서 투자의 효율성이 

나 기술 개발력 제고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특정 약효군별로 차별 

화전략을 취하여 소량다품종식의 생산체계를 大量小品種 방식으로 전환함 

으로써 대량생산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價格鏡爭力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 

이 될 것이다.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집중화 이외에 연구의 方向性을 정 

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의 방향성 문제는 특히 1990년대에 들면서 

시작된 산학연 협동연구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산학연 연구에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협동연구체 

계의 구심점이 분명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협동연구의 주체가 모호하다는 비평이 지배적이다. 

협동연구의 목적이 塵業의 技術力 향상에 있다고 한다면， 연구의 주체 

는 기엽이 되고 출연연구소와 대학은 기엽을 돕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 

람직한 협동연구의 방향일 것이다. 다시 말해 제약기엽의 기술수요에 따 

라 연구개발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업계가 技術開發 課題

選定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산업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조체제를 이루는 방향으로 연구의 초점이 

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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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協同맑究 彈化

연구개발합작사업을 비롯한 협동연구는 投寶負擔의 경감， 危險分散 둥 

을 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重複投寶로 인한 낭비의 제거， 참여자의 다양 

한 능력 • 기술의 조정， 나아가서 成果活用의 극대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협동연구는 R&D투자의 성과인 지식·기술의 공공재적 특성에 기인하 

는 기본적인 상반관계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도 중요하다. 

즉， 사전적으로는 지적 재산권 보호등을 통하여 성과의 독점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적절한 R&D 投資 課因을 제공해야 하는 반면에， 사후적으 

로는 성과를 가급적 널리 확산시켜 활용함으로써 사회후생올 극대화해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相衛關係로 존재한다. 그런데 협동연구의 경우에 

는 성과를 공유하게 되는 만큼 참여자의 투자유인이 약화되어 전체 투자 

수준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지만， 유사한 모방신약이 많이 존재하는 제약 

산업 과 같이 R&D 성 과가 쉽 게 확산되 어 (spil1-over) 이 른바 外部效果

(extem머ity)가 특히 큰 경우에는 공동연구가 R&D의 유효수준올 더욱 증 

가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들어서면서 G7 프로젝트등을 통해 신의약·신 

농약 부문 산학연 협동연구가 실시된 바 있다. 산학연 연구는 특히 대학 

으로 편중된 고급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의 기술수요에 부 

응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밖에 산학연은 대학의 몫인 기초과 

학과 기엽의 기술올 연계하여 과학기술이라는 顧合的 段階의 시너지를 창 

출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산학연 협동연구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方向性이나 

管理方式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 

듯이 협동연구의 핵심이 산엽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塵業짧主로 연 

구방향의 선회가 필요하고， 이와 함께 昭究成果에 대한 管理體系가 확립 

되어야 한다. 협동연구 결과 파생되는 연구성과는 利潤創出과 직결될 가 

능성이 매우 크므로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성과가 배분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밖에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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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특허관리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關聯規定올 명확히 해야 한다. 

기초과학에 근거하여 융합된 科學技術은 다음단계에서 상품화 될 수 있 

는 製品으로 開發되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특히 企業間의 共同昭究

가 필요하다. 그런데 과거 국내 제약엽계 경영자들의 기존 사고방식은 

이러한 업체칸 협조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제선정이 

나 작엽수행， 특히 성과배분 동에 있어서의 分爭可能性에 대한 우려와 獨

古的 地位에 대한 선호 둥이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개방된 국내시장의 상황 하에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 

에 경쟁업체간 협조가 하나의 生存戰略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세계 제약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신약개발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상당기간 동안 적어도 연구개발투자와 시장개척의 차원에서 국내 경쟁업 

체들끼리 협력하지 않올 수 없다. 또 자금력이나 기술력에서 우월하며 

비교적 인접분야에서 활동하는 財關系 大企業들의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 

라 재벌업체에 대한 업무영역의 제한둥이 기존엽계를 통해 건의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기존업체들은 연구개발단계의 상호협력을 통해 상대적인 

脫弱性을 補完해 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협동연구에 있어서는 각 업체가 보유하는 특허를 상호 사용할 수 있도 

록 하는 交又免許(cross-licensing) 계 약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重複投資

의 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情報의 社會的 活用度를 높이는 바람직한 효 

과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 서로 비슷한 수준 

의 기술력을 가진 엽체들끼리는 보유기술의 상호거래가 비교적 용이할 것 

이며 나아가서 해외에서의 기술관련정보를 상호 교환하거나 앞으로 거셰 

어질 선진국엽체의 지적재산권 관련 공세에 대해서 共同對應方案을 모색 

하는 등，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바가 많을 것이다. 협조의 수행에 있어 예 

상되는 난점들은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당사자들간의 충분한 협의와 사 

전 준비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보완도 필 

요하다. 

이밖에 연구의 國際化 문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국내의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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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엽이 전반적으로 해외연구에 비해 연구개발능력이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 연구자들간의 협동체계에 의한 자체개발뿐만 아 

니라 국내개발이 어렵거나 국내관리가 곤란한 기술에 대해서는 해외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즉 연구개발은 자체개발뿐 아니라 국외 연구개발주체 

들과의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외국 첨단기업에의 자본참여 혹은 매수， 

합병， 해외연구소 설립， cross-licensing, 단순한 기술도입 등 다양한 형태 

를 보일 수 있으므로， 기업의 실정에 맞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과거 한때에는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습득이 技術從屬으로 간주되어온 경 

향도 있었으며， 또한 구체적 노력도 없이 단지 技術保護主義에 대한 우려 

만 표명하는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연구개발 

의 국제화가 개발 시차를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 

으며，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됨을 감안해 볼 때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연구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해외 기술획득을 추진하 

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기술도입의 조건과 도입과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3) 昭究企劃 管理團의 構成

의약품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정부가 기엽에 지원하는 연구비는 과학기 

술처의 G7 의약사엽 (약 50억원)과 보건사회부의 신약개발 지원사업 (약 

20억원) 등으로 연간 70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향후 국민연금 

기금중 일부가 연구개발비로 활용된다면， 지원규모는 제법 커져서 정부의 

연구개발 支援을 總括할 昭究企劃管理團의 구성이 필요한 것이다. 

연구기획관리단은 과제신청서를 검토 및 조정하고 후보과제를 선정하는 

등 연구분야의 優先順位를 정하고 연구협약을 체결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외 연구결과에 대한 評價와 연구비 사용실적의 검토 등도 관리단의 업 

무에 포함된다. 이미 다른 부처에서는 연구개발 사업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학기술처의 과학기술 정책관리연구소 

(STEPI), 상공자원부의 생산기술연구원(KAITECH)， 체신부의 한국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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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이 거대화됨에 따라， 앞으로 연구비 

지원방향은 소과제 중심에서 大形課題 중심의 集中型 지원체계로 전환되 

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관점에서도 지원과제의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 

야 하는 것이다. 즉 관리단에서 연구비 지원과제를 선정할 때는 의약에 

대한 보다 專門的인 평가를 통해， 성공확률이 높고， 시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과제에 집중 지원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가시화시켜야 한다. 

특히 연구개발에서는 特許관련 문제가 중요한데 이는 연구결과로서 특 

허권이 확보되고， 이에 대한 독점적인 약가가 유지되는 경우에야 비로서 

연구개발의 실효성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허도 그 내용에 따라 

서 적용범위 및 신규성 여부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는 특허권 확보 가능성 및 그 범위까지 함께 고려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의 예-출자 및 융자사업-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연구비 支援管理 方

式에 따라 산학연 혹은 기업간(塵옳)의 협동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연구비 지원방식에 대한 연구 및 관리도 필요하다. 

관리단에서는 연구지원 과제에 대한 연구비 관리 이외에 연구수행에 필 

요한 다양한 支援體系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해외 과학기술 정 

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보급하고，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파악하는 

등 각종 정보를 조사하는 기능도 갖추어야 한다. 다양한 정보에 근거하 

여 국내외 昭究開發動向을 파악하고， 技術需要를 據測하여 보다 적극적으 

로 기업의 연구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밖에 국가적으로는 필요하나 연구개발의 혜택이 특정개발 주체에게 

독점적으로 돌아가지 않아 시장원리에 맡겨서는 자원이 투자되지 않을 부 

문을 선정하여 政府主導의 昭究開發 事業으로 추진하도록 뒷받침해야 한 

다. 즉 희귀질병 치료제 등 채산성이 맞지 않는 의약품이나 미래지향적 

인 산업기술， 21세기에 활성화할 수 있는 공공복지 기술에 대하여 관리단 

이 주축이 되어 전략적으로 추진하되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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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流通의 合理化

국내 의약품 유통구조는 도매엽올 통한 거래비중은 낮은 반면 제약엽소 

의 직거래 비중이 높은 多元化된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유통부문의 

非專門化로 인하여 기업은 방만한 판매인력 관리와 과당판촉경쟁에 따른 

경영의 비효율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유통경로별 價格

縣序의 混亂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약품 유통엽이 開放된 

상태에서 신제품을 다양하게 구비한 외국 유통업계의 국내 진출은 의약품 

도매업계는 물론 제약기엽에도 큰 영향올 미칠 것으로 전방되므로 유통구 

조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의약품은 유통단계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도매 및 소매 등 여러 과정 

을 거치게 되므로 유통구조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유통단계별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유통구조 난맥상의 원인으로서 製造業體간 유사제품에 대한 過當

鏡爭올 들 수 있다. 이는 국내 제약기엽들이 신제품 개발능력올 갖추지 

못하여 기엽간 製品 差別化 능력이 없는 것에 기인한다. 기엽간 과당경 

쟁은 수익률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를 위축시켜 

제품개발이 더욱 둔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에 기초한 新製品 및 新藥開發이 유통구조 개선의 근 

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都賣業의 投劃 增大를 통하여 유통부문의 專門化를 꾀해야 

한다. 도매엽소들이 의약품 유통체계의 중추적인 기능올 수행하기 위해 

서는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도매업소 大型化에 의한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자본 및 시설을 확충하고 전 

문 판매요원을 확보함은 물론 엽소 스스로 經營合理化를 통하여 내실경영 

을 도모하고， 더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업소간의 매수 또는 합병노력도 요 

구되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 정부에서는 의약품 유통단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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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관리기준 (KGSP: Korea Good Supply Practice)올 실시하고 

자 하는데， 본 제도가 실시될 경우 도매상의 施設 및 管理 基準이 彈化될 

것으로 예측되어 기준에 미달되는 도매엽의 난립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 

할수 있다. 

유통에 있어서 도매의 비중을 높이고 도매상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信賴性 回復이 기초되어야 한다. 도매엽의 신뢰성 회복 

을 위해서는 부도방지를 위한 기엽 스스로의 노력 이외에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예컨대 도매업소 설립에 필요한 자산기준을 상향 조정 

하거나， 도매상 상호출자 보증기금을 마련하고， 신용보증보험제도 가입을 

권장하는 등 신용있는 중견도매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엽과 정부 공동의 

노력 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零細한 小賣藥局의 亂立도 유통경로 무질서의 주요원인이 된다. 따라 

서 약국간 과당경쟁에 의한 가격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국규모 

의 적정화에 의한 약국 수의 전반적인 감소가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는 개국약국가에 편중된 藥師人力을 생산이나 연구·관리 등 다양한 분야 

로 分散， 활용올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약사정책이 선회되어야 한다. 또한 

약국가에서도 의약품 가격 차이에 의한 약국 차별화를 지양하고， 의약품 

정보 제공둥 전문성에 의해 質的으로 差別化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한 

다.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流通慣行이 걸림돌이 되는데， 예 

컨대 브로커의 난립과 수의계약 둥 부조리를 조절하고 덤핑을 통한 과당 

경쟁올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업계내에서는 자체 

적인 감시제도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자정노력올 기울임은 물론 정부에 

서도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 및 처분을 강화하여 公正去來縣序 確立을 위 

한 기엽과 정부의 공동노력이 요구된다. 이밖에 날로 장기화되고 있는 

回轉期日올 短縮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의약품 유통구조의 난맥상은 제조단계에서 

부터 도매， 소매 등 여러 단계의 구조적인 문제와 상호 연관되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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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단기적언 개선방안 도출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금융실명제 및 1996년 이후 종합과세의 실시둥 전반적인 社

會改華 뚱圍氣에 따라 비정상적인 유통관행이 상당히 정리될 것으로 전망 

된다. 또한 향후 제약기엽에서도 바코드에 의한 POS (Point-Of-Sa1e) 시 

스템을 도입하여 의약품 거래의 電算化가 이루어진다면 의약품 유통거래 

의 투명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 유통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유통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심층적인 원인분석과 여 

건변화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장단기 개 

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라. 藥價 및 醫藥品許可둥 關聯制度 改善

(1) 藥價制度 改善

연구개발 투자의 원천은 기엽의 이윤이며， 기엽의 收益率은 약가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약가제도에는 새로운 연구개발에 필요 

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적정이윤 산정방식이 내포되어야 하며， 이밖에 이 

미 개발단계에서 투자된 자금이 충분히 회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약품 

가격에 의약품의 가치나 제약기업의 개발노력이 바르게 평가되고 반영되 

어야한다. 

오늘날 신약개발의 성공확률이 매우 낮은 것올 감안해 볼 때， 극소수 

성공적 신약에 대한 이윤이 적정수준으로 보상되지 않으면， 개발에 실패 

한 후보물질에 대한 투자회수가 불가능해져서 기업전체의 이윤은 적절한 

技術進步를 유지하는 데 불충분하게 된다. 이는 신약개발의 危險올 내부 

적으로 분산시키기에 개별엽체들의 규모가 너무 작은 경우에 더욱 두드러 

질 것이다. 만약 성공적인 신약의 개발보다도 이미 알려진 물질의 類似

品들을 증가시키는 쪽이 보다 안전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중요한 신 

약의 도입은 지체될 것이며， 이에 따라 상실되는 소비자잉여도 상당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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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제품과 차별되는 신약 및 신제 

품에 대해서는 짧究開發費를 保全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일본에서는 획기적 신약에 대해서 약가산정 방식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이미 획기성， 유용성， 시장성의 정도에 따라 최고 30%에 

서 최저 1.5%까지 일정한 補充加算率올 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제품개발력이 부족한 국내실정을 감안해 볼 때 일본에서와 같이 

신약에만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경우 그 대상 품목이 적어서 실효성이 

없다. 연구개발 대상품이 기존제품과 구별되는 특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비록 신약이 아니라도 약가산정 방식상의 혜택을 주어， 가격경쟁으로부터 

品質鏡爭으로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제약기엽의 

경쟁력이 일정수준으로 육성되기까지는 기엽의 연구개발을 유인하고 기엽 

간의 과도한 가격경쟁은 억제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약가제도 개선은 신약이나 신제품 가격 산정 방법에만 그쳐서는 안된 

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사제품에 대한 과당경쟁이라는 제약기엽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현재 일반 의약품은 물론 보혐의약품에 대한 가 

격질서가 극도로 문란한 실정이며， 따라서 價格縣序 安定을 위한 대책마 

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의약품에 대한 표준소매가 제도나 보험의약품에 

대한 보험약가제도 모두 소매약국에서의 실제 판매가격 및 병원과의 거래 

가격이 곧바로 약품 가격에 반영되는 순환기전을 보유하고 있다. 즉， 약 

가의 인상 혹은 인하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변동요인이 약가에 즉 

각 반영됨으로써 유통단계에서의 거래질서가 약가관리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으로， 사실상 市場原理에 기초한 약가관리의 가장 효율적인 메카 

니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 제약 및 유통엽계의 과당경쟁적 구조와 이에 따른 유통구 

조의 문란， 의약품 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市場 失敗要困 둥 

에 의해 의약품 가격을 시장기능에만 맡기기에는 많은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경쟁을 근간으로 하되 텀핑판매를 방지하고， 과다한 마진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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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막되 적정 마진이 제조업자나 도매， 약국， 병의원에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小賣價格올 安定化시켜 과도한 가 

격갱쟁을 억제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의약품의 과도한 가격경쟁과 관련하여서는 일본 자동차산업의 경우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의 자동차업체들 

이 가격경쟁을 피하고 華新과 投資의 차원에서 치열하게 경쟁함으로써 독 

보적인 성장을 실현할 수 있었다는 견해이다. 근시안적으로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일 경우에 기술개발， 품질개발 혹은 설비투자를 할 여유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 

환언하자면， 경챙기엽들이 상호간에 과도한 가격경쟁올 회피하여 일정 

한 이윤을 축적하게 됨으로써 혁신투자를 위한 寶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유의할 것은 가격은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더 

라도 거기서 발생하는 經常利益의 대부분이 투자로 돌려지는 방식으로 경 

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국내산업 

을 육성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오히려 국내경쟁은 일정한 정도로 制限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제약산엽의 경우에도 이러한 논리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2) 醫藥品 許可制度의 改善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소비자의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의약 

품 허가 제출자료도 복잡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이를 심사하는 기간도 점점 

장기화되어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신약심사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審훌期間의 長期化는 역으로 특허보호기간의 감축을 의 

미하고 결국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심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收

益性과 관련된 매우 강력한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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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제도를 연구개발 대상 제품의 신규성이나 대상질환 등에 따라 差等適

用한다면 신약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는 물론 국민에게 의약품을 신속히 제 

공할 수 있는 효과도 나타난다. 

인센티브제도로서 심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에는 醫藥品許可 優先 )1頂

位制度와 않速許可制度를 들 수 있다. 우선순위제도는 화학적·치료적 특 

성에 따라 의약품올 분류하여， 기존 의약품보다 치료효과가 월등하리라 

예상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심사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신속허 

가제도는 치명적인 질환3) 치료제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이 완료되기 이전 

에 환자 투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위 치료 치험약 제도 

(Treatment IND)와， 3단계의 임상시험올 2단계로 축약하는 의약품 가속 

개발 (Accelerated Davelopment) 프로그램 퉁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선진 외국에서 대부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 

재 의약품이 개발되지 못한 치료영역에 대해 제품개발올 유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심사기간이 크게 문제시되고 있 

지는 않다. 그러나 앞으로 국내 임상시험 검토 요건이 강화되고 심사기 

준이 까다로와지면 결국 심사처리기간이 장기화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심사의 우선순위 설정등이 필요한데 이때 새로운 분야나 국민에게 최대 

의 혜택이 돌아가는 연구개발 분야에 許可의 優先權이 주어져야 할 것이 

다. 

마. 海外市場의 開招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내수위주로 성장해 왔으며 특히 국내 연구개발 기 

반이 취약하여， 신약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은 물론 일반 의약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은 크게 부친한 실정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의약품의 供給

3) 미국의 경우 치명적인 질환 (Imm어iately Life-πrreatening Conditions) 
은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수개월 이내에 치사에 이르는 질환으로 정의 

되며 중증 AIDS나 중증울형성 심질환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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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剩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海外

股賣戰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거액의 연구개발 투자를 

빠른 기간에 回收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은 필수적인 것이고， 제약기 

엽의 世界化는 당연한 방향이다. 

이와 같은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제약산엽은 일반 의약품에 대해 

서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연구개발력 제고를 통해 신제 

품을 개발하여 輸出塵業化를 목표로 하는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술력 확보에 의한 제품의 질적향상과 다양화를 통 

한 鏡爭力 彈化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국내외 시장정보를 확 

보하고 對外協力關係를 강화해야 한다. 

海外市場調훌는 국제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먼저， 철저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해외시장 조사결과는 해외시장진입 여부에서부 

터 진입후의 판매촉진전략， 광고전략 등의 의사결정을 위한 판단근거로 

지속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 제약기엽의 해외시장조사는 시장순회나 단독출장 형태의 시 

장조사원 파견 등 구태의연한 형태가 많았었다. 하지만 현재는 컴퓨터， 

멀티 미디어 등의 하드웨어의 발달로 정보전달체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 

고 시장환경도 급변하고 있어서 이들 시장정보의 빠른 수집 및 활용여부 

가 해외시장에서의 사엽 승패를 좌우하게 되었다. 효율적인 시장개척을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계획성있는 해외시장조사가 요구되며， 이는 장기적 

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단독기업의 형태 

보다는 專門機關이나 關聯協會와의 連緊를 통한 정보수집 및 상담이 바람 

직하며， 이를 산엽 전체가 公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海外市場開招의 方法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시작개척에 대한 무관심과 

제약기엽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주로 국내 종합무역상사에 의존하거나 

일본 또는 홍콩의 바이어를 통한 간접적인 해외시장접근이 주된 방법이었 

다. 최근에는 해외시장개척 유형이 多樣化되어 가고 있는데， 우선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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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는 국내수입거래선올 이용하는 방법， 국내주재 해외무역상사를 

이용하는 방법 동을 들 수 있고， 적극적 방법으로는 세일즈맨의 해외파견， 

우리나라 해외주재상사를 통한 방법， 각국에서의 홍보를 통한 방법， 해외 

지역 바이어와의 직접상담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7-ACA의 경우 ltaly에 처음 수출할 때 국내수입거 래션을 통 

하여 이루어졌으며， 간염백신은 해외시장에 직접 세일즈맨을 파견하여 세 

일즈 활동의 결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였다. Cefataxime은 우리나라 해 

외주재상사를 통하여， Urokinase는 각국의 홍보를 통해 독일 바이어와의 

접촉으로， 그리고 Rifampicin의 경우에는 동남아 지역 바이어와 직접상담 

을 통하여 인도에 진출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해외시장개 

척방법들을 지역이나 市場狀況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시 

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특수계충 소비자에게만 필요한 신약제제 기술개발을 통하여 해 

외시장의 特珠消費者에 대한 獨古力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해 

외시장에서 한국제약산업의 이미지 향상과 함께 해외시장 거점확보를 통 

한 시장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즉， 해외시장 개척 방안으로서 가 

격 및 품질경쟁력 위주의 standard 방식(규모의 경제에 의한 생산비용절 

감식)뿐만 아니라 특수계층에게 필요한 의약품시장을 集中攻略하는 Niche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시장개척 후 시장의 심화·확대를 위하여 輸出飯賣f足進 또한 강화되 

어야 한다. 우리 제약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던 홍보수단은 권유장， 안내장 

등의 circular letters 와 팡플렛 카다로그 둥의 direct mail 등의 우편수단 

이었다. 그러나 수출광고는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만 아니라 지속적인 

수출올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고객창조와 판매증진 및 

국가나 기업이미지 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올 담당하고 있다. 

수출광고에 있어 필히 고려하여야 할 점은 文化의 差異로 각국의 생활 

습관， 가치관， 종교의식， 예술， 사회규범 등이 알게 모르게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제품명이나 색상 등을 결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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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광고매체의 선정도 각국의 경제·사회·문 

화적 특성 및 수출상품의 특성과 마케탱단계별 목표를 고려하여 선택하여 

야 할 것이다. 

海外市場 進入方法으로서 라이센싱 Oicensing)이나 합작투자 또는 단독 

투자 등의 해외직접투자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경우 해외직 

접투자는 투자국의 經濟開發 정도에 따라 서로 상이한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다4). 

첫째는 동남 아시아등 지역에 대한 直接投資를 틀 수 있다. 1980년대 

말부터 급상숭한 국내 임금수준과 중국 등 후발개도국들의 저임금을 바탕 

으로 한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우리 의약품의 價橋鏡爭力이 많이 약화되 

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현지의 값싼 노동력올 바탕으로 의약품을 생산，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유한양행， 신풍제약， 우평 등은 인도， 수 

단， 베트남에 현지생산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특히 우평은 베트남 

에 아목시실련 등 항생제 원료합성기술 및 생산시설을 수출하였다. 

한편 선진국에 대한 합작투자는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는 新技術올 손쉽 

게 익힐 수 있으며， 현지에서 잘 교육된 연구인력의 확보가 용이하여 전 

문인력의 확보나 연구기반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 

다. 이러한 선진국에 대한 합작투자의 예로서는 1984년 럭키그룹이 미국 

에 생물공학 연구를 위하여 럭키바이오테크를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87 

년 녹십자가 미국 뉴저지에 설립한 현지법인 알파오메가 라보라토리 등이 

있다. 합작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국에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해당 제약기 

엽이 수입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피하여 직접판매를 담당하기 때문에 제 

품 股賣가 安定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합작투자 협약시 판매이 

익금 중의 일부를 판매전담의 해당국 제약기업에게 지급되도록 인센티므 

를 제공하여 판매를 촉진할 수도 있다. 국내의 동아제약， 일양제약， 보령 

제약은 해외 판매촉진을 위하여 홍콩， 미국에 현지법인올 설립한 바 있다. 

4) 기업의 해외시장 진입방법은 시장에의 개업도에 따라서 수출，라이센싱 
(licensing), 직접투자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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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개척올 위해서는 기엽의 노력이외에 政府支援도 제약산엽의 

해외수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지 

원책으로는 財政的 支援， 輸出保進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재정적 지 

원으로는 내국세·관세상의 지원과 수출금융의 확대가， 수출 촉진방안으로 

는 체크프라이스 제도5)나 수출독점권 부여제도6)가 각각 포함된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수출촉진제도는 사라졌고， UR의 타결로 수출 

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능했던 각종 금융지원 및 세제제도가 철폐됨으로 

써 과거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실시하던 때와는 달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의 

약품수출을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단， 공영보험으로서 각국에서 실 

시되고 있는 輸出保險7)의 경우는 UR 결의안에 저촉올 받지않게 되어있 

으므로 수출보험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자금력이 부족한 우리 중소제약기업들의 경우 수출어음보험， 위탁판매 

수출보험 등 기존의 보험상품뿐만 아니라 수입자가 취급하는 의약품에 대 

해 품질을 보증하여 수출을 지원하는 信用保險의 開發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수출보험제도의 이용은 수출보험공사의 해외 제약시장에 대한 전 

5) ‘보건사회부고시’ 제19호 총칙 제9조에 의하면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체크프라 

이스제를 채택，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수출업자간의 과당경쟁， 텀핑수출， 품질 
저하를 사전에 방지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외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는 수출기준 가격을 

F.O.B 가격으로 정하고 기준가격의 10% 하한 이상에 한하여 수출추천을 해 
주며， 기준가격에 미달되는 경우， 거래조건에 합당치 않은 경우， 기존 거래처 
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가 거래가격 이하로 수출을 할 경우 등에 

는 수출추천올 거부한 바 있다. 
6) 보건사회부고시 제19호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은 수출장려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지역 또는 수출입 제한품목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정할 수 있다’는 의약품 수출요령에 따라 특정지역에 특정제품올 수출한 자에 
대하여 수출독점권을 부여하여 해외시장에서의 거래질서 확립 및 우리 제약 
기업간의 과당경쟁 방지를 꾀한 바 있다. 

7) 수출보험제도는 무역거래에 있어서 수출에 수반되는 위험 중 해상보험 등 일 
반보험으로 담보할 수 없는 위험， 즉 비상위험 (politica1 risk)과 신용위험 
(commercia1 risk)에 의한 손실을 보상하여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과 금 
융보완적 기능， 수출거래에 관한 정보제공 등 간접적인 수출지원기능올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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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인 조사와 분석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게 되어， 수출보험공사가 

KOTRA, 수출입은행， 해외신용조사기관， 외국수출보험운영주체 등의 수출 

보험 관련기구들과의 연계를 증진시키게 되면 좀 더 포괄적인 海外市場情

報센터의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기엽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마케팅 전략 이외에 국제화 

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오늘날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와 기술블럭화의 일환으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不公正 購買行짧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기엽에서는 국내외 

전문변호사， 특허관계자， 관련단체 및 엽계를 중심으로 전문기구를 구성하 

여 적극 대처해야 한다. 또한 국제화에는 국제법무나 의약품 허가등록관 

리， 시장활동， 홍보담당 등 많은 專門家가 요구되므로 우수한 인력의 확보 

및 양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기업이 해외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중 

점을 두어야 하는데， 국제무대에서 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여 우리 

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通商摩擬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수출에 앞서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制度的 障慶이 매우 높 

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의약품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GMP 시설하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 GMP 기준 

은 수출대상국의 규정에 맞아야 한다. 따라서 GMP 제도에 대한 국가간 

相互認證을 추진한다면 의약품 수출이 보다 원활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의약품의 제조 생산과 관련된 GMP 이외에 의약품의 전반적인 허가관 

리제도에 대해서 統合調整올 시도하고자 미국， 일본， EC를 중심으로 世界

統合調停化회 의 (ICH: l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iJ- 진 행 

되고 있다. 본 회의결과에 따라서는 세계 의약품 시장이 單一化될 가능 

성이 크므로， 의약품 관리제도의 세계적인 추이에 민감히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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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企業의 經營 合理化

제약산엽은 부가가치 생산이 높은 산엽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제 

약기업은 활동성， 유통성 등의 재무비율이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렇듯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은 眼賣짧主의 經營方式에 의 

한 것으로， 광고비 동 판매비와 영엽외 비용의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서 

제약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비용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제약회사에서는 일반의약품올 중심으로 大聚廣告에 많은 비용 

올 지출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을 확대하기 보다는 유사제품간에 시장 

방어를 위한 상쇄적인 광고경쟁이 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광고의 

약 80%가 40여 개 상장엽체들에 의한 것인데， 낭비적인 광고지출을 억 

제하고 이를 연구개발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엽체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은 물론 정부에 의한 적정규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경영합리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약기엽 

의 경영목표와 전략으로서， 과거 해출위주의 영엽전략으로부터 연구개 

발에 의한 技術鏡爭 指向的인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술혁신만 

이 경쟁력 강화의 유일한 수단임을 상기해 볼 때， 기업은 단기간의 이 

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긴 안목에서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기엽이 연구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연구에서 

부터 판매에 이르는 모든 기능올 結合的으로 企劃 調節하는 능력이 필 

요하다.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경우 영엽력은 우수한 편이나 고객을 유 

지하고 창출하는 마케팅， 특히 해외시장을 겨냥한 해외 마케팅 분야는 

취약하다. 따라서 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대내외 

환경변화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기업의 주력분야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기술적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구개발팀의 선호도 이외에 소비자의 변화 

하는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마케팅 부서와의 緊密한 協議科程을 거 

쳐야 한다. 이러한 顧客指向型 연구개발 체제로의 전환은 제품의 商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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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를 촉진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즉 의료수요가 높은 연구개발 테마를 개발하는 昭究力과 선정된 연구 

테마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허가를 취득하는 開發力，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市場올 開招하는 마케팅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전략으로 통합시키고 자원과 자본을 집중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기엽의 기업경영의 혁신을 꾀하는 경쟁전략 및 경쟁우 

위 이론으로서 새로운 개념-비즈니스 리 엔지니 어 링 (Business Rængin없ing 

or Business Process Redesign), 비즈니스 리스트럭춰링 (Business 

Resctruring) , 벤치마킹(Benchmarking) 등-이 주창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째 , 水平式의 조직 을 운 영 (Flat or Horizontal Organization)한다. 

즉 기존의 수직적인 계층을 줄이는 개혁 (Downsizing) ， 기존의 수직적인 

조직위에 수평적인 조직을 유연성있게 첨가， 유연성 있는 조직 (Virtual 

Organization)의 운영 등의 실천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둘째， 實積짧主의 팀을 관리 및 운영한다. 팀 위주로 경영혁신을 추 

구하여 사원들에게 업무의 결제권을 위양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수 

행 효율성을 갱신하여야 한다. 

셋째， 핵심엽무의 과정을 再設計한다. 정보기술 기반구조 구축을 전 

제로 하여 기존의 업무방식을 과감히 쇄신하고， 직무， 조직， 기엽의 가 

치관을 과감히 쇄신한다. 

넷째， 業體間 協力을 통한 경영혁신을 한다. 관련성이 있는 엽계들간 

의 협력이나 성공사례 둥올 통하여 자신과 관련엽체의 경영혁신올 공동 

으로 추진한다. 

기엽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서는 이상에서 제시된 새로운 개념들을 기엽실정에 맞게 조화롭게 활용 

하여 경영의 효율 및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우리나라 제약산엽의 종엽원 구성을 볼 때， 미국이나 일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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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사무직의 비중은 두 배 이상이고 반면에 연구개발직은 반 내 

지 1/3 수준으로서， 이는 국내 제약산엽체들의 사무·관리직 인력이 비대 

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경영혁신의 차원에서 볼필 

요한 인력의 감원 및 재배치 등 리에지니어령차원에서 人力의 效率的

管理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국내 제약기엽의 인력관 

리도 성과의 극대화를 목표로 유연성 있는 인력조직으로 전환되어야 하 

며， 이는 기업에 있어서 경영 혁신의 기본이 된다 하겠다. 

제약산엽의 성장올 위하여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미지 改

善에 대한 제언이다. 제약산업이 국민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공헌을 해왔고 앞으로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 

러나 기엽간 과당경쟁에 의한 가격 및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일 

부에서 부조리가 발생함에 따라 제약산업에 대한 일반사회의 평가와 

이미지는 반드시 긍정적인 것 만은 아니다. 

산엽전반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별기엽의 倫理

確立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어떠한 기업이라도 사회 공공기 

구로서의 일정한 윤리가 요구됨은 당연한데 제약산업은 의약품이라는 

상품성격상 특히 엄격한 고도의 기업윤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기 

엽윤리는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기엽의 자각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데， 

업계단체로서는 각종 自律規範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기엽 스스로의 노력 이외에 弘報活動도 중요하다. 일반 국민은 물론 

의료관계자， 언론인， 정책결정자 등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산업의 입장 

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대의학에서 약 

물치료의 중요성이나 의약품 공급원으로서 제약기업의 역할， 그리고 의 

료보험이라는 공적제도 운영에서 제약기엽의 역할 등을 강조하여 산업 

에 대한 否定的인 視覺을 觸批하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사회적 공헌을 위한 실제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기엽 自願奉事活動과 社會還元의 실천은 기업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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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무엿보다도 중 

요한 것은 제약기엽 본연의 엽무인 新藥開發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서， 국내기엽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제약 

기엽에 대한 이미지는 쉽게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기엽 스스로의 

발전에 대한 노력은 제약산업의 位相提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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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錄

H 本의 醫藥品 塵業 振興對策





日 本의 醫藥品 塵業 振興對策

1. 휴먼사이 언스 振興財團

가. 휴먼사이 언스 基鍵짧究事業 

醫藥品 塵業政策 盤談會(후생성 약무국장 사적 자문기구)의 제언을 근 

거로 1985년 4월 醫藥品 失端技術 振興協會를 설립하였는데， 1986년 4월 

이를 발전적 방향으로 개편하여 財團法人 휴먼사이언스 진흥재단을 설립 

하였다. 

휴먼사이언스 진흥재단은 보건의료， 의약품， 의료， 의료기기， 생활위생 

등과 失端基盤 科學技術의 振興을 통하여 인류의 健康파 福社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재단법인은 의약품， 화학제품， 식품， 의용재 

료， 섬유 등의 기업 128개사를 회원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후생성의 지원 

하에 盧學흉좌 協同昭究를 촉진하여 각 분야 최고수준 연구자간 공동연구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로 분자생물학，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의 첨단과학기술을 기초로 한 의 

학/약학분야나 의용재료， 생활위생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서 휴먼사이언스 

基魔없究事業， 에이즈 의약품 등 開發推進事業， 創藥科學總合짧究事業， 失

端基盤保健醫驚 技術開發昭究事業 등을 축으로 광범위한 연구사업을 전개 

하고 있다. 이 밖에 찬조회원을 중심으로 개발진홍， 규제기준 동 일반사 

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휴먼사이언스 기초연구사업은 의약품 등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한 

휴먼사이언스분야에서의 바이오테크놀로지， 신소재 둥의 失端的·基鍵的 과 

학기술의 연구를 官民 共同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6년도부터 (재)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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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 진흥재단을 실시 주체로 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금 

까지 대학 및 국립시험연구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진 후생성의 科學짧究 

등， 종래의 질병별 연구와는 차별되는 것으로서 제품화를 목표로 基鍵짧 

究를 官民共同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활발한 사엽올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1) 官民共同 프로젝트 짧究事業 

훔生省、의 補助金， 社會保險廳의 委託費 및 민간으로부터의 연구위탁비 

를 받아 휴먼사이언스 분야에서 失端基盤技術 연구개발을 아래 4개 분야 

에 대해서 관민공통으로 수행한다. 

- 라이프사이언스의 기초로서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응용과 평가기술 

의 개발 (제 1분야) 

- 뉴테크놀로지로서 당쇄공학의 확립과 의약， 의료분야에 응용 

(제 2분야) 

- 의료， 복지서비스의 기초로서 의용재료의 평가， 개량， 개발기술의 

연구 (제 3분야) 

- 健康維持를 기초로 생체 방어기구의 해명 (제 4분야) 

(2) 官民共同 프로젝트 짧究支援 事業

관민공통 프로젝트 연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 流動昭究員 活用事業

국내외의 젊은 연구자를 프로젝트 연구에 참여시킴으로써 연구 

수준의 향상과 연구자의 육성을 도모한다. 

- 日 本A 昭究者의 海外派遺事業

일본인 연구자를 외국의 연구기관， 대학등에 파견하여 연구의 효율 

화 및 연구자의 육성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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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技術 移轉f足進 事業

국립연구기관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반 신기술을 이전 및 보급 

하기 위해서 강습， 연수나 심포지움， 연구세미나둥을 개최한다. 

- 國際 共同昭究 事業

프로젝트 연구중 외국과의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외국의 국립연구 

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 調훌， 據測 昭究事業

휴먼사이언스 분야에 있어서 첨단기반 기술의 개발연구에 대해서 국 

내외의 현황 및 장래동향을 조사， 예측， 평가 등올 수행한다. 

(3) 實施方法

프로젝트 
연구소위원회 

대학·시험 

연구법인동 

후생성(약무국경제과의 
약품첨단기술진흥실) 

지도감독↓ ; ↑보고서 

휴먼사이언스진흥재단 

i 위탁연구 ; 

참가기관이 일체가 되어 공동연구 
(명성4년도:54대학동， 128사， 1471관) 

| 평가위원회 | 
연구과제의 
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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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鍵算 等

예산항목 1992년도 예산액 1991년도 예산액 

기초기술개발연구사업 762，000천엔 

제1분야 (평성4년도:7팀， 21과제) 

제2분야 (평성4년도:4팀， 13과제) 662，000천엔 

제3분야 (평성4년도:6팀， 23과제) 

제4분야 (평성4년도:6팀， 34과제) 

기초기술개발추진사업 360，963천엔 355，554천엔 

수탁연구(국립시 험연구기 
관이 민간으로부터 389，963천엔 260，651천엔 
연구수탁 받은 것) 

합 계 1，512，606천엔 1，278，205천엔 

나. 에이즈 醫藥品 開發推進 事業

(1) 經繹

에이즈에 대한 의약품 개발의 추진은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긴급 

한 문제이다. 1987년 7월의 ‘에이즈 對策 專門家會議’ 보고서에서 에이즈 

에 대한 항바이러스약품등 의약품 개발을 塵學짧으로 하여금 추진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된 후， 산학연의 총력올 결집하여 에이즈에 대한 의 

약품 개발올 추진하기 위해 후생성에서는 1988년도부터 에이즈 의약품 개 

발추진사엽을 추진하고 있다. 

(2) 對象分野

- 開發짧究事業 

후생성의 보조금을 받고， 아래 5개 분야에 대해서 에이즈에 관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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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의약품 등을 개발할 목적으로 산학연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 항에이즈 바이러스 藥物 開發에 관한 연구 

· 에이즈 백신 개발에 관한 연구 

· 에이즈 附屬 뾰狀에 대한 治驚藥 에이즈 예방약의 개발 및 臨1*

評價方法의 확립에 관한 연구 

· 에이즈 치료약 개발을 위한 基盤技術 개발에 관한 연구 

•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혈장 분획제제의 개발에 관한 연구 

- 國際 共同昭究事業

연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다음의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 

. 국제연구 그랜트 사업 

. 외국인 연구자 招體사엽 

. 연구자의 海外派適사엽 

· 외국에 연구 委託사업 

(3) 實施方法

- 에이즈의약품 候補物質의 스크리닝 (screening) 연구반 (평성 4년도: 

민간기업 16사， 국공립시험 연구기관 12개소가 참가)을 편성하여， 

참가기업으로부터 제출된 후보물질에 대하여， 국공립시험연구기관에 

서 스크리닝을 행한다. 

- 에이즈의약품 開發짧究班 (평성4년도:민간기업27사， 국공립시험연구 

기관 147~ 소， 대학 22개소， 기타 연구법인 271 관이 참가)에서는 HN 

중화약의 연구개발등 30팀에 의해 연구개발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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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성(약무국경제과 
의약품첨단기술진흥실) 

지도감독↓ i ↑보고서 
;ζ 。{;존어 

전문가위원회|…-~ ~'I...!. .I 지원위원회 

과체의 선택， 연구 연구연락 l조정 
내용의 명가 동에 총괄경리 l관리 동 
대하여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조언 

(4) 鍵算 等

예산항목 

개발연구사엽 

국제유동연구원활용사엽 

합 계 

다.一般事業 

각 연구팀 

1991년도 예산액 

360，αm천엔 

52，668천엔 

412，668천엔 

연구참가기업의 
의견동의 집약， 
조정동 

1992년도 예산액 

360，000천엔 

52，668천엔 

412，668천엔 

贊助會員이 주체가 되는 휴먼사이언스 분야에 있어서 연구개발의 진흥 

을 목적으로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 

(1) 開發 振興에 關한 事業

-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첨단기술올 응용한 의약품/식품등의 昭究， 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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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開發의 振興에 이바지하는 제조건의 정비， 구체화에 관한 조사 검 

토 및 촉진 

- 官民共同 프로젝트 맑究支援事業(조사， 예측연구사업)에의 協力 규 

제기준에 관한 사엽 

- 바이오테크놀로지등 첨단기술을 응용한 의약품/식품등에 관한 規制

및 基準에 대해서 주로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운용의 검토， 산업계 

의 의견을 종합 정리 및 제언 

- 상기 규제/기준에 관한 國際的 調和에 대한 산업계 의견의 정리 

- 해외 유사단체와의 交流， 해외의 의약품 제조승인 규제에 관한 情報

收集과 찬조회원에 정보제공 

(2) 짧究寶源에 關한 事業

- 유전자， 세포， 실험동물연구 자원에 관한 조사 검토 

- RRB(Research Resources Bank)와의 연계에 관한 조사 검토 

(3) 짧修에 關한 事業

- 관민 공동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의 연구성과의 공개 심포지움， 및 

동 프로젝트 연구관련 신기술에 대한 공개심포지움의 개최와 함께 

산엽계의 新技術 移轉의 촉진 

- 의학， 약학관련의 失端基盤 科學技術에 관한 공개 섬포지움 개최 

- 의학， 약학에 관련하는 연수회의 개최에 의한 찬조회원의 띔용쫓 活動

(4) 情報에 關한 事業

- 휴먼사이언스， HS 뉴스레터 및 재단사엽 보고서의 편집， 간행 

- 연구， 개발， 기술정보등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정보제공 서비스 

- 관민 공동 프로젝트 昭究支援事業(조사， 예측， 연구사업에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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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企劃에 關한 事業

중， 장기적 과제， 조직 횡단적 과제등에 관한 기획， 검토， 제언 

(6) 신테마 發抽에 關한 事業

의학， 약학등의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연구개발타켓의 조사， 발굴， 제언 

라. 創藥科學 經合짧究 事業

(1) 짧究事業 

후생성의 보조를 받아 아래 2개 분야에 대해서 의약창제를 지원하는 연 

구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획기적/독창적 의약품의 개발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산학연의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 창약 基廳科學에 관한 연구 

- 창약 基盤技術의 개발에 관한 연구 

(2) 創藥科學 總合昭究 推進事業

연구사엽을 원활하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진행한다. 

- 國際 共同 짧究事業 

- 外國)、 昭究者 招體事業

- 日本A 맑究者의 海外 派遺 事業

마. 失端基盤 保健醫驚 技術開發짧究事業 

사회보험청의 위탁비를 받아 아래사업에 대해서， 건강과 복지에 기여 

하는 첨단기반 기술의 개발 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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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次世代 失端技術 開發昭究事業

바이오테크놀로지 이후 차세대 기술로 성장 기대되는 첨단기술을 육성 

하고， 획기적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한다. 

(2) 檢훌技術 開發事業

- HIV의 신속， 간편， 고감도의 검사기술과 검사기기의 개발 

- 혈액 제제에서 확실하게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 HTLV-I 

사람 면역글로블린제제의 개발 

(3) 藥物훨學的 方法의 檢討事業

의약품의 유효성， 안전성을 장기간에 걸쳐 역학적으로 조사， 분석， 평가 

하는 방법의 개발을 수행한다. 

(4) 健康管理， 免俊低下 防止 昭究事業

HIV의 유전자 구조의 해명， 레트로 바이러스에 의한 신경장해에 대한 

기초적， 임상적 연구를 진행한다. 

2. 醫藥品副作用 被害救濟 • 細究 振興基金

族病構造의 변화， 保健醫驚需要의 다양성에 부응하기 위해서 첨단기술 

을 활용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에 대하여 出資·顧資등의 방법 

으로 적극적으로 지원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1987년에 의약품 부 

작용 피해구제기금을 개조하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연구진흥기금으로 

전환하여 연구진홍엽무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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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出資事業

(1) 對象

複數企業의 참가에 의한 공동연구과제 중 주로 基魔段階부터의 연구개 

발을 대상으로 한 과제에 대하여 출자 지원함. 이 때 연구개발의 방향으 

로서 다음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 기엽 共通課題로서 보건의료분야의 산업수준올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 

- 서로 다른 업종의 專門技術들올 결집시켜 산업기술수준의 華新올 

가져올 수 있는 것. 

(2) 條件

- 대상경비는 토지취득， 조성비를 제외한 試驗맑究에 필요한 경비임. 

- 본 기구의 출자는 대상경비의 70%를 상한선으로 함. 

- 출자는 원칙적으로 7년(특별한 경우 10년)입. 매년 필요한 경비는 

추가하여 출자를 받아들임. 

(3) 方法

2개 사 이상이 기술개발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法A設立을 하는 경우 

로서， 출자는 기술개발 법인의 珠式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시행함. 

(4) 實績

- Targetting DDS 에 관한 연구개발 (당질 담체등을 중심으로 함) : 

(주)DDS연구소 

- Opt electronics 기술을 이용한 의료용 Biosenser 연구개발 : 

(주) Biosensor연 구소 

- 세포내 활성물질(약효단백질)의 분리정제기술 연구개발 : 

(주)Cytosignal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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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brid화 고성능 소구경 인공혈관에 관한 연구개발 : 

(주)인공혈관기술연구센터 

- 비 침습성 생체기능진단 system 연구개발 : 

(주) 생체기능 연구소 

- 피부생리기능을 기초로한 새로운 피부 부활물질 및 Bioactive 약물 

투여체계에관한 연구개발 : 

(주)Advanced Skin Research 연구소 

- 동맥경화의 진단. 치료를 위한 model계와 특이 인식항체에 관한 연 

구개 발: (주) 베 셀 Research Lab. 

- 항 바이러스 약물 창출을 위한 기초기술 연구개발 : 

(주)창약기술연구소 

- 차세대 pace m밟er의 연구개발 주)카디오페이싱 Research Lab. 

- 스트레스 유전자 이용에 의한 의약품 개발의 기초연구: 

(주) H.S.A 연구소 

- 노화 및 노화에 따른 질병 발생 mechanism의 해명 및 의약품 개 

발응용에 관한 연구: (주) 에이정 연구소 

나. 醒資事業

(1) 對象

주로 應用짧究段階의 연구개발을 대상으로 일본의 의료보건상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고 구체적인 성과의 도출이 기대되는 기술개발올 대상으로 

지원함. 

(2) 條件

- 대상경비는 시설， 설비， 재료， 물품， 노무， 외주， 기타 경비등으로서 

당해시험 연구에 한정된 경비. 

- 본기구에서의 융자는 대상경비의 70%를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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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시험연구 종료시까지의 기간(원칙으로 5년이내)을 거치기간으로 

함. 또， 이기간 동안 매년 필요한 경비는 추가융자를 받아들임. 

-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종료후 10년 이내임. 또한 상환방법은 원금균 

등， 반년 할부임. 

-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를 면제함.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기간에 대하 

여는 매년 정부의 융자 운용부 대부금리에 상당하는 이율(‘94년 3월 

현재 연리 4.3%)올 기준으로 하여 당해 시험 연구의 성공도에 따라 

1.0, 0.75, 0.5, 0.25 또는 O 중의 하나를 곱한 값을 이 자로 부과함. 

또한， 성공도의 판정은 시험연구 종료시에 시험연구계획의 달성도에 

비추어 본 기구에서 실시함. 

- 성공한 경우에는 이자외에 “성공보수”로서 위에서 산출한 이자에 의 

거하여， 연 단위로 계산한 거치기간중의 이자 상당액을 상환기간중 

에 분할 지급함. 

- 원칙적으로 담보 및 보증인이 필요함. 

(3) 方法

기술개발의 성공도에 따라 저리 또는 무이자의 연구개발자금을 장기 

융자함. 

(4) 實績

- 간편/신속한 발광면역 측정법에 의한 생리활성 물질의 미량 정량 

기술 시험 연구 

- Hi따1 energy 전자선 가속기를 이용한 의료용구 멸균기술의 시험연구 

- 특정효소를 지표로 하는 치주질환 진단 및 치료평가기술의 시험연구 

- 항 Allergy제제의 약효평가 기술에 관한 시험연구 

- 항균성 재료의 개발과 Catheter에의 응용에 관한 시험연구 

- 신규 소화관 peptid의 의약화에 관한 시험연구 

- 의약정보 data base의 구축 및 정보제공 media에 관한 시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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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昭究支援事業

출자， 융자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의 주선 및 연구개발의 정보제공 등의 

약품， 의료기구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 함 

(1) 政府試驗짧究機關과의 共同昭究 주선 

풍부한 인적， 물적 연구자원을 보유하며 후생성 보건의료 행정과 일치 

되는 특색있는 시험연구를 전개하고 있는 국립시험 연구기관과 민간기엽 

과의 공동연구를 주선함. 

(2) 民間企業의 委託짧究 

민간기업의 위탁을 받아 민간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시험올 정부 민간 

시험 연구기관이나 대학등과 밀접히 교류하여 각각의 연구자원을 활 

용·수행함. 

(3) 海外 짧究者의 招體

해외의 제 1선에서 활약하는 연구자를 국내에 초빙하여 Serninar 개최를 

비롯한 국제 연구개발의 참여 등에 의한 연구교류 기술이전 등올 시도함. 

(4) 짧究開發 情報의 提供

산학관 연구기관과 연구자를 폭넓게 교류하여 최신의 연구개발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함. 

(5) 調훌 事業의 展開

국내외 보건의료시설의 동향， 일본 보건의료에 관한 소비자 욕구， 기엽 

의 연구개발 동향 등， 각종 조사를 폭넓게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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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讓算等

(1) 基本財塵
(單位: 백만엔) 

자금 f5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누계 

민간출자금 2,323 152 2 2,477 
정부출자금 700 1,300 2，0뻐 

합 계 3，0잃 1,452 2 4,477 

(2) 出顧寶事業鍵算
(單位 : 만엔) 

사업 87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출자사업 100 900 1,700 1,900 2,100 2,100 
융자사업 200 400 700 500 400 400 

합 계 300 1,300 2,400 400 2,500 2,500 

3. 新藥開發陽究事業

가.趣릅 

신약개발에는 많은 寶金과 時間이 필요한 동시에 危險負擔이 크기 때문 

에 특히 市場性이 결여된 분야인 경우 연구개발을 민간기엽의 자주 노력 

에 기대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 즉 다른 적절한 치료약이 없다는 등의 

의료상 당위적인 필요성은 있으나， 시장성·채산성이 결여된 신약연구개발 

에 대하여 국가가 연구개발비를 원조함으로써 이러한 신약올 하루속히 공 

급하여 의료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신약개발력의 수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1979년부터 본사엽을 실시하고 있다. 



나. 實施方法

신약개발 <

추진회의 

과제의 채택， 연구내용 
명가동에 대하여 기술적인 
조언을 받는다 

다.據算願 

연도 천엔 

1973 200,000 
1980 360,000 
1981 395,000 
1982 395,000 
1983 375,250 

의뢰 

조언 

연도 
’ 

1984 
1985 
1986 
1987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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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생 성 
(의약품첨단 

'i l 기술진흥실) 

연락，조정 
관리 동 

연구실적 
동의보고 

연 구 반 

천엔 연도 천엔 

1989 317,148 
1990 317,148 
1991 317,148 
1992 317,148 

4. 擺貴醫藥品(Orphan 바ug) 핍￥究開發 fJÊ進



208 

가. 新藥開發推進事業(1979年 開始)

의료적 당위성은 있으나， 市場性·採算性이 결여되어 민간에서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는 의약품에 대해 국가가 開發費를 援助하여 그 개발을 촉 

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新藥開發推進會議(후생대신의 자문기관， 난치병치료약등에 학식이 많은 

경험자로 구성)의 의견에 기초， 후생성에서 매년도의 과제및 교부기준액 

올 결정한다(1992년도 예산액 317，806천엔). 

나. 承認審훌에서의 特例

승인심사에서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서 

- 臨皮試驗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는， 국내증례에 있어 환자수로 보아 

收集可能한 증례수의 임상시험성적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非臨皮試驗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는 안정성에 관한 자료의 승인 후 

제출올 인정한다. 

이상과 같이 승인수속의 簡素化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優先審훌權이 

부여되고， 再審훌期間도 10년으로 연장하여 독점적 판매기간이 길어 

졌다. 

다. 特許制度

물질， 제법 및 용도에 있어 新規性， 進步性 및 有用性이 인정된 것에 대 

하여 공고부터 15년갇(단， 제출부터 20년을 넘지 않는다) 獨古的 使用權올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第 2部

保險藥f費管理制度

改善方案





1 . 序 論

우리나라의 保險藥價制度는 1977년 醫驚保險이 시행되면서 의료보험 환 

자진료에 투입한 의약품 비용을 요양취급기관에 지불하는 基準을 制定하 

기 위하여 導入되었다. 의료보험환자에게 투입한 의약품 비용을 요양취 

급기관에 補價해 주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去來條件 및 物

量， 地域등에 따라 의약품의 구입가격이 다양하므로 藥價差異로 인한 의 

료보험 진료비 심사의 어려움이 따르고， 또한 同一 의약품에 대하여 의료 

기관 및 청구시기에 따라 약가차이가 있을 경우 보상기준 설정이 어려우 

며， 약가에 이윤이 존재할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보험환자에게 過顆j投

藥의 可能性이 상존함과 동시에 保險財政上의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보험 

약가기준을 原價補價水準으로 告示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배경을 지닌 現行 保險藥價制度는 최초 시행 이후 몇 차례의 수 

정 및 보완이 있어 왔으나 아직도 改善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 

다. 우선 요양기관에 대한 藥價利潤 排除라는 취지가 비현실적이라는 것 

이다. 즉 의약품 新規登載時에는 이러한 취지가 적용될 수 있으나 그 이 

후에는 제약회사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요양기관의 藥價利潤을 排除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낮은 醫廳빼價 등으로 인하여 경 

영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보험약가에서 이윤을 취하려는 요양기관의 노력 

은 한층 더해질 것이다. 

한편 保險藥價 事後管理時의 질거래가격조사가 극히 일부 요양기관에 

거래된 品目과 物量에 대한 조사이고， 실거래가격 중 유통거래폭 미만으 

로 거래된 가격만 찾아내어 이를 근거로 가격인하를 조정하고 있다는 비 

판이 었다. 즉 조사된 실거래가격의 代表性 및 合理性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일부 品팀만 가격이 조정되므로 전체적인 衝z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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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에 문제가 있고 價橋構造의 왜곡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통거래폭에 의한 품목별 價格調整으로 인하여 藥價管理의 合理

性이 缺如되고 형식적 횟約과 훌面횟約이 존재하는 비정상적 去來慣行이 

보편화 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것은 同一成分의 醫藥品 사이에 가격격 

차가 심화되었다는 한 斷面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價格引上要因이 있는 품목에 대한 引上要件의 비탄력적 적용으 

로 인하여 低價의 필수의약품이 도태되고 高價의 의약품요로 대체되는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제약회사의 經營收支 악화문제에 대하여 경기 침체， 광고비를 포 

함한 판매비용의 과다 둥 여러 가지 원인이 설명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채약회사들은 保險藥價의 계속적인 引下가 또다른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 

하고 있다1). 즉 보혐의약품인 專門醫藥品의 거래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데 이의 藥價는 최근 수년간 下落해 왔으며(1993年의 경우 전체 登載品目

의 약 10%에 해당하는 1，026개 품목이 藥價引下擔置를 당했으며 그 인하 

폭도 평균 11.9%에 달하였음) 이러한 상황은 現行 保險藥價管理制度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관련 단체들의 

利害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이해당사자들인 의약품 도매상， 제약회사， 

그리고 병원은 주어진 환경에서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왔으나 모든 단체가 만족하는 대안은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보고서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감안하여 現行 保險

藥價管理制度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가능한 한 객관적인 대안을 

提示해 보려고 한다. 

이 파트의 내용은 채 R장에서 現行 保險藥價管理制度의 현황과 보다 구 

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m장에서는 行政節次上의 改善方案을 서술 

1) 1994. 4. 29. 제약협회에서 개최한 거래질셔대책사 사장단회의의 자료에는 계속 
되는 덤핑입찰로 보험약가는 매년 인하되고 있으며， 사후관리로 인한 보험약가 
가 10% 인하될 경우 평균 약 300억 원의 매출 감소를 가져온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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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제W장에서는 現行 制度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의약품 

入tL制度를 별도로 區分하여 분석해 보고， 제V장에서는 結論을 도출하며， 

外國의 保險藥價制度에 대해서는 附錄에서 言及하였다. 그러나 각국의 

의료제도가 상이하므로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 

르며，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살펴볼 만한 내용이 있다. 특히 약가조사방 

법 및 실구입가 제도 둥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국내외 제약산업의 現況은 보고서 첫번째 파트에서 鉉述되어 있으므로 

생략하며， 제약산업 분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의 流

通過程 및 제약산업 구조조정 둥에 대해서는 별도의 深度 깊은 짧究가 필 

요하므로 여기서는 극히 일부분만 다루기로 하고， 주로 保險藥價 管理制

度上의 행정적인 절차와 입찰제도에 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ll. 保險藥價管理 現뾰 및 問題點

1. 保險藥價制度의 擔要

가. 導入背景 및 팀的 

우리나라의 醫據保險藥價制度는 1977년 醫驚保險이 도입되면서 요양취 

급기관이 醫驚保險 환자진료에 투입한 의약품 비용의 보상기준을 제정하 

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이는 保險藥價制度가 없을 경우 지역별 약가차이 

로 인한 醫驚保險 옳據費 심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藥價利潤을 목적으로 

보험환자에게 과잉투약의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保險藥價制度의 핍華 

1977년 최초로 의료보험약가 제도가 실시된 이래 보험약가제도의 변천 

과정은 아래와 같으며， 유통거래폭의 調整過程에 대하여는 약간의 說明을 

더하도록 한다1). 

(1) ’77.7. 保險藥價基準 制定 : 職權寶흉制 

保險藥價는 생산원가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원칙하에 1976년도 生塵業所

271개소에 대한 原價調훌를 통하여 결정하였으며， 실시된 原價調훌 방법 

은 먼저 연간 總生塵觀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유한양행동 50개 업소 

에 대하여는 세무보고자료 및 판매 근거자료에 의하여 直接調훌를 실시하 

고 나머지 221개 업소에 대하여는 일정 양식의 조사표 및 근거자료를 提

1) 양명생의 박사학위논문 r한국 의료보험 진료수가 제정 빛 인상조정과정에 관한 
연구J ， 경산대학교， 1993. 12., pp 162-170를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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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토록한 후 그 중 110개 업소로부터 자료를 提出받았다. 

우선 가격조사는 품목별 總股賣願을 總股賣量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 

행되었으며， 유통거래폭(도매 마진율 12%)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算出하 

였는데 그 根據는 다음과 같다. 제조업소의 의약품 판매는 直去來와 都

賣去來가 각각 50%를 차지했고 가격도 약 10% 내외의 폭으로 差等 形成

되어 있었다. 이에 서울시내 7개 도매업소를 標本調훌한 결과 당시 마진 

율은 10.4%였고， 그중 2.8%가 이익률이었기 때문에 國租廳 認定 所得標準

率(利益率)6%와 2.8%의 중간치인 4.4%를 이 익률로 인정하였기 때문이 었 

다[{10.4 + (6-2.8) + 1α4};2= 12]. 

그러나 同一成分 의약품일지라도 공장도 가격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하 

여 각 제약회사의 자체가격인 股賣申告價 基準으로 보험약가를 策定告示

하였다. 

(2) ’82. 1. 藥價制度 全面 改표 : 申告制

제조업자가 제약협회를 경유하여 신고한 I場聽 出챔價橋(申告價)에 도 

매마진율을 가산하여 보험약가를 고시하였으며， 대상업소 및 登載品팀은 

120개업소와 3，191개 품목이었다. <表 II -1) 에서 조정된 유통거래폭을 알 

수 있고， 저가품이란 500원 이하의 疑簡l와 5，000원 이하의 注射齊n를 말하 

며， 麻藥의 유통거래폭이 높게 책정된 것은 유통 및 관리구조상의 특성 

때문이었다. 

〈表 11-1> ’82.1.流通 去來 福

저가품 | 고가품 

12.3% 8.0% 

(3) ’85. 1. 流通去來福 調整에 따른 藥價 全面調整

마 약 

'2:1.6% 

麻藥을 제외하고 低價品과 高價品의 유통거래폭을 각각 5.15% 및 

3.43%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이러한 조정은 전품목을 대상으로 申告價의 

上행率을 산출하고 각각의 점유율에 의한 加重相對 누적률을 산출하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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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것 이다. 저가품의 경우 80%(고가품은 70%)가 유통된다는 線에서 

이와 같은 유통거래폭이 결정되었다. 

(4) ’90. 1. 19. 流通去來福 一部 調整

의약품의 유통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거래형태가 만연되어 국민들의 藥顆l

費 부담을 가중시키고， 연간 單價횟約등의 大量物量去來가 보편화됨에 따 

라 의료기관의 의약품에 대한 과다한 이윤추구 경향이 고조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제약회사간에 품질경쟁보다 가격경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申告價의 遭守를 곤란하게 하였다. 또한 ’89. 10. 1. 텀핑품목에 대 한 보 

험약가 인하조치 이후 저가판매로 인한 藥價引下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 

는 제약회사와 관행에 따라 저가로 의약품을 구입하려는 의료기관의 利害

相衝으로 경쟁입찰시 流:tL事態가 계속되어 환자진료에 차질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유통관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 거래조건에 따른 自律觀

爭의 폭을 넓혀 주었을 경우 텀핑 등의 거래형태가 억제되어 의약품 거래 

질서확립에 기여하게 되며 그리고 保險醫藥品의 원활한 수급과 과당경쟁 

으로 인한 藥價下落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매업소가 保險醫藥品을 일시에 

대량거래할 때에는 유통거래폭을 기존의 5%외 추가로 5% 더 넓혀 주었 

다. 즉， 申告價의 10% 引下한 가격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 

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량거래기준은 告示價로 환산하여 밍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保險藥價의 性格

醫續保險藥價는 특정 상품에 대한 상품가격이 아니고 제약회사와 의료 

기관의 의약품 거래상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去來價格을 기초로 하여 요 

양취급기관이 피보험자에게 급여한 藥齊II費를 보험자가 事後的으로 요양취 

급기관에 보상해 주는 藥齊l費의 慣還基準이다. 따라서 이러한 藥齊II費 健

還基準은 보험재정 및 事後的으로 포착된 의약품의 유통가격 등을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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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의약품가격이 事前的으로 결정되고 

시행목적이 유통질서 확립，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인 標準小賣價와는 

근본적으로 그 뾰格이 상이하다. 標準小賣價와 保險藥價를 비교하면 

〈表 11-2) 와 같다. 

〈表 11-2> 標準小賣價와 保險藥價의 比較

구분 표준소매가 보 험 약 가 

근 거 약사법 제50조 의료보험법 제35조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 
약제비 상환기준 결정 

l-a1 적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보험재정 보호 

가격결정 사전적 결정 (시중출하이 전) 
사후적 결정(설거래가격 둥 
종합적 검토후 결정) 

제조업자퉁이 의약품 개개의 포 특정상품의 가격이 아니고 
성 격 장 또는 용기에 표기하는 상품 요양기관이 피보험자에게 투 

의 가격기준 여한 의약품에 대한 상환기준 

가격산출 
출하가격 

공장도 출하가x(1+유통거래폭) 
1 - 표준유통마진율 

라. 現行 保險藥價 管理

現行 우리나라 보험약가관리제도를 이해하려면 醫驚保險法 제35조의 규 

정 에 근거하여 제정 된 保社部告示 제91-56호(1991. 8. 7.) ‘醫擾保險藥價算

定基準決定 및 管理要領’을 참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살펴 

보기로 한다. 

(1) 新規登載

登載對象은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 되며， 登載節次는 

첫째， 제조업자가 新規登載를 원하는 의약품의 I場聽 出챔價格을 한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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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협회에 申告하고， 둘째 한국제약협회는 자체 내에 구성되어 있는 醫據

保險藥價審흉委員會(이하 ‘審훌委員會’라 함)에서 신고가의 적정여부를 심 

사하며， 셋째 保社部는 이러한 심사결과의 윷當性을 검토한 후 신고가에 

소정의 유통 거래폭을 가산하여 保險藥價를 고시한다. 

참고적으로 審흉委員會는 製藥嚴會長이 추천하는 자 5인， 大韓醫學協會

長， 大韓韓醫師協會長， 大韓藥師會長 및 大韓病院協會長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大韓醫藥品 都賣協會長이 추천하는 자 1인， 醫據保險聯合會長이 추천 

하는 자 5인， 醫擾保險聯合會長이 추천하는 관계학계(대학교수급 의사， 한 

의사 및 약사) 대표 각각 1인， 그리고 消費者團體 代表가 추천하는 자 1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약가의 新規登載 절차는 아래 <表 ll-3>과 같다. 

〈表 11-3> 保險藥價 新規登載 節次
* 신규등재는 연2회 

과 정 내 용 기간(매년) 비 고 

제조업체 * 허가기준에 의한 3， 9월 * 허가된 품목이변 
신규퉁재 신청 1000A> 신규 신청 

가능 

* 통일성분 둥재품목 
수의 과다로 경쟁 
심화 

제약협회 * 심사기준에 의한 4， 10월 * 퉁재여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 조정신고가 정리 조정신고가 정리 

* 성분별 가격대비표 * 심사기준의 최고가 
작성 

보사부검토 * 심사에 의한 기준 5-6월 * 퉁재신청품목의 
재검토 11-12월 정밀 검토 

* 심사위원회에서의 
검토품목 재정리 

* 둥재기준의 최저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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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재의약품의 보험약가에 대한 審훌委員會의 審훌基準은 아래와 

같다. 

첫째， 同一成分의 흩￡登載 의약품이 있는 경우에 

• 獨퍼品이면 그 가격의 90% 이하로， 

. 2-4개 품목이 登載되어 있으면 그 중 最高價를 제외한 나머지 품 
목의 平均價 이하로， 

. 5개 품목 이상 登載되어 있으면 그 중 最高價인 품목과 最下價의 

1.5 배 이상 되는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平均價 이하로 결정된다. 

둘째， 국내 臨皮된 품목으로서 同一成分製簡l가 없는 신약의 경우에는 類

似成分製齊l의 보험약가， 국제가격， 수입약품 가격 등과 대비하여 결정된다. 

참고적으로 新規登載時의 중요한 事例는 아래와 같다. 

新規登載時의 事例

。 2번째 둥재신청한 업소에서 그 제품의 원료도 생산하고 있으면 기존 

最高價格과 동일하게 한다. 

o l Omg • 20mg 含量이 2배 증가한 경우 • x 1.5배 

。 外國價 對比의 경우 

- 수입국가의 가격과 미국， 영국， 스위스， 독일， 이태리， 일본， 프랑스 등 

7개국의 가격을 참조한다. 

O 기존 둥재되어 있는 분류번호군의 최고가를 원칙적으로 上행不可하나 

다음 조건시 가능성 있음. 

• 必須醫藥品 인정(학회， 의사회건의， 연합회요청， 보사부요청) 

- 특수한 제형 : 국내기술로 어려운 제형 

。 輸入代替의 경우 

- 연합회 급여가격 참고 

- 수입국의 가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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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고제， 크림제， 연고액체는 같은 것으로 보며， 疑齊~， 캅셀제도 같은 

것으로본다 

O 캅셀에서 疑齊ù로 될 때 同一價를 원칙으로 하나， 변경하고자 하는 규 

격(캅젤， 정제 등)이 있을 경우 그 가격 기준으로 한다. 

。 캅셀제 둥은 많登載되어 있는데 주사제를 처음 登載 할 경우， 캅셀제， 

주사제 퉁의 오리지날 국가 등의 캅셀제와 주사제와의 비율 동을 검토 

하여 가격에 참고한다. 

。 類似製品의 비교시는 效能·效果 및 一日藥價와 비교한다. 

O 분류번호 821번대의 마약류는 同一價를 원칙으로 한다(유동폭 27.6%). 

O 創除된 후 다시 신청하는 품목의 경우 創除前 가격을 참고로 한다. 

。 5% 포도당성격의 수액제 등은 같은 價格으로 유도한다. 

O 영양 아미노산 수액제의 경우는 총 아미노산의 含量을 기준으로 한다. 

O 백신류， 생약제제 및 구충제， 예방약품은 보험약가에 登載할 수 없다. 

。 新規登載시 외국약가를 비교해야 하는 제품인데 그 외국의 오리지날사 

의 제품가격이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면 그 주위 및 제외국의 가격 등 

과 비교할 수 있으나 인정받기가 어렵다. 

。 新規登載되는 품목의 가격이 바로 전에 登載， 告示 시행된 가격을 상 

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곤란하다. 

。 保險價 신청제품이 임상시험이 보편화되지 않고， 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해서는 保社部가 제한 및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 

O 許可事項중 「원료약품의 분량」에서 100m.e or 100g로 표시된 경우 • 1 

m.e or 19 r최소단위」로 登載한다. 

。 1회 服用으로 표시된 제품일 경우 • 15m.e/포일 경우 • 검토는 1m.e로 

하고 결정후 x 15m.e의 가격으로 한다. 

。 新藥의 경우 外國價가 1개 국가만 둥재되어 있을 경우 • 국내와 유사 

한 그 나라의 가격과 상대 비교한다. 

。 일반의약품은 기존 가격의 2배를 넘기 어려우나 輸入代替는 인정함 

oA社 A成分 100mg 가격 이 100, B社 B成分 100mg 가격 이 90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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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社가 A成分 200mg의 가격을 x 1.5배 하면 135이라 하여도 

• A社가 A成分 200mg의 가격을 100 x 1.5하여 150으로 할 수 있다. 

(2) 保險藥價의 調整

보험약가의 全面調整 및 i部調整은 保社部長官이 펼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가능하며， 引下謂整은 제조업자가 신고하거나 또는 신고가 미만 

판매로 인한 行政擔置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한편， 引上調整은 股賣平均

價가 신고가보다 유통거 래폭의 50% 이상을 上뼈한 품목으로써 제조업자 

가 한국제약협회에 신고하거나， 당해 품목의 製造材料費 原價比重이 인상 

신고전 1년 동안 自社의 평균제조 材料費 原價比重보다 30% 이상 상회하 

고 의약품 제조업 全體 平均 製造原價 比重을 상회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 

審흉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保社部가 결정하게 된다. 

創除의 경우는 제조업자가 自進創除 요청이 있거나， 보험약가 事後管理

준수사항을 違反하여 적출된 경우 行政擔置에 의할 때이다. 특히 제조업 

자의 自進創除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험환자 진료에 지장을 주논 의약품 

인지 확인한 후 결정하고 있다(創除對象 품목과 통일효능 효과품목이 없 

을 때에는 여타 품목으로 代替 創除할 수 있음) 事後管理에 관한 설명은 

다음 항에서 하도록 한다. 

마. 事後管理

定期事後管理의 경우 한국제약협회가 매6개월마다 제조업자로부터 보험 

약가의 股賣寶績報告書 및 關係證繹資料를 제출 받아 유통가격 및 판매실 

적 有無를 확인하게 된다. 신규등재품에 관한 事後管理는 保社部에서 직 

접 실시하며 新規登載 또는 引上된 후 6개월까지의 판매실적을 점검한다. 

한편， 保社部 또는 제약협회회장은 수시로 유통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行政擔置로서는 餐告， 藥價引下， 創除 둥이 있는 데 이때 기준 

가격은 원칙적으로 告示價가 賣出上限價이고， 申告價가 賣出下限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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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매거래인 경우 申告價 이하로 유통되는 사례가 많아 申告價를 

기준으로 하여 5%를 인하한 都賣下限線을 설정하게 되었다. 한편 대학 

병원 둥 結合病院에 납품하는 경우 都賣下限線마저 하회하는 가격으로 거 

래하거나， 또는 유통거래폭의 범위 내에서 거래된다고 해도 陰性的인 사 

례가 있어 500만원 이상 大量 去來의 경우에는 都賣下限價를 기준으로 

5% 언하한 가격의 범위까지를 유통거래폭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圖 II-1)

이 유통거래폭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2) 

보험약가 고시가 105.15원 

| 5.15%(저가품) 보험약가 고시가 103.43원 
3.43%(고가품) 

신고가 100원 
5.00% 

도매하한가 

대량거래하한가 .25원 
(1회 500만원 이상 
거래시) 

〈圖 11-1> 保險藥價와 流通去來I福의 決定

장기적으로 이러한 유통거래폭에 의한 價格調整制度는 거래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가격결정 제도로 代替되어야 할 것이다. 

2. ’93년도 實績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약가의 調整과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은 

相互 補完的이고 有機的인 관계에서 이루어져 왔다. 

현행 보험약가제도의 이해를 룹기 위해 新規登載퉁 ’93년도 보험약가제 

2) 대략 저가품과 고가품의 품목수 비율은 7:3 정도로 저가품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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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實績을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가. 實績內容

(1) 新規登載

<表 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93년도에는 2回에 걸쳐 가격의 조정과 

登載與否를 검토하였으며 통연도중 1，624품목이 新規로 登載됨으로써 

1977년 초기 2，961품목에서 93년말 현재 기준으로 11，447품목이 보험약가 

에 登載되어 의료보험약가의 당초 시행보다 무려 4배 이상의 품목이 증가 

되어 量的인 성장은 하였으나 同一成分 同一效能 품목에 여러 회사의 제 

품이 집중되어 低價落tL 둥의 否定的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3) 

〈表 11-4> ’93年度 登활告示 事項

고시일자 시행일자 
신규둥록 

고시사항 

인상 인하 삭제 
비、 고 

93. 3. 16. 93. 4. 1. 765 2 44 ’93년 말 현재 199개사 
93. 7. 10. 93. 8. 1. 859 4 67 11 ，447품목 

<表 II -.5>와 같이 ‘93년도 보험약가 풍재 품목 중에서 내복제제가 전체 

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사용제가 2%를 , 그리고 외용제제가 7% 

를 차지하고 있다. 

〈表 11-5> 保險藥價 登載 品目 區分率

내 복 제 주 사 제 외 용 제 한 방 

64.6% 21.8% 7.3% 6.3% 

3) 많이 인용되는 것으로서 해열， 진통， 소염제로 쓰이는 이부푸로펜疑의 경우에는 
둥재된 품목만 70여개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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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事後管理

가) 定期 事後管理

醫驚保險藥價 算定基準決定 및 管理要領(保社部告示 91-56호→91. 8. 

13)에 따라 제약협회 주관 하에 각 회원사의 신고를 받아 매년 1::.下半期

로 나누어 (2回) 실시되는 定期 事後管理는 사실상 자진신고의 성격으로 

자체 조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 관리내용은 新規登載 의약품 

이 463품목， 많登載 의 약품이 1，181품목이다. 

나) 不定期 事後管理

수시로 保健社會部 長官의 필요에 따라 제약협회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93년도에는 1回에 걸쳐 7월부터 실시되었으며 ’93년도 

의 事後管理 특정은 國·公立病院과 私立病院 17개 병원을 집중 事後管理

를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3) 醫續保險藥價 審흉委員會 運營

연간 3차에 걸쳐 審흉委員會가 개최되었으며 의료보험약가와 관련된 公

文處理件數는 80여 건이었다. 구체적 활동내역은 〈表 II -6>과 같다. 

참고적으로 연도별 行政惜置 현황을 表 2.7에서 볼 수 있다. 引下 및 

創除의 경우 ‘91년과 ’93년에는 거의 없어 보이나 업무량의 증가 퉁으로 

행정 처리가 다음 해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表 11-6> 審훌委員會 開健

차수 | 일자 | 신규심사품목 

제 38차 93. 5. 12. I 939품목 
제 39차 93. 8. 31. I 인상 :82품목 
제 40차 93. 11. 10. I 821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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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7> 年度別 行政錯置 現況

구분 ’86 ’87 ’88 ’89 ’90 ’91 ’92 ’93 

경고 31 64 52 없3 1001 1131 
인하 176 264 껑3 1않7 1108 62 1807 6 
삭제 249 401 잃4 188 500 181 1636 112 
인상 1 58 34 53 

나.變更事項 

‘92년이래 진행되어 온 의약품 給與管理 業務改善 擔置에 대한 사항이 

’93년 8월 19일에 확정 고시되었으며(관련근거 保社部 급여 65722-많4호)， 

그로 인한 변경내용은 첫째， 許可事項 범위 내로 인정되는 39사례에 대하 

여는 계속 보험급여로 인정하였으며 둘째， 用法·用量이 許可事項 범위를 

벗어나지만 용법에 따라 허가사항과 同一 또는 그 이상의 治續效果를 기 

대할 수 있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極量範圍內에서 투약하여 의료보험연 

합회 내 該擾費審훌委員會에서 각 사례별로 보험급여를 인정한 .17사례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로 인정하였으며 셋째， 效能·效果가 許可事項 범위를 벗 

어난 57사례 중 외국 의약품질 둥에 사용 근거가 전혀 없거나 低價 代替

의약품이 있는 14사례에 대하여는 ’94. 1. 1. 진료분부터 보험급여를 인정 

하지 않기로 하였다. 

3. 保險藥價制度의 限界點

국민의 醫驚利用率이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의 需要 역시 증가추세에 있 

으며， 제약회사들의 치료제 분야개발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일반의약품에 

비하여 치료제 분야의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保險藥價 둥재품목수도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量的인 增加에 반하여 몇 가지 우려할 만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質的 向上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데， 新規登載 품목의 95% 

가 성분과 제조방법이 비슷한 複寫 製品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주 



228 

며， 그 결과로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유통질서가 문란해질 소지가 높다. 

그 다음으로， 量的인 成長으로 인하여 보험약가 관리에 보다 많은 行政力

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보험약가의 事後管理에도 한계를 露물하고 있는 데， 관계 親務資

料에 나타나지 않는 事後補價的 去來關係를 포착하기가 불가능하다. 즉 

陰性的 뒷거래 및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普遍化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다. 또한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의 信賴性에 의심이 가나 事後管理 要員

의 부족 및 조사품목의 過多로 확인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는 점이다. 또한 寶去來價格調훌가 일부 요양기관에 거래된 품목과 물량 

에 대한 조사이고 寶去來價橋중 유통거래폭 미만으로 거래된 가격만 적발 

하여 이를 근거로 藥價引下 擔置를 취하고 있다. 이는 조사된 實去來價

格의 표본추출상의 문제가 있고，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일부 품목(주로 先

發品 동의 多量股賣 품목)만 가격이 조정되므로 전체적인 衝平性의 문제 

가존재한다. 

그리고 보다 根本的인 문제로서 현행 제도 및 의약품 過剩供給下에서는 

요양기관의 藥價利潤을 排除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醫擾빼價體系 

와 연결시켜 볼 때 요양기관의 藥價利潤 排除 취지는 비현실적이라고 아 

니할 수 없다. 오직 新規登載時에만 상기 취지를 유지할 수 있을 뿐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藥價의 引上要件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으므로 低價

의 필수의약품이 도태되고 비슷한 效能 및 效果를 가진 高價의 신규의약 

품으로 代替될 가능성 이 높다.4) 

政府의 藥價告示는 품목별 고시로서 의약품의 특성상 同一成分 품목이 

라도 가격에 있어 차이가 많이 난다. 예를 들면 同一成分 品目數에 있어 

서는 最高 75개 품목에 이르며， 同一成分 품목별 가격에 있어서는 最高

4) 예를 들면， 동아제약에서 생산하던 항생제 아목시실린제제(주사제)는 약가인상 
의 어려움으로 생산이 중지되고 세파계 항생제들이 등재되고 있는데， 가격이 
아목시실린제제의 7배에 달하고 있음. 가격에 비하여 효능 및 효가가 우수한 
이 제제를 과거에 사용해 본 의사들이 찾고 있으나 생산이 중단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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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入*L制度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예 

는 다음 절에서 다루어지고 入*L制度 전반에 관한 사항은 다음 장에서 다 

루어 질 것이다. 

보험약가는 過剩供給， 價橋管理制度， 類似品팀과의 歸爭， 도매업소의 경 

쟁 동등에 영향을 받으며， 현재로서는 이러한 複合的인 요언으로 가격질 

서가 문란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保險藥價 管理

對策으로서는 업계의 자율적인 規制 및 질서확립이 先決課題이며(去來秋 

序對策委員會 規程 遭守 등)， 그 외 보험약가의 적정화 및 事後管理 철저， 

도매업소에 대한 GSP제도 확립 등이 있을 수 있다. 

4. 製藥會社가 提월한 問題點5)

의약품의 생산자인 製藥會社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保險藥

價 전반에 관한 것과 現行入*L制度에 관한 것을 간략히 檢討해보기로 한다. 

가. 全般的 保險藥價 管理制度

(1) 保險藥價의 중대한 問題點으로서 예상한 바와 같이 低藥價， 非合理

的인 引下制度， 引上의 어려움 동을 호소하고 있다. 

(2) 現行 保險登載의 回數(年 2며)가 적다는 것으로서 특히 新藥登載일 

경우 件數 自體의 분량이 많지 않고(新規登載 品目의 5% 정도)， 다음 期

間까지 6個月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製藥會社의 不滿이 심한 편이다. 

(3) 회사규모 또는 연구개발 정도에 따라 회사별로 相反되는 主張을 하 

는 경우가 었다. 주로 대규모 製藥會社들은 同一成分의 醫藥品이라도 齊ù

型의 種類 및 藥效에 따라서 藥價가 차별적으로 決定되어야 한다고 하는 

5) 전반적인 보험약가관리제도 및 입찰제도에 대한 제약회사의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에서 그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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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규모 製藥會社들은 同一成分의 醫藥品인 경우 各社의 藥價가 같아 

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찰방법에 있어서 商品名 入*L 對 成分名 入

*L도 이러한 범주에 속할 것이다. 

(4) 前項의 경우와 類似한 것으로서 어떤 製藥會社들은 後發 登綠에 대 

한 不平을 하는 한편 다른 會社들은 先發品에 대한 不利益을 토로한다. 

역시 先發醫藥品을 生盧해 내는 製藥會社는 주로 大型 會社이고 後發品을 

生塵해 내는 製藥會社는 중소규모 會社이다.6) 

(5) 藥價基準이 기존 眼賣製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現行 制度는 해 

당 醫藥品의 生塵原價를 無視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인상 및 인하를 포 

함한 약가결정의 경직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6) 輸入醫藥品의 登載에 관해서도 不平이 있다. 輸入品의 경우 實購入

價 檢討 後 藥價가 결정되는데 高價의 로얄티 둥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 

(7) 藥效가 서서히 방출되게 제조된 徐放製簡j品에 대한 藥價 差別化를 

요구하는 예도 있다. 類似製品의 비교시는 效能·效果 및 一日藥價(질병 

치료시 一日分 총 의약품 가격)와 비교하는데 徐放製齊tl品이 疑齊”중에서 

아무것도 코탱하지 않은 練疑齊tl를 코팅한 경우에 그 藥價가 높아야 된다 

는 것이다. 

(8) 保險醫藥品의 義務生童期間이 짧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이와 관련 

된 問題點으로서 事後管理에 따른 願賣實績資料提出의 義務化 規定을 없 

애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新規登載 이후 6個月內(많登載 

品일 경우 1年內)에 眼寶寶績이 없으면 創除가 되기 때문에 年間 2며 製

藥會社 自體에서 股賣實績報告를 할 때 現寶的으로 虛續 報告를 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 審흉委員會에서는 限定된 A力으로 모든 報告書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컴퓨터의 利用 등으로 管理行政技術

이 向上되면 虛碼報告는 힘들어 질 것이다. 

6) 우리나라의 제약협회내에 이익을 달리하는 집단이 존재한다면 앞으로 외국의 
사례와 같은 집단의 분리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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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入tL制度

(1) 現行 據算會計法 第76條에 의 한 一般觀爭入*L<最低價入*L方式)과 이 

에 따른 都賣商의 텀핑 入*L에 관한 不滿이 가장 높다. 다음 章에서 자 

세히 다루어지겠지만 製藥會社들이 제시한 代案으로서 指定入*L制， 부찰 

제， 商品名別 入*L制， 事前供給횟約制 등이 있다. 

(2) 製造業所의 過多로 인한 供給過剩이 入*L에서 藥價下落으로 연결되 

는 問題로서 塵業構造調整과 연계되어 있는 問題이다.7) 

(3) 小規模 製藥會社들은 入*L制度에 있어서도 大型 會社德主로 運營되 

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첫번째 문제(도매상의 텀핑)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流通一元化의 문 

제이다. 금번 藥事法 下位 法令에서 부분적 해결책을 提示하였지만(結合 

病院에 限하여 도매상의 제한적인 의약품 공급)， 현재 도매상의 영세한 

規模를 볼 때 문제의 소지가 아직도 남아 있다. 

5. 醫藥品 納品關聯 病院 不條理

지금까지 의약품 납품과 관련하여 제약회사가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대 

표적인 금품제공 조리의 예를 들면， 랜딩비 및 리베이트비 제공， 해외학회 

참가경비 부담 등의 편의 제공， 명목상의 연구비 및 장학금 지급 퉁퉁이 

다. 이러한 부조리들은 지난해 새로운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의 일환으로 

의료계의 비리를 조사하면서 세간에 자세하게 밝혀지기 시작하였으며， 일 

반 의료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8). 그러나 정부에서도 이러한 

7) 공급과잉， 생산특화 둥에 대해서는 제4장을 창조바람. 공급과잉과 관련하여 가 
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매출채권 회전일의 장기화를 들수 있음. 한국생 
산성본부의 r제약엽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91년도 제 
약사의 평균 매출채권 회전일이 207일인데 약 1개월 정도의 회전일 단축시 
2，400억원의 자금여력이 발생한다고 함. 제약회사의 경영문제에 관한 분석 및 
대안 제시는 본 연구의 내용과 직접 연관은 없으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임. 

8) ’93.8.5. 경찰은 서울시내 9개 병원이 ’91. 1. 1.부터 ’93. 7. 31.까지 의약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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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 왔으며 구체적인 예를 들면， 먼저 r病

院會計處理指針」을 제정(’90. 2. 26. 保社部訓令 第590號)하여 의약품 등을 

다량 구입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구입토록 하 

며， 병원이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수입은 기부금 수 

입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한 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90. 11. 9 保社部長官이 8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病院會計準則」을 承認하여 외부로부터 받은 寄附金， 雙學金， 맑 

究費 등은 寄附金 計定에 계상 후 사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93.6.4에는 

전국 주요 병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서비스 향상과 의료부조리 방지대 

책을 시달하기도 하였고9)， 전국 시도별로 병원장 회의를 통해 자체정화를 

결의하기도 하였으나 오래된 유통관행을 일시에 치유하기는 불가능하였다10). 

매과정에서 10개 제약회사로부터 寄附金 동을 받은 혐의로 36명을 입건하였음 
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병원협회에서는 ‘부조리’라는 용어자체가 잘못된 것이 
라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은 제W장을 창조하기 바람. 

9) ’93.8월 保社部에서 제시한 病院 不條理 防止對策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의료기관의 의약품 구입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開觀爭 入tL을 실시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비영리법인 둥이 운영하는 병원에만 적용하는 病院
會計處理指針을 기타의 병원들도 준수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내용이다. 
둘째， 병원별로 의약품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의약품 選
定， 구입과정을 공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셋째，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을 폐업조치하여 의약품의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임상연구제도를 개선하여 製藥會社와 의사 개인간의 임상연구 계약을 금 
지하며 병원 자체의 임상연구위원회가 임상연구과제를 選定하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 ’95년까지 의 약품 流通 一元化를 추진하여 병원에 대한 의 약품 판매는 
도매업소를 통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판매질서를 유지 
하게 하며， 또한 製藥會社는 영업비용을 절약하고 과당경쟁을 피하여 우수의약 
품 생산에 치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번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100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매업자를 통해서 공 
급하게 하였다. 

여섯째， 제약협회， 병원협회， 의약품 도매협회， 기타 관계단체가 참여하는 회의 
를 통해 순수한 寄附金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퉁 의학발전에 기 

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10) 잘못된 유통관행은 入tL制度와도 연관이 있으므로 제W장 입찰제도의 개선방안 
을 참고하기 바랍. 



m. 行政節次의 改善方案

이 章에서는 우선 의료보험약가산정기준 결정 및 관리요령(보사부 고시 

제91-56호， 1991. 8. 7)의 내용 중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기술해 보기로 

한다. 

1. 申 告

가. 新規登載

국가검정을 필하지 아니한 의약품 및 약가기준액표에 둥재되었다가 삭 

제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의약품은 登載申告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한 登載禁止까지는 좋으나 신고 

사항까지 1년이 경과되어야만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1)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이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않아 의료보험 

환자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保社部長官이 공장도 출하가 

를 조사하여 이를 製藥協會에 통보함으로서 제조업자의 신고에 갈음할 수 

있으나， 이는 조사 자체에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再檢 등 업무의 중복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保社部長官이 조사한 내용을 기준으 하여 바로 

保險藥價로 告示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引上調整 

보험약가의 인상조정은 전반적으로 경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상 

1) 제조회사의 신규둥재 신청은 1년에 2회 (3월， 9월)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된 
시기에 따라 처리기간이 상이하나 최악의 경우 1년 6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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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신고요건 중 하나는 약가기준액표에 登載된 후 1년이 경과한 품목 

으로서 製造業者가 당해년도 상반기 6개월간 요양취급기관에 판매한 평균 

가가 前回申告價 대비하여 保社部長官이 정한 유통거래폭의 50%이상을 

상회한 품목에 관한 것이다.2) 그러나 현행 의약품 거래에서 申告價 이상 

판매한 경우가 全無한 실정인데， 이는 공개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 자체 

가 申告價 이상으로 책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要件은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만약 公開

鏡爭入*L에서 의약품 수요자인 요양취급기관이 제시하는 據定價가 申告價

이상일 경우에는 공급자의 어려운 사정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다음에 설명할 두번째 요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두번째 申告要件으로서 당해품목의 제조재료비 원가비중이 引上申告前

1년 동안 자사의 평균제조재료비 원가비중보다 30% 이상 上행하고 의약 

품 제조업 전체평균 제조원가비중을 上빨하는 품목에 관한 것이 있다. 

첫번째의 경우와 같이 일정 폭 이상(30%라는 폭 자체도 너무 높다고 사 

료되지만)의 引上分만 조정요건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일단 원 

가비중이 上행할 때에는 引上要件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인상조정되고 있는 품목을 보면 낮은 保險藥價 때문에 생산 

을 중지하여 환자진료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또 

한 원료비 폭등，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4) 이에 대비하여 保社部長官 또는 가능하다면 製藥

2) 예를 들면， 低價品으로서 申告價가 100원일 경우 告示價의 유통거래폭이 5.15% 
이므로 요양취급기관에 판매한 平均價가 102.575원 이상이어야 인상조정될 
수 있음. 

3) 만약 경쟁적 시장에서 제조업자가 단일 품목만 생산하고 다른 조건에서 이익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두번째 요건에 관계없이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두번째 요건은 무의미하며， 이 품목은 생산이 중단 
될 것임.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통거래폭에 의한 가격조정제도는 거래당사자간 
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가격결정제도로 발전되어가야 할 것임. 

4) 예를 들면， 우천제약의 최변진정제 페노바로비탈(성분명이면서 제품명)은 가격 
이 일정당 l원이으로 생산위기에 몰리자 일정당 4원으로 인상된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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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會 회장도 인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겠다. 

다.申告時期 

현행 신규퉁재신고는 매년 4월과 10월로서 연2회 신고하게 되어 있다. 

특히 新藥登載일 경우 件數 自體의 분량이 많지 않고(新規登載 品텀의 

5% 정도)， 다음 期間까지 6個月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製藥會社의 不平

不滿이 심한 편이다. 행정적 처리부담도 적으면서 신약 제조업자에게 인 

센티브를 주기 위하여는 年4回 정도로 늘여 주는 것이 것이 合理的이라 

생각되며， 日本의 경우에도 年4며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에 同一成分의 

짧登載 醫藥品이 있는 경우에는 年1며로 줄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後發品에 대한 불이익을 안겨 주게 되어 過剩鏡爭을 解消

하고 先發品에 대한 動機附與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행 保險藥價 인상 신고는 매년 8월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격 

引下申告는 수시로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형평에 맞도록 판매실적에 

의한 引上申告는 현행과 같이 매년 8월로 하고 그 이외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審 훌 

醫續保險藥價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여하고 있는 회사 품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품목에 대한 심사를 할 경우 위원장은 동 심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위원장의 직무는 출석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임시로 선임 

된 의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었다. 이와 같은 논리는 심사위원이 관여하고 

있는 회사 품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심사위원장이나 심사위원회사의 제품은 대부분 심사에 관계가 

있으므로 製造業者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製藥協會로서는 어려운 입장이 

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심사위원회의 권한은 保社部長官에 의하여 완전하게 제한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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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보사부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再審을 

요청할 수 있는데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심요청 없 

이 保險藥價 기준을 조정하거나 또는 재심결과가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保社部長官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까 

지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에 맞는 적절한 권한의 위 

임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자를 1인에서 2인 내지 3인으 

로 증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行政惜置

가. 告示價 引下惜置

價格引下 신고없이 申告價 미만으로 판매하여 경고조치를 받은 製造業

者가 1년이내에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또는 가격인하 신고없이 申

告價 미만으로 판매한 때에도 그 위반의 빈도가 높거나 다량 위반한 경 

우， 그리고 新規 登載 또는 인상조정후 6개월 이내에 가격인하 신고없이 

申告價 미만으로 판매한 경우 등에 한하여 당해 품목의 告示價를 인하 조 

치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때에는 申告價 미만으로 판매한 의약품의 

평균가를 申告價로 보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다만 1건의 申告價 미만 판매(주로 경쟁입찰)가 있어도 

언하대상이 되므로 표본 추출에 문제가 있따. 가능하면 해당 품목 거래 

가격의 전체 평균가를 申告價로 하여 고시훌 결정하도록 하며， 어려울 

경우 각 대진료권(8곳)마다 하나의 가격은 표본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 創除 擔置

현행 創除 擔置에 해당하는 요건은 제조업자가 告示價보다 높게 요양취 

급기관에 판매하여 경고조치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동일 행위를 반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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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둥 5가지가 있고 특히 新規登載의 경우 일정 기간(6개월) 판매실적 

이 없으면 創除하게 되어 있으나， 일정 기간에 걸쳐 생산실적이 없는 경 

우에 대 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생산실적 이 1년 또는 1년 6개월 정도 계 

속해서 없는 경우 약가기준액표에서 創除 擔置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 調整 建議

행정조치를 행함에 있어 정상을 참작하여 그 조치내용을 조정할 수 있 

는 권한은 오직 保社部長官에게 있으나， 적어도 製藥協會 회장에게는 조 

치내용에 대한 조정을 건의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은 부여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登載， 藥價引下 및 引上 申請 둥에 대해서도 

製藥關會 회장에게 調整 建議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事後管理

가. 定期確認

製藥協會長이 매6개월마다 製造業者로부터 판매실적보고서 및 관계증빙 

자료를 제출 받아 유통가격 및 판매실적 유무를 확인하도록 되어 었으나， 

이는 供給者 일방의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需要者인 요양취급기관으 

로부터 납품실적을 제출받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방안은 落;j:L價格의 공개와 관련이 있으므로 保社部長官이 주관하여 

야 하며， 또한 일정 규모의 요양취급기관(예를 들면 종합병원 이상)으로부 

터의 납품실적을 제출 받아야 할 것이다.5) 

5) 우리나라의 약가 정기확인은 일본의 ‘本調훌’와 유사하며， 일본의 경우 기존약 
제의 환급가격은 시장조사를 통하여 입수된 구입가격들의 가중평균치에 일정 
한 가격폭을 가산하여 결정한다. ‘本調훌’는 약가기준에 퉁재되어 있는 전체품 
목을 대상으로 1개월간 실시되며! 조사방법은 의약품 판매업자 빛 의료기관， 보 

험약국의 해당 관계자들이 납입가격과 구입가격을 조사표에 직접 기업하는 방 
식(‘自計方式’)을 취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시확인에 해당하는 ‘經時變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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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價格引下에 대한 建議

事後管理로 인한 약가인하의 경우 保社部長官의 일방적인 고시 이전에 

製藥協會長이 그 인하수준을 통보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건의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製藥協會가 약가인하에 영향력 

을 행사한다기 보다는 保社部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규제의 인상을 완화시 

키는 일면도 있을 것이다. 

調훌’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추출된 일부를 대상으로 판매규모가 큰 품목， 경쟁 
이 심한 품목， 新醫藥品 둥 주요품목에 한하여 수시로 실시하는데， 調훌方法은 
홈生省과 都道府縣 직원들이 판매업자의 帳續나 錢票 둥을 검토하여 調훌票를 
작성하는 他計式 寶地調훌를 위주로 하며 때때로 판매업자들로 하여금 자료 
테이프를 제출케 하여 價格把握을 하는 일종의 自計調훌도 병행하고 있다. 일 
본의 보험약가 청구방식이 실구입가제도로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으나， 약가 
조사 방법은 참고할 내용이 많다고 생각되며 자세한 것은 제W장의 일본의 약 

가제도를 참조하기 바람. 



N. 現行 入*L制度의 改善方案

前章에서 전반적인 보험약가관리제도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入*L制度

는 현행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별도의 章을 만들어 深層的

인 분석을 시도해 보려고 하며， 특히 의약품 入*L市場에서 利害當事者들 

이라고 할 수 있는 製藥協會， 病院協會， 都賣協會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 

入*L制度에 대한 改善方案을 제시하려 한다. 현행 보험약가제도에 대한 

現況 說明은 前章의 內容과 다소 重複될 소지도 있다. 

1. 醫藥品 入~L市場의 分析

가. 塵業組織論의 市場分析 方法

시장의 社會原生的 問題를 다루고 있는 경제학의 분야는 塵業組織論으 

로， 이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分析의 틀은 構造(Structure)-行態

(Conduct)-成果(Performance)의 분석방법이다. 이 분석방법은 흔히 獨古，

흉古， 觀爭 등으로 분류되는 시장의 構造가 기업의 가격전략이나 짧究開 

發投資 동의 行態를 결정하고 그 결과 배분의 效率性， 衝平性， 技術進步

등의 市場成果를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市場構造가 독점이면， 

독점가격의 책정이라는 行態를 가져와 독점에 의한 과소생산이라는 훔生 

의 死藏휩失(생산 및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높은 가격이라는 衝平의 문 

제를 市場成果로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市場構造를 결정하는 요인으 

로는 수요와 공급측면의 기본조건들이 있고， 정부의 정책이 市場構造와 

行態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成果를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의 고안이 塵業組織論의 정책목표가 된다. 이상의 분석 틀을 요약한 

것이 〈圖N-1> 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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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IV-1> 훌業組織의 分析 틀 基本條件

1) <圖N-l>은 DW. Carlton과 ].M. Perloff의 Mod얹n Industrial Organization 
(1990. Scott, Foresman and Company) 4변에서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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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全鏡爭에 입각한 가격책정이 市場成果로서의 效率性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아담 스미스 이래의 결론이며， 이에 반한 독점 

력의 행사는 市場의 失敗라고 하여 非效率性의 근원으로 파악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으로 行態 중의 짧究開發과 그로 인한 成果

로서의 技術進步에 대해 독점의 공헌을 인정하는 슐페터의 입장을 들 수 

있다. 슐페터에 따르면 기업이 獨古力을 갖고 利潤을 축적하는 것이 昭究

開發을 촉진시켜 技術進步에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觀爭的인 市場構造가 반드시 좋은 市場成果를 가져온다고는 볼 수 없다. 

끝으로 행維훌業保護論의 관점에서 한 나라의 塵業을 볼 수 있다. 

이 理論은 장기적으로는 觀爭이 效率性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인정하되， 

선진국틀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망한 高附加價植 塵業들이 未發

達한 상태에 있으므로 개방을 통해 外國企業들과 바로 觀爭을 할 경우 이 

러한 산업들이 倒塵하게 되어 국내에서 누려야 할 附加價備를 외국에 빼 

앗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이 觀爭力

을 갖게 될 동안 國內市場을 개방으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하면 적극적인 

塵業支援을 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保護期間 동안 良質의 

외국제품을 低價에 구입할 수 없어서 소비자들의 훔生이 떨어지고， 非效

率的인 산업에 資源을 投入함으로써 자원배분의 效率性도 저하된다. 또한 

과거 우리의 경험이 말해 주는 것처럼 정부의 過保護는 觀爭力을 키워 주 

기보다 기업틀을 오히려 虛弱體質로 만들기도 한다. 觀爭을 용호하는 입 

장에서는 국내산업의 體質을 彈化해서 鏡爭力을 키우기 위해서도 保護政

策은 삼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醫藥品 入tL市場의 構造

어떤 시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부분은 시장의 範

圍이다. 모든 醫藥品市場을 하나의 시장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전 

문의약품 市場과 일반의약품 市場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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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면 특정 成分別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상품범위에 따른 

市場範圍의 정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한 市場으로 

보아야 하는지， 地域別로 나누어 보아야 하는지， 病院， 醫院， 藥局을 모두 

하나의 시장으로 파악해야 하는지 둥의 지역과 需要階層에 대한 市場範圍

의 정리도 필요하다. 市場의 範圍를 결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구의 목적이다. 본장에서는 醫藥品

入*L制度에 대한 연구가 그 목적이므로 入*L對象 약품언 전문의약품으로 

시장의 製品範圍를 잡는다. 그리고 지역별로 供給線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전체의 病院들을 한 시장으로 파악한다. 

전문의약품의 市場構造를 파악해 보면 먼저 전체 완제의약품 중 전문의 

약품市場의 1993년도 매출규모는 대략 1조 8천억 원 정도로 전체 완제의 

약품 매출액 4조 3천억 원의 42%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推定되고 있 

다. 이 중에서 國公立病院들의 의약품구입은 公開歸爭入*L을 통해 이루어 

지는데 그 규모는 대략 전체 전문의약품시장의 20%에 달하고 있다. 國公

立病院들은 據算會計法에 따라 公開鏡爭入*L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私立病院의 경우 入*L與否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실제로 公開歸爭入*L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형병원 하나가 전체 전 

문의약품市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체 전문의약품市場의 1년 거 

래규모가 1조 8천억 원인데 1년에 1회 실시되는 서울대학병원의 入*L規模

가 500억 원 정도인 것처럼 대형병원들이 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個別 需要者의 규모가 이처럼 클 뿐만 아니라 

1년 納品權을 한번에 入*L하므로 이들 대형병원들의 需要獨古力은 매우 크 

다고볼수 있다. 

國公立病院의 公開觀爭入*L에는 관행적으로 도매업자들만 참여해 왔다. 

그 이유는 入*L參與時 落*L을 위해서는 유통마진율 하한수준 미만의 가격 

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 下限水準을 어긴 책임이 직접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藥

事法의 施行規則에 따라 앞으로는 100病皮 이상의 綠合病院(현재 3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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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製藥業者가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都

賣業者를 통해서 공급하도록 법제화되었다. 전국적으로 1400여개의 都賣

業者가 등록되어 있으나 380여개의 都賣業者만이 순수한 의약품 專門都賣

商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병원의 入:fL에 참여하는 都賣業者의 수는 每入

*L當 수십개 정도이다. 

入:fL對象品目의 단위는 의약품의 成分別로 이루어지는데 각각의 成分에 

는 보통 십여개 이상의 製藥會社가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2) ， 따라서 都

賣業者가 한 成分의 납품권을 따내게 되어 製藥會社로부터 약품구입을 하 

게 될 경우， 이 거래에 대해서는 都賣業者가 需要獨白力을 갖게 된다. 이 

러한 전문의약품市場의 構造에 있어서 또 한가지 생각해야 할 중요한 利

害當事者는 의약품의 最終消費者이면서 약가의 最終支據者인 일반국민들 

이다. 일반국민들은 의료행위의 일부로서 이들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병 

의원들에 비해 獨古力도 없으며 의료행위와 약품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므 

로 정부가 保險藥價의 관리 둥을 통해 이들의 利益을 代辯하고 있다. 

다. 醫藥品 入tL市場의 行態

의약품 入:fL市場에서의 가격결정 行態를 살펴보면， 일반국민과 병원간 

의 去來價格에 해당하는 醫驚保險藥價의 책정은 정부가 국민틀을 대신하 

여 保險藥價의 新規登載를 심사하고 事後管理를 통해 保險藥價를 초청해 

나간다. 그리고 入:fL을 실시하는 병원들은 그들의 大量購買力에 입각한 

最低價落:fL을 통해 구입가를 낮추려 하는데 비하여 다수의 都賣業者들은 

치열한 가격경쟁을 통해 入*L에 응하고 있다. 따라서 落:fL價는 保險藥價

告示價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그리고 入:fL을 따낸 

都賣業者는 그 入:fL쫓約에 관한 한 獨古力을 갖게 되지만 이들에게 의약 

2) 保險藥品으로 登載된 成分 數는.대략 700종이고 의약품 수는 대략 11 ，000종이 
므로 평균적으로 成分 當 15종 이상의 의약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그 중 제일 
많은 경우는 한 成分에 77개의 의약품이 생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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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공급할 製藥會社들은 다수가 歸爭을 하게 되므로 製藥會社들은 싼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하게 된다. 製藥會社들이 이처럼 경쟁적이 된 이유 

중에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도입 등에 자극 받은 自動

化 등의 過顆l施設投資를 들 수 있다. 따라서 製藥會社의 마진이 거의 없 

는 供給價格은 同一 成分 의약품을 경쟁적으로 生옳하는 製藥會社들의 數

가 많으며 그들의 生塵施設이 過剩狀態에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入;fL制度 자체보다 供給者들의 數와 생산시설이 過剩인 것이 製藥業體의 

獨古力을 약화시키는 더 큰 이유인 것은 製藥業體와 병원과의 隨意쫓約에 

있어서도 병원이 더 큰 需要獨려力을 행사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라. 醫藥品 入*L市場의 成果

의약품 入;fL市場의 成果로서 社會훔生을 생각해 보자. 먼저 衝zp.性의 

관점에서 볼 때 의약품의 入;fL去來를 통해 병원은 상당한 마진을 남기고 

있으며 都賣商도 최소한의 마진을 보고 있으나 製藥會社들은 거의 마진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最終消費者언 일반국민들은 生塵費用에 이들 

의 마진을 합한 만큼 의약품에 대한 醫擾保險料를 지불하는 셈이다. 정부 

가 保險藥價를 정함에 있어서 製藥會社， 都賣商， 病院 三者의 마진이 전혀 

없을 정도로 낮은 完全鏡爭價格으로 藥價를 정하지 않는 한 保險藥價와 

完全鏡爭價格의 差願만큼을 이들 三者가 마진으로 나누어 갖게 되는데 생 

산주체인 製藥會社가 그 몫을 가장 적게 할당받는 상황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에는 靜態的인 效率性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限界費用과 가격이 같 

을 때 效率性이 極大化된다는 經濟學의 기본논리에 입각해 볼 때 현재의 

상태는 保險藥價의 引下를 통해 병원의 마진을 좀 더 낮추기만 하면 效率

性이 거의 최대로 발휘되는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정부가 

保險藥價를 책정할 때의 기본 취지와도 같이 가는 것이다. 정부의 취지는 

병원들이 의약품에서는 의약품 취급에 필요한 最小經費로서의 소모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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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超過利潤을 남기지 못하도록 하고 都賣業者의 마진도 실제 流通費用

과 適ïE利潤에 불과하게 하여 超過利潤은 없게 하고 製藥會社들도 경쟁을 

통해 超過利潤이 없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일부 製藥

業體나 都賣業者들이 도산하게 된다면 그것은 過剩供給의 非效率性이 제 

거되는 바람직한 상황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을 통한 의 

약품의 品質向上과 新藥開發이라는 관점과 우리나라 製藥塵業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動態的인 評價를 하면 그 結論은 변할 수 있다. 

연구개발이라는 企業行態와 그로 인한 기술진보라는 動態的인 市場成果

에서 볼 때 지나치게 경쟁적인 市場構造는 企業들의 연구개발 의욕을 저 

하시키고 연구개발 자금의 조달을 봉쇄할 수 있다. 특히 入tL醫藥品들이 

전부 전문의약품이고 전문의약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業體들이 일반의약 

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業體들보다 연구개발이 더욱 필요하고 연구개발 

능력도 더 큰 業體들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현재의 낮은 收益率이 製藥業

界의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製藥市場이 개방되면 국내 製藥市場이 외국 製藥會社들에게 점 

유될 수 있다. 

물론 製藥塵業의 보호가 의약품의 最終消費者이면서 藥價의 最終支佛者

인 일반국민의 原生에 앞설 수는 없다. 하지만 製藥盧業이 잇단 倒塵으로 

인하여 외국 製藥業體들이나 국내 잔여 製藥業體들에 의해 獨古力이 강화 

되면 궁극적으로 일반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한 

마진보장만으로는 연구개발이나 國際歸爭力彈化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산업들을 보면 그 동안 정부의 보호가 鏡爭力을 약화시킨 例들도 많 

이 있으며 製藥業界의 歸爭力이 현재 이처럼 약한 이유 중에는 그 동안 

개방으로부터 국내 製藥業界가 過保護된 탓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製藥

塵業을 育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製藥塵業의 收益率을 높일 수 있는 入

tL制度의 考案보다는 연구개발에 대한 動機를 부여할 수 있는 入tL制度의 

考案이 필요하다. 

끝으로 의약품은 일반 工塵品과는 달리 의약품의 생산， 유통， 공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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製藥會社， 都賣業者， 病院들은 의약품의 품질을 알고 있지만 最終消費者인 

일반국민들은 그 品質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情報非對稱性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처럼 생산자인 製藥業體들간에 價格觀爭이 치열해지 

면 생산비가 높은 良質의 제품은 없어지고 下級製品만이 범람하는 市場의 

失敗를 당면하게 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良質 의약품의 도태가 심 

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한 조짐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2. 現行 入;f:L制度의 檢討

가. 入tL의 種類

공개경 쟁 入*L制度의 개선방안을 논의 하기 전에 현행 제도의 이해를 

룹기 위하여 入*L의 종류와 그 내용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商品名別 單價入*L

상품명별 단가입찰 또는 상품명별 입찰은 동일 상품명 중 最低價를 짧 

*L시키는 것으로서 유명제품， 고가 의약품， 대기업 제품에 유리하며 도매 

업소의 일방적 낙찰행위를 방지할 수 있으나， 반면 의료기관은 상품명을 

입찰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落*L후 마진을 요구할 수 있는 부정적언 측 

면이 있다. 

(2) 成分別 單價入*L

의약품 성분별로 最低價를 짧*L시키는 제도로서 의약품의 효능 및 효과 

가 정확히 파악된다면 광고비 등의 판매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제품에 유리하나， 도매업소가 일방적 짧*L 후 재차 납품 제조업소를 선정 

하거나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의료기관이 最低價로 落*L 후 

最高價의 제품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잘 알려진 상품명 (brand 

narne) 의 약품과 비교하여 효능·효과가 정확히 파악될 경우， 성분별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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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낮은 약가로서 건전한 의료보험재정을 유지할 수 었다. 

(3) 群別 入fL

일정한 성분 또는 품목을 수개의 단위로 묶어서 입찰하여 最低價를 落

fL시키는 제도이다. 

(4) 總顯單價 入fL

입찰내정된 품목별 單價 合의 最低價가 羅fL되는 제도이다. 

(5) 總顯 入fL

입찰내정된 (품목별 수량 x 단가)의 合의 最低價가 짧:fL되는 제도이다. 

한편 群別入fL， 總願單價 入fL 및 總願入fL의 경우 제조업소의 의지와 

관계없이 落fL되어 기존의 납품업소에 불리하거나， 납품금액이 크고 품목 

수가 많으므로 대형도매업소에 유리할 수 있으며， 또한 의료기관은 낙찰 

가와 차이가 큰 高價 의약품의 납품을 요구할 가능성도 었다. 

나. 入*L制度 現況

國公立病院의 경우 「據算會計法」에 의해 의약품의 조달은 公開鏡爭入:fL

을 통해서 最低價落fL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法의 단서조항에는 “단 횟 

約의 性質， 팀的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 資格制限， 참 

가자 指名歸爭， 隨意횟約에 의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는 하지만 실제로 모든 國公立病院은 公開觀爭入fL을 하고 있다. 入:fL方

法은 약품의 성분에 의한 성분별 입찰을 사용하지만 서울대학병원의 경우 

처럼 동일 성분내에서 入fL對象 의약품의 종류를 제한하기도 한다. 入fL

參與對象은 모든 都賣業許可 소지자로 되어 었다. 製藥業體들도 入:fL에 

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慣行的으로 都賣業者들만 入

fL에 참여하고 있다. 그 이유는.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입찰 참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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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홈tL을 위해서는 유통 마진율 下限水準 미만의 가격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 下限水準을 어긴 책임이 직접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解釋이다. 

私立病院들의 경우 公開鏡爭入tL 여부는 病院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실제로 入tL을 시행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번에 개정된 藥事法의 施行規

則에 따라 앞으로는 100病味 이상의 經合病院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都賣業者를 통해서 공급하도록 법제화되었다3). 

藥價請求方法은 보건사회부의 告示價에 의해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 

런데 醫爆保險藥價의 告示價格은 事後管理를 통해 조정되는데 현재의 去

來價格이 다음번 藥價調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약품 製造業體가 

의약품을 藥價基準願表에 新規登載하거나 이미 등재된 품목의 保險藥價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新規登載의 경우 附加

價f直親를 포함한 I:場灌出倚價를 신고한다. 그러면 醫驚保險藥價 審훌委 

員會에서 심사를 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告示하는데 고시가격은 신 

고가격에 高價品의 경우 3.43%, 低價品의 경우 5.15%의 유통거래폭이 가 

산되어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고시가격은 事後管理를 통해 조정되는데 

引上調整의 경우 신고요건에 “藥價基準願表에 登載(약가의 조정을 포함한 

다)된 후 1년이 경과한 품목으로서 製造業者가 당해년도 上半期 6개월간 

의료보험 驚養取投機關에 판매한 平均價가 前回 申告價와 대비하여 보건 

사회부장관이 정한 유통거래폭의 50% 이상을 上빨한 경우”로 되어 있는 

데 현재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면에 판매가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도매마진율 下限水準 미만인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下限水準 미만인 판매가들에 근거하여 保

險藥價를 引下해 왔다. 최근 수년간 이러한 引下로 인한 保險藥價의 하락 

이 대량으로 발생해 왔는데 1993년의 경우 전체 登載品 팀의 약 10%에 해 

3) 병원협회에서는 직납을 통해 저가로 의약품을 구입해 왔으나 도매업자를 통하 
게 되어 오히려 유통단계가 늘어나서 가격이 인상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를 보 
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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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1，026개의 품목이 藥價引下擔置를 당했으며 그 引下福도 평균 

11.9%에 달하였다. 따라서 製藥業體들은 거래가격이 下限福 아래로 떨어 

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며， 이러한 것이 製藥業體들이 入;j:L에 직접 참여 

하지 않아 온 가장 큰 이유이다. 落;j:L을 위해서는 下限福 미만의 가격을 

쓸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下限福을 챈 직접적인 책임 당사자가 되 

고 藥價引下福의 결정에 있어 아무런 선처를 바랄 수 없게 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러한 下限福은 保險藥價 事後管理의 지침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설효성은 없는 실정이지만 入;j:L價에 下限線을 두는 효과도 

한꺼번에 갖고 있다. 保險藥價와 유통거래폭의 결정에 대해서는 圖 2.1에 

서 이미 살펴 보았다. 

다. 利害當事者들의 主張과 그에 대한 檢討

本節에서는 의약품 公開鏡爭入;j:L의 참여자이며 利害當事者들인 製藥業

體， 都賣業者， 病院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製藥協會， 都賣協會， 病院協會 三

者의 주장을 중요쟁점인 φ 入;j:L病院範圍，(Z) 入;j:L對象品담 分類方法，@

짧;j:L方式，@ 流通一元化，(5) 供給確認書 愈附，@ GSP制度 導入，rJJ 保險

藥價 請求方法，@ 藥價 事後管理方式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본다. 이들 三者 외에 의약품의 最終消費者이며 藥價의 

最終負擔者인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도 중요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이 入;j:L의 직접참여자도 아니고 의약품 入

;j:L에 관하여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이 잘 정리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 

라 代表性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앞의 三者틀의 주장을 검토할 때 일반국 

민들의 이해관계를 참고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1) 製藥協會의 立場

製藥協會의 경우 公開歸爭入;j:L은 잘만 개선하면 隨意쫓約에 비하여 부 

작용이 적고 효율적인 제도이므로 公開入;j:L病院의 범위는 國公立病院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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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체 私立綠合病院까지 확대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入

;J;L對象品 目의 분류방법과 落;J;L方式에 대해서는 현재의 성분별 입찰과 最

低價落;J;L의 시행은 의약품의 기본특성을 무시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통일 

성분의 의약품도 상품별로 품질의 차이가 크고 告示價도 다른데 성분별 

입찰에 最低價落;J;L이라는 방식을 고집할 경우 品質이 낮은 상품의 텀핑入 

;J;L에 의한 짧;J;L로 이어지게 되며 그 결과 良質의 의약품은 빼沈되고 低級

한 의약품이 공급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代

案으로는 동일 성분내에 2-5개 정도의 상품을 病院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入;J;L에 부치고 가격도 상품별로 告示價가 다르므로 告示價에 대해 가장 

낮은 비율의 入;J;L價를 써낸 入;J;L者에게 성홉;J;L되는 最低比率落;J;L을 제시하 

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또 한 가지 代案

으로는 最低價짧;J;L 대신 덩핑入;J;L을 막을 수 있는 부찰제를 제시하고 있 

다. 부찰제의 내용은 病院이 사전에 정한 據定價의 上下 一定比率에 속한 

범위내의 入;J;L價들 중 그들의 평균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써낸 入;J;L者에 

게 落;J;L하는 방식 이 다. 이 때 病院의 據定價와 짧;J;L價는 入;J;L이 끝난 후에 

공개하도록 한다. 

流通一元化에 대해서는 病院에 대한 의약품판매는 유통전담의 都賣業者

들에게 일임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流通費用을 절감하고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立場을 취하고 있다. 또한 流通-元化

는 製藥會社가 영업비용을 절감하고 過當鏡爭을 止揚하여 우수 의약품의 

생산에 치중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立場을 보이고 있다. 하 

지만 都賣業者가 病院의 公開題爭入;J;L에 참여하는 것은 제약업체들의 代

理權 행사이므로 都賣業者는 入;J;L參與時 製藥業體의 供給確認書를 첨부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供給確認書의 첨부가 요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항 

상 무책임한 텀핑入;J;L에 의한 落;J;L과 이로 인한 공급불능 사태가 가능하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流通一元化를 통한 올바른 거래질서확립을 

위해서는 都賣業者의 허가조건을 강화해야 하므로 GSP(Good Supply' 

Practice)제도의 시행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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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 都賣業者들이 入*L에 참여하여 무분별한 덤핑을 하여 공급불가능 사 

태가 발생하거나， 이들의 倒塵으로 인하여 製藥業體와 病院에 피해를 주 

는 사례들이 있어 왔는데 GSP제도의 도업을 통해 都賣業者의 資格을 彈

化하면 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의약품의 공급은 

GMP제도를 통한 우수 製藥業體들의 생산과 GSP제도를 통한 우수 都賣

業者들을 통한 保管과 流通이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이고 있다. 

病院의 保險藥價 請求方法에 있어서는 寶購入價에 病院의 일정 마진을 

더한 가격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는 의약품이 低價에 

거래된 경우 그 이익이 일반국민들에게도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 

으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實購入價 請求가 病院으로 하여금 

都賣業者들의 텀핑入*L을 원하거나 부추기게 하는 원언을 제거할 수 있다 

고 보기 때문이다. 

끝으로 事後管理를 통한 保險藥價의 調整方式에는 현재처럼 유통마진율 

下限水準 아래로 거래된 가격들의 평균으로 다음번 保險藥價를 조정하면， 

한건만의 下限水準 미만가 入*L도 保險藥價 告示價의 인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유통 마진율 下限水準 미만가로 거래가 

이루어진 의약품에 대해서도 전국 病院과의 平均去來價에 입각한 藥價引

下擔置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통 마진율 下限水準 미 

만의 가격으로 거래가 일어나면 藥價引下擔置를 하는 事後管理方式에는 

찬성하는데， 그 이유는 下限水準 미만가 거래의약품에 대한 藥價引下擔置

가 철폐되면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유통마진 

율 下限水準에 의거한 藥價引下擔置는 성분별 입찰과 이로 인한 덤핑에 

의한 무분별한 落*L價의 하락이 이어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를 막기 위 

한 最小限의 필요장치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으로 入

*L制度가 개선되면 철폐되어도 좋다고 덧붙인다. 

그러면 製藥協會의 주장들 중 .유의사항들을 경제학의 기본논리와 일반 

국민틀의 利益保護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보자. 먼저 公開鏡爭入*L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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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원하는 製藥協會의 입장을 보면 隨意쫓約에서도 病院에 대해 製藥業體

들의 입지가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행 公開鏡爭入*L에서 

製藥業體들이 이윤을 내지 못하고 고전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入*L制度 못 

지 않게 의약품의 供給過剩이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保險藥價

를 정부가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유통마진도 규제하 

여 生塵原價와 保險藥價의 차이가 製藥業體， 都賣業者， 病院間에 잘 분배 

되도록 의도한 것이 현재의 保險藥價制度의 기본정신이다. 따라서 隨意찢 

約을 통한 病院측의 과잉마진확보를 막고 寄附金 提供 등의 물의를 없애 

기 위해서 私立綠合病院들이 公開鏡爭入*L을 실시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의 고안이 필요하다. 

最低比率落*L은 통일 성분의 의약품들도 品質이 다르고 告示價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鏡爭入*L의 기본정신을 살리면서 最低價짧*L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제도로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찰제의 경우 평균 

에 가까운 가격을 제시한 入*L者에게 落*L함으로써 鏡爭入*L의 기본정신 

을 벗어나 運에 의한 落*L을 가져온다는 문제점이 었다. 따라서 平均 入

*L價格보다 많이 낮은 가격의 入*L은 덤핑入자로 간주하여 落tL 對象에서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가격들 중에서는 가장 鏡爭的인 價格(最低價 또는 

最低比率)에 落tL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불합리한 덤핑入 

tL이 성행하고 이것이 製藥塵業의 장기적 발전과 일반국민들의 훔生에 악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을 수 있도록 最低價짧tL에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歸爭을 통한 效率性의 발휘와 國民훔生의 증진 

이라는 차원에서 鏡爭入tL의 기본정신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保險藥價의 請求方式이 寶購入價에 근거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低價로 

의약품이 공급되었을 경우 그 만큼 국민들의 藥價支出이 줄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는 었으나 실제 이유는 病院들의 低價購入 動機를 없애려 

는 것이다. 그런데 病院이 약가청구를 寶購入價에 일정 비율의 마진을 더 

하여 할 수 있게 되면 病院은 高價로 의약품을 구입할수록 마진이 높아지 

므로 高價購入을 選好하게 되어 결국 最終消費者인 일반국민들의 희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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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의약품의 實際 購入價格을 부풀려 請求할 가능성 

이 있는데， 이 때 實購入價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상당한 藍視費用을 지불해야 될 것이다. 하지만 入tL에 참여하는 都賣業

者間의 경쟁만 보장되고 落tL價가 공개되면 公開觀爭入*L의 경우에는 이 

러한 문제는 크게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隨意쫓約을 하는 경우 

에는 公開觀爭入tL에서의 寶購入價의 평균가격으로 保險藥價를 지불하는 

방식을 택하면 高價購入이나 購入價를 부풀리는 문제를 막을 수 있으며 

公開鏡爭入tL의 실시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入tL對象品팀을 상품별로 하자는 주장과 都賣業者들의 入tL參與時 製藥

業體의 供給確認書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는 두 가지 주장은 모두 공급계 

약시 製藥業體들의 獨白力을 높여 都賣業者들의 需要獨古力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통일 성분의 상품들도 品質과 告示價가 

다르므로 成分別入tL의 경우 良質이면서 高價인 의약품이 손해를 보고 있 

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最低比率落tL을 통해서도 어느 정 

도 해결될 수 있으나 商品名別 入tL이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商品名別 入tL을 할 경우 영세업체들이 入tL에서 소외되는 불 

이익을 겪게 될 우려가 있으나， 이들에게도 수많은 약품을 소량씩 생산하 

는 것보다 몇 가지 比較優位가 있는 상품에 特化하도록 動機附與를 하는 

장점도 있다. 商品名別 入tL은 같은 성분이라도 우수한 品質의 상품을 생 

산하도록 動機附與를 할 수 있다는 변에서 좋은 인센티브제도라고 볼 수 

있다. 

都賣業者들이 入tL參與時 製藥業體의 供給確認書를 첨부하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公開鏡爭入tL에서 都賣業者들의 역할이 製藥業體의 代

理權行使인가 아니면 독립적 행위인가에 따라서 그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都賣業體들의 入tL行짧가 독립적인 행위라면 供給確認

書의 첨부를 의무화토록 제약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고 의약품 유통의 

效率性을 해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공급능력도 없는 都賣業者들의 무 

분별한 덤핑입찰은 GSP제도， 都賣業者의 入tL資格制限， 商品名別 入tL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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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반면에 入;j:L에 있어서 都

賣業者들의 역할이 製藥業體들의 代理權行使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供

給確認書를 첨부토록 하거나 製藥業體들이 직접 入;j:L에 참여하는 것이 바 

람직한 해결책일 것이다. 

保險藥價를 事後管理할 때 현재 유통 마진율 下限水準 미만가로 거래가 

일어나면 그러한 가격들의 평균으로 다음번 保險藥價를 引下擔置하고 있 

다. 따라서 한件만의 下限水準 미만가 거래도 藥價引下로 이어질 수 있 

어 문제가 된다. 이러한 藥價引下方式은 製藥協會의 주장처럼 전국 病院

의 거래가격의 평균을 태하거나 평균에 일정액을 추가하여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텀핑입찰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유통마진율 下限水準은 없애서 藥價의 事後管

理에 있어서 引下惜置를 위한 특별규정은 없애고 引下와 引上 모두 동일 

한 조건에 의해 조정토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前期 거래가격의 

평균가로 今期 고시가를 조정(引上 또는 引下)하는 방법을 태할 수 있을 

것이다. 

(2) 都賣協會의 立場

먼저 公開入;j:L 病院의 범위에 대해서는 公開鏡爭入;j:L은 잘만 개선하면 

隨意횟約에 비하여 부작용이 적고 효율적인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病院이 公開觀爭入;j:L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入;j:L對象品目

의 분류방법으로는 현재의 성분별 入;j:L을 지지하지만 동일 성분의 상품들 

은 동일한 保險藥價가 책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짧;j:L方式에 있 

어서는 현재의 最低價짧;j:L에는 반대하고 適正價落;j:L을 주장하지만 適正價

落;j:L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流通一元化에 대해서는 病院에 대한 의약품 판매는 유통전담의 都賣業

者들에게 일임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유통비용을 節減하고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변에서 당연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流通一元化는 製藥會社로 하여금 영업비용을 절감하고 過當鏡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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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양하여 우수 의약품의 생산에 치중하게 한다는 주장도 덧붙인다. 그리 

고 都賣業者가 病院의 公開鏡爭入tL에 참여 할 때 製藥業體의 供給確認書

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製藥協會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입장 

이다. 入tL에 있어서의 都賣業者들의 역할은 製藥業體들의 代理權行使

차원이 아니라 유통전담의 都賣業者들이 유통의 效率性을 살리는 독립적 

인 거래행위로 파악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都賣業者가 입찰참여 

시 製藥業體의 供給確認書를 첨부하도록 하여 都賣業者의 행동을 제약하 

는 것은 都賣業者의 독립적 역할을 침해하여 의약품 거래의 효율성을 해 

친다는 입장이다. 流通一元化를 통한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都賣業者의 허가조건을 彈化해야 하므로 GSP(Good Supply Practice}제도 

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製藥協會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이다. 保

險藥價의 請求方法과 藥價의 事後管理方式에 대해서는 製藥關會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그 소개를 생략한다. 

都賣協會가 公開鏡爭入tL의 범위를 확대하기를 원하는 것은 隨意찢約보 

다는 公開鏡爭入tL에서 都賣業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기본 

적으로 都賣業者들은 다른 都賣業者들을 제치고 落tL을 하기 위해서 가격 

경쟁을 하지만， 낙찰가격이 평균적으로 높을수록 都賣業者들의 마진도 높 

아지므로 높은 낙찰가격이 형성되기를 원한다. 따라서 最低價落tL에 반대 

하고 實購入價에 의거한 藥價請求와 유통 마진율 下限水準의 유지를 주장 

하는 점에서는 都賣協會의 입장과 製藥協會의 입장이 일치한다. 그러나 

일단 落tL된 거래의 공급계약에 있어서는 都賣關會와 製藥協會의 이해가 

상충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자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入tL對象品

目을 상품별로 하자는 주장과 都賣業者들의 입찰참여시 製藥業體의 供給

確認書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都賣屬會의 주장에 대한 검토는 製藥屬會의 주장에 대해 검토한 부분을 

참고하면 되므로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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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病院路會의 立場

病院協會의 경우 公開入*L病院의 범위는 현재처럼 모든 國公立病院은 

시행하되 私立病院은 원하는 病院만 시행하도록 자율화되어 있어야 한다 

는 주장이다. 病院의 사정에 따라 入*L보다는 隨意횟約이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病院協會測의 주장에 따라 유통마진율 下

限水準이 철폐된다면 모든 病院이 자율적으로 公開入*L에 참여할 것이라 

는 전망도 함께 밝히고 었다. 入*L對象品目의 분류방법에 있어서는 성분 

별 入*L을 하되 품질미달인 상품을 入*L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해당성 

분의 생산실적 등의 공식적인 자료에 입각한 制限鏡爭入;j:L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落;j:L方式에 있어서는 경쟁원리에 입각한 最低

價落*L 외에 代案이 없다는 입장이다. 

流通一元化에는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진정한 價格鏡爭을 위해서 

는 의약품의 入朴 또는 판매자격이 都賣業者에게만 주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製藥業體가 入*L에 실제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 

는 입찰참여시 落*L을 위해서는 유통 마진율 下限水準 미만가로 가격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 .下限水準을 어긴 책임이 직접적으로 부 

담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유통 마진율 下限水準이 철폐되면 

製藥業體의 직접 입찰참여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는 都賣業者들의 超過利

潤獲得을 막을 수 있어 국민들의 약가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醫驚保險藥價를 告示價에 의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약품의 低價

購入이 당장은 국민틀의 의료비 負擔減少로 이어지지 않지만 다음 번의 

藥價調整을 통해 결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번에 개정된 藥事法의 流通一元化 조항에는 반대하는 업장이다. 

都賣業者들의 입찰참여시 製藥業體의 供給確認書를 첨부토록 해야 한다 

는 製藥協會의 주장에 대해서는 落*L을 한 都賣業者가 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레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었다. 

GSP제도에 대해서는 약품의 보관， 유통， 거래에 있어서 信賴性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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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藥價 請求方法에 있어서는 實購入價格에 근거한 청구에는 마진의 

보장이 있더라도 반대하는 입장이며 보험약가 告示價에 의한 현 請求方法

을 고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다른 病院에 비해 저렴하게 

약품을 구입하면 그 이익이 해당 病院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보험약가의 事後管理方式 중 藥價引下擔置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유통마진율 下限水準 미만가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가격들의 평균으로 다 

음 번의 보험약가를 조정하면， 한件만의 下限水準 미만가 거래도 보험약 

가의 引下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유통마진율 

下限水準에 의한 藥價引下擔置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유통마진율 下限水準 미만가 거래가 일어난 상품에 대하여 藥價引下擔

置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격통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가격담합을 

유도하는 장치로서 入:tL의 기본정신인 가격경쟁에 어긋나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텀핑 방지를 위해 유통 마진율 下限水準을 정해 놓고 

實去來 價橋이 下限水準 미만일 경우 보험약가 引下擔置를 시행하고 있는 

데， 實去來價는 都賣下限價 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이 현실 

이다. 이 경우 많은 病院들이 寶去來價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함에도 

製藥會社는 보험약가의 引下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 마진율 下限水準價

이상의 가격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차액을 病院에 기부금 

등으로 제공한 사례들이 있었다. 그 결과 病院이 기부금을 통해 藥價의 

최종부담자인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따 

라서 지켜질 수 없는 유통 마진율 下限水準을 즉각 폐지하고 의약품 去來

價橋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유통 마진율 下限水準을 철폐하면 藥價의 事後管理에 있어서 引下擔置

를 위한 특별규정은 자연히 없어져야 하며 引下와 引上 모두 통일한 조건 

에 의해 조정토록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보험약가 告示價의 조정은 전 

번 거래가격의 평균가에 일정 비율을 더한 가격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일정 비율을 더해야 되는 까닭은 告示價는 약품거래와 藥價請求에 있어서 

上限價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정 비율을 더하지 않고 평균거래가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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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示價로 정하면 현재의 평균가가 다음 번의 上限價가 되어 引下가 해마 

다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藥價의 조정에 있어서 원가조사를 

통해 파악된 원가에 일정마진을 합산하여 조정하는 방안도 같이 제시하고 

있지만 病院關會도 원가조사에 어려움이 따를 것을 예상하고 있다. 

病院짧會의 기본입장은 높은 보험약가와 낮은 落tL價를 유지하여 높은 

마진을 얻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의약품 시장은 製藥業

體들의 過剩供給에 따라 需要者市場이며， 또한 현재의 都賣業者 數나 製

藥業體의 數를 감안하면 각 病院의 需要獨古力이 都賣業者들이나 製藥業

體들의 供給獨白力에 비해 크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입찰제도를 유지함 

에 있어서 시장기능에 입각한 자율화를 기본 축으로 각종 제도적 규제를 

해제하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 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자 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주장이지만 經濟學的 관점에서 볼 때 대부 

분의 규제가 非效率性을 낳는다는 점에서 일단 종當性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市場의 失敗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어차피 病院에 대해 납품하는 전문의약품市場의 경우 수요와 

공급 모두에 있어서 완전 경쟁적인 시장은 아니다. 또한 의약품의 最終

消費者이며 藥價의 最終支觸者인 일반국민들이 약품이나 의료행위에 대하 

여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율화만이 최선은 

아닐 것이다. 또한 藥價에 대한 통제는 私的인 의료보험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이는 公的 醫驚保險

制度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처럼 公的 醫擬保險制度가 주축 

을 이루고 있는 경우， 의료시장에서 소비자인 일반국민들보다 공급자인 

病院이 獨古力을 지니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의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의 代理/\으로서 公的 醫擾保險制度의 집행자인 정부가 藥

價를 통제하는 것은 그 當薦性이 인정된다. 그리고 보험약가가 어차피 

정부에 의해 통제된다면 이 藥價와 原價의 차이인 마진이 製藥業體， 都賣

業者， 病院 사이에 적정하게 나누어지도록 또 製藥塵業의 鏡爭力彈化에 

보탬이 되도록 감독할 책임도 정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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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j:L對象品텀의 분류방법으로는 상품을 제한한 성분별 入;j:L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都賣協會에서 주장하는 성분별 入;j:L보다 製藥協會

에서 주장하는 商品名別 入;j:L에 더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 流通一元化

를 반대하는 病院協會의 입장을 검토해 보면， 都賣業者에 의한 판매나 入

;j:L이 製藥業體에 -비해 효율적이라면 都賣業者들이 製藥業體들을 제치고 

落;j:L 또는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流通一元化

는 비효율적인 都賣業者틀에게 마진만 남겨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윷當性이 인정된다. 

(4) 主要 爭點別 르者의 立場 要約

앞에서 서술한 三者의 주요 쟁점별 입장을 要約하면 <表N-l>과 같다. 

이들 當事者들의 입장 중 공통된 입장은 보험약가를 조정함에 있어서 현 

재보다는 적게 引下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表IV-1> 主要 爭點別 三者의 立場

쟁점 제약협회 도매협회 병원협회 

1. 엽찰병원범위 전체종합병원 전체병원 자율화 
2. 입찰대상품목 상품별입찰 성분별입찰 성분별입찰 
분류방법 (통일 성분에 (상품을 제한) 

2-5개 정도의 
상품을 대상) 

3. 낙찰방식 최저비율 낙찰， 적정가낙찰 최저가낙찰 
부찰제 

4. 유통일원화 수용 찬성 반대 
5. 공급확인서 첨부 첨부 부당 긍정적 

6. GSP제도 도입 찬성 수용 찬성 
7. 보험약가청구 실구입가 실구입가 고시가 
8. 약가사후관리 유통마진율 유통마진융 유통마진율 

하한에 의한 하한에 의한 하한에 의한 
인하방식 유지， 인하방식 유지， 인하방식 철폐， 
인하시 평균 인하시 평균 약가조정시 
거래가로 거래가로 평균거래가+a로 

GSP제도의 도업에도 비교적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 밖의 쟁점에 



260 

서는 이들의 입장이 다르다. 이 중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入:fL 商品

의 분류방법에 있어서 製藥協會는 商品名別 入:fL을 원하고 都賣協會와 病

院協會는 성분별 入:fL을 원해 製藥協會와 病院協會의 의견은 전혀 다르고 

都賣協會와 病院協會의 의견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 

라는 사실이다. 病院協會는 성분별 入:fL을 기본으로 하되 통일 성분 내 

에서 대상상품을 制限하자는 입장이고 製藥協會는 동일 성분의 상품들을 

2-5개 정도 선정하여 이틀을 대상으로 入:fL을 하자는 입장이니 製藥協會

와 病院協會의 의견차이는 상품을 制限함에 있어서의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도있다. 

라. 現行 入;tL制度의 問題點

(1) 成分別入:fL과 最低價落:fL

현재처럼 성분별 入:fL과 最低價落:fL 방식을 선택하면 의약품의 품질향 

상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동일 성분의 의약품도 상품별로 그 품질차 

이가 크고 告示價도 다른데 성분별 入:fL에 最低價落:fL이 실시되면 품질을 

도외시한 가격경쟁이 치열해진다. 그 결과 품질이 낮고 원가가 싼 상품 

에 落:fL되며 따라서 양질의 의약품은 團tk되고 저급한 상품이 공급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告示價가 다른 의약품들을 같 

이 入:fL하여 最低價로 落:fL하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의약품의 생산， 유통， 공급자인 製藥會

社， 都賣業者， 病院들은 의약품의 품질을 알고 있지만 最終消費者인 일반 

국민들은 그 품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情報非對稱性이 존재한다. 이러 

한 상황에서 현재처럼 생산자인 製藥業體들간에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 

생산비가 높은 양질의 제품은 없어지고 하급제품만이 범람하는 市場의 失

敗를 당면하게 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양질 의약품의 鴻沈가 심 

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한 조짐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러한 경우에는 정부가 情報의 非對稱性을 解消하거나 최종소비자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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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에는 소홀 

한 채 入;fL을 통한 가격경쟁만을 치열하게 시킬 경우 市場失敗를 바로잡 

을수없다. 

그리고 最低價落tL로 인한 지나친 가격경쟁은 製藥業體의 수익률을 계 

속 하락시키고 있는데 이처럼 지나치게 경쟁적인 入tL制度는 기업들의 연 

구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연구개발 자금의 조달을 봉쇄할 수 있다. 특 

히 입찰의약품들이 전부 전문의약품이고 전문의약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이 일반의약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들보다 연구개발이 더욱 

펼요하고 연구개발 능력도 더 큰 업체들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현재의 낮 

은 수익률이 製藥業界의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製藥市場이 개방되면 국내 製藥市場이 외국 製藥

會社들에게 점유될 수 있다. 

(2) 짧tL據定價 設定， 落tL價 非公開， 總願入tL

또한 病院은 짧;fL讓定價를 정하여 그 이하의 入;fL價가 없는 경우 流;fL

을 시키고 있는데 예정가는 일반적으로 유통 마진율 下限水準보다 낮은 

가격이다. 그런데 보험약가를 정부가 결정함에 있어서 유통 마진율의 下

限水準도 같이 결정하였는데 짧tL鍵定價를 그 이하로 정하여 정부가 허용 

한 최대마진보다 높은 마진을 누리지 못하면 流tL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입찰자들의 경쟁에 의해 유통 마진율의 下限水準 밑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정부가 보호해 줄 수 없지만 유통마진율 下限水準

보다 낮은 가격이 아니면 流tL하겠다는 病院의 행위는 규제해야 할 것이다. 

§홉tL1賣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入tL을 따낸 都賣業者와 製藥業體간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都賣業者를 낙찰가에 대한 정보상의 優位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優越的 地位를 갖게 하고 있다. 끝으로 모든 입찰성분의 총액 

을 가장 낮게 써낸 入tL者에게 落tL하는 총액입찰이나 入tL成分群別로 最

低 總願에 落tL하는 군별 입찰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총액입찰 

이나 군별 입찰의 경우 낙찰후 개별성분의 납품가격은 재조정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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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이것도 都賣業者가 製藥業體에 대해 부당하게 優越的 地位를 갖 

게 하는 경향이 있다. 

(3) 不寶 都賣業者 問題

이번에 개정된 藥事法의 施行規則과 같은 유통일원화는 病院에 대한 의 

약품판매는 유통전담의 都賣業者들에게 일임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유 

통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製藥會社의 영업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過當觀爭을 止揚하여 우수 의약품의 생산에 치중하 

게 한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처럼 도매업허가 소지자 

는 모두 入:tL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영세한 都賣業者들의 무책임한 텀핑 

입찰에 의한 落:tL과 이로 인한 供給不能事態가 가능해지며， 이들의 倒塵

은 病院과 製藥業界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都賣業者들의 잘못 

된 약품보관과 수송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유통일원화를 통 

한 올바른 거래질서확립을 위해서는 都賣業者의 허가조건을 彈化하도록 

GSP(Good Supply Practice)제도의 시행이 펼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그러나 

GSP제도의 도입이 不寶 都賣業者들을 모두 정리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기준으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不寶 都賣業者들의 입찰참여로 인 

해 발생하는 문제는 여전허 남을 수 있다. 

(4) 告示價 請求， 지나친 藥價引下

國公立病院과 私立病院의 구별없이 보험약가 청구방법은 보건사회부의 

告示價에 의해 請求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처럼 경쟁으로 인해 

의약품들이 유통마진율 下限水準 아래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告示價에 따 

라 지불할 경우 病院의 마진만 높아지고 최종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그 혜 

택이 즉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한편 의료보험약가의 告示

價格은 事後管理를 통해 조정되는데 현재의 거래가격이 다음 번의 약가조 

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때 藥價의 인상요건은 매우 까다로워 

실제로 告示價가 引上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반면에 판매가가 보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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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장관이 정한 도매 마진율 下限水準 미만인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 

러한 下限水準 미만가격으로 거래가 한件만 일어나면 다시 告示價가 언하 

되므로 현행 제도는 藥價의 引下를 반복하도록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改善方案

消費者훔生을 고려한 國民原生이 높아지고， 생산과 유통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근간으로 하되 텀핑입찰을 방 

지하고， 과다한 마진이 발생하는 것을 막되 적정마진이 利害當事者틀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해야 하며， 製造業者와 都賣業者의 역할분담이 효율적 

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의약품 시장에서는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情報의 非對稱性으로 인하여 市場 失敗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약품가격의 통제는 美國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처 

럼 公的 醫續保險制度가 주축을 이루고 病院의 의료에 소비자보다 공급자 

가 獨古力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의료에 대한 지식이 부족 

한 점을 감안하면 藥價를 자율가격으로 請求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實購入價制도 의약품의 高價購入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보험약가가 어차 

피 정부에 의해 통제된다면 이 藥價와 原價의 차이인 마진이 病院， 製造

業者， 都賣業者 사이에 적정하게 나누어지도록 감독할 책임도 정부에 있다. 

本節에서는 현행 의약품 入tL制度의 改善方案을 제시하는데， 앞에서 현 

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향과 논리를 밝혀 왔으므로 여기서는 구 

체적인 개선방안을 간략히 소개한다. 

가. 商品名別入ifL ， 最低比率落ifL， 落ifL價 公開

현재처럼 성분별 入tL과 最低價짧;j:L의 방식을 선태하면 의약품의 품질 

향상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동일 성분의 의약품도 상품별로 그 품질 

차이가 크고 告示價도 다른데 성·분별 入tL에 最低價落tL이 실시 되면 품질 

을 도외시한 가격경쟁이 치열해진다. 그러므로 품질이 낮고 원가가 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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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落tL되며 그 결과 양질의 의약품은 海沈되고 저급한 상품이 공급 

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되기 때문이다. 

연구개발 意愈의 鼓吹， 우량 의약품의 保護， 품질향상 의욕 제고 둥을 

위해서는 商品名別 入tL이나 상품에 제한이 가하진 성분별 入tL이 되어야 

하며 最低價落tL보다는 最低比率落tL이 바람직할 것이다. 商品名別 入tL

이나 상품에 제한이 가해진 성분별 入*L을 할 경우 소규모 製藥業體들은 

현재와 같은 생산활동을 통해서는 入tL機會가 봉쇄될 우려가 있지만， 현 

재와 같이 수많은 상품을 소량씩 생산하는 상태에서 몇 개의 상품에 特化

하여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간다면 바람직한 構造調整이 되는 것이고， 그 

렇지 못한 영세업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감수하여야 한다. 현재로서 

는 영세 제약회사들의 정리가 펼요한 실정으로， 정부는 이들의 정리가 용 

이하도록 塵業構造調整 次元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製藥塵業의 발전을 위 

해 영세 제약업체들을 우량업체들이 합병， 매수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最低比率落tL이란 성분별로 複數의 상품을 동일하게 入tL할 경우 보험 

약가 告示價가 상품별로 다르므로 告示價 對比 最低比率인 가격에 §홍tL하 

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最低比率落tL은 最低價落*L과 마찬가지로 덤 

핑입찰을 불러올 염려가 크다. 따라서 入*L比率의 평균과 100% 중 낮은 

비율보다 일정 비율 이상 낮은 가격의 入tL은 덤핑가격으로 인정하여 제 

외하고 나머지 가격 중에서 最低比率에 落*L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入tL의 公信力을 확보하고 落tL된 都賣業者들이 정보의 우위에 입 

각하여 製藥業體들과의 계약에서 부당하게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落tL價는 펼히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나. 落tL據定價의 規制

公開歸爭入tL에서 病院이 露tL據定價를 정하여 그 이하의 入tL價가 없 

는 경우 流tL을 시키고 있다. 그런데 보험약가를 정부가 결정함에 있어 

서 유통마진율의 下限水準도 같이 결정하였는데 예정가를 그 이하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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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부가 허용한 최대마진보다 높은 마진을 누리지 못하면 流*L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入*L者들의 경쟁에 의해 유통 마진율의 下

限水準 밑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정부가 보호해 줄 수 없지만 病院이 

落;j:L據定價를 유통 마진율 下限水準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은 규제해야 할 

것이다. 

다. GSP制度의 導入과 都賣業者의 等級分類

앞으로 經合病院에 대한 의약품 거래는 都賣業者를 통하도록 유통일원 

화가 될 것이므로 都賣業者의 자격과 자질에 관한 문제는 더 크게 부각되 

어 진다. 零細 都賣業者들이 일으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GSP제도가 요구된다. 그러나 GSP제도의 요구수준을 높이는 데 

는 한계가 있으므로 GSP 적격 都賣業者들도 외형과 실적에 따라 등급을 

매겨 入*L 參與範圍를 制限하는 것도 펼요할 것이다. 

라. 保險藥價의 引上， 引下方式 統一

유통마진율 下限水準을 철폐하여 藥價의 事後管理에 있어서 인하조치를 

위한 특별규정은 없애고 引下와 引上 모두 동일한 조건에 의해 조정토록 

해야 한다. 보험약가 告示價의 조정은 현재 거래가격의 평균가에 일정 비 

율을 더한 가격으로 해야 할 것이다. 



v. 結 論

지금까지 현행 保險藥價 관리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製藥塵業에 대한 기본시각이 靜態的 입장인지 또는 動態的 입장인 

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연구개발에 따른 기술진보라는 動

態的 市場成果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경쟁적인 시장구조는 製藥塵業

의 연구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또한 연구개발 자금의 조달을 어렵게 만 

들 것이다. 

물론 製藥塵業의 보호가 일반국민의 原生보다 중요할 수는 없지만， 국 

내 製藥童業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외국 제약회사들이나 국내 잔여 제약회 

사들에 의해 獨러力이 강화된다면 궁극적으로 일반국민들이 그 피해를 감 

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이윤보장만으로는 그 혜택이 연구개발 

이나 국제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다른 산업의 例에 

서 정부의 과보호가 경쟁력을 약화시킨 경우를 볼 수 있다. 지나친 표현 

이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 국내 製藥塵業의 觀爭力이 약한 이유중의 하나 

는 기업자체의 잘못도 있겠지만 정부의 과보호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므로 製藥塵業의 육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이윤을 확보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연구개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 

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공급자 

에 속하는 製藥會社， 都賣業者 및 病院들은 의 약품의 효능·효과를 알고 있 

지만 최종 소비자들은 그 품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정보비대칭성이 존 

재하므로， 현재와 같이 생산자인 製藥會社간에 價格鏡爭이 치열해지면 생 

산원가가 높은 良質의 제품은 도태되고 저급 의약품만이 범람하는 市場의 

失敗를 당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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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入*L制度는 國民훔生이 증진되고 생산 및 유통에 

있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중대되기 위한 觀爭原理를 바탕으로 하되 텀 

핑입찰은 도태시켜야 하며， 또한 척정이윤이 利害當事者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보험약가 청구방법에 있어서 實購入價 制度의 장점으로서는 국민 

의 약가지출부담 경감， 병원의 기부금 및 장학금 배제， 약품의 오남용 방 

지 둥이 거론되며， 단점으로서는 가격의 다단계로 인한 행정처리의 복잡 

성， 음성거래， 병원의 약가관리 어려움 등이 예상된다. 한편 病院이 약가 

청구를 實購入價에 일정 비율의 마진을 더하여 할 수 있게 되면 病院은 

高價로 의약품을 구입할수록 마진이 높아지므로 高價購入을 選好하게 되 

며， 그리고 의약품의 寶際 購入價格을 부풀려 請求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때 寶購入價를 파악하는 데 정부는 상당한 藍視費用을 지불해야 될 것이다. 

하지만 入*L에 참여하는 都賣業者間의 경쟁이 보장되고 입찰자들의 담합 

이 철저히 금지되며 P홉*Lt賣가 공개되는 公開歸爭入*L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隨意횟約을 하는 경우 

에는 公開鏡爭入*L에서의 實購入價의 평균가격으로 保險藥價를 지불하는 

방식을 태하면 高價購入이나 購入價를 부풀리는 문제를 막을 수 있으며 

公開鏡爭入*L의 실시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개발 意餘의 鼓吹， 우량 의약품의 保護， 품질향상 의욕 제고 

등을 위해서는 商品名別 入*L이나 상품에 제한이 가하진 성분별 入*L이 

되어야 하며 最低價짧*L보다는 最低比率落*L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最低比率짧*L은 最低價落*L과 마찬가지로 덤핑입찰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 

으므로， 入*L比率의 평굵과 100% 중 낮은 비율보다 일정 비율 이상 낮은 

가격의 入*L은 텀핑가격으로 인정하여 제외하고 나머지 가격 중에서 最低

比率에 짧*L하는 방법 이 바람직 할 것 이다. 그리고 入*L의 公信力을 확보 

하고 落*L된 都賣業者들이 정보의 우위에 업각하여 製藥業體들과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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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당하게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落tL價는 펼히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商品名別 入tL이나 상품에 제한이 가해진 성분별 入tL을 할 경우 

소규모 製藥業體들은 入tL機會가 봉쇄될 우려가 있지만， 현재와 같이 수 

많은 상품을 소량씩 생산하는 상태에서 몇 개의 상품에 特化하여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간다면 바람직한 構造調整도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 

와 같은 次元에서 製藥塵業의 발전을 위해 영세 제약업체들을 우량업체들 

이 합병， 매수하도록 장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넷째， 부찰제 입찰에 대해서는 據定價의 상하 일정 범위내에서의 ~均

價에 가까운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落tL함으로써 觀爭入tL의 意義에 

서 벗어나 運에 의한 落tL을 가져온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據定價가 정확 

하게 결정되었다면 讓定價를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도 짧tL될 수 없다는 

長點을 가지고 있다. 

다젓째， 都賣業者틀이 入tL參與時 製藥業體의 供給確認書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公開鏡爭入tL에서 都賣業者들의 역할이 製藥業體의 代理權行使

인가 아니면 독립적 행위인가에 따라서 그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독립적인 행위라면 供給確認書의 첨부를 의무화토록 제약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고 의약품 유통의 效率性을 해칠 수 있으며，이 경우 

실제 공급능력도 없는 都賣業者들의 무분별한 덤핑입찰은 GSP제도， 都賣

業者의 入tL資格制限 둥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반면에 入tL에 있어서 都賣業者들의 역할이 製藥業體들의 代理權行使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供給確認書를 첨부토록 하거나 製藥業體들이 직접 

入tL에 참여하는 것이 바랍직한 해결책일 것이다. 현재 영세한 도매업자 

의 경우에는 제약업체와 독립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여섯째， 公開觀爭入tL에서 病院이 落tL讓定價를 정하여 그 이하의 入tL

價가 없는 경우 流tL을 시키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보험약가와 유통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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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율의 下限水準을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예정가를 그 이하로 정하여 정 

부가 허용한 최대마진보다 높은 마진을 누리지 못하면 流*L하겠다는 병원 

의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入*L者들의 경쟁에 의해 유통마진율의 

下限水準 밑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정부가 보호해 줄 수 없지만 病院

이 落*L鍵定價를 유통마진율 下限水準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은 규제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유통마진율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앞으로 都賣業者에 의한 結合病院의 의약품 거래에 있어서 零

細 都賣業者들이 일으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GSP 

제도가 요구된다. 그러나 GSP제도의 요구수준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 

으므로 GSP 적격 都賣業者들도 외형과 실적에 따라 등급을 매겨 入*L 參

與範圍를 制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여넓째， 의료보험약가산정기준 결정 및 관리요령에 있어서 申告， 審훌， 

行政擔置， 事後管理 등에 대한 改善方案은 제m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아홉째， 의료보험 의약품의 價格縣序가 문란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선결과제는 제약업계의 自律的인 規制 및 몫 

序確立이다. 자율적 규제와 질서확립 없이는 제약산업 자체의 발전도 기 

대할 수 없을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외국 제약업체와의 경쟁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본 요건일 것이다(예를 들면， 수입의약품에 대한 보험등 

재 요구에도 보조를 같이 해야할 것이다.). 

열째， 私立病院의 보험의약품 공개경쟁입찰 도업을 위한 방안으로서 병 

원평가제 및 의료수가와 연계시킬 수도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방안은 

공개경쟁입찰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初期에만 시행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끝으로， 현행 보험약가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대하여 논의 

하기로 한다.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제시된 의약품에 대한 病院外處方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가까운 장래에 이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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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예정이다. 

물론 院外處方에 대한 수수료의 정도가 문제가 되겠지만， 병원의 입장 

에서는 保險藥價 차익에 대한 인센티브가 감소하므로 의약품의 저가구입 

의도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제약기업은 병원과의 관계에서 

상대적 열위의 정도가 어느 정도 줄어 들 것이다. 

또한 앞으로 입원환자 병원진료비에 대하여 포괄수가제(Diagnostic 

Related Groupings, DRG)가 도입된다면 현행 保險藥價制度에 대한 전면 

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포괄수가제란 입원환자의 

질병 유형에 따라 事前에 정해진 진료비가，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종류 및 

量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에게 지불되는 제도이므로 현행 보험약가제도는 

무의미해 질 것이다. 불론 포괄수가 자체에 의약품의 費用分이 포함되겠 

지만， 일단 일정 질병에 대한 진료비가 고정되면 의료기관들의 의약품에 

대한 低價購入 의도가 더욱 강화되어 질 것이다. 따라서 제약회사와 병 

원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제약회사는 상대적으로 혔位 

에 놓이게 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總願據算制가 도입되어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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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1> 

1. 序言

‘藥價制度’라 함은 醫藥品價格의 결정에 정부가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 

치기 위해 제정 또는 구성한 법령 및 조직의 일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價格’은 유일한 것이 아니라 거래의 흐름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 현실이므로 (예: 出힘價格， 都賣價格， 小賣價格) 藥價制度

또한 이에 맞추어 다양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한 나라의 

약가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醫藥品의 流通經路를 살펴보는 것이 

펼요하다. 

製藥會社에서 생산된 醫藥品은 病醫院에 납품되어 最終消費者(환자)에 

게 전달되거나 또는 도매상을 통하여 약국에 유통되어 最終消費者에게 전 

달된다. 전자의 경우 소비되는 약품의 주종은 입원환자의 治驚에 필요한 

약제류이며， 후자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사가 調齊ll ， 股賣하는 藥

品이 대부분을 이룬다. 

이와 같은 유통경로내에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價格’이 형성되는데， 구체적으로는 出챔價格(제 

약회사 • 병의원， 또는 제약회사 • 도매상)， 都賣價格(도매상 • 약국) 

그리고 消費者價格(병의원 • 환자， 또는 약국 • 환자) 둥이 여기에 해당 

된다. 따라서 藥價制度도 出倚， 都賣， 消費者價橋을 管理， 統制하는 여러 

가지 機能들로 분류될 수 있다. 

한편 한 나라의 藥價制度는 그 나라가 채태하고 있는 保健醫驚制度， 특 

히 醫驚保險制度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는데， 이는 保險者가 醫驚機關

또는 藥局에 약제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비용산정의 기준이 될 醫藥品

價格의 決定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각국의 醫擾保險制度를 특정에 따라 

대별하여 보면，(1) 英國의 경우처럼 醫續費의 대부분을 국세 또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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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담하고 의료의 공급도 국가의 책임으로 하는 포괄적인 醫橫서비스 

國家(國民保健서버스방식; NHS), (2) 美國과 같이 시장경제(民間醫續保險) 

위주의 保健醫驚制度를 기본으로 하고 노령자， 장애자， 저소득자 등 취약 

계층에게는 公的保險이나 公的技助制度를 통하여 의료를 공급하는 국가; 

(3) 獨速이나 프랑스， 日本처럼 사회적으로 어떤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이 보험집단을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條病에 對備하는 국가(社 

會保險方式)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保健醫樓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클수록 藥價制度의 내용 또 

한 광범위하고 규제의 정도도 심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醫藥品

出챔價格， 都賣商과 藥局·醫驚機關의 마진(margin)， 보험급여자에 대한 支

觸價橋決定 등의 전 단계를 업체의 자율에 맡기는 自由價格制를 채태하고 

있으나 메디 케 어 (Me퍼care)나 메 디 케 이드(Medicaid) 둥 특정 환자를 대 상 

으로 한 특정 약제에 있어서는 약국에 대해 最高 還給限度 價格을 정하고 

있다. 

〈表-1> 各國의 藥價制度

구 분 
채조업체의 도매마진æ) 약국·의료기 유흥말단(소비자， 보험자둥)에 

출하가격 (A) 관의 마진(C) 대한 지불가격 (D) 

자유가격형 자유가격제 자유가격재 자유가격제 D=A+B+C 

환급가격 
자유가격채 자유가격채 자유가격채 의료기관풍의 구입가격을 원칙 

공정형 으로 하는 공정가격 

유통단계의 
자유가격채 

공정(公定) 
공정가격채 

마진공청형 가격채 
D=A+B’+ C' 

유통단계의 채한된 공정가격재 
공정가격채 

마진공정형 자유가격채 (행정지도) 
D=A+B’ +C’ 

전체단계 
공정가격채 공정가격채 공청가격채 

공정형 
D=A’ +B’ +C’ 

••• 

註:1) 프라임(’)은 출하가격 또는 마진율이 정부에 의해 책정되는 것을 표시함. 

2) 미국의 정우 메디케어 (Medicare)냐 메디쩨이드(M혀icaid) 동에서는 약국에 대한 

최고환급한도 가격이 정해져 있음. 

채택 

국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프랑스와 영국은 이와 반대로 의약품 출하가격 및 도소매 마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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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 모든 단계에 政府가 介入을 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다만 출하가격 

에 대해서는 직접규제가 아니라 제약회사의 이익률 범위를 정하는 間接規

制方式을 취하고 있다. 獨速은 전 流通段階의 마진을 法으로 策定하되 

제조업체의 출하가격은 자유로이 허가하는 반면에 日本은 제조업체의 출 

하가격 및 그외 마진의 결정을 자유로 허락하되 보험환급액만 법으로 책 

정하는 제도를 태하고 있다(表-1 참조). 이제 위에 언급된 다섯 나라(영 

국， 미국， 독일， 프랑스 및 일본)의 藥價制度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하자. 

2. 英國의 藥價制度

가.擺觀 

英國의 경우 出챔價格의 管理는 醫藥品價橋規制計畵n (Pharmaceutical 

Price Regulation Scheme: PPRS)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 

부는 각 제약회사의 利益率을 일정범위로 制限하고 개별기업은 그 한도내 

에서 가격을 자유로이 결정한다는 것이다.1) 즉， 영국의 제도는 정부가 

가격을 직접 결정하지 않는 대신 가격의 마진(margin)폭을 지정하는 間接

規制方式을 취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都賣價橋規制에 대해서는 특정한 법규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行政指導’

를 통해 도매업소가 약국에 판매하는 의약품가격의 마진율이 원칙적으로 

12.5%를 념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1) 1993년 현재 제약회사 사용자본 이익률의 허용범위는 17-2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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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률규제 

환급 

납!세 대금지불 

진료| 처 방 

소비자(환자) 

〈圖-1> 醫藥品 流通經路 및 代쇼支據의 흐름 (英國)

한편 최종소비단계에 있어서의 價格管理는 마진율의 지정이 아니라 정 

부의 병의원이나 약국에 대한 還給(reimbursement)願數의 決定이라는 형 

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英國의 保健醫擾制度인 ‘국민보건서비 

스’(NHS)하에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비자(환자)가 병의원이나 약국 

에 치료시 사용된 약제나 처방약의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일이 없다는 사 

실에 기인한다. 약국에 대한 환급은 약가표(Drug Tariff)상의 醫藥品代에 

일정의 調劃料， ‘온 코스트’(On-Cost Allowance) 및 用器代를 가산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부담의 원천은 국민이 낸 세금이며 정부는 지불을 대 

행할 뿐이므로 약국 소비자가격은 결국 直接規制에 의한 公定價格이라 하 

겠다. 다만 병의원에 대한 還給의 경우， NHS의 支觸方式이 A頭制

(capitation) 또는 總願훌約制인 관계로 의약품가격이 진료서비스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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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별도의 藥價制度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있다. 

〈表-2> 英國 藥價制度의 要約

가격유형 가격형태 규제방법 규제내용 주요근거 

。 출하가격: 

·제약회사->도매상 제한된 간접규제 총자본이익률의 PPRS 
자유가격 (이익률규제) 허용범위:17-21% 

·제약회사->병의원 〈별도의 약가제도 없음〉 
。 도매가격: 
·도매상->약국 행정지도가격 간접규제 원칙적으로 

(마진율규제 12.5% 
。 소비자가격: 
·약국->소비자 공정가격 직접규제 의약품대+조제비 Drug 

(공정가격) (가격설정+온코스트+용기대 T따iff 
·병의원->소비자 〈별도의 약가제도 없음> •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表-2>와 같다. 위에서 보았듯이 英國

藥價制度는 PPRS를 토대로 한 製藥會社의 利益率 規制， 그리고 Drug 

Tariff를 기초로 한 藥局 消費者價格의 還給願 決定方法이 근간을 이룬다 

고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 두 가지 제도에 관하여 상솔하기로 한다. 

나. 出힘價格의 規制

(1) 醫藥品價格規制計劃 (PPRS) 

의약품의 出챔價格은 제조업체의 사용자본 이익률이 일정범위내에 드는 

한 자유로이 결정될 수 있다. 이 제도는 PPRS (Pharmaceutical Price 

Regulation Scheme)i!} 불리 우며 保健省(Dep따tment of H얹lth)과 製藥工

業協會(Association of British Pharmaceutical Industry: ABPD의 합의 에 

기초하여 197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적용범위는 NHS에 판매되는·상품명 (brand) 의약품이며 일반명 의약품 

(generic 밟ug)은 제외된다. 適用對象企業은 NHS 매출액이 연간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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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 이상인 업체로서 해당기업은 약품생산， 수출， 재무에 관해 필요한 

보고서를 保健省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다음 연도의 許容利益率

이 결정된다. 

(2) 許容利益率의 算定方法

PPRS에 의해 許容되는 利益率의 範圍는 使用資本의 17-21%이다. 여기 

서 사용자본이라 함은 기업이 영국 내에 투자한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의 

총액을 말한다. 이 범위 내에서 각 기업은 보건성과 협상을 거쳐 目標利

益率을 결정한다. 단， 기업의 수출성과나 짧究開發 노력이 인정될 때 목 

표이익률은 상기 허용범위의 25% (즉， 사용자본이익률의 4.25-5.25%) 이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기업의 질적이 목표이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과 

대이익이 기술혁신이나 효율향상의 결과라는 증벙이 없는 한 초과분은 반 

납되거나 價格引下의 방책이 취해진다. 

(3) 價格의 引上

인플레이션 둥에 의한 費用上昇이 클 경우 價格引上이 인정된다. 이를 

위해서 기업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保健省에 신고토록 되어 있다. 

특히 일정액(30만 파운드) 이상의 매상이 있는 제품 또는 당해기업의 

NHS 매출액의 10% 이상을 점한 제품의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가격인상 
실시 예정일의 4주 전까지는 改正價格과 그 이유를 보건성에 통지해야 한 

다. 2주내에 보건성으로부터 반대의 응답이 없으면 그 가격인상은 인정 

된 것으로 본다. 이밖에 기업의 이익이 당초 목표 이익률을 25% 이상 

미달할 경우에도 가격인상이 허용된다. 

다. 藥局에 대한 還給觸의 決定

(1) 適用醫藥品의 範圍

NHS하에서 처방되는 醫藥品 중 대중광고를 하지 않는 의약품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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還給의 對象이 된다.2) 단， ‘制限目錄’(Sele다ed List)에 기재되어 있는 7개 

藥效群의 의 약품에 대해서는 商品名(brand)으로 처방할 경우 환급대상에 

서 제외된다. 영국 내에서 조제되는 處方藥 중 95% 이상이 NHS하에서 

처방된 것이며 약국의 98% 이상이 NHS와 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還給願

은 약국수엽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2) 還給願의 算定方法

환급액은 기본적으로 醫藥品代， 調형힘뺀， ‘온 코스트’ (On-Cost Allowance), 

용기대 등 네 가지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며， 이 중 조제료와 ‘온 코스트’ 

는 약국에 허용되는 마진(margin)이라 할 수 있다. 

항목별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醫藥品代 

의약품대는 약가표(Drug Tariff)를 토대로 산정되나， 도매상이 過當親爭

으로 藥局에 약간의 뿔l引供給을 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2% 가량 삭감 

(discount)된 금액이 적용된다. Drug Tariff에 수재되어 있지 않은 품목 

에 대해서는 MIMS(Monthly Index of Medical Specialties)에 공표된 가 

격을사용한다. 

나)調簡料 

조제료는 매월 기준으로 1，400처방까지는 처방당 1.34파운드， 그 다음 

5，250처방까지는 처방당 61.5펜스， 그 이후로는 처방당 68펜스를 지불하며， 

特珠調簡j를 요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料金體系를 적용한다. 

다) ‘온 코스트’ 

藥局利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온 코스트’는 의약품대의 일정 비율로 

2) 일부 의약품은 NHS하에서 처방이 금지되어 있음. (’Negative List’ 또는 
’Bla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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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비율은 당해약국의 1개월당 취급처방전 수에 따라 

점감하는데 249건 이하는 도매가격의 23%， 5천건 이상은 8.4%를 적용한 

다. ‘온 코스트’와 조제료는 4년에 한번씩 藥局 經營寶態調흉를 기준으로 

保健省과 醫藥品서 비스關商委員會(Pharmaceutical Services Negotiating 

Committee)가 협의 하여 결정 한다. 

라)用器代 

용기대는 1처방당 일정액으로 되어 었으나 그 액수는 미미하다. (1982 

년 기준으로 3.8펜스) 

3. 美國의 藥價制度

가.擺觀 

美國의 保健醫擾制度는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므 

로 의약품의 가격도 기본적으로 自由鏡爭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즉， 

통일된 藥價制度는 존재하지 않으며 의약품의 출하， 도매 및 소매가격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도 없는 실정이다. 

다만 노인과 장애자를 위한 公的醫擾保險制度인 메디케어(M어icare)와 

저소득층을 위한 公的醫擾技助制度인 메디케이드(Medicaid)의 경우에 있 

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재원의 조달 및 운용을 관할하고 있으므로 

醫藥品 出倚價格의 管理와 藥局費用 還給願외 決定을 위한 몇 가지 규정 

이 존재한다. 

먼저 제조업체가 메디케이드에 납입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1990년 제 

정된 Orninibus Budget Resolution Act에 따라 가격의 일부를 리베이트 

(rebate)로 제공하게 되어 있다. 리베이트 액수는 (1) 제조업체 平형 出챔 

價格의 15% 또는 (2) 平均 出핸價格과 市場最低價格의 차이 중 큰 쪽으 

로 결정된다.3) 또한 일반소비자물가지수를 초과하여 가격이 상숭되는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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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만큼 추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환자의 處方藥 調劃 및 願寶에 대한 약국 

비용의 환급액은 MAC(Ml:lximum Allowable Cost)이나 A WP(Average 

Wholesale Price)를 토대로 한 의약품대에 처방당 일정액의 조제료를 가 

산하여 결정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4) 

나. 藥局에 대한 還給觸의 決定

(1) 메 디 케 어 (Medicare) 

외래환자의 처방약이 본격적으로 메디케어의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은 

1988년에 제정된 M어icare Catastrophic Coverage Act에 의해서이다. 이에 

따르면 외래 처방약에 대한 消費者(愚、者)의 지출이 일정 공제액 (deductible) 

을 념을 경우 0992년 현재 652불) 초과액은 연방정부가 부담하게 되어 있 

다. 즉， 超過願에 대해서 藥局은 聯됐政府로부터 還給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일정 의약품에 대한 환급액의 최고한도는 효능이 유사한 약품이 2개 이 

상의 제조업체에서 생산될 경우(' multiple-source drug ’)(1) 메디케어의 

‘最高許容藥價‘에 조제료를 가산한 금액과 (2) 약국의 실제 판매가격 중 낮은 

쪽으로 결정된다. ‘最高許容藥價’는 平均都賣價格(Average Wholesale Price: 

AWP)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메디케어의 경우 동종약품의 도매가격틀 중에서 

中位價格(rr때ian price)을 사용한다. 도매가격의 파악은 ’Red Book'(도매가 

격의 시장정보를 수록한 책자) 또는 반년마다 실시하는 市場調흉를 통하 

여 이루어진다. 

한편 유사효능 의약품이 없는 單一品目(’single-source 마ug’)의 경우 

환급액의 최고한도는 (1) ‘통상적이고 관례적’(usual and customary)인 

3) 이 제도로 인한 메디케이드의 비용절감은 5년간(1991-1995) 34억불로 추산됨. 
4) 입원환자 진료시 사용되는 약제의 비용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불방식이 포괄수 
가제이므로 약가를 따로 계산하지 않으며 따라서 환급액 산정에 관한 규정도 
없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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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局 小賣價格의 90분위 수(90th percentile), (2) 都賣價格에 調齊l料를 합산 

한 금액， 그리고 (3) 약국의 실제 판매가격 중 가장 낮은 액수로 결정된 

다.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가격은 保健醫驚財政管理廳(HCFA)이 반년마다 

실시하는 의약품 소매가격의 시장조사를 근거로 책정한다. 

(2) 메 디 케 이 드(Medicaid) 

메디케이드 제도의 내용은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처방약의 조제가 

메디케이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및 약국비용의 환급액 결정 

방식도 주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多源品目 (multiple-source

며ug)의 경 우 최 고한도상환가격 (Maximurn Allowable Cost: MAC)의 적 

용을 받는데 그 최고한도는 最低市場價格의 1.5배에 調郵j料를 加算한 금 

액 이 다. 單一品 目 (single-source drug)의 경 우에 는 (1) 平행都賣價格 + 

調齊]料， 그리고 (2) 藥局의 實際 飯賣價格 중 낮은 쪽을 취한다. 가격은 

메디케어에서와 같이 Red Book 또는 市場調훌를 통하여 파악된다. 한편 

휠l引購買로 인하여 약국의 실구입가격이 Red Book이나 시장조사가격보다 

낮다고 판단될 때 에 는 推定納入價格(Estimated Acquisition Cost: EAC)을 

설정해 이를 근거로 환급액을 결정한다. 

4. 獨逢의 藥價制度

가.擺觀 

獨速의 藥價制度는 여러 나라 중 英國에 가장 근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다만 獨速의 醫驚保險制度가 組合方式에 의한 社會保險으로서 ‘族病金庫’

(우리나라의 醫驚保險組合과 비슷한 조직)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약국에 

대한 處方藥 費用의 還給(reimbursemenÜ을 관장하며 환급액 결정의 토대 

가 되는 醫藥品 基準價格('reference price')도 ‘族病金庫聯合會’에서 설정 

한다는 점이 국가가 직접 이러한 절차를 관리하는 영국과 기본적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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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점이다. 또한 제약회사의 의약품 출하가격에 대해 영국이 이익률 범 

위를 규정하는 데 비하여 獨進에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이 自由로이 決定

한다는 것도 상이점의 하나이다. 그밖에 都賣價格에 대해 일정의 마진 

(margin)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점， 그리고 병의원에 대 

한 該驚費 支觸이 총액예산(global budget)의 형태를 취하는 관계로 의약 

품 가격도 여기에 일괄 포함된다는 점은 영국과 같다. 

나. 都小賣價格의 規制

도매가격에 허용되는 마진폭의 최대값은 ‘醫藥品價格規程’ (Arznei

mittel-preisverordnung)에 의거하여 결정되는데 製造業體의 出챔價格에 

反比例하게 되 어 있다. 1994년 현재 出倚價格 2.65마르크 이 하의 제품에 

대해서는 21%가 最大許容마진이고 가격이 커질수록 단계적으로 감소하여 

108.71마르크 이상이 되면 12%까지 허용된다. 藥局小賣價格에 대해서는 

마진폭의 최대값이 아니라 마진폭 자체를 일정값으로 지정하는데 最高都

賣價格을 기준으로 하여 2.40마르크까지는 68%의 170.30마르크 이상의 제 

품에 대해서는 30%의 마진이 지정된다. 따라서 동일 제품의 약국소매가 

격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다. 

한편 약국들온 통상적으로 複數의 都賣商으로부터 약품을 공급받고 또 

都賣商들은 약국과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원하므로 대량구입시에는 價格휠l 

引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휠l引率은 평균 5% 정도로 추정된다. 약국은 

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最高都賣價格의 5%)을 ‘族病金庫’에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었다. 즉， 최종적으로는 消費者에게 保險料 輕減의 형태로 價格

휠l引의 혜태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다. 藥局에 대한 還給願의 決定

1) 適用醫藥品의 範圍

의사가 처방한 약은 모두 대상이 되며 대중약도 포함된다. 단 ’Neg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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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에 기재된 약제(수면제， 예방백신， 혈청， 비타민제 둥)는 還給對象에 

서 제외된다. 환급약제 전체를 망라하는 목록은 없으나 獨進製藥工業協會

에서 발행하는 'Rote Liste’가 주로 참조된다. 適用品目數는 약 140，αm 

종으로 추정된다. 

환급 

보험료 | 대금지불 
납부 

진료 

〈圖-2) 醫藥品 流通經路 및 代金支據의 흐름 (獨速)

2) 還給願의 算定方法: 基準價格制度

還給願은 ‘族病金庫’ 및 의사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聯짧委員會에서 설정 

하는 醫藥品의 ‘基準價格’(reference price; Arzneimitteljestbetraege)을 토 

대로 산정된다. 제약회사는 위원회의 구성원은 아니나 비공식 청문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基準價格은 製造業體의 出챔價格과 그 藥齊~의 效能 및 用量을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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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를 근거로 계산되어 청문회를 거쳐 확정된다. 질병금고가 약국에 

환급하는 것은 基準價格에 천술한 일정률의 藥局小賣마진을 가산한 금액 

이므로 소비자(환자)가 기준가격보다 비싼 약품을 원할 경우에는 寶際價

格과 基準價格과의 차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5. 프랑스의 藥價制度

가.擺觀 

프랑스는 製造業體의 出倚價格， 都賣 마진， 藥局 마진 둥 유통과정 전부 

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대표적인 公定價格制 國家이다. 정부는 약무제 

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公立病院의 入院費 決定이나 還給藥

齊u의 範圍， 藥價決定 둥에 직접 관여한다. 醫擾保險制度는 독일과 유사한 

형태로 다수의 ‘族病金庫’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 

고 있으나， 藥價制度는 保健醫癡를 국가가 직접 관장하는 영국에 비견할 

정도로 규제의 정도가 심한 편이다. 아울러 약가의 수준이 유럽의 평균 

에 비해 훨씬 낮은 것도 특정의 하나이다. 

나. 流通段階別 價格規制

出倚價格의 경우 保險給與의 대상이 되는 醫藥品에 대해서는 保健훔生 

省에 의해 일정한 가격이 지정된다. 保險適用 對象品目은 還給藥齊u 目錄

에 收載된 것으로 1990년 현재 약 8,600 종류가 있다. 원칙적으로 의료상 

의 개선과 치료비의 경감에 기여하는 약제만이 기재되고 영양제나 소화제 

둥의 대중광고 품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정된 出챔價格에 

一定率의 도소매 마진이 부가되어 都小賣價格이 형성되는데， 허용되는 마 

진의 폭은 도매상의 경우 출하가격의 10.74% 그리고 小賣藥局의 경우 출 

하가격의 48.46%이다. 최대로 마진이 부가된 의약품의 소매가격을 100으 

로 볼 때 그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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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3> 醫藥品價格의 構成內譯 (프랑스) 

출하가격 59.54 
도매 마진 6.40 
소매약국 마진 28.85 
부가가치세 5.21 

합 계 100 

註: 도매 마진율 6.40159.54 = 10.74% 
소매 마진율: 28.85159.54 = 48.46% 

다. 保險藥簡l費의 還給方式

프랑스 약가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消費者(뽑、者)가 구입한 保險藥齊1의 

費用을 약국에 직접 지불하고 그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還給받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소매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정가표OabeD를 떼 

어 약사가 작성해 준 청구서에 부착하여 처방전과 함께 우송하게 되어 있 

고 이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진다. 主要藥簡l이거나 생명에 관계된 重族愚

및 慢性族愚、藥齊tl는 100%, 一般藥簡는 70%(즉， 본인부담 30%), 輕효族뽕、 

藥簡l는 40%(즉， 본인부담 60%)가 還給된다. 

6. 日本의 藥價制度

가.擺觀 

日本은 醫藥品 流通價格이 自由觀爭에 의해서 결정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出챔 및 都小賣價格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물론 정부가 업체의 

利益率이나 마진율을 지정하는 형태의 간접적 규제도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日本의 醫驚保險制度는 전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社會保險 方

式을 채택하고 있고 의료기관에 대한 장擾費 支擁도 行寫別 뼈H價옮u 

(fee-for-service)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약제비 의 환급산정 에 

필요한 基準藥價를 설정하게 되고 이러한 환급기준약가는 약국이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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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수업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藥價決定에 관한 政府의 介

入은 엄연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5). 요컨대， 日本의 藥價制度는 자유 

가격제를 채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마국에 가까우나 최종소비 

단계에 있어서 보험약가의 결정이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全國民

醫驚保險하에서 保險藥價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므로 일면으로 

는 정부가 가격을 r관리하는 서구제국과도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日本의 醫據保險制度가 管理運營體系， 財源調達方式， 꿇驚費支觸制度 등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와 흡사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런 의미에 

서 日本의 藥價制度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에 보험적용 의약품의 수재(收載)절차와 藥價算定의 방식 등에 대해 구체 

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나. 還給基準藥價의 決定方式

(1) 適用醫藥品의 範圍와 收載節次

日本 健康保險法에 의하면 보험의료기관 또는 보험약국이 행한 요양급 

여의 비용을 보험자에게 청구할 때 그 액수는 후생대신이 정하는 방식에 

의해 산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의거하여 후생대신은 요양에 사용된 藥

齊tl의 購入價格을 산정， ‘藥價基準’을 고시하게 된다. 여기에 收載되는 藥

簡l는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가 되는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약제에 한정되 

며 대중약， 陳蘭化藥， 보험의료상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약제(예: 질병예 

방약)， 배합이유가 병백치 않은 配合藥 등은 제외된다. 收載는 商品名으 

로 하며 1992년 현재 登載된 品 g數는 13，573종이다. 

收載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의료용약제의 제조나 수입허가를 취득하고 

해당품목의 藥價基準 目錄에 수재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서류 등의 자료 

5) 의약품의 특성상 의료기관 둥 구매자가 판매자에 비하여 협상력 (bargaining 
power)이 우월하므로 시장가격은 환급기준가격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임.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그간 매년 환급기준가격을 인하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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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첨부하여 日本製藥團體聯合會(‘日藥連’)에 제출한다. 日藥連은 각 회사 

의 신청을 취합하여 홈生省 藥務局 經濟課에 송부한다. 

|관보고시 | 

〈圖-3> 藥價基準收載의 節次(日本)

훔生省 經濟課는 신칭된 품목의 목록을 작성하여 홈生省 保險局 醫擾課

에 전달하고 의료과에서는 신청품목의 수재 가부(可否)둥의 결정을 위하 

여 학술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수재품목에 대해 약가를 결정하고 官

報에 告示한다(圖-3참조). 

(2) 基準藥價의 算定方式

가) 많存藥齊tl의 경우 

基準藥價텀錄에 이미 수재되어 있는 醫藥品의 還給價格은 市場調훌를 

통하여 업수된 구입가격들의 加重平행{直에 일정한 가격폭(’reasonable 

allowance’)을 가산하여 결정한다(’weighted average method’).6) 일정한 

6) 이같은 방법은 1992년 3월 10일 후생생고시 제00호로서 고시되어 1992년 4월 1 
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그전에는 일정 의약품의 시장가격들을 고저순으로 나 
열할 때 판매량의 90분위수(00th percentile)에 해당하는 가격을 환급기준가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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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폭의 가산을 허용하는 것은 약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나 거래물량이 

소규모인 醫藥品의 경우 市場平행價格보다 비싸게 구입될 수밖에 없어 시 

장평란가격을 그대로 환급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면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 

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된 때문이다. 허용되는 가격폭은 藥價算定方式이 

개정되기 이전의 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액수가 된다. 예컨대 1994년의 

경우 그 비율은 13%로서 基準藥價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7) 

基準藥價 = 加重平均f直 + 0.13 x 改正前 藥價8)

(나) 新藥의 경우 

新藥이 출시될 경우 그 基準價格은 성분이나 효능이 유사한 많存 醫藥

品과의 유효성， 안전성， 경제성 비교를 토대로 결정된다. 디-만 新藥의 華

新性(innovation)， 有用性(usefulness), 市場性(market potentiaD 등이 인정 

될 때는 일정률의 加算(mark-up)이 허용되는데 加算率은 각각 10-30% 

(혁신성)， 1.5-4.5%(유용성)， 1.5-4.5%(시장성)이다. 비교가능한 類似藥品

이 없을 경우 新藥의 基準價格은 原價計算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다. 

(3) 藥價調훌 

醫藥品의 價格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따라 항시 변 

동하므로 시장가격을 정확히 藥價基準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市場調훌를 

통하여 가격을 파악하고 시기에 맞추어 약가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약가의 市場調훌는 本調훌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經時變動調훌’로 나뉘어 

진다. 

本調훌는 藥價基準改正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며 약가기준에 수 

재되어 있는 전체품목을 대상으로 1개월간 실시된다. 조사방법은 醫藥品

로 채택하는 방식(‘b버k-line m밟100')을 사용하였음. 

7) 개정당시(1992년)에는 15%가 적용되었음. 이 비율은 향후 점차 축소되어 1없6 
년에는 11%, 1998년에는 10%로 예정되어 있음. 

8) 실제 환급액수는 기준약가에 조제료를 가산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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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 및 醫癡機關 보험약국의 해당 관계자들이 納入價格과 購入價格

을 조사표에 직접 기업하는 방식(‘自計調훌’)을 취하고 있다. 조사의 절차 

는 〈圖 4) 와 같다. 

한편 ‘經時變動調훌’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추출된 일부를 대상으로 판매 

규모가 큰 품목， 경쟁이 심한 품목， 新醫藥品 둥 주요품목에 한하여 수시 

로 실시하는데， 調훌方法은 홈生省과 都道府縣 직원들이 판매업자의 帳轉

나 錢票 둥을 검토하여 調훌票를 작성하는 他計式 實地調흉를 위주로 하 

며 때때로 판매업자들로 하여금 자료 테이프를 제출케 하여 價格把握을 

하는 일종의 담計調훌도 병행하고 있다. 

약무국 도도부현 조사객체 
(1) (2) 

조사기획 조사객체 

조사실시통지 명부와 조사표송부 
통계승인 객체명부송부 허가대장 
수속 조사표송부 비교 

판매업자 의료기관 보험약국 

조사객체: 조사객체: 조사객체: 
전수 추출 추출1/2 

조사객체 조사객체에 
명부작성 조사절차 

셜명 
조사표 | 풍 
작성 

연 % 

병원:1/15 
진료소: 

조사기간: 1/100 조사기간: 

원칙적 1개월 
1개월 조사기간: 완전실시 

1개월 
완전실시 

분자집료석계의 및 I· (3) 

! 조사표제출 

조사대상품목: gt가기준수재 
전품목 

조사항목: 판매(구입)가격， 수량 

〈圖-4) 藥價 本調훌의 節次 (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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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또는 의사)의 역할을 일반기업과 같다고 하면， 이들은 利潤을 

極大化(profit rnaximization)하거나 費用을 極小化(costmi피mization)할 것 

이다. 여기서는 의료기관의 費用極小化 모형을 이용하여 의료서비스 시 

장에서 경제주체인 의료기관의 경제행위(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靜態的으 

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醫驚保險藥價制度가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은 투여된 의약품을 保險藥價

로서 환불받게 되며， 保險藥價의 引下로 인하여 시차를 두고 계속적으로 

藥價引下가 반복하게 된다. 즉 의약품 公開觀爭入*L에서는， 현재의 보험 

약가(PI)보다 낮은 수준에서 낙찰가격 또는 시장가격(PM)이 결정되고 이 

번기의 시장가격은 다음기의 보험약가가 되며 이러한 상황은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靜態的인 분석에서는 두 약가의 차이 (PI-PM)가 

존재하게 되고 이 약가차이는 의료기관의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감 

소시키게 된다. 일반적인 비용함수와는 조금 다른 @식에서 약가차이 

(PM-PI)는 음(-)으로서 비 용이 감소하게 되 는 것 이 다.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일반적인 의료기관이 費用을 極小化할 때 조건은 

아래와 같다. 

Min C = vM + (PM-P!)D 
M,D 

C = 의료비용 

M= 의료서비스의 총량 

v= 의료서비스의 평균비용 

PI = 보험약가 

PM= 시장약가 

D = 투약총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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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료기관에서 생산물이라 할 수 있는 환자의 건강(회복)수준은 다 

음 식으로 표시된다. 

H = H(M, D) 

H = 환자의 건강회복수준 

M= 의료서비스의 총량 

D = 투약총량 

@ 식은 다음의 가정을 따른다. 

ôH 
-=-=- > 0, 
ôM 

ôH 
-:::- > 0, 
ôD 

메〕 
-<0 
뻐q 

ô2H 
-- 르O 
ôM2 

ô2H 
ôD2ι :::;0 

@ 

3 

@ 

@ 

@ 식이 나타내는 의미는 투여된 .의료서비스의 총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환자의 건강수준은 양호해지나， 양호해지는 정도는 제한된다. 마찬가지로 

@식은 투약총량이 증가할수록 환자의 건강수준은 양호해지나 양호해지는 

정도는 역시 제한된다. 즉， 의료서비스 및 투약총량에 대한 한계천강수준 

은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식은 두 요소 M과 D간에는 역관계( trade-off)가 작용된다는 것을 의 

미하며，~식을 전미분하면 아래와 같다. 

ôH ôH 
떠=빠 +--dD 

ôM ôD 
@ 

주어진 건강수준에서 두 요소간의 한계기술 대체율은 아래와 같이 표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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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ôH ι ôH 
= ’ ---

dM ôM ôD 

= -HWHD 

또는 -dD 빼 
-- - ---- @ 
뻐t1 Hn 

따라서 일반적인 극소화 조건을 구하면 아래와 같다. 

-dD v 
@ 

dM PM-Pr 

즉， 두 요소의 한계기술 대체율은 두요소의 상대가격과 같다는 것이다. 

@식은 또한 투약량의 수요함수를 의미하기도 하며(생산물 시장이 완전경 

쟁시장이고 생산물의 가격이 주어져 있다면 생산요소인 의약품에 대한 수 

요함수가 구해질 수도 있다.)， 만약 가격마진이 없다면 @식과 같게 된다. 

-dD v 
삐\1 PM 

@ 

두 가격 중 하나의 가격이 음(-)이 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냐， 단순 

히 가격이 낮은 경우와 차이가 없다. 

@식과 @식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圖-5와 같고 Dl은 가격마진이 없을 

때의 적정투약량이고 D2는 가격마진(시장약가-보험약가)이 있을 때의 적 

정투약량이다. 

즉， <圖-5) 는 대표적인 의료기관은 보험약가제도가 있을 때 의약품 

수요를 더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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