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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 입

국내 의약품 유통산업은 현재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나， 사적 재화와 공적 재화의 특성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의약풍 산업의 특성 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다 먼저 공공재로
서의 의약품은 약품 제조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조제 및 투약의 정확성 역시 요구

된다 또한 보관， 취급 및 유통의 투명성과 국민건강보험에의 부담 정도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
한 공적 재화로써의 성격뿐만 아니라 사적 재화로써의 의약품은 가치사슬 상 사업 주체틀의 이윤
추구 활동이며 각 주체들은 적정 가격에 우수 의약품 공급을 위한 원가절감을 추구한다 또한 제조
및 유통에 있어서의 차별화를 통하여 경쟁역량을 확보하려는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공공 재화 및

사적 재화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의약품은 개발， 제조， 유통， 판매， 투약에 이르기까지 정부
의 제도적인 규제를 통한 철저한 관리 수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약품 유통 체계는 의약품의 공공
재적 성격과 더불어 의약품 제조 및 유통， 판매업체들의 현실적인 이윤추구 문제가 모두 고려되어
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조율이 필요하다의약풍 시장의 글로별 경쟁 심화와 국내 시장 개방 확대， 지적 재산권 강화 등으로 국내 의약풍
제조 및 유통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장은

현재 세계 의약품 제조 시

Pfizer. Merck. GSK 등의 글로별 제약회사. Mckcsson AmerisourceBergen 등의 글로

별 유통회사 위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R&D

능력과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로결 업체에

비해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업체틀 간의 인수， 합병으로 의약품 업계가 재편되는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Free Trade Agreements) 등으로 의약품 시장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7

*톨톨↑홉.u훌.

개방이 확대되면서 국내 제약 및 유통 업체틀도 글로벌 경쟁의 영향 범위에 편입되고 있다

최근

타결된 한 • 미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기한이 연장됩으로써 제네릭 위주의 국내 의
약품 제조업체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해외 의약품 업체들과 해외 유

통업체의 동맹으로 이들의 국내시장 잠식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안적
연구，

제조 및

유통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한 의약품 유통 확대，

RFID (R 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의 첨단 IT 기술을 이용한 의약품 유통의 효율성
제고， 국가 기반 R&D 에서 글로벌 R&D로의 전환을 통한 연구 비용의 획기적 절감， 아웃소싱 전

문 대형 의약품 제조업체 등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 유통 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병

먼저 제약회사

의왼에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는 ‘직거래’ 경로 중심의 체계와 제약회

사가 계약한 특정 도매상을 통해 독점공급(풍목도매)하는 경로 중심의 체계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 하에서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가 약풍공급가의

10-15% ,

일부

제네릭 제품 (COpy의약품)을 제조 • 판매하는 제약회사들의 경우 20-25% 까지 리베이트， 랜딩
비， 후원금 등을 관행적으로 병 · 의원 등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부패방지위원회，

2005)

유통마진은 실제 공급자(제약회사， 도매상)가 도매상에만

6-7%

허용(실거래가 상환제)

하고 있으며， 약국에 5-10% 의 마진을 할증， 할인 동을 통하여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유
통 경로 참가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되는 물류 비용과 상숭한 리베이트 비용이 의료비용에 반
영되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상숭된 의료비용을 고스란히 부담시키고 의료보험 재정 부담을 증
가시키는 등 불필요한 사회비용의 상숭을 가져온다 반면에， 도매상 중심의 유통 체계(품목도매)

에서는 제약회사가 병 • 의원에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고 특정 의약품 독점공급 도매상이
병 · 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도매상 • 병원 · 약국간 협력이 되지 않는 기
타 약국에는 특정 의약품이 비치되지 않아， 거래도매업소에 구매를 요구할 경우 유통단계가 늘어
나고(도도매) 추가적인 처방이 없는 경우 이를 그대로 재고로 부담지어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 유통 체계는 과다한 제약업체 수， 영세한 도매업체 난
럽， 직거래로 인한 제약업체와 유통업체의 기능 분업 미홉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

로 인해 울류비 급증， 과다경쟁， 변칙적인 의약품 거래 성행 등의 문제점。l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유통정보화의 미비로 인해 투명성 달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약물사용의 질 저
하로 인한 의료비용 상숭과 국가 보험재정의 불필요한 부담 증가 둥의 부정적인 결과와 함께 의약

품의 적절한 공급과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이를 제공하는데 있어 여
러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매칭비， 랜영비 등 각종 음성적 리베이트를 비롯한 전근대적인 유통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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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은 도매 중심의 유통체계를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장 실패

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의약품 유통 체계의 장 • 단점

을 연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 의약풍 산업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는 작업이 우선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선진국형 의약품 유통 정보 시스템 도입， 가격통제. 유통의 투명화
정책 등을 통한 국가 주도의 의약품 시장참여， 개입， 정책 제안 등이 다양한 측면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구조의 시스템을 종합적.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절설한 시점이다

H
2.1

의약품 유통 구조의 변화

국내현황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 구조는 제약회사가 도매엽체를 경유하여 병 • 의원. 약국 등에 납품
하는 도매거래 방식과 도매업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납품하는 직거래 방식의 두 가지 구조가 공존
하고있다

약

도매

병/의원， 관납

거래방식

〈그림

도매거래
하였다(그럼

국

1)

거래 방식별 의약품 유통 경로

직거래 유통 구조에 대하여 도매거래비중이 1993 년 25% 에서 2005 년 54% 로 증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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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풍도매협회 (의약품 성실신고조합 자료 참조)

2>

〈그림

그러나，

IMS

직거래

년도별 도매거래 · 직거래 빙식별 의약품 유통 비중 추이

Health가 2004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에서 도매거래

방식이 의약품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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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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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얘유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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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밑

므링스

0

자료원

이태리

영국

힐온

한국

의약풍 유통산업의 발전방향 (2007)

〈그림

3>

세계 주요국가별 의약품 도매업체 수 및 도매유통비율

이러한 유통 방식 별 거래 비중의 변화는 1994년 정부의 100 병상이상 종합병원의 직거래를 금

지하는 규제와 2000년 의약분업 시행에 의한 약국의 의약풍 판매 집중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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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직거래 금지로 100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공개입찰 등의 거래방식에 관계없이 도매업체
를 통해 의약품을 납품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는 도매거래 확대로 이어졌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처방 권한이 약사에서 의사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전문의약품 출시가 증가하면서，
약국이 처방보다 의약품 구입처로서의 기능이 보다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제약회사의 약국에 대

한 촉진활동의 필요성이 감소된 반면， 유통 기능 차원에서 약국과의 거래선 관리는 여전히 필요했
기 때문에 관리 차원으로 도매업체를 통한 의약풍 거래를 예전보다 선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국내 의약품 물류체계에 있어서 도매거래를 포함한 유통채널이 가지는 장점이 두 제도를 거

지면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제약회사 측면에서의 장점은 직거래 시 많은 수의 병
및 약국과의 거래로 발생하는 인건비와 판매촉진비의 과다지출 문제

의원

자금회전기간 증가문제， 유

통비용 및 재고부담 문제， 다품종 소량 판매에 따른 생산의 비효율화. 물류 비용 등의 비용증가에
따른 약품가격 상숭문제 등의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도매상을 통한 간접거래가 활성

화 될 경우 도매상이 다수의 제약회사의 다양한 의약품을 대량구매하여 병 • 의원 및 약국에 거래
하므로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반 불편사항들이 제거되어 물류 비용을 절감시키며 재고
부담도줄어들게 된다 또한 자금회전기간이 단축되고 신제품 개발 및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여 제조업체의 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된다 병 · 의원 및 약국의 경우 직거래 시 많은 수의 의

약품에 대해서 각각의 제약회사에 구매요청을 하는데 오는 비효율성과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신속한 배송 문제， 약품가격 및 품잘 등에 대한 다양한 비교 정보 확보에 관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도매상을 통한 간접거래를 하게 되면 구매요청 시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고 재고의
적정선의 유지가 가능하며 재고회전율을 향상시켜 품질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소비자의 경

우 직거래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따라 증가되는 각종 비효율척인 물류 비용이 약품가격
에 포함되어 가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재고 부족으로 적절하고 정확한 약품 치료가

지연될 수 있으며 재고관리 문제로 인해 약품의 안정성과 관련한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있다 그러

나 도매상을 통한 거래 시 의약품의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약품 가격의 인하가 소비자의 부담을 줄
이는데 기여하며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조정으로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도매거래가 직거래에 비하여 반드시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불류 기능이 저

하된 영세 도매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하면서 해당업체와 거래하던 병 .
의왼 약국들은 반품이나 납품된 의약품에 대한 사후 처리를 받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도매업체에 대한 병 · 의왼

약국의 파트너쉽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대형도매업

체(1차 도매업체)에서 납품 받아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도도매업체 '(2 차 도매엽체)의 난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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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통 마진 상숭에 따른 의약품 구매비용 증가도 단점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도

매업계가 유통경로에 참여하는 구성원으로서 생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2.2

해외사례

(1) 일본
해외의 의약품 유통 구조를 살며보면， 일본의 의약품 유통구조는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업체，
병 · 의원. 약국， 소비자 등의 경로 참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제약회사→ 1. 2차 도매업체

→병 · 의원， 약국→환자(소비자)로 이어지는 바교적 단순한 형태의 선진국형 의약품 유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올안용의약풀
제

차!.

힘

|

휠

월만용의약웅

도

OH

’

A-

자료원

I ‘ F:. I

때

의료용의약풍

의료용의약중

일본 의약품 유통현황 조사결과 보고(채규한 국무조정실. 2006)
〈그림

4)

일본의 의약품 유통흐름도

의료용의약품은 제약회사로부터 의료용의약품을 주로 판매하는 도매상(‘의전.이라고 함)을 거쳐

병원， 진료소， 약국 등으로 판매된다 이 외에 제약회사에서 직접 병원， 진료소에 판매하는 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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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가 있으나， 수량이나 금액면에서 상당히 비중이 낮다， 여기에는 의약분업 이후 관공립(官公
立)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법인도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이 도매상으로부터 조제
약국으로의 경로가 매출에 점하는 비융이 높아지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반용의약품에는 제약회사로부터 직접 일반용의약품도 취급하는 약국， 조제를 하지
않는 일반판매업소， 약종상으로 유통하는 직판 경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유통 경로 이외에도 소위 현금도매상이 있는데 주로 동경 神田， 오사카 平野때

에 집중되어 있고， 다이렉트 메일을 사용하여 거래하고 있다 현금도매상은 제약회사와의 거래가
아니고， 현금거래， 투매 동으로 의료용， 일반용의약품을 구입하게 되므로 저렴한 구매가격과 유통

경비가 들지 않아 값싸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통개혁이 진행 중이고 약가와 실제의
구매가격간 격차가 축소되고 있어， 이러한 환경에서는 향후 현금도매상의 변화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일본의 의약품 유통 구조에서 경로참가자 간의 의약품 유통 흐름을 살펴보면. 2003 년 기준으로

의약품 유통 전체에서 도매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제약회사가 병 · 의원， 약국에 직접 납품하는
직거래에 비하여 96% 정도로서 비중이 매우 높다(염용권 .2007)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2 년에서 2001 년까지 10년 간 90% 에서 98% 까지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도매업체에서 의료기관/약국 둥 소매업소로 유통되는 비율도 매년 다른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의료기관이 유통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급속히 감소하고 있
다

1997년도 의료기관의 의약품 유통비중은 78% 이나 2001 년도에는 63% 로 연평균 4%p정도

감소하였다 대병원 (200병상이상)
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약국으로의 유통비중은 의료기관의 비중 감소 폭과 유사한 수준

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하였다

중소병원 (20-199병상) 및 진료소 (20 병상미만)도 유사한 감

약국의 경우 1997 년부터 2001 년까지 4 년간 약 13% 의 유통비중이 증

그 결과 2001 년 의약품 약국 유통비중은 32 .4%로 정진적으로 증가되었다

약품 소비의 중심 축이 의료기관에서

일본은 의

약국으로 꾸준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류충열

2004)
이와 같은 경로별 의약품 유통 비중에 대하여 일본의 의약분업율이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약국의 외래처방전 수취율은 1991 년 12.8% 에서 1994 년

34.8%.

17.3%.

1997 년

2 l. 8%.

1999년

2000 년 39.5% 로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1 년도 현재 44.5% 에 이르고 있다(류충열，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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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본 의약품 도매업계의 의약풍 유통경로벌 비중변동 추인 사인 순위

의료기관(%)

년도별

약국(%)

기타(%)

합계

78

19.3

2.7

100

27 .4

75.1

22 .4

2.5

100

12.7

25.9

7 1. 3

26 .4

2.3

100

30.9

1 1. 7

24.2

66.8

29.6

3.6

100

29

11.1

23

63.1

32 .4

4.5

100

대형병원

중소병원

진료소

껴l

1997 년

34 .4

14 .4

29.2

1998년

34.1

13.6

1999년

32.7

2000년
2001 년
자료원

일본 의약품 유통시장 현황(한국의약풍의약품도매협회

류충렬

2004)

%
%

mι
φ xι
앙

44.5

m
년

m
rJ

O
1991 년

1984년

1897 년

1999년

2000년

2001 년

- - 처방전수취율
자료왼

일본 의약풍 유통시장 현황(한국의약품의약풍도매협회， 류충렬.

〈그림

5)

2004)

약국(외래)의 처망전 수취율 동태

(2) 미국
미국의 의약품 유통 구조를 살펴보면， 근본적인 구조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유사하나 체인스토어

(Chainstore) .

웨어하우스 (warehouse)

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통신판매 (mail order) 를 통한 유통도 일정 비율을 차

의약품 유통업체 수는 1970년 1447H 사에서 1999년 557H 사로 감

소한 반면， 상위 4 개 대형 유통업체의 매출은 전체 유통 매출의 약 90% 로 증가하였다 (Adam

Fein. 1998)
〈그림 6) 과 같이 미국 의약품 유통 구조는 종합 도매업자와 지역도매업자 및 소규모의 수많은
지역전문도매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제조업체의 할인의약품을 구매하고 이를 의약품

유통망을 통하여 재판매하는 2 차 도매업자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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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lesalers

Hospital

8.5%

Pharmacies

회

자료원

NWDA. 1999
〈그림

6>

미국의 의약품 유통 구조

도매업체의 수는 2001 년 현재 6.500 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의약품 유통에 종사하더라도 섣
제 수입은 식료품 유통， 소매약국의 운영 등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과 처방의약품을 유통시킬

수 없는 기업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업체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약품 유통 관련 업체의 형태는 대형 도매업자， 지역도매업자 및 소규모 소지역 · 전문 도매업
자， 그리고 2 차 도매업자 등 크게 3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가) 대형 도매업자
미국 대형 도매업자는

McKesson. Bergen Brunswick. Cardinal Health. Amerisource.

Bindlay Western 등으로， 이들은 1998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 도매업 매출의 90% 를 차지하고
있다 (FDA. 200 1)

이들은 의약품 제조업자에서 조제자로 이르는 의약품 유통의 주요 파이프라

인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역 유통업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를 통해 의약품을 유통시키고 있으나， 일

부 의료기관과 독립형 약국에 대한 직접 판애도 병행하고 있다 5 대 도매업체들의 1998년 기준
매출과 시장 점유율은 McKesson 214.8 억 달러 (28%). Bergen BrunsWick 166.9 억 달러

(22%). Cardinal Health 149.3 억 달러 (1 9%). Amerisource 86.7 억 달러 (1 1 %). Bindlay
Western 76.2 억 달러(1 0%) 였다(표 2) 종합 도매업자틀은 대부분의 의약품을 의약품 제조업자
로부터 구매하고 있으나 종종 저가의 의 약품을 공급하는 2 차 유통업자들로부터 의 약품을 구입하기
도 한다‘ 도매업자들은 도매거래의 구애와 판매 부문 모두로부터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제조업자
들로부터는 구매 측연 (buy-side) 이융을 취득하며

이는 현금 리베이트와 즉시 및 조기 지급에

따른 할인료로 구성된다 또한 조제업자들로부터는 유통비용으로서 지불한 비율에 의한 수수료인
’엽차지( upcharge) ’와 기타 중개수수료를 수령한다 가격 및 경쟁적 조건으로 인해 종합 도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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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극히 협소한 마진하에서 영업올 하고 있다 미국 법원의 소송사건 자료에 따르면. 1997 년 기

준 처방의약품 l 달러에 대한 제조업자의 몫은 76 센트， 조제업자의 몫은 20센트인 반면 도매유통

업자의 몫은 4 센트에 불과하였다 NDWA(National Drug-Free Workplace Alliance} 에 따르
면 .5대 도매업자들의 세후 순이익 비율은 1998년 기준 0.62% 에 불과하였다

(나) 지역도매업자 및 소규모 소지역 전문 도매업자

지역유통업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의약품 처리량으로 인해서 종합 유통업자와는 구분되

나， 취급 의약품의 범위에 있어서는 종합 도매업자와 유사한 범위를 보인다 지역유통업자는 해당
지역의 일부 장소에서는 종합유통업자 대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들이 제조업자로
부터 구입하는 의약품의 거래조건 대부분이 종합 도매업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이기 때문에

종합 도매업자와의 경쟁이 가능하다. 1998년 기준 약 70여 개의 지역 의약품 도매업자가 존재하
며， 이 중 상위업자의 매출과 시장 점유율은 Neuman Distributors 16.7억 달러 (2%). Kinley
9.1 억 달러(1%). C. D. Smith Healthcare 8.0억 달러(1%) 등이다

〈표

2>

미국 상위 의약품 도매업자 (1998 년 기준)
매출

회사명

(백만달러)

McKesson

2 1. 484

28%

Bergen Brunswick

16.698

22%

Cardinal Health

14.928

19%

Amerisource Corp

8.669

11%

Bindley Western

7.623

10%

Neuman

1. 668

2%

905

1%

Ki nley
자료원

기
시장점유율

Profile of Prescription Drug Industry. FDA. 2001

종합 도매업자와 지역 도매업자는 기본적으로 통일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판매 활동을 한다 두

그룹을 종합해 볼 때， 주 고객 매출 비율은 의료보건기관 (health care institutions. 36.6%).
독립형 약국 (drug stores. 3 l. 6%). 소매 체인 (retail chains. 25.7%). 기타 기관 (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 도매업자와 지역 도매업자는 1998년 기준 미국 전역에서 2357H 의 유통영업
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매업자 당 명균 공급자 수는 91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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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7.3%

독립헝 약국

31.6%
병원

29.3%

료품점

11.7%
자료원
〈그림

7)

Profile of Prescription Drug Industry. FDA. 2001
미국의 종합도매업자 및 지역도매업자의 고객형태별 비중

(다 l 2 차 도매업자

2 차 도매업자들은 일반적으로 한정된 종류의 선택적 할인의약품의 구매 및 판매에 특화하고 있
다

의약품 제조업자는 종종 분기별 판매목표량 달성， 가격 인상 전 재고 처분 등을 목적으로 제한

된 기간에 걸쳐 할인 가격에 의약품을 제공하는데 .2차 도매업자들은 이러한 할인 의약품 유통에
특화되어 있다

2 차 도매업자들은 종합 도매업자， 지역 도매업자 등을 포함한 다른 도매업자틀에

게 저가로 할인의약품을 공급한다

2 차 도매업자에 대한 공식적 통계가 집계된 바가 없으나 일반

적으로 10 명 미만의 직원들이 의약품 주문을 처리하고 있다

3 대 2 차 도매업자는

Supreme

Di stributors Company. Victory Wholesale Grocers. Quality King Distribu-tors 등이며 ,
이들은 의약품 뿐 아니라 식품을 포함한 다른 상품틀의 유통업도 병행하고 있다
미국 의약품 유통 체계는 이러한 유통업체들간의 조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과 같

이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 가능하다

(가) 제조업자로부터 조제 기관으로의 직접 유통

PhRMA(The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l 의 보고에 따르
면 제조업체의 판매량 중 약 20% 는 조제 기관으로의 직거래를 통해 발생한다

12 .4%는 소매업자 .2.1% 는 개인 병원， 그리고 1 .4%는 개원의가 차지한다

제조업자 매출의

우편주문 약국은 의

약품 제조업자로부터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우편주문을 통한 조제는 빠

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이 부문에 대한 제조업자의 직거래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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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업자의 고객계층별 처방의약품 매출현황
매출액

고객계층별

자료원

(백만달러)

시장점유율

도매업자

64.015

80.0%

소매업자

9.922

12.4%

개인병왼

1.680

2.1%

개업의

1.1 20

1. 4%

제조업자，재포장업자

1.200

1. 5%

0.8%

연방병왼

640

기타 연방정부

880

1. 1%

주 및 지방정부병왼

560

0.7%

Profile of Prescription Drug Industry. FDA. 2001

(나) 대형 도매엽체를 경유한 유통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의약품 유통 방식으로 제조업자로부터 대형 도매업체를 거쳐 조제업체로
유통되는 방식을 지칭한다

대형 영체를 경유하는 유통 방식은 대형 업체와 소형 도매업체를 경유

하는 유통 방식과 함께 처방의약품 제조업체의 전체 유통 비율 중 80% 를 차지한다

(다) 대형 도매업체와 소형 도매업체를 경유한 유통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조제 업체에서 최종 판매가 이루어지는 의약품의 경우 소량의 물량에 대한
유통의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규모 의원이나 보건의료기간의 경우 의약품 수요가 제한적이며

전문화되어 있어 의약품을 종합 취급하는 유통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척다

이

경우 의약품 유통은 종합 도매업자에게서 지역 도매업자로， 그리고 소지역 도매업자 및 소규모 도

매엽자로 이루어지게 된다

(라) 2 차 도매업체를 경유한 유통
할인의약품의 경우 간헐적으로 대량 판매되는 특성상. 공급물량 흡수를 위해 다양한 유통망에

걸쳐 넓은 지역에 배포되며 2 차 도매업체들이 주 구매자이다 제조업체들의 할인의약품 판매 목적
은 분기별 판매목표량 달성

제품 가격 인상 전 원재고 처분 1 유통기간이 많이 냥지 않은 의약품

재고의 처분 둥인데， 일반적으로 2 차 도매업체들은 대형 및 지역 도매업자들에 비해 전문성이 떨
어지고， 유통 경로도 복잡하며， 제품의 유통 경로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의
약품 품질 관리와 관련하여 많은 안전 위협이 있는 유통 경로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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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국 의약품 유통 구조를 이루는 제약회사， 병 · 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의 유통 경로 참
가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대형 도매업체들의 부가 서
비스 제공을 통한 차별화이다

소매약국체인， 독립형 소매약국 등 제도 기관들이 제조업자로부터

의약풍을 직접 구매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추세의 주 원인은 유통업자가 제
공하는 각종 부가 서비스가 의약품 제조업자와의 직거래를 통한 가격 할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
공하기 때문이다 대형 도매업자틀은 고객들로 하여금 주문을 전자시스빔으로 내고 확인하도록 하

며， 도매업자의 이용 가능 재고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교한 주문시스템을 보유하
고 있다

이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의약품 수요량에 맞는 적정 공급을 유지시켜주고， 보유 비용을

최소화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도매업자는 대부분의 경우 주문 제품을 24시간 내에 구
매업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이러한 부가 서비스를 바탕으로 대형 도매업체들은 도매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었다 의약품 유통 시장의 마진이 세조업체， 조제업체 대비 제

한적이므혹 도애 업체는 대형화를 통해 고정비 감소를 통한 이윤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의약품 구매자틀의 조직화이다
통합전달네트워크 (IDN ，

미국에서는 1999 년 4월 기준으로 604 개의

Integrated Oelivery Network)7t

운영 중이다

의료 보건 기관들로

구성된 이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에 효율적이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공동구때회사 (GPO ，

group purchasing organization) 를 구성， 회원들의 구매력

을 조직화하여 의약품 제조업자 및 도매업자와의 거래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협
상력을확보하고 있다
세 번째 변화는 약국혜택 서비스 대행 업체의 등장이다 미국의 약국혜택서비스대행업체 (PBM ，

Pharmacy Benefit Management) 는 자가보험 고용주， 사보험 및 건강관리조직 등을 대리하여
건강보험의 처방의약품 부분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품질 의약품 서비스를 가능한 한 낮은 비용으
로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PBM 이용 시 약국의 주요 이점은 약국 클레임 처리와

우편주문약국서비스이나， 추가적인 서비스로 혜택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추가 서비스는 의약품

제조업자와 리베이트 협상， 약국네트워크 개발， 처방전 관리， 전향적 및 후향적 의약품 사용 평가，
제네력 의약품 대체. 질병관리프로그램 등이다

(3) 독일

전 세계 제네럭 의약품 시장 2 위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의 의약품 유통 구조는 선진국의 의약품
유통 시스템과 대체적으로 유사하나 2004 년 정부가 비처방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 통신판매를 허

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유통채널이 허가 이전보다 높은 비증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특정

29

*훌훌↑홉짧훌훌

이다. 의약품 통신판매 허가로 인하여 유통 경로 참가자들의 새로운 경쟁구도가 발생하였으며， 이

는 의약품 가격 조절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에 앞서 2004 년 의약품 통신판
매 허가 전 · 후의 독일의 의약품 시장 변화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2년 기준 독일의 인구 10 만 명 당 평균 약국 수는 267H 였다- 일반 약국은 사실상 모두 개인
이 소유하고 약사들에 의해서 직영되고 있었으며 약사들은 약사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2003년 전자상거래의 도입， 그리고 공공의료보험과 병원합의하에 피보험자에게도 약을 처
방할 수 있는 병왼약국 허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약사들은 외래환자 조제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다
2002 년 8월부터 병원약국은 특정의약품， 특히 화학요법제와 같은 의약품은 의원급 의사에게 전달
할 수 있는 허가를 얻었다 이는 의원급 의사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으므로， 의원급 의사들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2004 년

SH l( Social Health Insurance) 현대화 법령이 시행된 후 독일의 의약품 시장구조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의약품거래 시장자유화 도입으로 제약회사와의 전자상거래가 허용되
었고， 약사들은 2 개 이상의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비처방약의 가격자율화 정책도 도입
되었다

법령 시행 이후 최초 몇 개월 간은 비처방약의 전자상거래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2004 년 1 월부

터 7 월까지 약 600개의 약국이 인터넷으로 약을 거래하는 허가권을 취득했으며， 약 5.000개의
약국은 연방 약사협회에 의해서 설립된 인터넷 기반 약국인 Aponet에 참여했다 2004년 7월까지

1 일 평균 350 만에서 500 만 고객 중 약 5% 가 인터넷을 통해 약국과 접촉하게 되었다‘ 다른 네트
워크의 주문 건수를 모두 합해도 1 일 5.000건 주문에 불과한 반면 Aponet으로 형성된 네트워크
는 하루에 17 만 5.000건에서 20 만 건의 주문으로 독보적인 공급자가 되었다

OTC 전자상거래

실적은 2002년에 매출된 의약품의 4% 에 해당한다
2004년 1 월 1 일 의약풍 통신판매가 독일에서 공식 허용된 이후 통신판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네덜란드 국적의 인터넷 의약품 통신유통업체인 Doc Morris 가 독일 의약품 전자상거래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에 제 9위의 유통업체인

Karstadt Quelle가 참여하면서 의약품 전자상거래

는 보다 활성화 되었다 Karstadt Quelle 는 월평균 2.200 만병이 방문하고 20 만 종류의 비처방
및 처방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자사의 인터넷 포탈에서 기존에 있는 Wittenberger Robert-

Koch- Apotheke 의 인터넷 포탈 Mycare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연결해 판매하도록 했다 또한. 처
방약은 오리지널 의사 처방전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데. Mycare 는 주문된 처방약을 3 일내에 무
료로 배달할 수 있으며， 비처방 약은 즉석에서 옹라인 주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도매업체의

의약품 전자상거래는 많은 기존 약국의 시장 경쟁력을 위협하기 충분한 존재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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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lle의 의약품 전자상거래 시장 내 활동은 많은 기존 약국에게 보다 더 강화된 경쟁력을 보유하
도록 요구하였으며， 약국 수의 감소를 가져왔다. 2003 년 말에만 해도 21.500여개로 집계됐던 약
국이 20.000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4)

스페인

유럽 의약품 시장에서 독일과 같은 영향권에 있는 스페인의 의약품 유통은 2004 년 기준으로 제

조업자로부터 공급되는 의약품의 77% 가 약국 .22% 가 병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있다 통상
약국은

유통업체 (Wholesalers) 를

거쳐

제조업체의

의약품을

공급받고

병원은

제조업체

(Manufacturer) 와 직접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통 비중변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미국. 일
본과는차이를보인다

스페인 의약품 매출은 2004년 7.9% 성장. 106 억 8.954 만 유로를 기록했으며 이 중 77.3% 인
82억 6.746 만 유로는 약국을 통해 판매되었고 나머지 22.6% 인 24 억 2.200 만 유로는 병원을 통

해 판매되었다. 약국체인망을 통한 매출액은 전년대비 6.8%. 병원 매출액은 12.0% 증가했다‘ 유
통되는 전체 의약품 중 구입시 의사의 처방전이 펼요한 전문의약품이 95%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에 대한 신약 개발 및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20%

Wholesalers
。t

「

75%
효|

Pharmacies

3%

자
사

자료왼

1%

1%

Government
Agencies

스페인 의약품 시장 동향(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그림

8>

2007)

스페인의 의약품 유동 경로

2002년 기준으로 스페인 내 주요 유통업체수는 총 99 개사로. 주요업체로는

Cecofar.

Cofran가 있다

Cofare. Heame

또한 주요 유통업체 이외에도 연구 및 실험실의 형태로 스페인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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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한 다국적 기업들의 현지 배급 을 통해서도 유통되고 있다
스페인의 의약풍 유통 구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2001 년의 경우 의약품 도매업자

98

개， 웨어하우스 191 개， 약국 19.766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약국 당 종사자 수는 유럽
내에서 상위권에 속하며， 사설약국의 경우 공공 보건 시스템 하에서 존재한다

약사들은 보건의료

시스댐하에서 의사들이 처방한 약을 조제，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약국의 수는 중앙 계획에 따
라 결정되며， 약국은 반드시 전문적인 약사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스페인 의약품 시장 동향.

〈표

자료왼

4> 스페인의

2007)

주요 의약품 유통업체

업체명

홈페이지

COFARE

www.cofares.es

HEFAME

www.hefame.es

CECOFAR

www.cecofa r. es

COFRAN

www.cofran.es

스페인 의약품 시장 통향(한국보건산업친홍왼

2007)

신약 유통은 2004 년 현재 255개의 신제품이 출시되었으며， 그 중 152개가 일반의약품이다 신
약의 판매액은 1. 3 억 유로 정도로， 일반의약품의

20%

정도이다 보건부가 처방의약품에 대한 판

매 관련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일반의약품의 경우. EU내 의약품 볍규 및 운송 등
의 문제로 의약품 수입은 주로 인근 유럽국가로부터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의약품 유통 구조 변화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의약품 시
장에서도 공통적으로 직거래 방식과 유통업체 경유방식의 유통 경로가 공존하는 의약품 유통 구조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만， 세부적인 면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의약품 관련 정책에 따라 나라별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정책 시행 전 · 후로 유통 경로 비중이 변하고 그에 따라 유통업체가 제공하
는 서비스 종류도 달라진다는 것을 미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 볼 수 있었다

m.
3.1

의약품 유통관련 정보화 현황

국내현황

(1) 유통정보화와 유통정보시스템의 정의
대한상공회의소의 정의에 의하면 유통정보화란 유통산업 중 개별사업을 영위하는 유통업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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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자 또는 유통관계 단체 간에 전자 유통설비와 전자 계산조직 빚 그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유통

표준전자문서 • 유통정보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거나 처리 • 전송 또는 보관하는 정보처리
활동을 행함으로써 유통엽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유통정보시스템은 개개 유통업자의 유통정보시스멈， 유통업자 전제 혹은 특정업계 유통업자 전
체를 위한 애크로적 또는 세미매크로적 유통정보시스템， 개개의 일반기업(예를 틀면 메이커의 유
통정보시스템)으로 구별되고， 이중 첫 번째와 세 번째 유통정보시스템은 수주처리， 발주 · 재고관

리， 판매계획 · 판매관리를 포함한 개별기업의 일상 업무적 수준의 시스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정부의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보건복지부는 1998 년 의약품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유통개혁방안을 확정하

고 의약품 유통개혁기획단 및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였다 그 후 1999 년 ‘의약품유통정보화 기본계
획’ 수립 및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시스템 구축사업자를 선정하여

2000년 4월부터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여 2001 년 1 월부터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사업자명을 ‘한국의약품정보센터’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및 관련 행정적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약국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주문을 한다 의약품 유통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약품공급업자는 의약풍공급내역에 대한 보고를 변제 받는다 의약품유통정보

시스템을 통해 약품주문을 받은 의약품공급업자는 시스템이용 수수료를 한국의약품정보센터에 지
불하여야 한다 보험약에 한해서 의료기관이 의약풍 공급업자에 지불해야 할 의약품 납품 대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보험약제비에서 차감하여 납품한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불한다 의약품 유통정보시스뱀을 사용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서는 거래가 신고변제 혜택
을제공한다

위와 같이 정부는 1998년 의약품종합유통정보시스템(헬프라인시스범)을 구축하여 요양기관이
전자문서로 의약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요양기관과 의약풍 공

급업체간의 납품대금 결재를 제 3자를 통한 정산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의약품종합유통
정보시스템의 기대효과로는 1)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의약품의 설거래 가격 파악이 용이하고 2)
의약품 상한가와 실거래가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환자의 약제비 부담 및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건강보험진료비에서 약품비 거품을 제거할 수 있으며 3) 요양기관의 약품대금 회수기일을 평균

251 일에서 60 일 이내로 단축시키고 4) 의약품 바코드 판매시점관리 시스템으로 병 · 의원‘ 약국
등의 의약품 입 · 출하 · 재고관리 비용이 절감되어 의약품 물류비용이 약 2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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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었다

그러나 당초 의약품유통투명성 확보를 비롯한 여러 효과를 위해 정부에서 도입했던 의약품유통
정보시스댐 구축사업은 의료기관의 보험의약품대금지급방식에 대한 반발， 의약품 공급업자들의 참
여저조 퉁으로 사업출발에서부터 이용률이 저조하다가 현재는 이 시스댐을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7 년 의약품 유통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의약품정보센터〉의 설립이 추진중이다

(3) 의약품유통정보 관리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 유통관련 제도는 크게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 약
가관리제도 등으로 구분 가능하며， 의약품 유통정보 공개는 이러한 제도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필수
적이다. 의약품 유통경로상 발생하는 정보는 크게 생산정보， 공급정보， 구입정보， 사용정보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생산정보는 생산 및 수입단가， 연간 생산 • 수입량， 생산 금액 등이 포함되고 공
급정보의 경우 요양기관별 · 일자별 단가， 공급수량， 공급금액이 이에 속한다

구입정보는 제품

별 · 일자별 구입단가， 구입 수량 및 가격 등 이며 사용정보는 처방전， 의약품 투여내역 및 비용，
또는 의약품 조제내역 및 비용 등이 이에 포함된다 현재 국내 의약품 유통 관련 관리 • 감독 기관

들은 각기 상이한 목적 하에 의약품 유통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각각의 정보에 대한 관
리방식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 생산 내역
가 의약품생산내역

약품 생산(수입) 내역 정보 관리는 국내 의약품의 생산(수입) 규모 파악이 목적이다 관리 방식
은 완제(수입)의약품， 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왼료의약품 빛 의약외품에 대해 의약풍 제
조업자가 연 1 회 디스켓 및 서연으로 그 다음해 4월 15 일까지 관련단체장에게 보고하고， 관련단
체장은 이를 취합하여 2 달 후인 6 월 15 일까지 식약갱장에게 보고한다 수집된 생산(수입)정보는

생산실적의 경우 한국제약협회에서， 수입실척의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정리하여 식풍의

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로 보고한다‘ 문제점으로는 보고 및 작성 주기가 1 년이며， 이로 인해 월，
분기， 반기 등 기간별 실적 파악이 불가능하고 정부 최종 보고 시기가 다음 해 6 개월 후로. 신속한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코드체계 정럽이 미비하여 정보화 전환에 따른 추가비용 및 정보오류
발생 소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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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약품공급내역

의약품 공급 내역 정보 관리는 실거래가 운영에 있어 유통의 투명성 확보 및 유통경로 일원화 지
원 목적이다- 관리 방식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를 위한 의약품 공급 내역을 분기별로 디스켓 등 전산매체를 활용하여 매분기 종료 익월 말까지 제
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보건복지부로， 도매업자는 관할 시 • 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디스켓 등 전

산매체에 수록하여 보고한다‘ 문제점으로는 대상에 따라 제출처 경로가 상이하고 도매업자의 경우
시 · 도를 거쳐 취합하므로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 보험급여대상 의약품만을 신고하도록 되

어 있어 공급자 입장에서는 업무가 복잡하고 활용 측면에서는 전체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

다 의약품 구매 내역

의약품 구매 정보 관리는 실거래가 운영지원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관리 방식은

요양기관은 전 분기에 요양기관이 구입한 의약품 및 치료재료(한약제 제외)의 설구입가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의약품 구입내역 옥록표를 매분기 첫째달 14 일까지

EDI. 인터넷 및 디스켓으로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한다 그러나 의왼급 이하 요양기관 중

EDI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정

보를 확보할 수 없어 전체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라 의약품사용정보

의약품 사용 정보 관리는 보험급여비 섬사 빛 지급， 의약품 실거래가 운영 지원이 목적이다 요
양기관은 전 분기에 요양기관이 구입한 의약품 및 치료재료(한약제 제외)의 설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를 매분기 첫째달 14 일까지 ED I. 인터넷 및 디스켓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의약품 사용정보가 분리

되어 있어 통합적인 전체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

3.2 해외 사례

(1) 일본

1) 의료 분야의

IT

도입 배경

일본의 경우 2003 년 7 월 정부

IT 전략본부에서 ‘ e-Japan 전략 n ’을 발표하였다 이는 일본 물

류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보화 구축사업이다

의료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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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야로 정의를 내렸으며 환자 기점의 종합적 의료 서비스의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세부 목표를

세우고 연도를 나누어 명시하고 있다

2003 년 12월에는 ’의료 사고 대책 긴급 어팔을 발표하고

의약품 • 의료기기 • 의료정보 시책으로

EBM

(E vidence

Based

Medicine) 의 확립 및 가이드라

인 작성 지원， 약제 등의 사용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한 이차원 바코드.

IC

태그의 이용 등의

IT

기술을 이용한 의료 안전 추진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의
료 분야의

IT

도입 · 보급 추진은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2003년 7월 시행된

개정 약사법 중에서 ‘생물 유래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정보기술을 활용
한 생산이력추적시스템 (Traceability) 의 구축이 이슈가 되고 있다-

2)

일본의 의약품 관련 정보화

일본의 의료기기 산업 연합회가 의료 재료를 대상으로 상품 식별을 위한 표준화된 코트 체계， 바

쿄도 표시를 하고 있다

상품 코드 체계는 JAN 코드， 바코드 표시는 소스 마킹에 의한

UCC/

EAN-128 으로 한다는 취지를 업계에 널리 얄리고 있고 현재는 이를 보급하여 활용하고 있는 단계

에 있다

(2) 미국

1)

대형 유통업체가 주도하는 유통 정보화

미국의 의약품 유통관련 정보화는 대형 도매업자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형 도매업자들은

고객들로 하여금 주문. 확인， 이용 가능 재고， 가격 등의 확인이 가능한 정교한 주문 시스템을 제
공하고 있다 도매업자들이 제공하는 주요한 보완적 서비스 중 정보화와 관련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a) 약국 컴퓨터 시스템

처방 절차， 의약품 주문 및 판매 관련 커뮤니케이션， 청구 처리 등을 왼활하게 해준다

1998년

을 기준으로 34% 의 도매업체가 약국 컴퓨터 시스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

제 3자 청구 처리시스템

약국 컴퓨터 시스템에 통합된 청구처리 시스템은 제 3자 지급인에 의한 처방전의 실시간 점검 및

결정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 시스템은 약사로 하여금 환자의 처방 유표성 입증， 의약품 사용 평가
등을 가능하게 해주며， 또한 환자에게 모든 처방요건 또는 사전 숭인제한 등에 관하여 통보하도록
해준다 이러한 서비스는 1998년을 기준으로 32% 의 도매업체가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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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OS

POS

시스템

시스템은 바코드 검색， 전자식 신용카드 처리능력을 통해 현금 등록기를 통한 계산을 보다

신속하게 해준다 또한 제품 이동의 손쉬운 추적과 판매자간 실적 비교， 의약품 선반 공간 활용 향
상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서비스는 1998년을 기준으로 34% 의 업체가 제공하고 있다，

2)

RFID

부착을 통한 유통 투명성 강화

FDA는 의약품에 대한 유통자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유통자기록 (Pedigree) 을 유통업자들이
FDA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를 2006년 12월 2 일부터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모든 의약품 유통

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취급한 의약품의 거래 상대방 기록을 유지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의약품이 제조업체로부터 최종 판매되는 단계까지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치게 되면서，

외국계 의약품이나 위조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과정에 끼어들어도 이를 추적할 방법이 없어 소비
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는

RFID

기술의 발달로 유통업

체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서도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판단과， 2004 년 FDA가

RFID

가이드라

언을 이미 유통 업계에 제공해서 업계가 이 규정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판단에 의거하
여 시행되었다
요약하자연， 국내에서는 의약품 유통 정보화를 위해， 정부에서 시스템 구축사업자를 선정하여
2000년 4월부터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였다

2001 년 1 월부터는 의약품유통정보

시스템 사업자명을 ‘한국의약품정보센터’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그

러나 사업출발에서부터 이용률이 저조하다가 현재는 이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7 년 의약품 유통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의약품정
보센터〉의 설립이 추진 중이다 일본의 경우 2003 년 7 월 정부

IT

전략본부에서 ’ e-Japan 전략 n ’

을 발표하고 .2003년 12월에는 ‘의료 사고 대책 긴급 어필’을 발표하고 의약품

보 시책으로

EBM (Evidence Based

의료기기 · 의료정

Medicine) 의 확립 및 가이드라인 작성 지원‘ 약제 등의 사

용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한 이차원 바코드.

IC

태그의 이용 등의

IT

기술을 이용한 의료 안전 추

진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관련 정보화는 대형 도매업자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의약품 유통

대형 도매업자들은 고객들로 하여금 주

문， 확인， 이용 가능 재고， 가격 등의 확인이 가능한 정교한 주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2004년 FDA가

RFID

또한

가이드라인을 이미 유통 업계에 제공하였고， 업계가 이 규정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판단에 의거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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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4.1

결 론

의약품 유통 정보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인프라 구축

국내 의약품 시장의 정보화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 단위 의약품 유통
정보 생성에 대한 방법론의 부재이다‘ 1998년부터 의약품유통정보시스댐 구축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틀이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중단되었고 .2007년부터 의약품정보센터의 설립
이 추진중인 단계이다‘ 따라서 현재 국내 의약품 유통정보와 관련하여 국가 단위의 정보수집과 관
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내 의약품유통정보 수집과 분석에 대한 기술이 부족한 실
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이용되고 있는 국내 의약품 유통정보 역시 전체 자료가 아닌 일정부

분 추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도 변에서도 그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
점의 이면에는 앞서 언급한 정부의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문제뿐만 아

니라 의약품 공급자와 구매자간의 전산화의 낙후 문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04년 한국보건
산업진홍원의 〈보건산업실태조사 및 산업연관분석〉 자료에 의하연 요양기관의 의약품 주문방식이
전화 (6 1. 5%).

FAX(20 0%) , 방문(1 4.0%) 의 순이고 디지털 데이터가 아닌 아날로그 데이터로

약품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품 유통정보의 생성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의약품 표준화의 미비도 문제이다 의약품 유통정보를 생성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의
약품과 관련된 각종 분류체계와 코드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의약품과 관련된 표준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1)

의약풍 유통 정보화 관련 제도의 개선

의약품 유통 정보화를 위해서는 무엿보다 의약품의 공급자와 요양기관들의 참여도가 매우 중요
하다

따라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의약

품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급자들
의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공급내역 보고 변제 등의 인

센티브를 공급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요양기관의 경우
의약품 거래가 어느 정도 왜콕되고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과 이를 통해 국민이 지불한 건강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요양기관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

다- 그러므로 정책적으로 이를 장려함과 동시에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주는 혜택과 마찬가지로 법
인세 감면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영세한 도매업체가 난럽하고 있는 국내 의약품 유통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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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국가 주도의 정보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도매업체의 대형화와 현대
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의약품 유통 정보화 인프라 구축

의약품 유통정보시스뱀을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 의약품 정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바코드 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미국과 같이 RFID를 도입하는 것 역시 추진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유통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이다

4.2

유통정보화 실현， 의약품 산업구조 변화를 통한 유통투명화 시도

국내 의약품 유통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노력은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현되
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의약품 유통체계는 그 구조상 각종 리베이트를 포함한 음성적인 거

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챙렴위왼회의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2004년. 2005 년
조사에 의하면 의약품 공급업자는 약

10-15%. 일부 제네릭 의약품은 20-25% 의 리베이트， 랜

딩비， 매칭비， 후원금 등을 관행적으로 병 • 의왼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가적인 차
원에서 의약품 유통비리와 관련된 유통개혁기획단이 구성되고 약제비 직불제 의무화가 이루어지면
서 의약품 유통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는 듯 했으나 관련업계의 반발에 의해 약제비
직붕제가 폐지되면서 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이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 개혁조치들이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와 비추어 현재 국내 의약품 유
통체계의 투명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1)

의약품 유통 정보화의 실현

국내 의약품 유통산엽에서 투명성이 강화되려면 무엇보다 의약품 유통정보화가 실현되어야 한
다‘ 현재 국내 의약품의 투명화 정책은 구조적인 사전 예방 차원의 투명화보다 사후 단속적인 형태
를 취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사후 단속적인 방볍도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그

러나 그와 더불어 의약품 유통정보화가 이루어져 의약품 유통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에 기초한 의
약품의 흐름 및 가격 파악이 전자적으로 가능해져 구조적인 투병성 확보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2) 국내 의약품 산업의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

독자적인 신약 개발과 연구보다 제네럭 의약품에 의존하여 제품의 특성이나 효능보다 리베이트
등과 같은 불법적인 방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국내 의약품 산업의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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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를 위해서 도매업체의 영세성 탈피와 대형화를 통해 물류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의약풍 유통채널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의 윤리 강령을 보다 내실화하고 그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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