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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편지
제약협회는 지난 7월 23일 임시총회를 소집해 ‘기업윤리헌장’과 ‘기업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이를 대내외에 선포하
였습니다. 이는 제약산업계가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본 윤리규범을 하나로 정립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
으로 제약협회 회원 제약기업들은 헌장과 강령의 내용이 반영된 ‘표준 내규’에 따라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가
동할 것입니다. 제약협회는 정부, 국회,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윤리경영 시스템 조기 정착에 힘을 기
울일 계획입니다.
소통(Comunication)은 합의(Consensus)가 전제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신뢰하지 않는 제약협회 기
업윤리헌장과 회원 제약기업 윤리경영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라는 뜻입니다. 제약협회는 윤리경영에 대한 산업
내·외의 시각차(視角差)를 좁히는 첫 작업으로 ‘제약협회 정책보고서(KPMA Brief)’ 제2호를 발간합니다. 이번
호에는 준법경영,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제언, 제약기
업의 사례와 외국의 동향 등을 실었습니다. KPMA Brief가 제약산업과 이해관계자 사이에 상호 신뢰를 높이고 소
통을 원활하게 하는 좋은 매개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지면을 빌어 제약인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윤리경영은 우리의 업(業)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드
는 의약품은 약성(藥性)과 함께 독성(毒性)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
을 만들어내야 하며, 의약품 정보를 사용자에게 올바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업윤리헌장에
서 기치로 내건 ‘생명존중정신’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는 대기업과 중소
기업이 다를 수 없고 신약과 제네릭이 구분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숭고한 소명과 업의 본질을 스스로 부
정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하지 맙시다. 기업윤리헌장을 바탕으로 윤리경영 시스템을 가동하고 이를 증명하는 자
료를 꾸준히 생산하여 리베이트 산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납시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약협회 기업윤리헌장과 기업윤리강령은 공정경쟁규
약을 포함한 국내 법규와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국제적 규범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
춰 제정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자정선언’의 연속이 결코 아니고 ‘자율규범을 통한 자정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제약기업 종사자들에게는 각자의 행동원칙을 제시했고 회원 제약기업에는 준법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준법
감시자 설치의무, 문제발생시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노력 의무 등을 부여했습니다. 자율규범을 통해 윤리경영 시
스템을 확립하려는 제약업계의 진정성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기업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 속에 윤
리경영이 제약업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

※ 한국제약협회 기업윤리헌장과 기업윤리강령 전문은 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의 「협회 소개」중 「윤리헌장」란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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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련 정책 및 시장감시 활동을 중심으로)
고형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

Ⅰ. 시작하며

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리베이트
를 제공받은 사람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형사처벌할

2000년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교부하고, 약사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

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의약분업 제

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도가 본격 시행됐으며, 동시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

약품을 공급가에 보험청구하는 ‘실거래가 제도’도 도

트 쌍벌제를 도입하였다.

입되었다.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따라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

을 싸게 살 유인이 미흡함에 따라 의약품 유통은 의사

상시험 지원 등의 일부사항을 제외하고는 의사, 약사

의 처방에 좌지우지 됐고, 제약회사는 자사 제품을 처

등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

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유인책 즉, 불

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
위와 같은 불법 리베이트는 국민에게는 약가 부담을 키

한편, 2011년부터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대

워왔으며, 불법 리베이트가 의약품 총매출액의 20%를

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구체화하고, 리베이트 쌍벌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갖

도 R&D 투자보다는 리베이트에 많은 비용을 사용함

추었다. 서울중앙지검 내에 복지부, 경찰청, 식품의

으로써 제약회사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

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

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해

원 등의 기관이 함께 모여 본격적인 불법 리베이트 조

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 추진해 왔다.

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보건복지부

Ⅱ. 그간의 의약품 투명화 정책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은 물론,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수사를 의뢰하여 형사처벌 등

1.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시행(2010.11월)

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조사나
수사 중에 타 법 위반의 혐의 발견 시에는 공정거래위

종전에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회사와 도매

원회에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 고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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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동 수사반은 ‘14.4월

구입금액 차액의 70%를 수익으로 제공하여, 의약품

이후 서부지검으로 이관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을 저렴하게 구입할 동기를 제공하며, 환자의 경우에
도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할수록

한편, 건강보험 약가 인하(‘12.4.1) 후에도 불법 리베

본인부담액이 경감된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병

이트가 여전하고,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원·약국 등이 공식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의약품

따라 정부는 관련 위반행위에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

구입금액을 투명하게 신고함으로써 유통투명화에 일

을 마련·시행하였다.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기준

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약산업 구조가 불법 리베

강화(’13.4월) 외에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

이트 중심의 영업경쟁 구조에서 R&D 중심의 제품경

한 정부지원 적용 배제 방침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쟁 구조로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

인증 결격 및 취소기준에 불법 리베이트 위반 행위를

러나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

포함하는 내용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요구 등이 문제로 지적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

규정」을 개정하여 ’13.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요양기관의 저가
구매 노력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 수 절감, 저가약

2.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시행(2010.10.1.)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에 대한 노력까지 함께 고
려하여 장려금 형태로 지급하는 총약품비 절감 장려

정부는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

금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통을 투명화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시장형 실거래

Ⅲ.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부 정책(안)

가 제도는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
하면, 그 혜택을 병원·약국과 환자가 공유하는 제도

1. 리베이트 약제급여 제한

이다. 종전의 실거래가 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정한 기
준금액(상한금액) 내에서 병원·약국 등이 해당 의약
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지불 받았으나, 대부분 상

최근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의

한금액으로 구입금액을 신고하여 제도의 효과가 미미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

한 문제가 있었다.

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4.7.2. 시행)되었다.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요양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병원·

급여 적용을 정지하고, 해당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정지 기간에 2개월을 더하

표1. 부당금액 관련 급여 정지 기간
부당금액

정지기간
1회

2회

3회

500만원 미만

경고

2개월

급여 제외

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1개월

3개월

급여 제외

2,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2개월

4개월

급여 제외

3,500만원 이상 – 5,500만원 미만

4개월

6개월

급여 제외

5,5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

6개월

8개월

급여 제외

7,5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9개월

11개월

급여 제외

1억원 이상

12개월

급여 제외

급여 제외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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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부당금액별 정지기간 및 과징금 부과비율
부당금액
(이상-미만)

500만원
미만

5000
~2,000

2,000
~3,500

2,000
~3,500

5,500
~7,500

7,500
~1억원

1억원 이상

급여
제외

정지기간

경고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

과징금 부과비율

-

15%

20%

25%

30%

35%

40%

40%

여 가중처분 하도록 하였다.

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합리화

또한, 정지기간 만료 5년 이내에 재위반하여 산출한
가중처분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가중처분을 받

제약사, 수입자 및 도매상 등은 의약품 채택·처방유

은 약제가 5년 이내에 또다시 위반(3회째)한 경우에

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의료인, 요양기관

는 요양급여를 제외하도록 하였다. 즉, 리베이트 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

련 약제가 2번만 위반해도 요양급여에서 제외될 수

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약사

있는 가칭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금년 7월부터 시행

법 제47조제2항).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

하게 된 것이다.

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
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복지부령

한편,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가능하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약

록 하고 있고(약사법 제47조제2항 단서), 자세한 범

제(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과징

위는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에 구체적으로 명시되

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징금 금액은 요

어 있다.

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정지 기간에 비례하여 산출토록

재심사 대상 의약품의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하였다.

등에게 제공하는 사례보고서 중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사례보고서의 개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2. 리베이트 쌍벌제의 제도적 보완

칙」에서 정하는 최소의 개수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
년 7월부터는 시판 후 조사 참여 의료인에게 사례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한 지 3년 6개월이 지난 상황

를 줄 수 있는 사례보고서의 최소 개수를 연구목적이

으로, 그간 파악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나 해외허가 등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식약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리베이

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트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

하였다.

장하고, 제공자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하며, 수수자
자격정지 기간을 수수액에 연동시키는 등의 내용의 「

최근에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를 악용하여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

과다한 강의료 및 원고료 지원 등을 함으로써 사실상

계 행정처분규칙」 등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

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도 나타나기도 한

한 바 있다.

다. 상기 법령의 취지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
위를 명확히 제시하여 의약품 유통이 투명하게 이루

한편, 현재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

어지도록 하고, 경제적 이익을 주는 제약사 등이나,

률안(오제세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리베

경제적 이익을 받는 의사 등에게도 가능한 범위를 합

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관·약

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합법적인 의약품 유통 투명성

국 대상의 행정처분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 고형우

4.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의 도입·시행

7

아니라 제약사 등의 공급업계에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약품 최소 유통단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일련
번호 제도’를 도입하여 의약품의 안전관리, 위조 방지
및 유통 투명화를 추진한다. 일련번호를 도입하는 것

Ⅳ. 마치며

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부
터 전문의약품의 일련번호 도입·시행을 의무화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그간의 정책으로서 리베

(‘11.5월,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

이트 쌍벌제 도입,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과 최근

요령」 고시)하였다. 다만, 제약사·도매상·요양기

의 가칭 ‘리베이트 투아웃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관의 준비상황, 미국·EU 등 선진국의 추진시기

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제약사등과 의사·약사등

(2017년 예정)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간의 불법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정부 정책이 좀 더

참고 1. 현행 확장바코드
(GS1 상품식별코드, 유통일자, 로트번호)에 일련번
호(S/N) 추가 예시

강화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도 불법리베이트가 없
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
한 효과적인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제약업계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을 만들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자율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근절
을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한국제약협회 윤리

아울러 제약사등의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등

헌장」 등을 제정하는 등 투명한 의약품 거래질서를 확

의 월 단위 보고 등 현행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개선

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여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화 함께 출고시 보고토록

참고 2. 한국제약협회 기업윤리헌장 선포식 현장

하는 정보보고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의약품 유
통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제약사, 도매상 등이 의약품
유통 경로상의 정보를 모두 보고하도록 하는 ‘Track

and Trace’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중소 도
매상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유럽 등
과 같이 ‘End-to-End’ 모델의 형태로 운영하되 준비
기간을 거쳐 ‘Track and Trace’ 모델로 이행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일련번호 제도와 함께 정보보고체계 구
축이 되면 의약품의 투명한 유통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제약회사가 자발적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투명한 의약품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자발

2015년부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

적인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나, 제약사 및 수입사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리베이트 여부에 대한 예측 가

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액제제 등의 일부

능성 제고 등 리베이트 관행 개선 여건 조성을 위해 업

의약품은 일련번호제도에서 면제하는 것도 고려할 필

계와 함께 노력해 갈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와 업계가

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서 제약산업에 대한

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

국민의 신뢰를 제공하고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갖

라고 생각된다. 2015년 시행되는 일련번호 제도가 무

출 수 있도록 R&D 투자 중심으로 국내제약산업이 도

리 없이 추진 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정부뿐만

약하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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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 연계제도와 제약분야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법집행 방향
강신민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과장

1. 서론

허법은 혁신적 기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새로
운 기술혁신의 유인을 제공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작업단은 올해 6월 본

을 장려하여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회의에서「경쟁과 제네릭 의약품」에 관한 라운드 테이

목표로 한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과도한 경제력 집

블을 개최하여 오리지널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경

중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쟁촉진을 위한 각 국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각 국은 제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

네릭 의약품의 확대를 위한 제도의 변화와 제약분야에

전을 도모함을 목표로 한다. 즉, 공정거래법과 특허

서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및 역지불합의(Reverse

법은 ‘경쟁촉진’과 ‘특허권보호’라는 서로 다른 정책수

payment 혹은 Pay-for-delay Settlement) 사례를

단을 통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건전한 산

소개하였다. 컬럼비아 로스쿨(Columbia law school)

업발전을 도모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3)

의 Hempill교수는 ‘제네릭 의약품 진입의 불공정한
지연(Delay)’에 관한 실증분석1)을 소개하고,Romano

최근 한미 FTA의 시행 이후 3년간 유예되었던 허가-

Subiotto변호사(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그 시행

LLP)는 유럽에서 역지불합의가 존재하는 이유 에 대

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제약분야의 지식재산권 강화

해 발표하였다. OECD회원국들은 회의에서 국민생

와 이에 따른 남용행위 증가 가능성에 관심이 높은 상

활의 질과 밀접한 제약분야의 경쟁촉진에 많은 관심

황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제네릭

을 보여 주었다.

의약품 승인과정에서 특허권자와 제네릭 의약품 제조

경쟁의 관점에서 제약분야의 특수성은 독점권을 보장

사간 특허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정당한 특허

해 주는 특허제도가 특히 발달된 분야라는 점이다. 특

침해소송이 아닌 독점적인 지위를 지속하고 경쟁자의

2)

1)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하면 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측이 승소하면 경쟁이 즉시 일어나
지만, 오리지널 제약사가 승소하면 계속해서 경쟁이 없어지고 역지불합의는 제네릭 의약품의 조기 시장진입 인센티브를 없애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
고 특히 흥미로운 것은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가 소송에서 끝까지 다투게 되면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의 승소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 사전적으로 특허침해행위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사전 금지조치가 쉽지 않은 점, 사후적으로 특허침해로 인한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고, 통일된 특허침해 전
담법원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3) 공정거래법 제59조도 「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정당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보
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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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소송 제기 가능성

네릭 의약품 제조사가 특허도전에 성공하여 해당 제

도 증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소송 진행과정에서 오

네릭 의약품이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리지널제약사와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간의 역지불합

동안 제네릭 의약품 독점권을 갖게 된다. 다만, 허

의 체결 가능성도 높아질 우려가 있다.

가-특허 연계제도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식품의
약품안전처는 3월 21일 입법예고를 통해 미국의 제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과 이에 따른 경쟁법 집행방

도와 일부 다른 형태의 제도를 소개하였으나 기본적

향을 논의하기 위해 우선 제약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인 구성은 미국과 유사하다.

남용행위의 유형을 알아보고,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 등 특히 관심이 높은 역지불합의에 대한 국

이러한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시행 이후 특히 우려되

내외 법집행 사례를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이미 허

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

가-특허 연계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에서 제약분야의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쟁촉진을 위해 운영 중인 지재권 남용행위 감시제도
를 살펴보면서 허가-특허 연계제도 내에서의 부당한

(1) 소송권 남용행위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법집행 방향을 모색해보겠다.
소송권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
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 규정

2. 제약분야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유형

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
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52호)은

제약분야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의 유형을 알아보기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혹

에 앞서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겠

은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

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2012년 한미 FTA 시행 즉

해행위로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 특

시 도입된 ① 특허목록(Patent List) 등재제도와

허무효심판, 기타 사법적 행정적 절차를 부당하게 이

② 통지제도 그리고 2015년 시행 예정인 ③ 시판방지

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혹은 신규진입을 어

제도와 ④ 시판독점권 제도로 구성된다.

렵게 하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일종
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특허권자는 특허목록 에 자신의 특허
4)

를 등재할 수 있고, ②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는 자신

다만, 시장지배적지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약 품

이 품목허가를 신청한 품목이 특허등재 의약품의 자

특허권자라는 자체만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할

료를 근거로 한 경우 품목허가 신청 사실을 특허권자

수는 없다. 지식재산권의 존재는 시장지배력 유무를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지받은 특허권자는 품

판단하는 중요지표일 뿐 추정요건이 아니다. 지식재

목허가 신청된 제네릭 의약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

산권의 독점적 이용권이 관련 상품시장 및 기술시장

한 것으로 판단되면 특허침해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

의 지배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고, 의약품 허가당국은 소송이 제기된 제네릭 의약품

시장지배력은 지식재산권의 존재 뿐만 아니라, 해당

의 품목허가 승인을 일정기간 정지한다. 그리고 ④ 제

기술의 영향력, 대체기술의 존부, 기타 시장여건 등

4) 우리나라는 그린리스트(Green List), 미국은 오렌지북(Orange Book)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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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최근 미국

품 제조사간 합의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제

연방대법원은 Illinois Tool Works 판례에서 특허권

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

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시장지배적 지위가

제될 수 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면 시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독점금지법을 적용하기 위해

방지제도 및 시판독점제도를 위해 제약사들간 특허

서는 특허권자가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분쟁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역지불합의도 증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할 우려가 있다.

5)

6)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후에는 소송제기시 시판
방지제도를 이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보다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에게 대가를 지불하

효과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는 역지불의 방법은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금전적 대

(objectively baseless) 경쟁사업자를 방해할 의사로

가를 지불하는 명시적인 지불방식이 대부분이었으

쟁송을 제기한 경우, 기만(fraud)에 의해 특허권을 취

나, 최근에는 다른 오리지널 의약품 판매권을 라이선

득하고 이를 근거로 쟁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당하

스(과도한 인센티브를 포함한)하는 등 부수적 협정을

게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키고 그 기간만큼

체결하거나 위임형 제네릭(Authorized Generic) 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출시 약정9)으로 보상하는 등 다양한 지불방법이 확인

7)

되고 있다. 역지불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경쟁법 집행
실제 미국에서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소송남용행위 사

사례는 장을 바꾸어 살펴보겠다.

례가 존재한다. Bristol-Myers Squibb company 건
(2003)에서 BMS는 신약 BuSpar와 관련 없는 특허
를 특허청으로부터 획득한 후 FDA에 BuSpar와 관련
된 것이라고 증명서를 제출하며 특허목록집(Orange

3. 제약분야 지재권 남용행위(역지불합의)
집행 사례

Book)에 등재하였다. Mylan과 Watson사가 이 특허
가 무효라는 인증서를 제출하였고 BMS는 이에 대해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가장 우려가 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 경쟁당국인 FTC

는 남용행위는 역지불합의이다. 역지불합의는 저렴

는 BMS의 행위에 대해 재판절차를 이용한 경쟁제한

한 제네릭 의약품의 발매를 지연시켜 의약품 소비에

행위로 판단 하였다.

있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고, 나아가 정부 재정지출

8)

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10)

(2) 역지불합의 :
특허권자와 제네릭 의약품 제약사간의 합의행위
의약품 특허를 가진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의약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EU 경쟁당국 모두 역지
불합의 법집행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11)
미 FTC는 2003년 이전부터 동의명령(consent order)

5) Illinois Tool Works v. Independent Ink. Inc, 547 U.S. 28(2006)
6) 공정거래위원회, 의약품 분야 지적재산권 관련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외국사례 분석 및 효과적인 법집행 방안 연구, 2009.5.
7) 김학현, 지식재산권 침해분쟁과 경쟁법위반, 경쟁저널 제172호(2014.1)
8) F
 ederal Trade Commission Press Release, FTCs Charges Bristol-Myers Squibb with Patent of Abusing Government Processes to Stifle Generic

Commission, March 7, 2003.
9) 시판독점기간동안 다른 제네릭의 시판은 불가능하지만 오리지널 제약사가 스스로 혹은 위임하여 판매하는 위임형 제네릭의 경우 시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리지
널 제약사는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와 합의하면서 독점적 제네릭 의약품의 유일한 경쟁제품인 위임형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상하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
10) 고가영, 글로벌 제약기업의 ‘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 settlement)와 경쟁 정책 동향, 보건산업브리프 vol. 122
11) 美FTC는 FTC v. Actavis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의회연설을 통해 역지불합의를 근절하는 것이 FTC의 가장 주요한 업무 중 하나이고 역지불합의가 독점금지법
위반임을 입증할 것을 강조하였고, 알무니아 EC집행위 부의장도 “제약분야의 경쟁보호는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
라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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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역지불합의를 적극 제재하였으며, 제6연방

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항소법원도 Cardizem CD Antitrust Litigation 판결

그리고 2013년 12월 10일 EC는 J&J가 Novartis와

에서 역지불합의를 당연위법(per se illegal)이라 판

공동 판촉 협정을 맺고, Novartis가‘펜타닐’의 제네

시 한 바 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Schering-

릭 발매를 지연하기는 대가로 다른 기업이 제네릭 의

Plough Corp. v. FTC 사건 에서 제11연방항소법원

약품을 출시하지 않는 한 1개월마다 J&J社로부터 금

이 ‘특허범위’ 테스트 (‘scope of the Patent’ Test)를

전적 대가를 지불받기로 2005년 7월 합의한 행위에

적용하여 FTC결정을 파기하며 혼란이 발생하였고,

대해 카르텔로 판단하고 총 1,630만 유로의 과징금

제3연방항소법원이 동일한 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에

을 각각 부과(J&J 1,080만, Novartis 550만 유로)

서 FTC로부터 조언자의견서(Amicus Curiae Brief)

하였다.

를 제출받고 제11연방항소법원의‘특허범위’테스트의

공정거래위원회도 2011년 GSK와 동아제약간의 역지

적용을 거부 하면서 역지불합의에 대한 최초의 연방

불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

대법원 판결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 7천 3백만원을 부과19)하였

12)

13)

14)

15)

다. 위원회는 담합행위로 인해 항구토제 시장에서 저
2013년 6월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FTC v. Actavis건

렴한 제네릭 의약품(온다론)이 퇴출되고, 경쟁 약품이

16)

에서 제11연방항소법원의 판단(특허범위 테스트)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함으로

을 파기 환송하고, 유효한 특허권내의 행위라고 하더

써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막아 소비자 이익

라도 독점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미

을 저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FTC의 역지불합의 법집행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연
방대법원은 역지불합의가 반경쟁적 효과를 갖는지는

2014년 2월 27일 대법원은 원심인 고등법원의 판결

지급자가 예상하는 장래 소송비용과 관련한 그 크기

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GSK와 동아제약의‘역지불

와 규모, 그 지급을 옹호할 만한 다른 서비스로부터의

합의’가 항구토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독립성, 그리고 다른 설득력 있는 정당화 사유의 부족

공동행위에 해당된다는 공정위의 판단을 지지하였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시하였다.

다. 앞서 2012년 10월 31일 고등법원은 역지불합의

17)

의 부당성을 판단하면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EU 경쟁총국도 2013년 6월 최초로 덴마크 Lundbeck

공동판촉계약이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그것이

등 제약사들간 항우울제 제네릭 의약품 출시 지연 합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로 친경쟁적 효과가 매우 큰

의에 대해 총 1억 4,500만 유로(Lundbeck 9,380만,

경우와 같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부당하

4개 제네릭 제약사 총 5,22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역지불합

하였다.

18)

해당 건은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가 1개 회

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역지불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

의의 부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20)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건은 국내의 최초 역지불

12) 332 F.3d 896 (6th Cir. 2003)
13) 402 F.3d 1056 (11th Cir. 2005), cert. denied, 126 S. Ct. 2929(2006)
14) 특
 허범위 테스트는 ① 문제된 행위가 해당 특허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② 신약특허권자의 특허침해 주장이 객관적으로 근거가 있으며, ③ 해당 특허가 부정
한 수단을 통하여 얻어지지 않았다면 반독점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15) In re K-Dur Antitrust Litigation, 686 F. 3d 197, 103USPQ2d 1497(3rd Cir. 2012)
16) FTC v. Actavis, Inc., 133 S.Ct. 2223, at 2230.
17) 김철호·황진우, 역지급 합의에 대한 미국, EU 및 한국의 최근 결정, Law&Technology 제9권 제5호(2013.9)
18) 김희은, 유럽의 제약산업 관련 경쟁법 집행동향, Sector Inquiry, 역지불합의, 특허권 남용을 중심으로, 경쟁저널(2013.9)
19) GSK가 개발한 신약 ‘조프란’(온단세트론)은 대표적인 항구토제로 GSK는 제법특허에 따른 독점판매권을 갖고 1996년경부터 조프란을 국내에 판매하였다. 동아
제약은 1998년 GSK의 제법과는 다른 ‘온단세트론’ 제법특허를 개발, 특허 취득 후 제네릭 의약품인 ‘온다론’을 시판하였다. GSK와 동아제약은 특허분쟁 진행
중에 이를 종결하면서 동아제약은 기출시한 온다론을 철수하고 향후 항구토제 및 항바이러스 치료제 시장에서 GSK와 경쟁하지 않는 대신, GSK는 동아제약에
게 신약 판매권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사건이다.
20) 대법원 판결(2012두27794), 고등법원 판결(2012누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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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사건으로서 제약업계의 기존 관행이 위법이라는

의문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접수된 문건에 대해

점을 입증한 것이고, 이미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진

미FTC Health care Division은 ① 제네릭 의약품의 진

출한 이후(즉, 약값인하가 이루어진 이후)라고 하더

입 지연(Delay in generic entry) 및 ② 오리지널제약사

라도 역지불합의의 유인이 존재하며, 허가-특허 연

로부터 제네릭 의약품 제약사로의 역지불(Payment

계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역지불

from brand to generic)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제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사례로 의미

네릭 의약품 진입연기 및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에 대

가 크다고 하겠다.

한 보상(compensation)을 담고 있는 접수문건의 수
를 연간보고서(annual report)의 형태로 발표23)하고
있다.

4. 맺은 말: 제약분야 지재권 남용행위
감시제도의 도입 등 법집행 방향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허가-특허 연계제
도의 시행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에서도 제약사간

최초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된 미국 에서는

합의문건의 공정위 제출제도를 담고 있다. GSK와 동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제네릭

아제약 사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역지불합의가 업계에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다양한 형태로 저지하는 행위가

서 실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약사간 합의문건은 영

나타났다. 시판정지기간동안 다른 특허를 추가로 등

업상 비밀문서로 제출되지 않는 한 확인이 어렵다. 특

록하여 제네릭 의약품 시판허가를 지속적으로 저지하

히 제약사간 역지불합의는 정당한 특허권의 보호와

고(patent stacking), 특허소송을 남용하여 제네릭 의

제네릭 의약품의 진입촉진이라는 허가-특허 연계제

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연(improper patent

도의 입법목적을 저해하면서 부당하게 독점기간을 연

filling or lawsuits)시키고, 특히 제네릭 의약품의 진

장시키고 경쟁자의 시장진입 자체를 봉쇄시키는 효과

입연기를 대가로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네릭 의약품 제

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일하게 경쟁당국이 역지불

조사에 보상(pay-for-delay)하였다.

합의를 사전에 감시하여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소비

21)

자의 접근권과 선택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이에 미국은 2003년 Medicare Modernization Act
(MMA법)를 제정하여 제네릭 의약품 시판이 신청된

공정위는 제약사로부터 합의문건을 제출받게 되면 체

후 추가로 특허를 등재하는 경우 이미 신청된 제네릭

결된 합의의 경쟁제한성을 면밀하게 분석할 예정이

의약품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관련 법규정을 개

다. 또한 공정위는 제약분야의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정하였으며, 특허를 등재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소송권 남용행위 및

여 특허소송의 남용 가능성을 경감하였다. 그리고 특

역지불합의 등 제약분야의 지재권 남용에 따른 경쟁

히 제약사간 특정한 종류의 합의를 체결한 경우 이를

제한 및 소비자피해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경쟁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상시 감시체제를 마

계획이다.

련하였다.

MMA법 제1112조22)는 역지불합의를 사전감시하기 위
해 제약사들이 합의 후 근무일 10일내 경쟁당국에 합

21) 특허만료 이전에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의 도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4년 Hatch-Waxman법을 제정하였다.
22) S
 ection 1112 of Subtitle B ("Federal Trade Commission Review") of Title ⅩⅠ of the 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of 2003
23) 미FTC는 2012년 연간보고서를 통해 연간 140건의 신고문건을 접수하였고, 잠재적 역지불합의가 있는 문건은 총 40건, 시판독점권을 가진 제네릭 의약품제조
사가 관련된 잠재적 역지불합의는 23건이라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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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증가

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복지 이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의료이다. 삼삼오오 어느 모임에서든지 등장하
는 단골 화제가 건강인데 이때마다 인구에 회자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2010년 11월 28일에 시행된 이후

것이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부도덕성이 되었다. 이때,

2014년 7월 2일에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기

많은 경우에 일반 국민이 지적하는 부도덕성은 정상

에 이르렀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수수자인 의사를 겨

적인 활동을 오해한 것으로서 공정경쟁에 관한 규약

냥한 제도였다면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제약사를 대상

에 의거하여 부도덕 활동으로 창조된 것이다.

으로 2회 적발시에 해당품목의 보험급여 청구가 삭제

더구나 제약사간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위하여 제정

되는 강력한 법안이다. 이러한 법안들은 의료계의 진

된 법안은 그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의료계 활동을 제

료와 학술 및 사회 활동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고 있고

한하고 임의로 규정한 한도를 넘으면 부도덕한 수준

또한 언론에 자주 거론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제약사간의 공정경쟁규

익숙한 사안이 되었다.

약이 의료계의 도덕적 기준에 관한 규약으로 발전되

이들 법안의 시행으로 당초의 목표대로 제약사의 불

어서 마치 의료계가 부도덕한 수준의 활동을 하고 있

필요한 경비가 얼마나 감소하였고, 약가의 인하가 얼

는 것으로 오도되고 있는 형편이다.

마나 합리적으로 진행되었고, 따라서 국민의 부담이

결국,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본래의

얼마나 줄었으며, 결과적으로 국내 의료계 및 제약업

취지와는 다르게 온 국민에게 의심, 불신, 분노의 부

계 산업 발전과 연구진흥이 얼마나 이루어 졌으며, 궁

정적인 감정을 매일 불러일으키게 되어서 사회전체

극적으로 세계 경쟁력을 얼마나 높였는가는 법안 입

에 부정적인 부담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인간

안자가 자랑해야할 부분이나 이에 대한 발표는 잘 들

의 몸과 마음을 다루는 가장 정직하게 운영되고 있는

리지 않는다.

현장인 의료현장이 가장 믿을 수 없는 현장으로 왜곡

다만, 의료현장에서 쓰나미처럼 전국민의 뇌리에 새

되어 인식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내 몸을 의료인

겨진 것은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잠재적 범죄집단이고

에게 맡기는데 그 현장이 정부가 믿을 수 없다고 선

언제고 내가 당할 수 있으니 믿지 말고 의심하고 감시

언한 현장이라면 누가 안심할 수 있겠는가? 작금의

하고 고발해야한다는 국민정서인 것이다. 21세기 선

상황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하

진화로 가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가장 자주 또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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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리베이트 개념의 왜곡

대두된 문제들을 대한의학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소개하겠다.

2010년 11월 28일에 시행된 의료법 제23조의2(부당
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에서 “의료인, 의료기

1) 국내학술대회 개최

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채택·처
방유도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

① 학회 자부담율 충족

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

학회의 자부담율이 20%가 되지 않으면 심의 신청 자

는 아니 된다.” 로 리베이트를 정의하고 있다. 따라

격을 박탈하는 현 제도는 자부담율을 높이기 위하여

서 정상적인 기업의 활동인 모든 “판매촉진” 목적의

학술대회 등록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학회회

활동이 기본적으로 리베이트에 해당되게 된 것이고

원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공의, 간호사 등

또한 쌍벌제로 인하여 판매촉진의 상대가 되는 의료

비의사회원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들의 부

인도 판매촉진의 행위에 참여하면 범법자가 되는 것

담이 가중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자부담율이 30%

이다.

로 상승되는데 학회 재정운영의 자립성을 확보하자

“다만 견본품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는 당초 목적에 동의하더라도 현장의 상황은 자부담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율 20%에 적응할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하기에 자부담율 상승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공급자

② 학회운영비 포함

단체에서 운용하는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에서 다

학술대회 기부금을 학회직원의 인건비와 학회운영비

루고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더구나 심의 기준이

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학술대회 준비를 위

되는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은 당초 법제정

하여 학술대회 개최 3개월 전부터는 학회직원의 인

정신인 제약사간의 공정경쟁 유도 목적이 아니라 의

건비와 학회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

료계 활동의 도덕적 기준 설정 규정으로 변질되어 시

하다.

행됨으로써 의료계의 도덕성을 왜곡하여 훼손함은 물

또한 행사 대행사 경비를 총사업비의 10-15%로 한정

론, 의료계 발전을 위한 동기를 없애며 활동을 위축시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필

키고 있다. 심지어 의료계 행사 내용-장소 및 숙박

요가 있다.

가격, 식음료 가격, 연구비와 시상 범위와 내용, 행
사진행 요원 제한 등 세부적인 사항의 한계를 규정하

③ 학술대회 잉여금 처리

고 있어서 의료계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제약사의 사

학술대회 잉여금은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적

회공헌을 위축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어도 학회의 자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회의
수익으로 보고 학회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
가 필요하다. 이때 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목록을

III.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적용 개선

개발하고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두

우선 리베이트 개념을 재정립하여 정상적인 “판매촉

④ 사후보고

진”을 위한 행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의료계와 제약

런천심포지엄만을 지원받았는데 행사 후 학술대회 전

업계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행 리베이트 개

체의 경비내역을 보고하여야 하는 것은 학회간섭으로

념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보인다. 기부 받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만 제출하는

다음으로 공정경쟁규약 시행 이후 의료계 현장에서

것이 합리적이다.

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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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의뢰하여 캠페인 사업을 전문성에 기반하여 추
진하고 있다. 캠페인 사업이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

① 비용 정산처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경쟁규약 심의를 거치게

현행 규정은 학술대회 주관 기관이 지원대상이기 때

되는데 캠페인 건당 5천만원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

문에 국내참가자가 해외학회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다. 또한 비슷한 내용의 캠페인은 허가를 하지 않으며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에서는 위임장을 받

기획사를 통한 캠페인은 삭감요인이 된다. 원칙적으

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위임장을 요구하였을 경우, 개

로 대국민 캠페인은 정부가 담당해야할 부분으로 인

최국 학회가 우리나라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여 한

정하여 학술단체가 시행하는 경우를 축소하려는 경향

국 의료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 국가 신

이 있다. 그러나 캠페인의 주관이 어느 기구가 되든

인도 문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제약협회 또는 지정된

켐페인 사업의 주최는 전문가가 담당해야 하기 때문

국내학회에서 비용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에 학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제약사 사회공

것이 필요하다.

헌의 커다란 축인 캠페인을 제한하게 되면 그 손해는
결국 캠페인 수혜자인 국민에게 돌아가므로 캠페인

② 지원자 범위

사업의 축소가 아니라 합리적인 확장이 필요한 시점

학회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다. 임상의사 이외의 연

이다.

구자에게도 지원의 기회가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4) 기타 공정경쟁규약심의 사항

③ 비용 증빙

위에서 거론한 국내학술대회 개최, 해외학회 참가자

호텔비 국내 20만원, 국외 35만원 책정은 현실성이

지원, 캠페인 이외에도 공정경쟁규약 심의 대상은 여

없다. 유럽 또는 미국의 경우에 등록 시점이 늦어지면

러 형태의 학술대회 개최에 관련된 지원, 연구비와 시

고가인 경우가 많다.

상 등 기부, 학술상, 제품설명회 등 다양하다. 심의

식사 영수증의 경우 개인영수증을 요구하는데 여러 명

대상 사안 모두 공정경쟁 유도 목적보다는 의료계 및

이 같이 식사를 했을 경우, 개인별 영수증을 요구하는

의료인의 활동과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

것은 넌센스에 해당한다. 현실성이 결여된 규정이다.

향이 있다는 것만 언급하고 자세한 내용은 지면 관계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을 경우 영수증을 확보하기 힘들

로 다음 기회로 넘기고자 한다.

다. 해외학회 지원에 있어서 기타교통비 항목에 정액
제 제도를 도입하여 영수증 없이 최소 경비를 지원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제언

국내의 지방에서 외국으로 갈 경우, 지방에서 인천 공
항으로 이동한 항공료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지방에

모든 “판매촉진” 목적의 활동이 리베이트로서 죄로 간

거주하고 있는 학술대회 참가자에게 공평하지 못한

주되는 현행법과 이에 따른 국민정서로 의료계와 제

규정이다.

약업계는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되고 있다. 다른 업계

경비 정산 이후 경비 수령할 때까지의 시간이 너무 많

에서는 있지도 않은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투아

이 걸리고 있으니 개선이 필요하다.

웃제가 의료계와 제약업계를 강타하여서 정상적인 업
계의 사회공헌, 즉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정부가 극

3) 캠페인

도로 억제하고 있는 형편이다.
복지국가 건설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할 건강관련

제약사 사회공헌의 좋은 예가 공익적인 대국민 캠페

전문가가 국민에게 칭송받지는 못할지언정 범죄자로

인 사업이다. 제약사는 전문가인 학자들의 모임인 학

몰리는 현실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국민의 정서적,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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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리
베이트의 개념을 정상화 하여서 건전한 기업활동을
진작시켜야 할 것이다.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현장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히 필요한 분야이다. 공정
경쟁규약 제정 정신을 살리고 왜곡된 현실을 정상화
하기 위하여 우선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
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두고 있는 공정경
쟁규약심의위원회를 중립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현행 절차는 제공자가 심의하는 경우로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제공자와 수수자가 아닌 중립적 기관에서 공
정경쟁규약 심의를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한
의료계 활동의 도덕적 평가는 공정경쟁이 아니라 윤
리를 다루는 기구에서 독립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제약사간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시도가 미래
복지국가 건설의 주역인 의료계와 의료인을 의기소침
하게 하며 또한 제약사의 사회공헌을 막고 있다. 공정
경쟁규약에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공정경쟁규약 제정
의 당초 목적에 맞는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부각된 부작용을 최
소화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의료계와 제약업계 종사
자들을 신바람 나게 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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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석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의료윤리학교실 교수

윤리적인 의사들을 잘못된 동료주의(collegiality)로

1. 글을 열며

감추거나 자신의 이익을 환자와 사회의 이익보다 우
전통적으로 의사, 변호사, 성직자로 대표되는 전문직

선한다는 비판들이 제기되면서, 전문직이 과연 사회

윤리에 있어서 ‘자율규제권’은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되었다.3)

동종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의사들의 도덕적 시시비비

많은 나라에서 의료계는 의료시장에 대한 조정능력

를 외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을뿐더러

을 상실하였고 의료수가, 지불방법 등의 결정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다.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사회

서 정부의 깊숙한 정책적 개입을 허락할 수밖에 없게

는 의사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내 몸을 맡길

되었다.

의사가 경제적 이익에 쉽게 흔들린다고 믿고 싶지 않
은 것이다. 의사와 제약기업과의 관계는 의사에 대한

우리 정부는 2010년 모든 리베이트 행위를 범죄행위

신뢰에 흠집을 내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로 규정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제약회사는 물론이

문제의 대표적 진원지이다.

고 이를 수수하는 의사까지 처벌하는 쌍벌제를 전격

서구에서 1950년대까지 전문가주의에 대하여 쓰여

도입하였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리베이트가 비윤리

진 문헌들은 이타심과 자기이익추구 사이의 갈등이

적인 행위라는데 동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의료계만

1)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의 일만도 아닌데 ‘왜 우리만 갖고 난리냐..’며 불쾌

들은 여전히 이타적으로 행동하리라는 믿음을 가지

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쌍벌제 도입의 의미

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사회

는 우리 사회가 의사들의 자율정화능력을 인정하지

는 의사들의 전문가주의에 회의를 표현하기 시작했

않은 공식적 ‘사건’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본 고를

다. 의사들이 그들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통하여 대한민국 의료계의 의약품 관련 자정능력 노

를 창조해 내고 있으며, 자율조정권을 제대로 발휘하

력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이러한 불행한 사태의 원인

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불안하고 비

과 대책에 대한 단초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1) Parsons T. The professions and social structure. Social Forces 1939; 17: 457-467.
2) Johnson T. Professions and power. London: Macmillan Press, 1972.
3) M
 cKinlay J. Towards proletarianization of physicians. In: Derber E, editor. Professionals as workers: mental labor in advanced capitalism. Boston:

G K Hall, 1982: 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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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꾸로 가버린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
지침

그런데 2006년도에 당시 의협은 의사윤리지침을 전
격적으로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슬그머니 지워버렸
다. 개정 지침 제13조의 (과잉진료 및 부당이득금지)

대한의사협회는 1997년 4월에 제정 공포한 <의사윤

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리강령> 제4장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임무’에 4개 조
항을 규정하였다. 제23조에서 “의사는 정당하지 않은

1) 의사는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진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의사는 특

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

히 적절한 진료비 이외의 금품이나, 치료약제와 진료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구의 선택과 이용에 관련된 부당한 대가를 받아서

2) 의사는 환자에게 새로운 추가진료가 필요한 경우

는 안 된다. 또한 의사는 순수한 목적의 사회봉사를

에는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제외하고는 진료비와 관련하여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이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2001년 4월에 제정

이전 지침에 있던 금과옥조같은 내용들을 모두 삭제

해서 11월에 공포한 <의사윤리지침>에는 이런 강

해 버린 것이다! 같은 해에 개정된 의사윤리강령 8개

령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제50조

항 역시 의사의 (부당한) 경제적 이득에 관한 언급을

(부당이득 추구 금지) 조항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슬그머니 빼 버렸다. 확인할 순 없지만 개정 당시 의

있다.

협 집행부는 이전의 지침과 강령에 언급된 부당한 이
득에 대해 언급한 ‘훌륭한’ 내용들이 자칫 스스로 발목

1) 의사는 진료약제와 의료기기 등의 선택 및 사용과

을 잡는 자충수가 될 뿐이라고 평가절하 하였던 것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어떤 종

로 보인다. 이러한 꼼수는 결국 쌍벌제라는 불편한 제

류의 부당한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도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2) 의사, 의료기관, 학술단체 등은 제약회사나 의료
기기회사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가 공정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3. 미국의사협회의 경우4)

3) 의사, 의료기관, 학술단체 등은 제약회사나 의료
기기회사 등으로부터 연구비, 국내외 학술대회 참

1980년대 후반부 미국에서는 제약산업과 의료기기

가경비, 학술대회 기념품 등을 지원받는 경우라도

제조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한 이들

그 방법과 절차가 공정하고 공개적이지 않을 때는

기업들의 치열한 판촉활동이 시작되어 이로 인한 부

받으면 안 된다.

작용 사례가 언론 등에 종종 보고 된 일이 있었다. 이
에 미국 의사협회는 1990년에 의사와 제약회사 등과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는 하나 1) 의약품 채택이

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의사에 대한 기업들로부터의

나 처방을 댓가로 하는 금품의 수수(리베이트)를 명시

선물’(Gifts to physicians from industry)이라는 윤리

적으로 금하고 있고 2) 공정하고 공개적인 지원에 대

지침을 제정하여 ‘의사윤리 강령집’(Code of Medical

한 언급, 그리고 3) 연구비 및 학술대회 경비 지원의 공

Ethics)에 포함시키고 회원들에게 주로 미국의사협회

정성과 투명성 등 중요한 내용들을 잘 담아내고 있었

지 등을 통해 이를 교육하고 홍보 해 왔다.

다. 사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켜졌어도 쌍벌제와 같

1990년에 제정되고 1996년과 1998년에 각각 개정이 된

은 무지막지한 법안은 논의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의사에 대한 기업들로부터의 선물’(Gifts to physicians

4) 2005년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간 <의사와 의약산업체 등과의 관계윤리지침 개발연구> 중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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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industry) 지침은 비교적 간단한 7개 문장으로 되

특별 위원회(Gift education initiative)를 만들어 이

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윤리지침 이행을 위한 대대적인 교육, 홍보활동을 전

첫째, 기업들로부터 의사가 받아도 되는 선물은 기본

개하였다. 즉, 18개월간에 걸친 특별활동에서는 이

적으로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되는 것 예컨대 의학 서적

지침에 대한 해설과 질문-응답 등을 담은 유인물을

이나 간단한 식사 정도여야 하고 현금은 안 되며 물품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특별 홈페이지 개설과

인 경우 그 금전적 가치가 크지 않아야 한다.

포켓용 지침서 제작 등을 통해 의사들이 이 지침서를

둘째, 다른 선물인 경우도 의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등을 추진했다. 이 결

간단한 것 예컨대 펜이나 메모지 정도 여야 한다.

과 미국 내 의사와 의약산업체와의 관계는 그 동안 크

셋째, 제약회사 등에서 후원하는 학술모임은 이런 학

게 개선이 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술모임에 어울리는 장소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내용

이해상충과 관련한 항목을 대폭 축소한 대한의사협회

은 참가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적인 내용의 강연

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준 것이다.

이어야 한다. 그리고 후원내용이나 이해상충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넷째, 연수교육을 위한 모임에 대한 제약회사 등의 후
원은 연수교육을 운영하는 주체에 직접 전해짐으로써

4. 지금도 진행 중인 한국의료윤리학회의
가이드라인

참가자들의 참가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야 하며 참
가자가 직접 현금지원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국의료윤리학회는 국내 의치간호계의 학생교육으

다섯째, 단순한 학회 참석을 위한 의사들의 여행이나

로부터 전공의 및 전문의를 아우르는 의료윤리교육과

숙박 그리고 식사비용을 후원 받아서는 안 되며 의사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모

들의 시간에 대한 보상도 안 된다. 다만 이런 학술대

임이다. 2005년 학회에서 용역 연구의 결과물로 내어

회에서 발표를 하는 사람에 대한 여비나 숙박비 그리

놓은 <의사와 의약산업체 등과의 관계윤리지침>을

고 강사료는 적절한 수준에서 가능하다.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의약품 관련 이해상충의 문제를

여섯째, 의과대학생이나 전공의, 펠로우 등이 학술대

다루어 오고 있다. 2011년 학회를 중심으로 대한의학

회에 참가할 때 제약회사 등은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한국보건의료연구

그러나 이 경우 참가자 선정은 학회나 관련기관에서

원,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회가 함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인-제약회사 관계 윤리지침>을 발표하였다.

일곱째, 의사의 처방행위에 관련한 어떤 선물도 받아

지침과 함께 한국의료윤리학회지에 소개된 8편의 종

서는 안 된다. 또한 제약회사 등이 학술대회 지원을

설은 이해상충의 윤리적 원칙부터 의사, 의대생, 연

계약할 때 그 학술대회의 내용이나 강사 그리고 학술

구, 쌍벌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

대회 자료선정은 학술대회를 조직하는 주체에 맡겨야

룸으로써 본 분야의 ‘레퍼런스북’ 이라 할 만하다.5) 의

한다.

료인-제약회사 관계 윤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0년대 초반 이러한 내용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해
도 많은 미국 의사들이 이 지침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

1) 처방과 제품선정

지 못하고 있었다. 2001년 8월 미국의사협회는 전 미
국의사협회 회장인 Dr. Alan R. Nelson을 위원장으로

의료기관은 제약산업체와의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하고 각 전문학회대표와 제약회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한다. 의사나 의료기관은 제품의 선정 구입과 관련하

5)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1. vol.14, No.2-3에 의료인-제약산업 관계의 이해상충과 윤리적 원칙, 의사-제약회사 상호작용이 처방에 미치는 영향, 의대생/전공의
와 제약회사의 윤리적 관계,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확산에 있어 이해상충문제, 평생의학교육의 의사-제약회사 관계, 의사-제약회사 상호관계가 연구에 미치는
영향, 의사-제약산업체 상호작용에서의 이해상충 관리, 의료법 쌍벌 규젱에 대한 의료법리학적 문제제기 총 8편의 종설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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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약산업체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금품, 또는 향응

6) 자문

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 금품이라 함은 물품 및
기계, 기구,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과 금전, 예금

의사가 제약산업체에 학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금전적

증서,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등을 말하며 향응이라

보상을 받는 경우 이는 반드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함은 통상적인 식사수준 이상의 음식 및 주류대접을

에서 이루어져야하며, 과학적, 학술적 목적 이외의

말한다.

처방의 대가 혹은 약속 등과 같은 다른 목적이 개입되
어서는 안 된다.

2) 임상진료지침
7) 평생교육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개정 및 승인의 과정은 최상위
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 과정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

에 참여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및 전문학회는 제약산

하기

업체로부터의 재정 지원 등의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

Education)이 필요하며 이는 의사의 의무이기도 하

을 때는 이를 공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 제약산업체가 의사의 평생교육을 후원하는 일은

위해서는

평생교육(Continuing Medical

기업의 사명에 부합하는 적절한 활동이다. 그러나 평

3) 마케팅(방문): 샘플포함

생교육 또한 다른 의사-제약산업체 관계의 기본원칙
을 준수해야 하며 이해상충을 적절하게 공개하고 관

의사는 제약산업체 관계자들의 방문을 받아 제품에

리하여야 한다. 제약회사가 평생교육을 후원하는 대

관한 의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약산업체로부터

가로 강의 제목이나 내용, 강사의 선정 등에 부당한

샘플용 의약품을 받는 것도 허용된다. 단, 샘플은 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당 제품의 제형 및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8) 연구

4) 제품설명회

의사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임상적 효과를 판단
하기 위해 제약산업체로부터 임상시험을 의뢰받아

의사가 제약산업체에서 주관하는 제품설명회나 관련

수행할 때에는 임상시험을 위한 연구비, 특히 임상

학술모임에 참석하여 환자진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시험 연구자의 연구 활동비나 인건비는 일반 연구비

얻는 것은 허용된다. 제품설명회에서 의사가 의약산

지원단체의 연구비책정 원칙에 합치해야 한다. 대

업체 등으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접대를 받는

학병원을 포함하여 임상시험기관으로 등록된 연구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의사 본인 외에 가족이나 친지

기관의 기관장이나 관련 책임자는 연구기관의 임상

를 초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의사들의 친목을 위한

연구에 제약산업체를 포함하여 외부의 영향이 미치

모임에서 제약산업체로부터 식사 등의 접대를 받아서

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책임이

는 안 된다.

있다.

5) 학회참석

위의 지침은 의약품 관련 이해상충이 가능한 모든 범
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좀 더 구체적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의사는 제약산업체

이고 명쾌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모든 지

에게 직접 경비지원을 부탁하면 안 된다. 의사는 국내

침이 그러하지만, 수위 조절은 언제나 쉽지 않은 문제

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를 위하여 법이 허용

이다. 포괄적이면 포괄적인데로, 구체적이면 구체적

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데로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최근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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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회와 제약의학회를 중심으로 본 지침에 대한
세부 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5. 글을 맺으며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어야 한다. 사람이 지켜야 할
많은 윤리 덕목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
을 규정한 것이 법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일부 몰지각
한 의료인과 제약산업간의 명백한 비윤리적 행위는
마땅히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겠지만,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은 그야말로 모든 선량한 의사들을 잠재
적 범법자로 만드는,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우
를 범할 우려가 다분하다. 몇 마리 빈대를 불로 태우
려다 더 큰 사고를 낼 것이 아니라 청결과 위생관리를
통해서 근본 서식지를 없애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본
다. 이미 우리나라 의사단체는 껄끄러운 윤리규정을
슬그머니 지우려다가 몇 배나 큰 부담인 쌍벌제를 돌
려받은 쓰라린 경험이 있다. 의료윤리학회가 초안을
만들었지만 아직 진행형인 지침이 전체 의료계에 알
려지고 각각의 내용들이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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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서 바라본 기업의 윤리경영
- 경실련 좋은 기업상을 중심으로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 팀장

얼마 전 제도 도입 1년 만에 시행 유예됐던 <시장형실

트 관행이 많이 줄었다는 평가가 있으나 거래 당사자

거래가제도>의 존폐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시장형실

가 아니면 체감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리베이트 문제

거래가제도는 지난 2010년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

를 단순히 제약회사의 비윤리적 경영행태로 간주하고

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일까? 그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리베이트 거래관행을 낳고 있어

보다는 의약품 유통 시장에서 리베이트가 관행화 될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하여 의약품 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공

거래가격을 파악하고, 실거래가격으로 약가를 인하

정한 시장 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약가를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
제도 시행 후 연간 2천억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었음

인 정책수단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하며, 제약사도

에도 약가 인하 효과와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는 없

정부에 일방적인 육성책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시

었다. 사실상 약가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제도로 정

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연구개발과 체질개선이 필

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폐지해야한다는 것이

요하다. 이 글에서는 경실련에서 매년 선정해 발표하

중론이었다. 대형병원은 약품 선택권에 있어 우월적

는 「경실련 좋은 기업상(구 경제정의 기업상)」을 통해

지위를 지니며 제약사에 터무니없는 저가, 사실상 약

시민단체가 바라본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상을 소

가 리베이트를 쌍벌제에 대한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어

개하고자 한다.

병원업계만 제도 재시행을 고집했다. 복지부도 병원
업계 요구에 손을 들어주는 듯 했으나, 결국 폐지로
결론을 냈다.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약가 리
베이트를 앞장서서 합법화한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1. 경실련 좋은 기업상
(구 경제정의 기업상) 소개

없었을 것이다.

1) 제정 취지문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논란에서 보듯이 잘못된 약가제
도와 운용으로 인해 음성적 리베이트 외에 공식적인

- 한국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민으로

(?) 리베이트도 존재한다.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

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상을 정립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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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성

상을 제정한다. 한국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으
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정
의로운 기업이 많아져야 한다. 국내에서 평가받

- 1991년 12월 ‘1회 경제정의기업상’을 시작으로 20여년

고 뿌리를 내린 국민적 기업이 세계적으로 평가

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받고 성공할 수 있다.

부터는 ‘경실련 좋은 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국
 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 혹은 정의로운 기업

- 경제정의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경제정의지수

이 되기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으로 사적 이윤을 추

(KEJI)는 국내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재무

구함과 동시에 사회적 공헌도가 높아야 한다. 사

적 성과와 함께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평가 모

회적 공헌도란 기업활동이 건전, 공정하고 국가경

델이다.

제발전에 기여하며, 종업원기여, 환경오염 예방과

3)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소비자를 포함한 사회복지부분의 총체적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
 상은 기업에 대한 경실련의 신념을 형상화하는

- 다른 시상제도와는 달리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을

하나의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 일반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표에 의해 평가한다는 점에

기업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을 바로 잡고, 당당

서 독자적인 차별성을 지닌다.

한 세계시민기업으로서 기업과 근로자, 소비자 그

- 기업의 재무적 성과, 사회적 성과 외에도 근로자

리고 이들로 구성되는 사회공동체는 물론 인류전

복지, 환경 경영, 소비자 만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평가한다.

표1. 건전성
배점
항목

평가항목

지배구조의
건전성

건
전

지표

사외이사
활동

투자지출의
건전성

세부지표

제조 및 비 제조

금융업

내부지분율

3

4

전문경영인정도

2

3

사외이사 비율

1

2

이사회 참여

1

2

소유지배괴리도

4

5

소비성 지출

2

2

연구개발 지출

2

1

설비투자

2

2

부채비율

1.5

해당없음

고정이하여신 / 자산비율
(은행, 증권, 종금)

해당없음

위험가중자산비율(보험)

해당없음

회사채신용등급

1.5

3

관계사출자

3

4

관계사채무보증

2

3

25

35

성
위험성
자본조달의
건전성

합계

정량평가

4

www.kpma.or.kr

24

KPMA Brief｜2014. 08. Vol. 02

4)시상 취지

① 건전성은 내부지분율, 대주주관련 임원수, 경영세
습상태, 접대기밀비, 장·단기차입금, 관계사출

- 국내기업의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제고하

자 및 지급보증 등의 세부지표가 있으며, 이를 통

기 위해 시민단체에서 대가성 없는 좋은 취지에서

해 주주구성의 건전성, 투자지출의 건전성, 자본

의 평가 및 시행을 진행하고 있다.

조달의 건전성 및 지배 및 소유구조 정도를 알아
볼 수 있다.

5)경제정의 지수를 통한 평가
② 공정성은 시장 지배적 남용행위·기업결합 위반·
- 경제정의 지수는 건정성과 공정성, 사회공헌도,

경제력집중·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공정거래 지

소비자보호, 환경경영, 직원만족으로 구분하여 평

표, 불성시공시 및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 등

가한다.

의 지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공정거
래와 경제력 집중, 투명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표2. 공정성
배점
항목

평가항목

지표

세부지표

대규모기업집단지정

정량평가
제조 및 비 제조

금융업

2

2

5

2

3

해당
없음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업결합
이사회 참여
경제력
집중

공정거래법
준수

경제력집중억제(상호출자위반등)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불공정거래행위

공

사업자단체금지행위(판매조건결정 등)

공
정
성

부당한 지원 행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협력사관계

정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준수
은행법 준수

금융관련법규
준수

보험업법 준수

해당
없음

전자금융거래법 준수
비금융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융회사의 비금융자회사 보유

금산분리

투
명
성

5

1
4

4

불성실공시

2

2

사업보고서 적정성

1

1

감사위원회 운영

2

2

투표제 실시(집중투표, 서면투표, 전자투표)

1

1

20

2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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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공헌도는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항목

④ 소비자보호는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품질관련

으로 장애인 고용 및 여성 채용, 소외계층 지원을

인증 등의 지표를 활용해 소비자 입장에서의 기업

위한 전반적인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

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다. 이를 중심으로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에 대
한 기여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표3. 사회공헌도
평가
항목

항목

지표

고용평등
및 확대

사회
공헌도
(15)
사회공헌
활동

배점

세부지표

정량평가

장애인 고용비율

1

여성 채용비율

1

고용인력증가율

4

고용관련 정부포상

1

기부금

4

사회
복지지원

국가재정기여

전담조직 및 추진조직

1

사회봉사 프로그램

1
2

조세납부

15

합계
표4. 소비자보호
배점
항목

평가항목

지표

세부지표

고객만족관련
인증
소 비 자 권리보호

금융소비자보호

정량평가
제조 및 비 제조

금융업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1

1

소비자중심 경영제도 인증

1

1

고객만족 관련수상

1

1

소비자불만 상담건수

4

3

금융분쟁조정신청

해당없음

3

금융회사별 민원발생평가

해당없음

3

5

2

3

1

불공정약관

소비자
보호(1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령 위반
청약확인 등 통지의무 위반
소비자관련법 준수

구매등 거부의사표시에 대한 구매등 강요행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령 위반관련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령 위반관련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비자안전

품질 및 소비자안전 인증

합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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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환
 경경영

⑥ 직원만족

환경경영은 기업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과 환경친

직원만족은 작업장 보건 및 안전 인증, 교육 훈련에

화 등의 관련 사항을 중점으로 평가하며 지속가능한

대한 투자 등 직원 복지와 근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사회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알 수 있다.

판단하고, 기업이 직원의 근로 만족을 위한 노력의 정
도를 파악할 수 있다.

표5. 환경경영
항목

평가
항목

환경개선노력
(5)

지표

배점

세부지표

정량평가

환경경영보고

1

에너지효율

1
투자실적

환경투자

2

경영방침

환경
경영
(10점)

환경보호프로그램

1

환경
친화성(2)

환경관련 인증및 수상

2

위반 및 오염
실적(3)

수질, 대기분진,특정유해물질 오염실태

3
15

합계
표6. 직원만족
배점
항목

평가
항목

작업장 보건 및 안전

인적자원개발

직원만족
(15)합계

임금 및 복리후생

노사관계

지표

세부지표

정량평가
제조 및 비제조

금융업

3

해당없음

0.5

해당없음

1인당 교육훈련비

1

2

교육훈련비 증가율

1

2

임금보상수준

1

1

복리후생

0.5

1

근속연수

0.5

1

사내근로복지기금

0.5

1

노사분규 발생여부

3

3

비정규직 비율

3

3

노사관계 개선 프로그램

1

1

15

15

산재다발 및 중대사고발생
작업장 보건 및 안전관련 인증 및 수상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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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윤리경영 어디까지 왔나?
강한철
김·장 법률사무소 헬스그룹 변호사

Ⅰ. 윤리경영의 의미와 중요성

속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 노력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더하여 선진 각국은 국내법상으로도 국내외 기

1. 윤리경영의 일반적 의미

업들의 윤리경영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도
입하고 있는데 특히 부패방지 분야에 관하여 보면 미

최근 들어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논의되고 있는 중요

국의 해외부패방지법(US Foreign Corrupt Practice

화두 가운데 하나는 윤리경영이다. 윤리경영이라 함

Act)과 영국의 뇌물방지법(UK Bribery Act)이 널리

은 회사의 영업과 활동에 있어 기업의 윤리를 최우선

알려져 있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은 미국과 관련

적 가치로 인식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된 기업들이 해외에서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을 의미한다고 정의된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위 법률에 의하면 미국에

다. 물론 이윤의 추구와 효율의 극대화가 기업활동의

서 설립되거나 미국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기본 목적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

들 외에 미국 영토 내에서 회의, 이메일, 전화, 팩스

임 이행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등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부패행위를 촉진하거나 공

설령 경영성과가 우수하더라도 기업윤리에 대한 사회

모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

적 신뢰를 잃으면 결국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

다. 영국의 뇌물방지법은 전세계에서 적용범위가 가

에 없다는 현실적인 고려가 오늘날 윤리경영의 필요

장 넓은 부패방지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영국

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회사만이 아니라 영국에서 사업의 일부를 영위하고

이처럼 오늘날 윤리경영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데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국내외 공무원은 물

에는 선진각국이 요구하고 있는 기업준법, 윤리성 제

론 사인에 대한 뇌물제공 및 수수까지 금지하고 있다.

고 및 반부패 정책이 국제적인 규범으로 정착되고 있

위와 같은 선진국들의 동향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기

다는 사실 역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

울여야 하는 이유는 미국과 영국은 자기기업에 한해

(ISO)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서만 높은 윤리기준을 적용하면서 영업과 관련하여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관한 표준안 작

손발을 묶는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부

업을 승인함으로써 윤리경영을 품질이나 환경보호 인

패관행척결과 기업윤리제고를 목표로 국제연합이나

증과 같은 국제무역에 참가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OECD 등의 국제기구를 통하여 각국에 반부패법률의

존중하고 지켜야 할 가치로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지

제정과 이행을 압박해 왔고 실제로 그 결실을 거둬 왔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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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 때문이다. 일례로 국내에서도 위와 같은 움

는 고난의 시기를 거쳐 왔다. 물론 위 과정에서 제약

직임에 발맞추어 1999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업계 내부에서 규제의 합헌성 여부에 관한 논란, 과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뿐

잉처벌에 대한 반발, 산업육성 및 보호필요성과의 충

만 아니라 미국은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까지 자국의

돌문제와 같이 적지 않은 비판론이 제기되었던 것도

해외부패방지법을 적극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2014

사실이지만 적어도 보건의료전문가와의 교류 영역에

년 현재 위 법률이 문제된 10대 주요사건(벌금 규모

있어서만큼은 윤리경영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

기준) 가운데 8개 사건에서 주된 처벌대상이 외국계

대가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역시 부인할

기업이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수 없다. 특히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제약

이에 더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주요 외국계, 특히

회사들이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내부규정을 도입하

영미계 기업들은 자신들이 국내업체와의 제휴를 통

고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내부 통제장치 마

하여 공무원이나 사인에게 부적절한 경제적 이익을

련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

수 있다.

고, 이로 인한 부패방지법제 적용 위험으로부터 스

특히 국내 제약회사들의 해외진출과 다국적 제약회사

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에 대해서 높은 윤

들과의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

리경영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

약업계에 있어서의 윤리경영은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고 준법서약을 협업의 전제로 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약회사들이 북미와 유럽시

지고 있다. 결국 오늘날 윤리경영은 과거와 같은 형

장에 진출하거나 해당 지역에 주요 영업을 두고 있는

식적 구호가 아닌 업계 내에서 실체적 규범으로 격상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협업하고 있는 경우, 언제든지

되어 가고 있고, 특히 국제화된 환경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이나 영국의 뇌물방지법의 적

기업들일수록 더욱 강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

용대상이 될 수 있고, 국제적 수준의 윤리경영을 달성

된다.

하고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 제약업계에 있어 윤리경영의 중요성

특히 국내 시장의 성장 정체와 비용절감 일변도의 약
가정책으로 인하여 다수의 국내 제약회사들이 해외시

제약업계는 지난 2006년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장 진출에서 활로를 찾으려 하고 있고, <표 1>에서 보

제약산업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이후 2009년 리베이

듯 2013년 실적 기준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의약

트 적발시 약가인하제도 도입, 2010년 11월 리베이

외품 및 한약재 수출액이 25억불에 달하고 있는 상황

트쌍벌제 시행에 이어 올해 7월 이른바 리베이트 투

임을 감안한다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아웃 제도에 이르기까지 주로 보건의료전문가와의

의 요구는 결코 가정적 차원의 공리공담이 아닌 현실

교류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조사와 규제의 대상이 되

적이고 실무적인 요구로 이해함이 타당하겠다.

표1. 2012 및 2013년 의약품 수출 현황

(단위:천불)

구분

2013 실적

2012 실적

전년대비(%)

원료의약품

1,099,284

1,055,463

104.2%

완제의약품

1,018,010

994,030

102.4%

의약외품

382,698

313,941

121.9%

한약재

11,071

28,069

39.4%

계

2,511,063

2,391,503

105.0%
자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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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제약업계에 있어서의 윤리

with Healthcare Professionals 등의 자율규약들이

경영은 비단 보건의료전문가와의 교류에 한정하여 논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한 기업윤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ISO 19600 초

점은해당 영역과 관련한 문제들이 비단 우리만이 아

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비롯하여 WHO Ethical

니라 대부분 국가에서의 제약기업들이 산업 차원에서

Criteria for Medical Drug Promotion, IFPMA Code

고민하고 있는 핵심사안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of Practice,

APEC Mexico City Principles for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이와 관련하여 무수한 조사가

Voluntary Codes of Business Ethics in the

이루어져 왔고 다양한 규제가 신설되었다는 점을 재

Biopharmaceutical

국제규정들과

차 강조할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이와 관

PhRMA Code on Business Ethics, 日本製薬工業

련하여 한국제약협회는 공정경쟁규약과 실무운용기

協会 製薬協コード・オブ・プラクティス 등 해외

준을 제정하여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선진각국의 자율규약들을 살펴보면 제약업계 내에서

세분화되고 정치한 내용의 자율규약을 도입하고 있

보건의료전문가의 교류문제만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과 언론으로부터 보

인 차원에서의 기업윤리를 선언하고 개선노력을 지속

건의료전문가와의 교류 영역에 있어 획기적인 윤리성

하여야 할 책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사례들을 다

제고의 개선흐름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볼 멘 소리가

수 발견할 수 있다. 제약기업이 추구하여야 할 공동선

종종 들리는 것은 어쩌면 지엽적인 자구 해석이나 한

이자 가치 측면에서 지속적 연구개발활동과 의약품

도, 금액 등에 과도하게 천착하여 윤리경영 원칙의 큰

공급책임을 인식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의약학적 정

뜻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보전달, 각종 임상시험과 연구, 부패방지, 인권, 환

한다.

경 등 다양한 기업활동 측면에서 윤리적 수준을 향상

따라서 제약업계로서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투명

시키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과 자세를 견지해나갈 필

한 유통체계 확립을 사회의 명령으로 엄중히 받아 들

요가 있을 것이다.

여 의약품 시장에서 일체의 불법 부당한 거래를 추방

Sector

등

하기 위한 자정노력에의 의지를 보이고, 특히 보건의
료전문가와의 협력 관계 역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II. 제약산업과 윤리경영원칙

과 투명성에 기초하여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적극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국제적 수준의 윤리

적 행보에 나설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물론 위와

성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체 시행 및 적용

같은 의지 표현이 공염불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하여야 할 윤리경영원칙의 주요 원칙들을 보다 구체

러한 선언의 실천을 위한 강력한 집행시스템을 회사

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내외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 보건의료전문가와의 교류와 관련한 윤리성 정립

2. 국제적 책임 이행과 반부패 노력

제약산업의 윤리경영 문제에 있어 방점을 찍어야 할

제약산업의 윤리경영 문제가 반드시 보건의료전문가

영역은 역시 보건의료전문가와의 교류 부분이다. 종

와의 교류 문제에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제약산업에

래 제약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부조리의 대부분이 처

적용되는 국내외 법령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부패방

방권을 보유한 보건의료전문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

지, 인권, 환경 등 인류 공통의 가치와 관련한 조약과

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EFPIA Code

선언과 규범을 존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점

on the promotion of prescription-on medicines to,

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는 모든 문명국가의 기

and interactions with, healthcare professionals와

업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규범이지만 특히 제약산업은

같은 국제규정과 US PhRMA Code on Interactions

인간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에 직접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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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에 더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필수의약품 등 우리 국민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의 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자력 생산하

따라서 제약기업으로서는 인류의 인권에 관한 권리

는데 만전을 기하며 이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장전적 성격을 갖는 UN International Covenants on

우수한 의약품 제조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Civil and Political Rights는 물론이고, 아동, 여성,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UN

위와 같은 내용들은 제약산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여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

야 할 가치들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추구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와 노력이야말로 기업윤리의 가장 중요한 정수를 이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및 UN Convention

룬다고 볼 수 있다. 제약산업의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와 같은

는 단순한 이윤추구 이상으로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국제규범들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있다는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다.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에 더하여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Foreign Bribery와 같은
반부패 규범 역시 기업활동과정에서 무시하여서는 안
될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III.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윤리경영 노력에
대한 고찰

특히 유의할 점은 부패방지법제를 적용하는 선진각
국들은 위와 같은 국제적 책임 이행과 반부패 노력을

재삼 강조하지만 제약산업과 관련한 법률업무를 주

기업준법 의지와 윤리경영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척

로 해온 실무가로서 오늘날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윤

도이자 시금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리경영 강화를 위해서 환골탈태의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제약기업의 인권무시나 부패행위가 발생하는 경

있음을 익히 알고 있다. 위헌논란이 일 정도로 규제강

우, 이를 우발적인 1회성 사건으로 보기보다 기업의

도가 강력한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비롯하여 내부고발

전반적인 준법 수준이 낮거나 윤리경영을 위한 시스

유도를 위한 포상금제 등이 도입되면서 과거의 리베

템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주는 징표로 인식하여 추가적

이트 관행과 같이 일부 존재했던 비윤리적 영업방식

인 조사와 징벌 필요성을 검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들에 대해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반성적 고려와

따라서 국제화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약기

함께 기존의 구태를 벗지 못한다면 더 이상 기업의 존

업 입장에서는 빈틈없는 국제적 책임 이행과 반부패

속조차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감지될 정도이다.

노력을 담보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제약회사들이 차례로 내규를 제
정하고 자체 교육과 감사를 시행하며 자율준수관리자

3. 연구개발활동과 의약품 공급

를 두고 외부인증을 받는 등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각고의 노력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별 제약기업 입장에서는 제약산업의 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보건의료전문가와

수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약

의 교류 영역에만 집중되어 왔다는 점, 국제규범과 해

효가 우수하며 안전성이 높은 신약과 고품질 의약품

외 각국의 선진화된 규약 수준에 맞는 윤리경영 기준

을 개발하여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궁극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제약기업의 윤리경영 수준

적인 기업활동의 목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함

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개선방향을

은 물론이다. 특히 제약기업들이 수행하는 각종 임상

제시하여 줄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활동, 시험과 연구는 질병의 퇴치 및 치료, 의약품의

못하다는 점은 여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문

개발 및 개선을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피험자의

제점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제약기업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윤리경영과 기업준법 수준은 이미 확립된 규범과 관

더하여 제약산업에 있어서의 기술종속 현상에 대한

행을 갖추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그것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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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그쳐 추가적인 보완이 필
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과 영국과 같은 선진각국은 해
외 기업들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을
요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자국의 부패방지
법제에 기초한 각종 제재수단을 가차 없이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일부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선진각국들이 윤리경영 원칙을 통상 무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조차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
리나라 제약회사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들 역시 위와 같은 조류를 감안하여 보다 엄
격한 기업준법과 윤리경영 수준을 요구하고 이를 계
약 내용의 일부로 편입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자
주 눈에 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제
약산업 역시 윤리경영의 단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조
속히 격상시키지 못한다면 추후 어떠한 어려움과 직
면하게 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앞서 설명한 제반사정을 보면, 한국제약협회가 회원
사들의 윤리경영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국제적
기준에 걸맞는 자체 기준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국제
규범과 선진각국의 규정들을 고려한 윤리헌장과 실천
강령 제정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사
실이 아닐 수 없다. 추후 제정될 윤리헌장과 실천강령
이 단순한 장식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 규범으
로 강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협
력과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위와 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기업준
법과 윤리경영 수준이 여러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진
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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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 정착을 위한 경제적 이익제공 금지법의
개괄적 고찰
이경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변호사/의사)

1. 들어가며

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환경의 변화속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최근 들어 산업계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바

없이 빠르고, 기술변화 역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로 기업의 ‘준법경영’이다. 말 그대로 법을 지키면서

정도로 급속하게 이뤄지는 것은 물론 사회구성원들

경영을 하는 것이 준법경영이라 할 수 있겠는데 왜 이

이 기업들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과 윤리적인 경

리 주목을 받고 있을까? 윤리경영, 준법경영이란 개

영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환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

념은 모두 서구 선진국들에서 나온 개념이다. 이들은

러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저성장, 정체단

과거 식민지로부터 거의 수탈에 가까운 무역을 통해

계가 아니라 시장퇴출에 직면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 온 경험이 있는 국가들이다. 이

이다.

들이 어느 순간부터 윤리경영, 준법경영을 외친다는

더불어 정부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각종 범죄나 비리

것은 어째 좀 이상하지 않는가? 그들이 갑자기 성인

수사에 대한 전세계적 공조체체가 강화되어 가고 있

군자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이 시점에서 준

기 때문에 과거 불투명하게 이뤄졌던 거래방식이나

법경영을 주장하고 나오는가에 대해 한 번 생각을 해

경영방식이 투명하게 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제제가

볼 필요가 있다. 과거 기업의 최대목표는 최대이윤을

가해지고 그 제제 역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추구하는 것이었다. 특히 미국의 경영자들은 주주이

서 기업의 장기적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윤리경영, 준

익의 극대화를 위해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

법경영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 강했다.

이는 보건의료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원래 준법경영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기업의 생존이 중요하다는 생

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준법감시인 제도는 IMF가 우리

각, 단기간의 급성장보다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중요

나라에 구제금융을 할 때 내세운 3가지 조건 중 하나

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포츈의 500

다. 불투명한 금융거래, 대출기준 등에 의해 은행이

대 기업 선정방식을 살펴보면 매출액과 이윤을 근거

부실해졌다고 판단한 것에서 기초한다. 이러한 준법

로 평가하였음에 반하여, 최근의 세계경제포럼에서

감시인 제도는 현재 일반기업은 물론 공적 영역에서

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을 선정하고 있

도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삼성그룹이 2011

다. 즉 기업의 매출액과 이윤만이 아니라 기업이 지

년부터 삼성전자 등 일부 계열사에서만 실시하고 있

속가능 여부도 평가하여 기업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

던 준법경영팀을 전 계열사에 신설하기로 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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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한 경제적 이익제공에 대한
법령상 규제에 대한 검토

실천한 것을 들 수 있다. 최근에 여러 제약기업에서
준법경영을 실천할 것을 결의하는 대회를 개최하고
실제로 이에 대한 내부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
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정

부당한 경제적 이익제공(이하에서는 편의상 ‘리베이

부도 보건의료영역에 있어 준법경영을 방해하는 최대

트’라 한다)에 대한 규제는 크게 형사적 제제와 행정

의 걸림돌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을 해치는 주범

적 제제가 있고, 근거법령으로 살펴보면 독점규제 및

의 하나로 삼고 있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제공에 대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약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사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과연 이러한 정부의 제제 일변도 정책이 타당하며, 현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외하고는 형사적 제제와 행정적

행 규제에 문제점은 없는지, 시행에 있어 잘못된 점이

제제를 모두 규율하고 있다. 또한 리베이트의 제공자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일은 현 시점에서 꼭 한 번

와 수수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짚어봐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기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일단 현행 규정을

로 한다.

통해 제제의 종류와 정도를 살펴보기로 하자.

가. 리베이트 제공자의 경우

약사법 (§.47 ②)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23 ① 32)., 법 시
행령 [별표1의2] 4.가.)3)

형법

배임증재(§.357 ②)4)

뇌물공여
(§.133 ①, ②)5)

보호법익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
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통한 국민건강보험재정
의 건전성 유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거래의 청렴성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
무행위의 불가매수성

주체 (제공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
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

사업자

제한없음

제한없음

상대방
(수수자)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 포함)·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제한없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공무원 또는 중재인

객체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
익(이하 ‘경제적 이익등‘)
(다만, 견본품 제공 등,
보건복지부령7)으로 정하
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
익등인 경우 제외)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뇌물

1)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②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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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경
제적 이익등을 제공

(1) 약사법
(가) §.76①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8) : 허가·
승인·등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제조
소 폐쇄, 품목제조 금지
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
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
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나) §94의2(벌칙)9) :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만원 이하의 벌금
(다) §97 (양벌규정)10)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함.
(2) 약사법 시행규칙 [별
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35호의
카.11)
(3)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 9.12)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
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
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
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
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

뇌물을 약속·공여·공
여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에 공할 목적으로 제3
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
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
를 받는 것

(1) §.24(시정조치)13) :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
해불공정거래행위의 중
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
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
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
요한 조치 명령
(2) §.24의2(과징금)14)
: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
출액에 100분의 2(제7
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 357 ② : 2년 이하의 §. 133 ①, ② : 5년 이
에는 100분의 5)를 곱한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
의 벌금
이하의 벌금
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3) §.67(벌칙)15)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
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0(양벌규정)16)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함.
(5) §.71(고발)17)

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3)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4) 제357조(배임수증재)
①타
 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33조(뇌물공여등)
①제
 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
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7)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 참조.
8)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수입자·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수입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에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제조소 폐쇄(제31조제4항에 따라 신고
한 업종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에서 같다),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 그 업자에게 책임이 없고 그 의약품등의 성분·처방 등을 변경하여 허가 또는 신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성분·처방만
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5의2.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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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94조의2(벌칙)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10) 제
 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4조, 제94조의2, 제
95조, 제95조의2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
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카.법 제47조제2항을
해당 품목
해당 품목
해당 품목
해당 품목
위반한 경우
판매업무 정지
판매업무 정지
판매업무 정지
허가취소
1)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1개월
3개월
6개월
받은 자 또는 수입자
2) 의약품 도매상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2) 제
 9조(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
③ 장관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에 대하여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실구입가 자료 또는 요양기관 및 공급업자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조정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6. 유통질서가 문란한 약제의 상한금액은 별표 6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별표6] “유통질서 문란 행위”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도매업소를 통해 요양기관이나 의료인·약
사·한약사에게 금전, 물품 및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제
 24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4) 제
 24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
출액에 100분의 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5)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16) 제
 70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제71조(고발)
① 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
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18) 제
 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③ 약사 및 한약사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
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제
 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
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
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
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각주 4) 참조
21) 제
 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2) 제
 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2.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23) 각주 9) 참조
24) 위반회수, 수수금액에 따라 경고부터 최장 1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25) 제
 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
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9.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26) 제
 88조의2(벌칙) 제23조의2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
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7) 위반회수, 수수금액에 따라 경고부터 최장 1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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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리베이트 수수자의 경우
형법
18)

약사법 (§.47 ③)

의료법
(§.23의2 ①, ②)19)

배임수재
(§.357 ①)20)

수뢰  
(§.129 ①)21)

보호법익

위 표와 동일

좌동

좌동

좌동

주체
(수수자)

약사 및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포함) 및 의료기관 종사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공무원 또는
중재인

상대방
(제공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

제한없음

제한없음

객체

위 표 부분과 동일

좌동

재물과 재산상 이익

뇌물

행위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수령(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 수령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은 제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1) 약사법
(가) §.79(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 1년
(1) 의료법 §.66(자격정지 등) : 1년의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
(나) §.88의2(벌칙) : 2년 이하의
(나) §.94의2(벌칙) : 2년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2)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2.
이하의 벌금, 몰수·추징
개별기준 가목의 16.
(2)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35호의 타.

§.357 ①, ③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몰수·추징

§. 129 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준법경영 정착을 위한 경제적 이익제공 금지법의 개괄적 고찰 - 이경권

다. 그 외

37

도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제정, 이에 대한
개별기업의 참여와 참여기업에 대한 자율적 평가 및

위와 같은 리베이트의 제공자와 수수자 외 국민건강

사후 포상과 자율제재 등의 절차를 활성화하는 것이

보험법 제41조의 2에서는 리베이트의 제공자가 속한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약회사에 대한 제제규정을 만들었다. 즉 “제41조

둘째, 수사와 행정처분에 있어 실무상 문제점이 많다.

의2(약제의 요양급여 제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제 기업의 내부고발자가 없으면 리베이트에 대한

「약사법」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

수사가 제대로 되기는 매우 어렵다. 정부가 리베이트

제2호 의 약제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전담부서를 신설한 이후 아이러니칼하게도 자료의 폐

정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기, 더 은밀한 방식의 개발 등 수사가 더 힘들게 된 측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정지되었

면이 있다. 이러다보니 수사기관이나 공정거래위원

던 약제가 다시 제1항에 따른 정지의 대상이 된 경우

회로서도 내부고발자의 고발에 의존하게 되고, 이를

에는 총 정지 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

장려하기 위해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

에서 제외할 수 있다.

도의 운영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 또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

수사의 단서나 새로운 증거의 확보가 쉽지 않다보니

외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내부고발자의 증언이나 그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

로 정한다.“고 함으로써 리베이트가 제공된 약제의

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렇다 보니 수사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이

는 관계자의 자백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그에

소위 리베이트 ‘투아웃제’로서 사실상 제약회사에 대

따라 자칫 잘못하면 부실수사가 이뤄지기 쉽다. 물론

한 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러한 현행 규정들에 대해

수사기관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지만,

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는 자백과 내부고발자가 제출한 증거 외 특별

첫째, 자율규제의 의미가 퇴색된다.

한 추가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재판에서

규제는 크게 자율규제와 타율규제로 나뉘는데 리베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더 문제가 되는

트에 관한 현행 법령들은 이러한 자율규제에 기반을

것은 리베이트의 수수자로 증언이나 제출 증거에 현

둔 듯 하면서도 타율규제에 가깝다. 즉 허용되는 경제

출된 의료인, 약사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적 이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업계가 자율적으

않은 상태에서 행정처분이 의뢰되고, 보건복지부는

로 만든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는 듯 하면서도 보건복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을 신뢰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가

지부 시행규칙에서 허용범위를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

많다. 이는 명백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물론

기 때문이다. 현행 리베이트의 영역은 자율규제가 강

행정처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화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아무리 규제를 가해도 시장

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면 당

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자율적 활동이 동반되

연히 그와 유사한 원칙에 근거하여 자체적인 조사 또

지 않으면 새로운 탈법수단이 생기고 이에 대해 새로

는 최소 확정판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심 확정 또

이 규제하고 다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악순환이

는 1심 확정 이후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타당

계속될 뿐이다. 현 정부도 여러 영역에서의 규제철폐

하다. 최근의 하급심에서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특히 시장의 자율적 규제가

상태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판결을

우선시되어야 할 보건의료부분을 타율규제 중심으로

하였는 바 환영할 만하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향후 좀 더 민간우선의 자

또한 위반회수 외 수수금액에 따라 경고부터 12개월

율규제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제약협회 주

의 자격정지까지 내려지는 행정처분의 기준도 문제가

28)

28)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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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수사기관에서 일부 의료인을 불러 수수한 금액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만 할 것이다. 개별적이고

을 조사하다보면 줬다는 사람의 증언이나 장부에 기

체계화되지 못한 포퓰리즘적 규제는 그 실효성을 담

재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나 아예 받지 않았다

보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시장의 순응이 아닌 회피책만

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많은 사람들을

양산할 뿐이다.

다 조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만을 그리고 주로 주
었다는 사람 측의 진술이나 증거를 신뢰하여 이를 기
준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의
심되는 사람들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음은
물론 뇌물의 경우처럼 리베이트와 같은 음성적 거래
에는 소위 ‘배달사고’가 많음에도 이를 주었다고 주장
하는 사람의 진술이나 증거에만 의존한다면 필연적으
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의 집단적 소
송은 이를 방증한다. 더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이 수수
금액에 따라 연동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
차적으로는 수사기관이, 다음으로는 행정청이 그 사
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수수금액의 다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정
도를 달리하는 현행 규제는 제고해야 한다.
셋째, 요양급여정지는 과잉규제다. 특정 약제의 판매
촉진에 리베이트가 제공되었다고 하여 이를 요양급여
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
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든다. 리베이트의 제공과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정지를 연계시키는 것에 어떠한
법률적 논리가 있는가?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수
단이 적정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는 비례
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다분하
다. 제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실제 처벌
되는 수수자의 비율이 적발건수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 의료기관 종사자 개인이 아닌 의료기관에 주는 리
베이트는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의 맹점 등이 있다.

3. 마치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입법을 함에
있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규제의 필요성과 정도를
정한 후, 관련 법령의 통합적 검토를 통한 규제의 일
관성 담보하고, 일단 만들어진 규제에 대해서는 일관
되고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짐으로써 국민의 제도에

한독의 윤리경영 - 이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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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의 윤리경영
이재임
(주)한독 CP Operation팀

(주)한독은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했다.

지금까지 상장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당시 합작회사

1954년 연합약품으로 시작하여, 1957년 제약업계 최초

로는 최초로 기업공개를 하였다.

로 독일의 선진기업인 훽스트와 기술제휴를 거쳐 1964
년 합작제휴를 하며 일찌감치 글로벌 비즈니스를 시작

(2) 이사회 운영을 통한 균형과 견제

했고, 이후에도 세계 유수의 제약회사들과 제휴를 맺어
왔으며, 최고의 제품경쟁력과 건전한 재무구조, 선진

1964년 훽스트와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이래 지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글로벌 경영기반을 마련하였다.

속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투명성에 대한 균형과

2012년 10월 사노피와 합작관계를 청산하고 국내제

견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약사로 재탄생을 알리며,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로 인
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Mission을 바

(3) 감사위원회 자발적 설치

탕으로 5가지 핵심가치(신뢰, 정직, 혁신, 파트너쉽,
성취)와 4New 전략(신제품 개발, 신사업 진출, 신시

2000년에 자산규모 2조원이상 회사에만 설치가 의무

장 개척, 신제품 도입)을 원동력 삼아 대한민국을 대

화되어 있던 감사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기업

표하는 ‘글로벌 토탈 헬스케어 기업’으로의 새 출발을

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시작하였다.
한독은 창립 이후 60년 동안 지속 성장 및 흑자 경영
을 해왔는데, 이 배경에는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한

(4) 제약업계 최초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도입

윤리경영과 정도경영의 실천을 꼽을 수 있겠다.

1997년 제약업계 최초로 물류, 영업, 생산, 품질보
증, 재무회계, 관리회계 부문에 ERP시스템인 SAP

1. 한독의 역사와 함께 한 투명경영

를 구축하였고, ERP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으로 투
명경영의 인프라가 구축돼 현재 회사의 모든 정보시

(1) 1976년 최초 기업공개

스템은 단일 환경 기반에서 통합되어 전 직원에게 모
두 오픈 되어 있다. ERP시스템의 도입은 투명경영에

한독은 1976년 상장과 함께 기업투명성을 입증하고

대한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세계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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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수준의 정보화 관리 체계를 구축, 투명경영의 기
반을 마련하였다.

선정하는 ‘제6회 투명경영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림1. 제약업계 최초 ‘투명경영대상’ 수상
(경제5단체 주관, 2010년)

(5) 법인카드 사용과 클린카드(Clean Card)제도 도입
제약업계에서는 선도적으로 1998년에 전 MR에게 법
인카드를 발급하여 실비에 입각한 투명한 영업경비를
집행하도록 하였고, 이후 개인형 법인카드로 변경하
여 투명성을 한층 강화시켰으며, 더 나아가 2008년에
는 클린카드(Clean Card) 제도를 도입하여 유흥주
점, 단란주점과 같은 불건전업소 및 규제가 필요한 업

그림2. 투명회계대상’ 수상
(한국회계학회 주관, 2009년)

종에서는 원천적으로 카드결제를 제한하여 건전한 경
비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6) 2007년 한독 윤리헌장 선포
국제적 표준을 가진 제약회사가 되고자 창립 이래 윤
리경영과 정도 경영을 일관되게 실천해온 한독은

2007년 11월 이를 천명하는 윤리헌장을 선포하였고,
윤리규범과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마련하여 전 직원에
게 책자로 배포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2. 윤리경영, 문화와 시스템의 결합

(7)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1) 윤리경영 문화

Program, CP) 도입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리경영하면, 윤리규범이나 공
한독은 자율준수운영위원회를 두고 윤리경영의 정착

정경쟁규약 등 관련 규정이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업

과 공정거래준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무절차를 떠올리지만 한독의 윤리경영은 단순히 규

2007년 11월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전사적인

정, 처리절차 등의 시스템적인 요소만으로 구성된 것

차원에서 전격 도입하여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스스로

이 아니라, ‘정의롭고 정직한 기업 활동을 통하여 정

지키고 사전점검과 관리를 통해 법규 위반 행위를 사

당한 이익을 남긴다’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이 반

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된 하나의 기업문화이며, 한독 DNA 그 자체로 자
리잡고 있다.

(8)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한독의 5가지 핵심가치 중 ‘신뢰’와 ‘정직’은 윤리경영
의 기본항목으로, 매년 전 직원이 참여하는 Hi-Five

한독은 국내 강제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인 2007년부

(The Health Innovator with Five values)교육을 통

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하여 기업 내

해 윤리경영을 재차 강조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전 직

부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원이 모여 회사의 경영상태, 전략, 소식들을 공유하
는 ‘한독 한마당’과 위반행위 및 개선사항에 대해 언제

이 결과, 2009년 한국회계학회가 수여하는 ‘2009 투명

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핫라인 ‘CEO와의 대화’

회계대상’ 수상과 2010년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공동

그리고 임직원 누구나가 원하는 경영진에게 점심을

한독의 윤리경영 - 이재임

그림3. Hi-Five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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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이하 ‘CP’)를 도입하여 임직원 모두가 공정
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잘 지키고 사전 점검과 관리
를 통해 위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독의 CP전담 조직은 자율준수관리자, 자율준수운
영위원회, CP Operation 팀, 인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역할과 책임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5. CP 전담조직

그림4. 다양한 소통 채널

이러한 CP전담 조직 하에 윤리경영 운영사례 몇 가지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영업.마케팅 활동에 대한 CP 검토 및 관리
프로세스이다.
영업·마케팅의

모든

활동은

MR(Medical

Representative, 의약정보담당자)과 Marketer 스스
신청할 수 있는 ‘짱과의 점심’을 통해 소통하는 기업문

로 CP준수 여부에 대한 자가 진단 후, 사전계획서

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legal 검토, 사후결과에 대한 분석 및 관리로 진행되

이러한 투명하고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철학, 의지 등이 직원들에게 수시

그림6. 영업·마케팅 활동에 대한 CP검토·관리 프로세스

로 전달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의견이 가감 없
이 수렴되어 직원과 회사간의 신뢰는 더욱 두터워지
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이러한 신뢰관계가
형성 되었을 때 윤리경영은 자연스럽게 조직의 DNA
가 될 수 있다.

(2) 윤리경영 시스템
한독은 2007년 윤리헌장 제정과 함께 CP(Compliance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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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모든 단계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내부통제
(내부감사)가 시행된다. 또한 이 절차는 전자결재시
스템 상에서 시간과 공간에 큰 제약 없이 투명하고 효
율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두 번째는 모든 판촉활동에 대한 Medical-Legal

Review 프로세스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모든
Promotional material 즉, 고객에게 제공되는 판촉
물, 제품 홍보자료, 제품과 관련된 질환자료는 담당
부서의 검토와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제작 후
실물 원본 1개를 받아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제작되
었는지 확인하고 보관하는 엄격한 프로세스이다.
판촉물 제작 시 의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물품은 허

3. 한독에게 윤리경영이란?

용이 안되며, 오로지 환자의 진료에 도움이 되는 물품
으로 제한된 점 역시 CP준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기업에게 윤리경영이 중요하다는 것은 비단 오늘의

볼 수 있겠다.

일은 아니다.
오래 전부터 글로벌 기업, 계속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세 번째는 법인카드 정책이다.

윤리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알고 있지만, 많은

한독은 업무상 비용결제를 위해 개인형 법인카드를

기업들이 눈앞의 이익 때문에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제공하고 있어, 직원들끼리도 법인카드를 빌려 쓰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법인카드는 그 용

이러한 가운데, 한독이 50여년간 합작회사로서 파트

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정기적인 교육 외에도 사적인

너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설립 당시부터 ‘신뢰’에

사용이나 정산 지연으로 연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상

근본을 둔 회사여야 한다는 창업주의 경영철학과 함

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께 신뢰와 원칙에 충실했기에 가능했다.

여기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클린카드제도 도입으로 불

한독에게 윤리경영이란 한독이 존재하는 이유 즉, 한

건전한 업소에서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독의 Mission 수행과 일맥상통 하다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준수하기 위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환자의 건강과

해서는 관련 규정이나 법규의 이해와 숙지가 필요한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회사도 지속 성장해 나

데 이를 위해 언제든 편히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아가기 위함이며, 이것이 한독 60년을 넘어 100년 기

및 사내 인트라넷에 관련 사이트를 두어 전 임직원이

업으로 가는 중요한 기업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7. 홈페이지 윤리경영사이트 & 사내인트라넷의 CP 사
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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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클린경영
김상종
한미약품 CP관리팀 위원

한미약품은 2007년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지속가

쟁력이 될 것이며, CP는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

Compliance

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준

Program(이하 “CP”)을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2011

법경영을 도외시한 성장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불

년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하

공정한 관행이나 거래로 당장의 이익을 취할 수 있을

였으며, 2013년도에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법적

지 모르겠으나, 이는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

Risk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교육 및 점검을

입니다. 떳떳하게 경쟁하지 않았다면 회사를 위한 행

실시하는 등 준법경영의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동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제약산업에 대한 준법경영에 대한 외

이에, 한미약품은 준법경영 실행력 강화 차원으로

부 눈높이는 한미약품 내에 준법문화가 확산되는 속

2013년 CP 등급평가를 신청하여 우수한 등급을 받아

도에 비해 훨씬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금

업계의 모범이 되었음은 물론 제약업계 전반에 준법

년 들어 새 정부는 리베이트에 따른 약가인하 제도의

문화 전파라는 막중한 책임을 사회로부터 부여 받았

영향력을 훨씬 뛰어넘는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습니다. 또한, 위로부터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임

불리우는 급여정지 정책을 들고나와 생존의 기로에

원들의 의무적 CP 교육, CP 선서 등을 시행하고 있

선 제약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으며 매년 주주총회 때에도 준법경영의 중요성은 대

능하고

공정한

경영활동을

위해

표이사가 직접 설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도, 요즘은 언론
과 사회 구성원의 지탄은 물론 회사와 관련 임직원에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준법경영에 대한

1. 한미약품 CP운영 연혁

기대치가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
를 볼 때, 앞으로 법규 위반은 단순한 처벌에 그치지 않
고 막대한 재정 손실과 치명적인 이미지 실추로 직결될

(1) 도입기(2007년)
Compliance Program 도입

것이며, 그 동안 쌓아 온 한미약품 임직원의 땀과 노력
을 한 순간에 날려 버릴 수 있음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2007년 6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성장만이 지속 가능한 진정한 경

(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을 도입하고, 자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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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준수관리자 임명,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공정거래의 날’ CP

(DART)에 CP도입 및 운영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표창을 수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매월 발간하

또한 공정한 영업활동을 위한 CP교육을 법 위반 가능

고 있는 ‘기업윤리 브리포스’에 국민건강을 증진시키

성이 높은 영업부 및 마케팅 부서를 대상으로 꾸준히

는 제약업체의 성공적 윤리경영 사례로 소개되기도

실시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경제TV 주최, 식품의약품안
전처 후원으로 개최된 ‘2014 건강산업대상’에서 공정

(2) 확산기(2011년) – CP 7Factor 기준 운영

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실시와 투명한 경영문화 확
립을 위한 노력, 제약업계 윤리경영 도입에 앞장서고

CP의 중요한 7가지 평가지표를 분석하고 그 기준에

있음을 인정 받아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따라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였으며, CP운
영의 기본원칙인 ‘CP운영총칙’ 및 세부규정을 수립•
운영하였고,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가 정기적으로

CP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관련법령 및 CP규정 준수

2. C
 P핵심요소 7Factor와 한미약품
CP운영사례

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CP모니터링, 규정 위반자
에 대한 제재와 규정 준수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정
책을 시행하였습니다.

(3) 성숙기(2013년~현재) - CP문화 정착 및 확산
2013년에는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인 CP운영을 위하
여 CP전담부서인 ‘CP관리팀’을 신설하고 자율준수관
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폭넓은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로 임명하였습니다. 당
사는 계열사에도 CP교육 파견, CP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가이드, 사전업무협의제도 의무시행 권고 등을

(1) CP핵심요소 7Factor
1.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실천
의지천명 및 CP운영의 기준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절차의 수립
프로그램 구축
2.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및 충분한
인력·예산지원
3.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공정거래 자율준수 4. C
 P교육훈련프로그램 실시 및
프로그램의 운영
자율준수관리자와의 면담·협의
시스템 운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통해 CP운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실로서

2013년에는 CP등급평가를 신청, 공정거래 문화정착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의 첫 결실로 CP등급 ‘BBB’를 획

6.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프로그램 성과 평가
7. CP운영의 효과성 평가 및 개선노력
및 경영에의 반영

득하였습니다.

윤리경영대상 수상 ▼

2014년은 한미약품에게 공정거래자율준수 문화 확산
에 솔선수범하고, CP의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는 타 업체의 귀감이 됨을 인정 받아
▶ 공정위 CP표창 수여

5. 모니터링 및 내부고발제도 운영,
자율준수관리자의 직접 보고체계
구축

▶ 국민권익위원회 윤리경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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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CP운영사항(CP교육, 모니터링, 제재 및 인센티

(2) 한미약품 CP운영사례

브 등)에 대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내외 공시함
한미약품의 CP운영 기본규정은 CP전략문건 중 ‘CP

으로써 CP준수에 대한 회사의 굳은 의지를 지속적으

운영 총칙’에 망라되어 있으며 최고경영진의 자율준

로 다지고 있습니다.

수실천 의지천명을 발판으로 하여 CP운영의 기본 구

[2Factor] 최고경영진의 지원

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명된 자율준수관리자는 CP운
영규정에 의거하여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는 지위의 상근직이며, 준법관련 업무수행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영업 직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
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준수관리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직접·적시에 보고할 수 있으
며, 준법지원 및 통제 업무를 독립적이고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직급을 가지도록 하며, 직무수

한미의 CP 운영 기본규정

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
도록 하고 있습니다.

[1Factor]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실천 의지천명

또한, 한미약품의 경영방침인 『CP규정 절대 준수 및

당사의 최고경영자는 2007년 CP도입 선언을 필두로 하

운영 강화』에 따라 CP전담부서인 CP관리팀을 신설

여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에

하고 자율준수관리자의 주최로 최소 월 1회 이상 회

대한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Clean

의를 개최하고 CP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MR활동 선언 낭독, CP홍보동영상 배포, 투명경영을

있습니다.

위한 자율준수서약서 체결 등 CP의 중요성을 모든 임
직원이 몸소 체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3Factor] 자율준수편람 작성 및 배포

뿐만 아니라 CP운영총칙 및 항목별 세부운영기준을

임직원의 CP준수 가이드라인으로써 자율준수편람은

외부환경의 변화와 수시로 비교하여 개정하도록 하

제약업계의 특성과 관련 실무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

▲ 자율준수서약서 체결

▲ Clean MR선언 낭독

▲ CP홍보 동영상 배포

▲ 이사회를 통한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CP관리팀 정기회의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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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편람의 Customizing

부당고객유인행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위법 여부

CP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 CP교육을 시행하기 위

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Q&A항

한 절차, 형태별 교육 대상·주기·시간, 상담제도

목을 강화하고, 제약기업의 심결례를 분석 및 사례 중

운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으로 풀었으며, 영업 및 마케팅 프로모션과 한국제

제약산업의 경우 가장 이슈가 되는 분야가 의·약사

약협회 신고절차 등을 그림형태로 쉽게 기술, 공정경

를 대상으로 부당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제공하

쟁규약 등을 토대로 행위유형별 행동지침을 추가 작

는 관행이며 이와 관련하여 정기적·지속적으로 관련

성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법령 준수와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회복할 수

또한 자율준수편람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려운

없는 손해, 그리고 회사의 무형의 가치손실을 교육을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에 관해서는 삽화 형태의 기본

통해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부당한 리베이트 제

개념을 용이하게 제시하고, 상시접근성을 향상시키

공 관행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영업 및 마케팅부서

기 위해 사내 인트라넷에 CP ZONE을 개설하여 편람

의 경우 특별교육 겸 정기 CP교육으로 년간 CP교육

의 내용을 전자파일로 업로드하였습니다.

계획서를 기준하여 2012년에는 최소 분기 2회 이상,

2013년부터는 거의 매월 1시간 이상의 CP교육을 정
[4Factor] CP교육훈련프로그램

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CP교육훈련프로그램의 실시 기준이 되는 기본지침

주요 CP교육의 내용으로는 제약업계의 특성을 반영

을 제정하고 매년 제약환경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

하여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리베이트 쌍벌제 - 약사

으며, 지침에는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교육의 종류

법’ 및 ‘공정경쟁규약’ 등의 법령 및 규약에 대한 내용

(정기교육, 특별교육, 신입교육, 온라인교육, 외부

숙지와 회사 내부의 CP규정에 대한 숙지교육, 사례

교육, 보수교육 등)를 정의하고, 자율준수관리자의

위주의 교육교재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CP교
육 이 후에는 TEST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육의 효
과성과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도출 및 개선하고
있으며, TEST우수자에게는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과
저조자에게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Factor]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법 위반 가능성이 가장 큰 부서로 선정된 영업부서 및
마케팅부서에서는 관련업무 진행을 위해 기안서 작성
▲ CP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실적

시 자율준수관리자를 무조건적으로 경유하게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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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 TEST 우수자 포상

써 법 위반의 RISK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7Factor] CP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특히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Daily로 상시 모니터링 하

당사는 교육 TEST 및 설문조사, CP 모니터링 결과분

고 있으며, 약사법상 허용범위(Safe Harbor) 내에서

석 등의 내부평가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평

적절하게, 정직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

가는 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CP관리체계의

습니다.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을 차년

또한, 허용 범위 내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E-감사시스

도 CP운영계획에 포함시켜 개선하고 있습니다.

템을 도입하였으며, 감사항목과 지표를 구축하여 이상

또한 CP운영의 효과성 평가 결과에 대해 최고경영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

에 보고 후 개선(안)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 평가결과

히, 제품설명회와 같이 현장의 활용빈도가 높은 마케

및 개선계획을 전 임직원에게 피드백 함으로써 CP개

팅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화, 현장방문 인터뷰

선활동에 동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을 통하여 실제 진행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사전업무협의제도를 CP관리팀으로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특히,내부고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사내인트라넷은 물론 오픈 된 CP
홈페이지에 다양한 신고경로를 구축하였고, 직원들
의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 자율적인 준법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 CP운영 효과성 내부평가

▲ CP 등급평가 결과

[6Factor]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CP모니터링 및 분석결과 CP규정 위반이 확정될 경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또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3. 한미약품의 다짐

관련직원을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공정거래활동 및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또한, CP교육 TEST 우수자를 포함하여 CP규정 성

지속가능한 경영달성, 그리고 높은 수준의 윤리규범

실 준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으로 개인의 공정거

을 내재화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래 문화확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공정거래 활동을 적극 장려하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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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협조합니다.
더 나아가 ‘한미의 가치관 및 규범’은 한미약품의 성공
토대를 형성할 것이며,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통하여
최고의 효과를 도출할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
다. 이러한 믿음의 핵심은 어떠한 비즈니스에서도 해
당 법률과 규칙, 규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미약품은 모두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
현하고,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다같이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한미약
품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의 가치이자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현재, Global 제약사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한미약품
은 다수의 국가에서 유수의 제약사들과 우호적인 관
계를 맺고 회사의 발전과 나아가서는 국격 향상을 위
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미약품은 윤리적
인 행동규범들을 제정하였으며, ‘CP운영총칙’과 그에
따른 ‘세부지침’들을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
니다.
기업의 번영과 공존을 위하여 회사의 문화와 개개인
의 가치관에 바탕을 둔 윤리적인 행위보다 중요한 것
은 없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결정과 행동, 그리
고 우리가 공유하는 생각의 기본이자 이유가 되어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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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약산업의 유통개혁 및
윤리규범 운영 현황과 시사점
장우순
한국제약협회 보험정책실 실장

Ⅰ. 서론

쌍벌제는 일본의 특정 사례를 일반화해 우리제도화
한 측면이 없지 않다. 1980년대 일본에서는 리베이

우리는 보험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

트를 받은 국립병원 의사가 구속됐고 일본 언론들은

관행과 부당 행위를 ‘리베이트’라고 통칭한다. 이 리

이를 대서특필했다. 우리는 이 사례를 ‘일본은 엄한

베이트는 보험의약품 거래 주체들이 정부의 약가제도

처벌을 통해 고질적인 리베이트 문제를 해소’한 것으

나 유통정책에 편법으로 대응한 결과다. 편법에 대한

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의사 구속이 리베이트 근절의

처벌은 또 다른 편법을 양산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

계기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일본의 후생성 관료나 의

로 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해법은 보험의약품 상환제

약계 관계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은 대부분 ‘한-

도나 유통 정책의 변화를 통해 찾아야 하고 산업 차원

일 양국 모두 리베이트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양상이

의 리베이트 극복은 자율규범의 확산·정착을 통해

달라 해법도 틀리다’고 대답한다.1)

이뤄져야 한다.
쌍벌제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법으로 평가되는 급여정
그동안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등 보험의약품 상

지·제외법(국민건강보험법)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

환제도의 변화를 통해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고자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 역시 일본 사례를 참고했

노력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성과나 진전을 보지 못한

다. 1970년 일본의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우리나라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처벌만이 해법이라며 2010년

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리베이트(과도한 할인

리베이트 쌍벌제(의료법과 약사법)를 도입했기 때문

할증판매 등)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을 보험리

이다. 이 법은 국민의 지지 속에 전격 시행됐지만 ‘강

스트에서 3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력한 처벌이 곧 리베이트 해법’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 결정 이후 리베이트 행위로 급여 삭제 처벌을 받은

일부에서는 요란한 법집행으로 리베이트의 내성만 키

사례가 발생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2)

웠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쌍벌제와 급여정지·제외법의 배경이 된 일

1) “두 국가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해결방법은 서로 차이가 있어야 할 것 같으며 이는 두 국가의 역사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불가피해 보인다", 키세 카
스히코, 일본의약품도매업공정거래협의회 회장, ‘일본의 의약품유통개혁 성과와 한국의 과제’ 의약품정책연구소 심포지엄(자료집), 2009.11.29.
2) 가와이 타로, 미쓰비시다나베코리아 이사, ‘제약협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제2차 설명회(자료집)’ 20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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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 보험의약품의 가격 형성의 특수성

※ 제약회사가 도매상납품가(시키리가격)를 수정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리베이트, 판촉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판매장려금(아로완스,
allowance)이라 함. 카와이 타로, 제약협회 설명회(2014.6.24) 자료집, 일본 제약업계의 유통과제와 제약회사 윤리

본의 경험은 수십 년 전 발생한 하나의 사례일 뿐 제

대로 유지하고 있다. 고시가 상환제도는 의료기관의

도나 법규가 아니었다. 외국의 부패방지법이나 형법

보험약제 요양급여에 대한 상환 기준을 정부(보험자)

의 뇌물죄 적용과 달리 쌍벌제와 급여정지·제외법

가 정한 ‘고시가’대로 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의료기

은 적용 대상이 의약계 관계자로 한정된다. 타 분야

관이 보험약제를 고시가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발생

와는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수용자들이

하는 약가차액은 병원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약가차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다. 두 법 모두 일본 사례에 영

액 인정은 의료기관이 의약품 구입 과정에서 발생하

향 받아 시행되고 있지만 1970~1980년대 일본 보험

는 실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정당화된다.

의약품 가격제도와 유통 현황은 현재 우리나라 현실
과 매우 다르다. 특히 우리는 1999년 실거래가상환

우리나라는 1999년 고시가 상환제도를 폐지하고 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일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

거래가 상환제도로 전환했다. 실거래 상환제도는 실

다. 이 점에서 리베이트 해법은 우리 약가제도와 유

제 거래된(의료기관이 구입한) 가격으로 약제급여를

통정책 속에서 찾아야 한다.

상환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의 저가구매를 통한 이득
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시가 상환

이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보험의약품 상환제도의 차

제도에서 발생하던 약가차액만큼 보험약가를 일괄

이점은 무엇이고 일본 제약산업이 안고 있는 유통의

인하한 뒤 이를 의료수가에 보전해 주었다. 그리고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일본 제

의료기관의 보험의약품 구입 및 보관에 소요되는 약

약산업계가 정도경영, 윤리경영, 투명경영이라는 시

품 관리비 등의 실비는 처방·조제료에 포함시켜 보

대적 요구를 자율규범을 통해 수용해온 과정과 내용,

전했다. 이후 보험의약품의 공급자와 구입자 사이에

그리고 최근의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우리

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양상은 두 나라에서 전혀 다르

제약산업계가 리베이트 문제를 자율규범을 통해 극

게 나타난다.

복해 나가는데 있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1989년 과다한 약가차액을 취하기 위한 의료
기관의 과잉처방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그 해결책으로

Ⅱ. 일본의 보험의약품 상환제도와 유통과제

의약분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후부터 일본의 보험약
가정책은 시장 실거래가 파악을 통한 약가인하에 초

일본은 1991년 이래 고시가 상환제도를 현재까지 그

점이 맞춰진다. 보험의약품 공급자간 자유롭고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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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쟁은 보장하면서 시장 실거래가와 고시가의 괴

앞에 두고 있다.

리를 줄임으로써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약제급여 상

리베이트 근절 해법 측면에서 볼 때 조만간 시행될

환의 기준이 되는 고시가를 적정 수준으로 수렴시키

‘실거래가 상환,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는 다음과 같은

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기대를 갖게 한다. 우선 저가구매 차액의 20%를 의료

약가마진을 통한 합법적 이익보전이 가능하므로 그만

기관 장려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저가구매 유인동기 부

큼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약가마진을 취하려는 동기

재라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맹점을 극복했고, 실거래

는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저가구
매 차액의 30%는 소비자 혜택으로 50%는 보험재정에

일본은 상환제도의 큰 골격을 유지하면서 유통부문

환원되도록 설계해 저가공급이 미덕이 될 수 있는 약가

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주

제도를 구현했다. 이는 제약기업간 리베이트 경쟁을

력해왔다. 이는 ‘의약품 유통 근대화 협의회’(83년

가격경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97년)와 ‘의료용의약품 유통개선을 위한 간담

그러나 저가거래 자체가 소비자, 의료기관, 보험재정

회’(2004년 이후)를 통해 구체화된다. 그러나 아직도

모두에 득이 되는 제도를 설계해 놓았음에도 명분에

도매상 구입가보다 할인보상이나 판매장려금이 더 큰

불과한 ‘실거래가격으로의 약가인하’를 포기하지 못했

데서 발생하는 도매업소의 1차 매출차이 마이너스,

다. 이 제도에서는 공익에 부합하는 제약기업의 저가

도매업소와 의료기관이 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채 장

거래 행위가 약가인하라는 패널티로 돌아온다. 저가

기간 거래를 지속하는 미타결 가납입 문제, 도매업소

경쟁을 장려하는 제도속에 저가경쟁을 가로막는 요소

와 의료기관이 총액으로 약가협상을 벌인 뒤 총액에

를 집어넣은 것이다. 저가로 거래하면 다음 해에 보험

맞춰 제품별 단가를 도매업자가 조정하여 거래하는

약가가 인하되는 구조에서 어느 기업이 저가거래를 하

총액구매 문제가 큰 과제로 남아있다. 이 세 가지 과

겠는가? 이로인해 제도의 안착 여부가 매우 불투명해

제 모두 시장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만드

졌다.

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고시가 상환제도의 운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3)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에 납품되는 보험의약품의 경우
단독품목을 제외하고 경쟁품목들은 이미 평균 85%

반면 지역거점 물류센터 설립, 도매업소의 대형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제약

JD-NET(제약-도매-의료기관 수발주 시스템) 구축

기업의 가격교섭력이 의료기관의 구매력에 전혀 힘을

등은 일본 유통개혁의 커다란 성과로 평가된다.

쓰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을의 위
치에 있는 제약기업에 약가인하라는 패널티를 부과하

우리는 실거래가 상환제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리베

게 되면 약가인하를 두려워한 제약기업들이 저가거래

이트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실거래가격(의료기관

를 회피할 것이다. 이는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실패한

의 청구금액)이 상한금액의 99.5%에 육박해 실거래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소조항인 약가인

가 상환제도의 시행 취지가 오히려 무색해졌다. 약가

하를 없애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대폭적인 약가감

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와 약가마진을 취하려는 의료

면규정이라도 두어야 한다. 이것이 국공립병원 입찰

기관의 이익이 일치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다. 이러한

에서 발생 우려가 높은 보험의약품 공급차질을 막는

시행착오 끝에 정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거쳐 현

길이요 ‘실거래가 상환, 약품지 절감 장려금제도’를

재 ‘실거래가 상환,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실시를 눈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길이다.

3) 죠 카츠후미 일본 후생노동성 경제과장은 ‘2014년도 진료보수 개정·약가 제도 개혁의 개요’ 발표에서 “2012년도 유통 개선에 대비한 활동은 긴급제언으로 내걸
은 과제임을 생각하면 일정한 개선은 보였을지 모르나 타결까지의 기간이 대폭 장기화되고 있다. 약가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이
므로 개선이 요청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일 제약협회 세미나(201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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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정했다. 또한 법이 아닌 윤리에 근거하고 법적
강제력에 준거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1. 일본의 공정경쟁규약 운영

의지의 발로란 점에서 공정경쟁규약과 대비된다. 공
적규범, 자율규범의 준수를 포함해 의료기관 등에 대

1983년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업계의 과도한

한 의약품 정보의 제공, 수집, 전달의 기준 등을 광범

리베이트, 할인보상 행위가 독점금지법 위반이라고

위하게 다루고 있다.

판결한다. 이를 계기로 1984년 의료용의약품 제조

2013년에는 이 프로모션 코드를 더욱 발전시킨 ‘일본

업 공정거래협의회가 설립되고 ‘의료용의약품 제조

제약협회 행동규약(Code of practice)’을 제정해 회원

업 경품류 제공의 제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제정

사의 모든 임원, 직원 및 연구자, 의료관계자, 환자

시행된다. 일본 공정경쟁규약은 독점금지법과 경품

단체 등과의 교류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표시법의 업종별 고시를 근거로 제약업계가 자율적
으로 정한 규범이다. 근본적으로 부당한 고객유인

3. 제약협회 기업행동헌장

금지조항을 이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일본 소
비자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인정)한 규약이

1997년 일본제약협회는 기업윤리의 확립과 사회로

다. 여기에는 제약업계가 정한 상세한 룰이 담겨 있

부터의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회원사 자율규범인 제

고 경품표시법의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약기업행동헌장을 제정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의약

있다. 또한 의료용 의약품을 거래할 때 부당한 고객

품 부작용 피해와 임상시험 관련 불상사가 발생하면

유인이 있었는지, 일반 소비자의 자주적이고 합리적

서 제약기업 활동의 재점검을 촉구하는 분위기에서

인 선택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

이뤄졌다. 이 기업행동헌장은 2004년에 기업의 사회

준이 된다.

적 책임(CSR)과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부
각되면서 개정됐다. 제약협회의 기업행동헌장 개정

일본의 공정경쟁규약은 제정 취지, 규약 내용, 운영

배경에는 아무리 다양한 가이드라인, 지침, 규칙을

방법 등에서 우리의 규약과 매우 비슷하다. 다만, 일

제정해도 최종적으로 이를 운용하는 한사람 한사람

본의 경우 대학병원 증개축 기부금, 의과대학 기념사

의 ‘윤리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업 기부금, 대학내 장학기부금 등을 인정하고 있는 반

윤리의식이 없이는 규칙에 혼이 실리지 않는다는 것

면 우리는 사실상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 규

이다.

약은 의약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의 기부활동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부금이나 학술지원 전반을 규약심

4. CP 가이드라인

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일본의 규
약과 비교해 매우 엄격하고 경제적 이익제공의 허용

2001년 일본제약협회는 기업의 임원 및 종업원의 법령

범위 역시 좁다.

준수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지침으로 ‘Compliance

Program(CP)’을 제정했다. 일본제약협회 회원 제
2. 프로모션 코드

약기업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제정 운영해야 한다. 제약협회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1993년 일본제약협회는 의료용 의약품의 프로모션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원 제약기업에 법령준수체

코드를 제정했다. 이 코드는 규약과 달리 제약기업의

계를 확립하고 이를 실천할 것과 자율준수담당 임원

윤리요령과 국제제약단체연맹(IFPMA)의 프로모션

을 임명토록 요청하는 역할도 적시하고 있다. 회원

코드를 수용하고 실천하기 위해 회원사간 합의를 거

제약기업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는 서약서 수령, 임

쳐 자율규범으로 제정한 것이다. 공정경쟁규약과 같

직원 교육, 위반자의 징계, 재발방지대책 등을 담아

이 통일된 기준이 아니라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기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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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명성 가이드라인

구속됐고 법인 역시 기소됐다.

일본제약협회는 2011년 ‘기업활동과 의료기관 등의

일본의 유명 제약기업 역시 의사 주도 임상연구에 관

관계의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이는 국제제

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가 주도하는 ‘고혈압치료

약단체의 움직임은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 진전을 보

제 임상연구’에 회사가 연구기획 단계부터 논문 작성

이고 있는 제약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 공개법

까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노무 제공은 물론

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또한 제약기업과 의료관계자

장학기부금을 통해 임상 시험의 실질적 스폰서 역할

와의 관계는 투명성과 정보공개에 관한 사회적 요청

을 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을 피할 수 없다는 일본 제약산업계의 현실인식이 크
게 작용했다. 의약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산-학 연계

임상연구 결과의 신뢰성은 연구자의 독립성과 중립성

는 필수불가결하고 원활한 산-학 연계를 위해서는 투

에서 나온다. 특정 기업으로부터 연구비 조성 등의 명

명성과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전향적으로

목으로 기부를 받은 연구자는 그 기업의 제품에 대해

대처한 결과라 하겠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내리기 힘들다. 이익상충
(利益相衝)의 대표적 사례다. 일본 제약업계는 정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본제약협회 회원사는 자사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로 이러한 이익상충 문제를

‘투명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2012년도 지원분을

풀어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부적절한 임상시험 사례

2013년도에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기관으로부터

가 부각되면서 의사 주도 임상연구의 객관성과 공정

정보공개에 관한 승낙을 얻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 지

성에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다.

침에 따르면 제약기업의 연구비와 개발비는 총액으
로, 장학기부금 등 학술연구조성비는 개별로, 원고집
필료 등은 개별로, 강연료 등 정보제공 관련비용은 총

Ⅳ. 결론

액으로, 기타 접대비용은 총액으로 공개토록 돼 있
다. 2013년 일본제약협회 소속 제약기업은 정보공개

지금까지 한·일 양국의 보험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를 완료했으며 그 총금액이 4,765억엔(4조 7000억원

제도 측면과 자율규제 측면으로 나워 살펴보았다. 우

상당)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연구비·개발비 비중

선 제도 측면에서 일본의 사례는 우리가 참고하기에

이 52%로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관련비(29%), 학술

부적절하다. 일본은 고시가 상환제도의 틀 속에서,

연구조성비(11%),

우리는 실거래가 상환제도 틀 속에서 리베이트 해법

원료집필료등(6%),

기타비용

(2%) 순으로 나타났다.

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일본처럼 마진을 인정하는 고
시가 상환제도로 돌아갈 수 없다. 마진을 인정하는 고

6.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과 이익상충 사례

시가 제도로 돌아가려면 수가에 반영된 약품비 관리
료를 없애야 하고, 경제적 이익제공을 불허한 쌍벌제

일본에서는 최근 이같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

와도 정면 배치된다. 이는 불가능하고 무모해보인다.

고 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약기업과 의료관계자 간 이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기반으로 한 인센티브 제공 방

익상충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일본 제약업

안은 폐기 됐지만 새로 시행될 장려금 제공 방안의 추

계에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둘러싼 부적절한 사

이를 유심히 지켜볼 일이다.

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 진출한
다국적제약기업은 최근 의사가 주도하는 ‘고혈압치료

다음으로 자율규범을 통한 리베이트 해법이다. 일본

제 임상연구’에 후원금 성격의 장학기부금과 노무를

은 자율규범을 정착시킨 모범적 사례를 가지고 있다.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직원이 임상연구 데이

그러나 이것이 리베이트가 없는 산업임을 입증하는

터 변조 등에도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직원은

것은 아니다. 그들 스스로 자율규약이 가지는 맹점으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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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투명성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자금지원 공개 현황

※ 출처 : 일본후생노동성, 한-일 제약협회 공동세미나 자료집(2014.6.19)

로 입증(improve)의 한계를 여전히 거론하고 있다.

갈렸다. 우리 제약산업은 쌍벌제와 급여정지·삭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준을 자율규범에 녹여내며

법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자초한 반면, 일본 제약산업

윤리경영 시스템을 정착시킨 점, 이를 기반으로 글로

은 법적 규제가 더 이상 추가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

벌 경쟁력을 갖춰온 과정이 우리에게 시시하는 바는

의 쌍벌제와 급여정지·삭제법은 일본 산업사의 과거

크다.

를 거슬러 올라가는 규제란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처럼 양국의 규제환경을 가른 것은 자율규범

일본제약협회가 2012년 일본인 2000명으로 대상으

의 실질적 운영과 정착이었다. 일본은 실천했고 우리

로 실시한 ‘약과 제약산업에 관한 생활자 의식조

는 그렇지 못했다. 우리는 지금 제약협회 ‘기업윤리헌

사’(2012년)에 따르면 이들 중 85.6%가 제약산업은

장’을 기반으로 윤리경영시스템을 확립 할 마지막 기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일본인들이 제약산

회를 맞고 있다.

업에 대해 대단히 우호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
히 국민과 환자의 관점에서 본 일본제약산업은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만드는 회사는 모르는 얼굴 없는 산
업’이요, ‘약에 대해서는 감사해도 제약산업에 대해서
는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산업이다. 이것 역시
일본제약산업의 현주소다.
일본이 자율규범을 강화해 오는 동안 우리는 공정경
쟁규약 개정을 통해 발전시켜왔다. 어느 나라도 실시
하고 있지 않은 규약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전심의 시
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기업윤리헌장과
강령을 채택하며 윤리경영시스템을 가동하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한·일 양쪽 모두 공정경쟁규약을 도
입·운영했지만 이후 리베이트 규제 환경은 극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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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 보험정책실 선임연구원

Ⅰ. 외국의 제약 산업 리베이트

다는 운동이 확산되면서 리베이트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 상태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업계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

EU에서는 공적 지불자(public payer)에 행해지는 제

게 되고 이로 인한 비용이 의약품 소비자들과 건강보

약분야의 리베이트 현황을 파악한 조사에서 가격 할인

험 재정에 전가된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이 되고 있

이 가장 많은 유형의 리베이트로 나타났다.1) 31개 EU

다. 이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며 제약산업이 발달한

회원국에서 오스트리아 외 20개 국이 가격 할인을 하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다양한 리베이트가 나타나고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가장 많았던 유형

있다.

은 판매량에 따른 환급(11개국)이었고 현물지급(ex.2
개 구매시 1개 증정)이 7개국으로 3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경우 대형 제약사와 의사간의 밀착 관계가 문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리베이트가 행해지면서 리

제가 되고 있다. 대형 제약사들이 회사의 주요 요직을

베이트를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

의사들에게 제공하거나 연구자금을 대어주거나 마케

고 있다. 그 유형으로는 이익 제공 내역 공개에 대한

팅의 일환으로 다양한 이익을 제공한다. 그러나 바이

규제와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제가 있을수 있

옥스나 머크 사의 약품 부작용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다. 해외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국가별로 구

이 이런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밀착 행위가 불법적인

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본의 경우 70년대까지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성행
하고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일본 경제의 성장

Ⅱ. 일본

이 둔화되고 이에 따라 의료비와 약제비의 억제 필요
성이 강해지며 약가 기준이 대폭 인하(18.6%)되었

1. 유통 투명화

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맞서 유통 투명화와 제약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해야한

일본이 제약 산업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데에 가장 큰

1) Discounts and rebates granted to public players for medicines in European countries, Sabine Vogler 외, Southern Med Review Vol
5 Issue 1 Jul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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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본 것은 유통 투명화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은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보고 누락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로 인한 유통업계의 수익이 감소하였고 해

벌금과 같은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외 제약사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불
합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
기 시작했다. 그간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나 얼라우언

Ⅲ. 미국

스(Allowance)를 통해 도매업체의 소득을 보전하고
자사 제품을 판촉하는 데에 이용했는데 이를 축소하

1. 사전규제(선샤인액트(sunshine act))

고 기준을 명확화 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또
한 도매 업체의 구조도 M&A를 통한 대형화로 경쟁을

선샤인액트(sunshine act)4)는 환자보호 및 의료비용

완화시켜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 성공했다. 또한 첨단

합리화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물류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한 거래 내역을 실시

Act)의 일부로 미국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모든 제약

간으로 노출시켜 부당이득이 개입할 통로를 차단하고

사, 의료기기회사 및 구매대행회사들이 경제적 이익

있다.

을 의사나 교육병원(Teaching Hospital)에 제공할
경우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고 있다.5) 2010년 3월에 미연방의회에서

2. 법적 규제 및 투명성 가이드 라인

통과된 이 법은 오는 2014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일본은 형법상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리베이트

데 이에 따라 1차 진료 내과·산부인과·피부과 및

수수행위는 형법상 수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공

기타 의사들에게 제약사들이 제공한 컨설팅 수수료,

무원 윤리 규정에 따라 공무원인 의사는 제약회사로

스톡 옵션, 휴양지 여행 등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

부터 금품, 용역, 접대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을

된다.이에 따라 대중 누구나 쉽게 자신이 궁금해 하

수 없고 제약회사특과 오락, 골프 여행 등을 함께 해

는 제약기업의 투명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었다.

서도 안된다. 다만 공정한 직무 집행에 관한 국민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리베이트 기준 금액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윤리 감독관

은 건 당 10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을

의 지시를 얻어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때로 되어있으며 제약사들은 전년도의 상세한 내역

2)

제약사나 의료기기회사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을 차년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사적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과징금 부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누락의 과

과 등 불이익 처분이 돌아가게 된다.

실여부를 따져 개별 지급 내역당 최소 1천에서 최대

3)

제약업계 스스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되어있다. 여기에

을리 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잘 반영한 것이 일본제약

리베이트 행위의 불법성까지 입증된다면 법적 제제

공업협회의 투명성 가이드 라인이다. 후술하는 미국

도 가능하다.

의 선샤인액트 등의 내용을 참고하였지만 법적 강제
가 아닌 자율 규제이다. 2011년 3월에 발표한 이 가

2. 사후규제

이드 라인은 연구 개발비, 학술연구비, 기타 접대 관
련 비용 등을 각 해당 기업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요

킥백금지법(Anti-Kickback Statute)6)은 연방 의료보

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일본의 기업들

험 프로그램(Medicare, Medicade)에 의해 대금이 지

2) 주요국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현황과 시사점, 현두륜, 제36차 의료정책포럼
3) 해외 보건의료산업의 투명성 강화제도와 국내 시사점, 강한철, 법조 2013.4(vol.679)
4) section 6002 of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5) 해외 보건의료산업의 투명성 강화제도와 국내 시사점, 강한철, 법조 2013.4(vol.679)
6) 42 USC §1320a-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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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는 의료서비스에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일체의

적인 공시는 2016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시 내

이익을 제공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용은 2015년에 이루어진 지불금 및 대가의 양도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는 최대 5년의 징역이나 최대

이외에서 각 국가마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규제

25,000$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관련 규정이 있는데 대표적인 국가의 경우는 아래와
같다.

Ⅳ. EU(프랑스, 독일 등)

2. 프랑스

1. EFPIA 코드(EFPIA CODE)

프랑스에서는 기업이 보건 전문가 및 조직·의료기
관과의 거래 시 두가지 법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유럽제약산업협회(EFPIA.European Federation of

첫 번째는 Anti-Gift Law7) 라고 하여 의사 등 보건의

Pharmaceutical Industries and Associations)에서

료 전문가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

는 협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EFPIA 코드를 2008

용의 법을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년 3월에 발표하고 2013년 6월 24일 EFPIA 총회에서

두번째로 2013년 5월부터 이행되기 시작한 것이 선

채택하였다. 이는 법적 규제가 아닌 자율 규제로 윤리

샤인액트(FSA.French Sunshine Act)8)이다. FSA는

적 행위를 관리하고 투명성을 높여 환자 단체 및 정부

보건 의료분야에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

등 이해관계자가 기대하는 도덕성을 충족시킬 수 있

해 관계자간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12

도록 돕고 있다.

월 29일에 채택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서 프랑스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연구개발비, 기부, 개인에 대한

제약사들도 리베이트와 관련된 정보를 선샤인 액트가

사례 등을 공시하도록 되어있으며 기업이나 정부 기관

요구하는 기업 웹사이트나 기업이 회원으로 있는 전

의 홈페이지 중 선택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구체

문기관의 웹사이트에 공개해야한다.

표1.  FSA(French Sunshine Act)의 주요 내용

대상자

수혜 대상자

공개 대상 데이터

처벌

-국
 적이나 사업 장소에 상관 없이 프랑스 보건기구(미국의 FDA에 해당)의 감독 아래 제품을 생
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
- 이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약용식물 등)
- 프랑스에서 운영 또는 설립된 조직 및 학생이나 전문가
•의료 전문가(의사, 치과의사, 산파, 약사, 간호사 등)
• 공인된 환자 단체
• 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
• health sector를 운영 중인 단체 및 학회
• 보건 분야 컨설팅 펌(변호사, 텔레비전, 온라인 통신 회사
• 의료 처방 소프트 웨어 마케팅 회사
• 보건 전문가(대학, 연구소 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법인
- 계약
• 당사자 신원. 계약 일자, 계약의 목적 및 범위
- 금전적 이익 (세금 포함 10유로 이상은 공개)
• 이익의 성격, 제공일, 당사자, 현금/현물 여부 등
벌금 및 기타 처벌
자료 : French health industry, agreements & gifts(www.taylorwessing.com)

7) French Public Health Code Articles L.4113-6
8) French Public Health Code Articles L.1453-1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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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이외에도 독일제약협회에서 운영 중인 공정경쟁규약
(FSA Code of conduct healthcare Professional)이

독일에서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법률로는 부정경쟁방

있다. 이는 자율 규약으로 EFPIA Code에 부합하는

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UWG) 이 있다. 이는 보건 분야 외에 일반적인 케이
9)

스에도 적용되는 법으로 사업자가 그 목적과 명분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제공하는 리베이트, 무료 선물

Ⅴ. 결론

기타 경제적 이익 지급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0)

보건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법률로는 보건의료분야

위에서 살펴 본 내용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2.와 같

광고에 관한 법(Heilmittelwerbegesetz,HWG)과 형

다. 이상 각국의 제약 산업 리베이트 규제 케이스에

법이 있다. HWG는 보건의료인력(HCP)에게 금품이

나타난 동향을 보면 1) 단순히 처벌을 하는 사후 규제

나 금전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형

만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거래 및 이익 제공 내역을 공

법에서도 공무원 또는 공공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본

개하여 이중의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 2) 규

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정의 적용 범위를 분명하게 제시하며 특히 공공 분야

하거나 할 것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요구·약속 ·수

에 종사 중인 의료인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수하는 경우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있는 경향을 보인다.

11)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의사 및 제약

표2. 자금제공 공개에 관한 각국의 규제 비교
일본

미국

EU

규정

기업활동과 의료기관의 관계 투명성
가이드 라인

미국 의료보험 개혁법
(sunshine Act)

제약기업의 의료관계자, 의료관련
단체에 대한 대가의 이동 정보공시
에 관한 EFPIA 코드

규제의 성격

업계에 의한 자율 규제

법적 규제

업계에 의한 자율 규제

공시내용

연구비개발비 등 학술연구조성비
원고집필료 등 정보제공 관련비
기타(접대 등 비용)

10달러 이상 거의 모든 대가의 이동
을 공개(의사명과 대가액 등 모두 개
별 공개)

연구개발비 기부
개인에 대한 사례
(물품제공은 금지)

공시 방법

기업 홈페이지

정부 홈페이지

선택제(기업 또는
정부기관등의 홈페이지)

규정 제정
공개 시작

2011년 3월에 가이드 라인 발표
2013년도부터 공개 시작

보고누락에
대한 벌칙

없음

비고

법률은 2010년 3월에 성립
2008년 3월에 코드 발표
-2013년도부터 공개될 예정이었 -  환자단체에 대한 기부 이외는
으나 연기(2013년 8월~12월 분을
2013년 6월에 신규 추가(공개는
2014년 9월에 공개할 예정)
2016년도부터)
벌금형

사명 공표, 벌금 등

주에 따라서는 법으로
공개를 규정

EU 각국에서도
자체적인 규제가 존재
- 프랑스 등 법적 규제 있는
국가도 존재

자료 : 죠 카즈후미, 일본의 약가정책, 12th Korea-Japan Joint Seminar,2014

9) sec4(4) UWG
10) EU 주요 국가의 리베이트 규제 개관, 이석준, 쌍벌제 및 공정경쟁규약 개선 워크숍, 2012
11) Criminal Code section 332

외국의 제약산업 리베이트 규제 사례 -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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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간의 관계에서 의학 연구 및 진료 시 부당한 목적의
산업적 영향력은 제외하되 정당한 지원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리베이트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리베이트 규제 관련 법률이 불명확한 구성요건으
로 과다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온 점을 고려하여볼 때
에 향후 국내에서도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정당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의 개선이 필요
할 것이다.

[참고]
•일본의 약가정책, 죠 카즈후미, 후생노동성, 12th Korea-Japan Joint Seminar, 2014
•일본의 의약품 유통체계, 키세 하즈히코, 의약품정책연구소 국제 심포지엄, 2009.11
•주요국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현황과 시사점, 현두륜, 제36차 의료정책포럼
•해외 보건의료산업의 투명성 강화제도와 국내 시사점, 강한철, 법조 2013.4(vol.679)
•EU 주요 국가의 리베이트 규제 개관, 이석준, 쌍벌제 및 공정경쟁규약 개선 워크숍, 2012
•EFPIA (www.efpia.eu)
•Discounts and rebates granted to public players for medicines in European countries, Sabine Vogler
외, Southern Med Review Vol 5 Issue 1 July 2012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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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 윤리헌장 제정의
의의와 성공요건
노경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Ⅰ. 한국제약협회 윤리헌장 제정의 의의

당에 선포식은 별 의미가 없다며 평가절하 하는 모습이다.
선포식이 제약업계의 찬란한 유산으로 남을지 향후 제약업

1. 상반된 시각

계의 행보가 주목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

분명히 제약업계에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
며칠 전 오늘 행사에 대해서 흥미로운 기사1)가 있었습

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사장님들을 비롯하여 많

니다. “제약협회 윤리헌장 선포식 둘러싼 상반된 시

은 제약회사 관계자분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

각”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그 기사에 의하면,

하실 것 같습니다. 또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제약협회는 오는 23일 윤리헌장 선포식을 갖는다. 관
련 업계에선 이번 선포식이 제약업계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

그러나, 윤리경영은 이미 세계적 추세입니다. 또한

는 출발점이라는 시각과 '무의미한 쇼의 반복' 정도로 보는

우리나라 다른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추세

상반된 인식이 상존한다. 제약협회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에 따르고 있습니다.

기업의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선포식은
개별 제약사들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 (중략) -- 제약협회 관계자

2. 윤리 경영의 필요성

는 특히 과거의 선언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점에 대해
선 ‘불가피한 생존의 문제라는 점에서 기존과는 성격을 달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

리한다. 마지막 심판대에 선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며, 반드

(BCG) 한스-파울 뷔르크너 (Hans-Paul BÜrkner)

시 가야 할 길’이라고 무용론을 일축했다.

글로벌 회장이 작년 말에 국내언론사와 인터뷰2)를

하지만 일각의 시각은 곱지 않다.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뷔르크너 회장

행돼도, 선포식을 가져도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것이란 관측

은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말을 하였습

이다. 이미 웬만한 업체를 중심으로 선지원이 마무리된 마

니다.

1) ‘제약, 'CP'퍼레이드에 이은 윤리헌장…찬란한 유산될 수 있나’, 약사공론, 2014.7.16.
2) ‘18조원 … 벌금 관리도 경영이다’, 중앙일보,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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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추가 반대편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 돈으로 약 18조원이나 되는 돈을 벌금 및 배상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부터 사회 분위기 자체

금으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가 변했다.
•법규가 강화되고 있다. 이제는 CEO들이 법규 테두리
안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

C사의 경우에는 34억 달러를 벌금 및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했는데, 이 금액은 그 회사 순이익의

•회사 내부의 준법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기

110%나 되는 규모입니다. 한 마디로 이 회사는 그

전까지 적잖은 CEO가 ‘법규 자체를 바꿔서라도 비즈니

해 사업을 해서 번 이익을 모두 벌금 및 배상금을 지

스를 해야 한다’는 쪽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장사를 잘

급하는 데 다 써야 했습니다.

하는 것보다 벌금 등을 줄이는 게 CEO들의 지상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과 관련하여 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미
국의 해외부패방지법과 영국의 부패방지법입니다.

도대체 금융 위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요? 도대체 얼마나 법집행이 강화되었길래 CEO들

■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의 관심사가 장사 잘하는 것보다 벌금을 줄이는 것

– FCPA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이 되었을까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흔히 약칭하여 FCPA라고
부르는 법률인데, 이미 국내 제약회사들에게도 그 이

아래 그림(그림1)은 중앙일보사가 톰슨로이터, 블

름이 친숙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룸버그의 자료를 받아서 보도한 기사로서, 금융 위

미국 항공기 제작사인 Lockheed가 계약을 수주하기

기 이후 외국 주요 기업들의 벌금 및 배상금을 정리

위하여 일본 수상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 발각된 후

한 것입니다. 관련 회사들의 이름은 A ~ F까지 익명

반부패 여론에 힘입어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뇌물

처리하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1977년 제정한

이후 기업들의 벌금 및 배상금 규모가 막대하게 커

연방법입니다. 이 법률은 미국 기업들이 자국의 공무

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사의 경우 175억 달러,

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그 나라

그림 1. 금융위기 이후 주요 기업들의 벌금 및 배상금

※ 자료 : 노경식, 한국제약협회 윤리헌장 제정 의의와 성공요건, 한국제약협회 기업윤리헌장 선포식 발표자료 중,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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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또한 고용주나 사업과 “관련된 자 (asso ciated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다국적제약사들이 국

persons)”에 의하여 뇌물이 제공된 경우와 회사가

내 제약회사들과 co-promotion 계약을 하면서 파트

회사를 위하여 또는 회사 명의로 뇌물이 지급되는

너가 될 국내 제약회사의 compliance 수준에 지대한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

관심을 보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법률 때

다. 법률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아직 이

문입니다.

법률이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많지 않으나 미국의

FCPA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 그 impact는 더 크다
Shearman & Sterling의 자료에 의하면, 이 법으로

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률 시행 이후 많은

기업이 처벌받은 케이스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알

글로벌 기업들이 compliance 시스템을 재정비하였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그림2)에 의하면, 2002년

습니다.

부터 2006년까지 2건 ~ 5건 정도 하던 것이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앞서 보스턴컨설팅 회장이 인터뷰에서 “글로

3. 윤
 리 경영은 선진 외국의 경향만이 아니라, 국내 타
산업 분야도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벌 금융 위기(2008년) 이후 법집행이 강화되었다”
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윤리 경영을 강조
하고 있는지를 설명 드리기 위해, 아래와 같이 언론

■ 영국 부패방지법 (UK Bribery Act 2010)

보도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영국에서도 부패방지법인 UK Bribery Act가 2010년
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법률은 세계

■ 삼성 12개 계열사 준법경영 선포식 개최3)

에서 가장 적용 범위가 넓은 부패방지법으로 국내외

“삼성그룹 모든 계열사들이 법의 날인 25일을 전후해 준법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인에

경영 선포식을 갖는다. 내부 임직원들에게 담합, 지식재산

게 뇌물 제공하는 경우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권 침해로 빚어지는 경영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자

그림 2. FCPA 기업 처벌 사건 추이

※ 자료 : 노경식, 한국제약협회 윤리헌장 제정 의의와 성공요건, 한국제약협회 기업윤리헌장 선포식 발표자료 중,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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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약산업 환경의 변화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모든 법규와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어
떤 위법행위도 하지 않으며, 잘못된 관행과 절대 타협하지

제약산업도 어느 새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않는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 각 사업부장들
과 ▲경쟁사와 불법적인 협의를 했다는 의심을 살 어떤 행
위도 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와 금전,향응 등 위법한 수

(1) 2 007.10. 공정위, 10개 제약사 시정명령 및 과징
금 처분

수행위를 하지 않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수용하고 법규위반의 결과를 책임진다는 등을 골자로 한 준

2007년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의료인
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소위 리베이트에 대하여

”

법실천 서약서를 작성했다.

큰 획을 긋는 첫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 메리츠화재, 2013년 준법, 윤리경영 선포식 개최

아직 쌍벌제가 도입되기 전이고, 약사법시행규칙에

“메리츠화재는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본사

의료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처벌하는 조항

4)

27층 대회의실에서 ‘2013 준법·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

이 신설되기 이전 이어서, 의료인에 대한 리베이트

했다. 송진규 메리츠화재 사장은 선언문을 통해 ‘준법·윤

제공은 ‘부당고객유인행위 금지’라는 공정거래법적

리경영은 기업이 존경받기 위한 덕목이 아니라 이익과도

관점6) 에서 규율되었습니다.

직결될 수 있는 생존의 필수조건이 됐다’며 ‘사회 전반적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많은 국내·다국적 제약

로 금융소비자 및 개인정보 보호, 투명한 내부거래, 완전

사를 상대로 한 기획조사로 실로 그 impact가 엄청

판매 등 금융회사 전반에 대한 높은 신뢰수준 요구에 부응

났습니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거래질서 선도적

이 조사를 계기로 많은 제약회사들이 준법 시스템을

실천 ▲보험 및 공정거래 법규 준수 ▲민원근절 및 금융소

정비하였으며, 한국제약협회를 비롯하여 KRPIA, 한

비자 보호 ▲3대 기본지키기를 통한 완전판매 ▲개인정보

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정경쟁규약을 재정비하였

보호와 관련법규 준수 등 5대 준법·윤리경영 실천선서를

습니다. 또한, 다소 형식적이었던 공정경쟁규약의
집행이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지

”

했다.

게 되었습니다.
■ 조선업계, 2014년 ‘비리와의 전쟁’ 선포

5)

“국내 조선업계의 올해 공통 경영화두는 ‘준법경영’이다.

2) 2009.8.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시행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
해서는 차별적인 경쟁력 확보 외에도 투명경영 기업이미지

한껏 조성된 리베이트 근절 분위기를 강화하기 위하

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및 대우조선해

여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와 약가를 연동하는 제도를

양에서 수십억원대 납품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제민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화 분위기와 맞물려 여론의 큰 질타를 받았다. 납품을 위

이 제도는 2009. 8. 1.에 시행되었는데, 리베이트 적

해 로비를 벌이고 하청업체로부터 상납 등을 받는 고질적

발 시 리베이트가 제공된 의약품의 약가를 최대 20%

관행을 버리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수주 밑천인 국제적 신뢰

까지 인하7)하는 제도입니다.

”

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3)
4)
5)
6)

운용과정에서 대표성 논란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삼성 전 계열사 '무관용 준법경영' 선포‘, 한국경제, 2011. 04. 25.
‘메리츠화재, ‘2013 준법·윤리경영 선포식’ 개최‘, 조선비즈, 2013. 04. 19.
‘조선업계, 2014년 ‘비리와의 전쟁’ 선포‘, 중앙일보, 2014.01.05.
공정거래법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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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제 시행 이전까지 제약회사에 큰 부담으로 작
용한 것은 분명합니다.

3) 2010.11.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5) 2 014.7. 리베이트 수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정
지 및 퇴출제도(투아웃제) 시행
리베이트 투아웃제(국민건강보험법 2014.1.1 일부개
정, 법률 제12176호)는 2014.7.2. 부터 시행되었습니

2010년 11월에는 드디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됩

다. 이 제도는 너무나 잘 아시듯이 리베이트가 1차 적

니다. 쌍벌제 만큼 강력한 조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발될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해서 1년의 범위에서 급여

제는 의료인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쌍벌제

가 “정지”되고, 동일 약제에 대해서 2차 적발될 경우

의 처벌 및 행정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는 총 급여 정지 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2차
적발만으로도 요양급여 적용의 제외가 가능한 제도입

•리베이트 제공자  

니다.

[행정처분]
① 식약처의 당해품목 1, 3, 6개월 판매업무정지(1~3

그런 점에서 투아웃제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특별

회 위반) 및 품목허가 취소 (4회 위반시)와

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징금 대체가 가능할 수 있

② 보건복지부의 급여정지 및 퇴출(2014.07부터 시행)

지만, 그 과징금 액수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최대

[형사처벌]

100분의 4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제약회사로서는 큰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양벌 규정: 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자를 고용한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

주목할 것은 이 제도에 관한 국회의 개정이유입니
다. 투아웃제의 개정이유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리베이트 수령자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

[행정처분]

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1년 이내 자격정지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2~12개월

국민건강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

의 6단계 세부기준)

니다.

[형사처벌]

일반 대중과 국회의원들은 리베이트 관행 때문에 국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경제적 이익

민 의료비가 증가하고 국민건강이 소홀해진다고 생각

몰수/추징)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약업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연관성에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있습니다만,

4) 2 011.4.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창설

어쨌든 일반 대중과 국회의원들의 인식과 제약업계의
인식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
아웃제 법률안에 대해서 재석 201인 중 불과 2인만이

쌍벌제의 집행을 위하여 2011년 4월에 서울중앙지검

반대했다는 점도 이러한 사회의 인식을 알 수 있는 대

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출범되었

목입니다.

습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전담수사반은 3차례
에 걸쳐 활동기간을 연장8)해 오면서 그 동안 많은 사

6) 리베이트 규제 추가 강화 움직임

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2014년 3차 연장 과정에서 조
직은 전담 ‘수사단’으로 보강되었고, 서울서부지검으

리베이트 처벌 강화에 관한 법령 작업은 현재 진행형

로 이동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입니다. 현재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

7) 인하율 = 리베이트 제공금액 / 해당 의약품 처방 금액
8) 1차 연장(~2013. 4.), 2차 연장(~2014. 4.),3차 연장(~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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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각 1건이 국회에 계류

나, 쌍벌제가 시행되면서부터는 관련 기관들이 정보

중입니다. (2012.11.01. 국회 제출) 위 법률안의 주요

를 공유하며 각각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하여 해당하

내용으로는 ① 리베이트 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는 처분(처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리베이트와 관련된 국내 정부의 공조 체제를 살펴보

등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라면, 제공자가 “

면

누구든지” 처벌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행정처분 및

부·식약청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각각 확인한 사실

형사처벌도 강화하여 과징금 상한 상향을 5천만원 ⇢

관계를 다른 기관에도 전달하여 각 기관별 조사 결과

5억원, 형량을 2년 이하 징역 ⇢ 3년 이하 징역으로

가 여러 기관들의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로 이어질 수

강화하였습니다. ③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위반 사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경찰·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보건복지

실의 공표 제도를 도입하여 규정위반에 따라 업무 정
지 또는 개설허가취소를 받은 의료기관, 면허취소를

9)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적발현황

받은 의료인·약사·한약사에 대하여 그 내용과 인적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남윤인순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쌍벌제를 시행
한 이후 리베이트 적발 현황이 아래 표와 같다고 합니

7) 공익신고자보호법

다. 쌍벌제 시행 후 모두 84곳의 제약회사가 리베이
트로 적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규제 외에 또다른 환경 변화로써 공익신고

한편 이 기간 동안 모두 225명의 의사와 약사가 행정

자보호법이 있습니다.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
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리
베이트·담합 등 사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 규정이 있으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익
명성이 보장되고 필요한 경우 경찰의 신변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동법 제13조,제17조.제26조).
또 신고자 개인에게 신분상 또는 사업상 불이익을 가
하는 자는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동법 제30
조). 공익 신고자가 공익 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자
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로 인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보상심의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 10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
다는 점에서 제약회사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
다(동법 제26조).

8) 리베이트 관련 범정부 공조 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환경 변화는 범정부 공조 시
스템입니다. 예전에는 어느 기관이 리베이트를 적발
할 경우 해당 기관만의 처분(처벌)만이 이루어졌으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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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적발현황
남윤인순 의원실 자료

처분의뢰연도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업체

계

전체

84

28

13

125

’10년

10

0

0

10

’11년

42

18

2

62

’12년

29

5

8

42

’13년(8월)

3

5

3

11

자료 : 노경식, 한국제약협회 윤리헌장 제정 의의와 성공요건, 한국제약협회 기업윤리헌장 선포식 발표자료 중, 2014.07.23.

5. 윤리헌장 제정의 의의

경영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준법 토대하의 매출
신장으로 경영이념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준법하느

준법·윤리경영은 이미 시대적 대세로 자리 잡았습

라 매출이 줄었다면, 과연 그 매출은 정당한 것일까

니다. 또한 제약환경도 이미 어느새 변화하였습니

요? 그 준 매출은 원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법을 어

다. 이 시점에서 제약산업의 윤리헌장 선포는 꼭 필

겨야 가능한 사업모델은 지속가능성이 없습니다. 손

요하며 시기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이 생겨도 어쩔 수 없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국제약협회의 윤리헌장은 구체적으로는 ① 국내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외 동향에 대응하여 신뢰를 제고할 수 있고, ② 제

위하여 윤리경영이 이윤 추구 활동과 함께 가야 합니

약업계의 자정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으

다. 지멘스 AG 피터 뢰셔 (Peter Löscher) 사장은 취

며, ③ 업계 내 기본규범을 통일적으로 확립하고,

임사(2007년)에서 “윤리와 성장, 이 둘은 상반되는

④ 인류공동의 가치를 포함하는 국제적 규범의 선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윤리경영은 기업

언이 될 수 있으며, ⑤ 회원사내규 제정을 위한 기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윤리

준을 제시하고,⑥ 윤리인증제도 시행의 초석이 되

경영과 매출신장·성장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정직

며, 이를 통해서 제약업계 기업준법과 윤리성이 제

한 행동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을 수

고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있게 되고, 고객의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면, 장기적
으로 볼 때 매출도 신장된다는 것이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II. 성공요건

일찍이 벤자민 프랭크린 (Benjamin Franklin)은
“Honesty is the best policy(정직은 제일 좋은

1. 경영이념이 수정되어야 함

정책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 경청해야 할 명
언이라 생각합니다.

윤리경영(준법경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경영이념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공요건 중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윤리경영에 대한 CEO의 의지가 아래로 명확히
전달되어야 함

종전까지의 경영이념은 매출신장·성장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영이념이 위로부터 아래에 명확히 전달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추구라는 것이 과거에는 정

되어야 합니다. 만약 경영진의 준법 의지가 임직원에

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공헌 등 기업에

게 분명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회사의 윤리규정 “따

게 요구하는 가치가 다양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윤리

로”,영업 행태 “따로”인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한국제약협회 윤리헌장 제정의 의의와 성공요건 - 노경식

67

임직원 사이에 “눈치껏 하고 걸리지만 말자”는 의식

반기·분기별 등 주기적인 준법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이 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전의 관행

한, 부서장이 주축이 된 영업·마케팅 직원 교육이 수

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 결국 “지속가능성”에

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협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준법 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수시적인 내부 감사 및 진단이 실시되어야 하며 점검

의지가 아래로 잘 전달될 수 있을까요?

결과를 바탕으로 반드시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리 경영의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

저는 경영진이 어느 정도 준법경영이 정착되기까지는

이 있겠지만, 다들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윤리

지나친 매출달성을 압박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

경영의 정착을 기원합니다.

다. 매출달성에 대해 직원들이 압박감을 느끼면,
CEO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회적, 탈법적 영업에 대
한 유혹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법무·준법 부서의 의견을 경청하시기 바
랍니다. 법무·준법 부서와 현업부서는 자주 의견대
립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무·준법 부서의 의견에
무게를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CEO의 경영이념이 분명히 직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
을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신상필벌입니다. 법을 위반하는 것
을 발견하고서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는다
면, 직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고 맙니다.
반대로 법 준수를 위해서 노력한 직원에 대해서는 격
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준법을 위한 실행을 해야 함
마음가짐만으로는 윤리경영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준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
야 합니다. 사내 법무·준법 부서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 및 상담을 해야 하고, 주요 의사 결정 및 마
케팅 회의에 법무·준법 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분
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준법이 어느 한 개인
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제가 정비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간·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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