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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과 연구질문

• 국내 제약기업의 제네릭 생산 및 공급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과 경쟁력 영향요인에 대해서 고찰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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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방법

• 연도별 전체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 및 매출 현황을 기술함으로써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 및 공급구조 현황을 파악함. 

• 선행문헌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론되었던 여러 요인 중 제약

사 특성에 집중하여 기술함. 

• 본 분석에서 고려한 제약사 특성

– 기업규모(대기업, 중소기업)

– 상장유형(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외부감사)

– 벤처기업 여부

– 혁신형 제약기업 여부

– R&D 경험여부

– 기업오너쉽(국내, 다국적)

• 제네릭 의약품 시장경쟁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품요인, 시장요인, 제

약사 요인을 독립변수로 고려한 회귀분석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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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청구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파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 2007-2017 자료

•제약사 특성

-보험급여의약품, 
비급여의약품의 매출액

의약품, 의약외품의
매출액 및 수익률

-의약품 연구개발비

• 2007-2017 자료

•품목별 약가

•성분군 내 최고약가

• 2007-2017년 시계열 자료

•제약회사 특성에 따른 신규
보험등재 및 청구금액
자료를 도출

• 제약사 특성별 제네릭 의약품 등재현황 기술

-2007-2017년간 제네릭 의약품 생산현황, 매출현황 기술연구

내용 • 제약사 특성별 제네릭 의약품 청구현황 기술

-2007-2017년간 제네릭 의약품 생산현황, 매출현황 기술

데이터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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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제약사
 자료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금융감독원)
 공시 제약사 수는 전체 제약사 수의 약 37~48% 수준에 해당

 주성분
 주성분 일련번호(①~④)
 주성분 및 투여경로: 주성분 일련번호+투여경로, 제형(①~④+⑦~⑨)

 등재의약품
 자료원: 약가누적화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5년 이전: 월별 15,000~19,000 품목
- 2016년 이후: 월별 20,000~ 품목

 공시 제약사에서 생산하는 등재의약품은 전체 등재의약품의 약 67~80%에 해당

국내 제네릭 공급 구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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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네릭 공급 구조 현황

(1) 연도별 제약사별 의약품 생산 현황 – 성분군 및 등재의약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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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규모
 대기업: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업
 중소기업: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기업

 벤처기업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혁신형 제약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정(「제약산업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제 7조)을 받은 제약기업
- 신약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
-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있거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계 제약기업

 R&D 경험
 R&D 투자금액이 있을 경우, R&D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기업 오너쉽
 국내 기업: 한국의 법률에 준거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항상 한국에 본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
 다국적 기업: 세계 각지에 자회사·지사·합병회사·공장 등을 확보하고, 생산·판매활동을 국제적 규

모로 수행하는 기업

국내 제네릭 공급 구조 현황

(2) 제약사 특성별 의약품 등재 현황



제약기업 현황

• 전체 제약사의 매출액증가율은 분석기간 내내 양의 값을 보임. 이
를 통해 제약기업의 성장률이 다소 양호한 것을 알 수 있음.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다국적 제약사의 매출액증가율이 다소 높
았는데, 이는 약가일괄인하 이후 오리지널 선호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됨.

• 총자산증가율은 분석기간 동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
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양의 값을 유지하고 있어 제약기업의 꾸준
한 성장 및 투자 현황을 유추할 수 있음.

• R&D 경험이 없는 제약사는 R&D 경험이 있는 제약사보다, 국내 제
약사는 다국적 제약사보다 높은 매출영업이익률울 보임.

8



9

국내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

(2) 연도별 제약사 특성별 의약품 청구현황(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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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

(5) 연도별 제약사 특성별 의약품 청구액 현황(단위: 억원)

제네릭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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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해당 시장에 포함된 전체 기업의 시장점유도 자승의 합

 최솟값: 1, 최댓값: 10,000
 1,200 미만 시장: 실질적 경쟁적 시장

 상위 3개 기업 집중률(CR3)

 해당 시장에 포함된 기업 중 상위 3번째 기업까지의 시장점유도의 합

 최솟값: 1, 최댓값: 100

HHI= σ𝑡
𝑛 𝑆𝑡

2

𝐶𝑅3 =

𝑡=1

3

𝑆𝑡

(S: 개별 기업의 시장점유율)

(S: 개별 기업의 시장점유율)

(5) 국내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 – 상위경쟁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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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

(3) 경쟁현황별 의약품청구액 현황

*상위 10개 경쟁시장(주성분 기준)
 A03(Drugs for functional gastrointestinal 

disorders): Levosulpiride, Alibendol
 A10(Drugs used in diabetes): 

Glimepiride/Metformin
 C10(Lipid modifying agents): Simvastatin
 J01(Antibacterials for systemic use): Cefaclor, 

Roxithromycin
 J02(Antimycotics for systemic use): 

Fluconazole 
 M01(Antiinflammatory and antirheumatic

products): Loxoprofen, Talniflumate
 N02(Analgesics): Acetaminophen/Tramadol
 R06(Antihistamines for systemic use): 

Levocetirizine



제약사 특성에 따른 상위 경쟁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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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특성에 따른 상위 경쟁시장 현황

14



제약사 특성에 따른 상위 경쟁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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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요약

• 의약품 등재 및 청구 현황

– 2017년 기준 전체 의약품에 대한 청구액은 13조 5천억 원. 이 중 제네릭 의약

품의 청구액은 53%, 오리지널 의약품 38%, 신약 9%

– 제네릭 의약품 청구액

• 대기업 > 중소기업; 

• 코스피 상장사 > 코스닥, 외감

• 비벤처, 비혁신형기업, R&D 경험이 있는 제약사> 벤처, 혁신형기업, R&D 

경험이 없는 제약사

• 국내 제약사 > 다국적 제약사

– 2017년 기준 상위 10위까지의 청구액은 해당 연도 제네릭 의약품 청구액의

21.9%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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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내 점유율 영향 요인

•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시장 요인

• 허핀달-허쉬만 지수 (+)

• 해당 시장 내 제네릭 의약품 비율(+)

• 시장의 이전년도 수익 (+)

• 진입해 있는 제약사 수 (-)

• 시장 내 오리지널 의약품 존재 (+)

– 제약사 요인

• 대기업 (+)

• 벤처기업 (+)

• R&D 경험이 있는 제약사 (+)

• 글로벌 제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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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기대효과

• 제네릭시장의 생산 및 공급구조에 대한 상세 기술분석을 통해 국내
제네릭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개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술적 근거를 제공함.

• 의약품시장의 경쟁구조 측정 및 제네릭의약품 시장이 이러한 경쟁구조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함으로서 제네릭의약품이 시장기능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음.

• 각 제약사별 고정특징과 변동특징들이 제네릭 시장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국내 제네릭 시장의 현황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제네릭 시장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 대상 결정의 근거를 제공함.

• 각 제약사별 고정특징과 변동특징들이 시장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의약품시장 경쟁구조에 순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제네릭 시장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 대상 결정의 근거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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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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