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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Over-the-counter (OTC) drugs refer to medicines that are generally safe when used according to the product
label. We aimed to assess and reflect upon changes in perception of health and health-related demands by decades in Korea
according to the consumption and sales trends of OTC drug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literature search on the pro-
duction and sale rankings of OTC drug market in Korea. Changes in the OTC drug market were analyzed and organized
by decades to evaluate changes in drug demands and the influence of national and societal factors. There was a specific
trend in the most popular drugs by decades. In the 1950s, drugs of top necessity were antibiotics and helminthics. In the
1960s, the pharmaceutical industry quickly grew and invigorators, such as Bacchus®, Alps®, Aronamin®, were top man-
ufactured drugs. Popularity of these invigorating drinks and vitamin products continued until the 1990s. In 1990s, sales
of topical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Ketotop Plaster®, Trast Patch®), and in 2000s, gum disease medicine
(Insadol®) and liver and intestine supplement (Ursa®) were prominent. However, after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in 2000, the sales of OTC drugs decreased dramatically from 58.7% of the total market share in 1990s to 39.6%
in 2000 and this trend has continued. In 2012, thirteen OTC drugs were allowed to be sold in convenience stores, and
as the sales of health functional foods have been expanding beyond pharmacies, sales of invigorators and nutritional sup-
plements in pharmacies have continued to decrease. As government’s drug expenditure will continue to grow, reclas-
sification of OTC drugs based on established safety information and deliberate team efforts on continued development of
OTC drugs to meet the health demands of Koreans are required by the healthcare professionals, pharmaceutical industries,
and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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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이란 오 · 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

약품,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

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은 의약품을 말한다.1) 일반의약품에 대한 국

민의 수요 변화는 해당 시대의 국가적, 사회적 환경에 많은 영

향을 받으며,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시대별 일

반의약품의 판매량 추이로 일반의약품 변화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사회적, 제

도적인 변화가 있었다. 먼저 1950년대는 한국 전쟁 이후로, 사

회 기반 시설이 무너진 상황에서 장티푸스나 발진티푸스 등의

급성전염병이 창궐하였고, 결핵 발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

으며, 분뇨 등을 이용한 농작물 재배 등의 영향으로 기생충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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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률 또한 매우 높았다. 따라서 이 시기의 보건정책은 결핵퇴치

사업, 기생충 박멸사업이 주요 정책이었으며 제약산업은 대부분

수입 완제의약품에 의존하였다.2) 1953년에 약사법이 법률 제303

호로 최초로 제정되어 무허가업자 및 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강

화되었고,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으로서의 약국이

정립되어 약사에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이 부

여되었다.3,4) 1960년대에는 외채, 외자도입을 통한 기술제휴 붐

이 조성되고 정부의 국산화 정책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제약산업

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5) 이 시기에는 불법 합성마약인 ‘메타

돈(methadone) 사건’이나 함량이 미달된 불량 항생제의 유통이

적발되기도 하였다.5,6) 1970년대는 50%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 아래 제약산업의 생산 시설이 확

장되었고, 국내에서 합성하는 원료의약품은 5년간 허가를 보호

하는 ‘의약품 보호제도’가 도입되었다. 또 의료보험제도(1977)가

정식 출범하였으며,7)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한 정부의 ‘약효재평

가 사업’(1975)이 착수되었고,8) 일명 ‘밀가루약’이라는 오보로 제

약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되기도 하였다.9) 1980년대는

보건의료정책이 정비되고 제약산업 시장이 개방되는 시기로, 국

민의료보험법(1989)이 개정되었고, 의약분업 시범사업(1981~

1982)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

한 규정이 고시(1985), 개정(1988)되면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

약품의 두 분류체계가 갖추어졌다.10) 1990년대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청’(1998)이 발족되었고, 국내 제약 분야의 R&D를 촉진하

기 위해 ‘G7 프로젝트’ 등 신약개발 지원을 본격화하며 다양한

특허출원 및 기술 수출이 이어졌으며, 1998년에는 선플라주®

(heptaplatin)라는 국내신약 1호가 시판되었다. 또, 약사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한약분쟁’(1993)이 촉발되어, 의약분

업 시행을 앞두고 각 의료직종 간의 직역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

였다.11)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의약품 분류작업이 완료되고 2000

년에 드디어 의약분업이 시행되었다.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가

연 14%씩 증가함에 따라 보험재정의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건

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2006) 정책이 도입되어 약가협상제

도, 선별등재시스템 등이 시행되었다.12,13) 또, 기존의 의약품 두

분류체계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2012)되면서 3

분류체계로 전환되었다.14)

이와 같이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보건정책과 더불어 제약산업과 약업계는 함께 변화하였다. 국민

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반의약품은 1960년대 생산된 박카스®, 까

스활명수® 등으로 의약분업 이전까지 계속 판매순위 1~2위를

차지하였으며,5) 현재 일반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과거보다 용이

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일반의약품 소

비량 및 판매액의 변천사를 분석하여 연대별 국민들의 건강에 대

한 인식 및 건강 관련 수요 변화의 추이를 평가 반영함으로써 국

민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문헌조사에 의거하여 해

방 이후 연대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청), 한국제약협회 및 언론

자료에 보도된 의약품의 생산 실적과 판매 순위를 기준으로 1950

년부터 현재까지의 일반의약품 시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연

대별 최다 판매 약물들을 10년 단위로 분석하였고, 각 연대별 국

가 및 사회적 동향에 대해 조사하여 이들 요소들이 일반의약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하여 평가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주요 의약품목의 산출 기준을 생산실적으로 조사하였는데, 생

산실적은 그 해 판매될 의약품의 수요량이 예측되어 반영된 값

이므로 실제 매출과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정 하에 이

통계 자료를 기준하였다. 또한 일반의약품 구분이 1980년대 이

후 명확해졌으므로, 그 이전에는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1980

년대 이후부터는 일반의약품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1950년대

전쟁으로 인해 항균제와 항생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약전

약 중 판매 1위가 항생제인 구아니찡정®이고, 오일링페니실린®

(penicillin)과 스트렙트마이싱®(streptomycin)과 같은 항생물질의

총생산액도 224,950천환을 기록하였다.15) 유유제약에서는 1955년

출시한 결핵치료제 유파스짓®(p-aminosalicylic acid, hydrazide)

을 출시하여 결핵 퇴치 사업에 크게 기여하였다.16) 기생충 박멸

을 목적으로 회충, 요충 구제제인 산토닌정®의 사용량도 증가하

여 생산량이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Table I).17)

신약으로 가장 높은 생산액을 기록한 약품은 원기소®였다. 원

기소®는 아스페르길루스속균 배양물과 건조 효모를 주원료로 각

종 천연미네랄과 비타민을 함유한 영양제로 소화와 장기능 정상

화에 도움을 주는 약이다. 전쟁과 가난으로 인한 부족한 영양을

보충시켜줄 건강식품으로 영양제가 큰 인기를 얻었다.18) 특히 활

명수®는 1897년부터 생산되었지만 한약 성분이지만 한약처럼 달

이지 않아도 되고 휴대하기 쉽다는 편리함에 덧붙여, 소화제이

지만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여 인기가 좋았으며,19) 진해거담제

인 지해로®도 동화약방의 주력상품으로 일간지 광고를 통해 높

은 생산액을 기록하였다(Table I).

1960년대

불량 항생제 파동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가장 많이 생산된

의약품은 항생제였다.20) 이는 1960년대에는 남북 전쟁의 여파,

위생 불량 등에 따른 감염성 질환이 가장 흔한 질병이었기 때문

이었다. 하지만 품목별로 살펴보면 상위 10대 생산 품목은 박카

스 D®, 원기소®, 알프스D® 등 자양강장제가 다수를 차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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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양강장제와 비타민제가 폭발적으로 팔렸기 때문이다(Table

II).21,22) 특히 비타민은 한국인들에게 영양부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종의 보신제로 여겨졌다. 식사를 안 해도 비타민만 먹으

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할 정도였다.4)

Table I − Most commonly used drugs in 1950s by category

Ranking Brand name Generic name Indications/Usage

Production
amount*

(Unit: 1000
hwan)

Pharmacopeia listed drugs 544,695

1 Guanijjing - Antibiotic 64,942

2 Santonin Santonin Helminthic 64,332

3 Aspirin Acetylsalicylic acid Anti-inflammatory, analgesic, antipyretic 61,927

4 Stomachicus Sodium bicarbonate, powdered 
Korean gentian

Digestant 37,000

5 Ephedrine HCl Ephedrinae hydrochloridum Asthma treatment 36,425

New drugs 3,003,062

1 Wonkiso Dried yeast, Aspergillus culture, 
various minerals and vitamins

Vitamin, nutrition, digestion; normalization of gut function 350,000

2 APC Aspirin, phenacetin, caffeine Antipyretic, analgesic (for common cold) 178,325

3 Samyong Stamina pill Stamina pill Strength and stamina 132,000

4 Norumo NeusilinA, 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 Scopolia extract 
powder, sodium Bicarbonate

Antacid 131,400

5 Yupaseujit P-aminosalicylic acid (PAS), 
hydrazide

Tuberculosis treatment 110,893

Patent drugs 1,269,226

1 Whal Myung Su Various amounts of crude drugs For anorexia and GI distress 158,000

2 Gojanghwan Various amounts of crude drugs Diarrhea 121,500

3 Saengmyeongsu - Stomachic, digestant 114,237

4 Ssanghwatang Various amounts of crude drugs Nutrition to restore and strengthen body 108,109

5 Jihaero - Antitussive, expectorant 88,395

Parenteral drugs 485,791

1 Dextrose 5% Dextrose Treatment of dehydration; provide fluid, electrolyte, 
energy

113,600

2 Destrose 50% Dextrose Treatment of hyperkalemia; circulatory collapse; 
hypoglycemia; provide fluid, energy; for drug intoxication

34,933

3 Saruborok Calcium bromide, sodium 
salicylate, glucose monohydrate

For neuralgia, degeneration of bone, joint, soft tissue; 
analgesic and anti-inflammatory

27,441

4 Saruso - Fever, common cold, headache, neuralgia, cramps 22,986

5 Sepamin Chlorpromazine HCl Psychosis or anxiety, nausea/vomiting, hiccups, artificial 
hibernation related to psychosis

21,320

Antibiotic drugs 224,950

1 Dihydrostrept Dihydrostreptomycin sulfas Aminoglycoside antibiotic 107,250

2 Oil penicillin Penicillin Antibiotic, dissolved in botanical oil and used as IM 
injection

58,800

3 Streptomycin Streptomycin Antibiotic 41,600

4 Penistrept Penicillin, streptomycin Antibiotic 14,000

5 Aureomycin Chlortetracycline HCl Tetracycline antibiotic 3,300

*Based on data from 1955 and 195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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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소규모 제약기업이 정리되고 제조 역량이 높아지면서 1960년

대에 비해 의약품 생산액도 증가했다. 완제의약품 생산액이 1961

년 488억원, 1970년 2036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23) 완제

의약품 소비액 역시 1961년 532억원, 1970년에 2069억원으로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였으며, 보험약가제도(1977)가 실시되면서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소비를 증가시키

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24) 가장 많이 생산된 의약품은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자양강장 드링크제가 강세를 보였으며

1975년에는 가나마이신®(kanamycin)이 국내에서 최초로 합성되

었고5) ‘의약품 보호제도’의 혜택을 받아 꾸준히 높은 생산액을

보였다(Table II). 특히 박카스®는 1970년대에도 높은 생산액을

Table II − Most commonly used drugs by decades from 1960s to present

Time Ranking Brand name Drug Manufacturer
Production amount
(Unit: million won)

1960sa

01 Bacchus-D Dong-A Pharm. Co. 2,832

02 Festal Handok Pharm. Co. 674

03 Terramycin Chung-Ang Pharm. Co. 562

04 Gaswhalmyung-Su Dong Wha Pharm. Ind. 498

05 Cambison Handok Pharm. Co. 362

06 Soh-min Yung Jin Pharm. Co. 330

07 Gasmyungsoo Samsung Pharm. Ltd. 320

08 Synthomycetine Kukje Pharma Ind. 300

09 Wonkiso Seoul Pharm. Inc. 280

10 Alps-D Dong Wha Pharm. Ind. 256

1970sb

01 Bacchus-D Dong-A Pharm. Co. 9,859

02 Wonbi-D Il Yang Pharm. Co. 2,409

03 Alps-D Dong Wha Pharm. Ind. 2,047

04 Gaswhalmyung-Su Dong Wha Pharm. Ind. 2,039

05 Ursa Daehan Vita/Dae Woong Pharm. Co. 1,887

06 Penbrex Cap. Yung Jin Pharm. Co. 1,749

07 Soluble Kanamycin sulfate Dong-A Pharm. Co. 1,646

1980sc

01 Bacchus-D Dong-A Pharm. Co. 84,417

02 Wonbi-D Il Yang Pharm. Co. 33,698

03 Ursa Dae Woong Pharm. Co. 20,598

04 Solpyo Woowhang-cheongshimwon Cho Seon Pharm. Co. 19,004

05 Samjungton Ilhwa Co. 18,240

06 Gelfos Boryung Pharm. Co. 16,645

07 Kwangdong Tang Kwang Dong Pharm. Co. 15,129

08 Yungjin Glonsan Vermont Yungjin Pharm. Co. 14,352

09 Gaswhalmyung-Su Dong Wha Pharm. Ind. 13,223

10 Aronamin Gold Ildong Pharm. Co. 13,144

1990sd

01 Bacchus-F Dong-A Pharm. Co. 160,367

02 Ketotop Pacific Pharm. Co. 34,011

03 Aronamin Gold Ildong Pharm. Co. 31,005

04 Gaswhalmyung-Su Dong Wha Pharm. Ind. 29,342

05 Kwangssangtang-F Kwang Dong Pharm. Co. 29,123

06 Solpyo Woowhang-cheongshimwon Cho Seon Pharm. Co. 29,040

07 Wonbi-D Il Yang Pharm. Co. 26,850

08 Yungjin Glonsan Vermont Yungjin Pharm. Co. 20,364

09 Panpyrin F Dong-A Pharm. Co. 19,908

10 Gelfos Boryung Pharm. Co. 18,668

2000se

01 Bacchus-F Dong-A Pharm. Co. 157,991

02 GaswhalmyungSu-Q Dong Wha Pharm. Ind. 37,532

03 Insadol Dongkook Pharm. Co. 35,701

04 Ursa Dae Woong Pharm. Co. N/A

05 Aronamin Gold Ildong Pharm. Co. 35,130

06 Tylenol Jassen Korea N/A

07 Aspirin Bayer N/A

08 Panpyrin F Dong-A Pharm. Co. 25,234

09 Ketotop Pacific Pharm. Co. 26,575

10 Kwangdong Woowhang-cheongshimwon Kwang Dong Pharm. Co.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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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했는데, 초기에는 영업사원을 동원한 샘플 공세를 판매전략

으로 하여 입지를 세운 후 주력 상품화하여 1970년대까지 연간

매출액은 53억원이었으나 무려 12억원의 광고비를 투입하기도

하였다.25) 그러나 1976년 정부가 의약품 오 · 남용을 부추긴다는

이류로 모든 자양강장 드링크에 대해 대중매체 광고를 금지하면

서 위기를 맞았으나 옥외광고, 전문지, 극장광고를 활용하여 광

고를 유지하였다.5,18)

1980년대

의약품 시장은 1980년대까지 일반의약품을 위주로 높은 성장

세를 유지하였고 1980년대 이후 생활수준 향상, 고령화 사회로

의 진전 등으로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 급격히 변하게

되었다.5) 박카스®는 꾸준한 광고 효과 및 판매 전략에 힘입어

1980년대에도 줄곧 생산 1위 품목이었다. 1980년대 드링크 시장

은 주로 타우린 성분의 피로회복제와 인삼 제제로 나뉘는데 피

로회복제 시장에는 박카스®, 영진구론산바몬드® 등이 있으며 인

삼을 주원료로 한 인삼제제 시장에는 원비D®, 삼정톤® 등이 큰

매출액을 차지하였다. 우루사®(ursodeoxycholic acid)는 1961년

발매하여 1978년 처음 대중매체 광고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인기 있는 제품이다. 특히 1980년대에는 1986년 서울 아시안게

임, 1988년 서울올림픽 공식 간장약으로 지정되어 더욱 인지도

가 높아졌다. 솔표우황청심원®은 한방 민족기업의 역사와 솔표

브랜드의 높은 인지도와 신뢰도로 소비자군이 형성되었으며, 까

스활명수®는 1897년부터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인

소화불량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였다(Table II).

또한 1985년을 기준으로 의약품 분류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는

데, 처방용의약품이 32.6%, 일반용의약품이 44.4%로 분류되었고

나머지는 미분류되었다. 1988년 이 기준이 개정되면서 전문의약

품 및 일반의약품으로 분류군의 명칭이 바뀌었으며 전문의약품

36.6%, 일반의약품 63.4%로 분류되었다(Fig. 1).26)

1990년대

199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 일반의약품 시장의 전성기로 계절

적인 특수품목까지 등장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으며, 1990년대

의약품 시장에서는 일반의약품 58.7%, 전문의약품은 41.2%으로

일반의약품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했지만 이런 현상은 치료

제 비중의 증가에 따라 1998년 일반의약품 48.4%, 전문의약품

51.6%로 역전되었다(Fig. 1).27,28) 박카스®는 박카스 F®로 제품

명을 바꾼 후 다양한 광고로 피로회복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아

1990년대에도 1위를 차지하였다. 케토톱플라스타®(ketoprofen)는

1994년 최초로 출시된 붙이는 외용소염진통제로 붙이는 외용소

염진통제 시장 1위였지만 1996년 트라스트 패취®(piroxicam) 생

산 이후 판매량 감소 추세를 보였다. 판피린®은 1956년 ‘판피린

정제’로 처음 시장에 발매된 이후 '판피린액’, ‘판피린-에스’ 등을

거쳐 1990년 ‘판피린-에프 내복액’으로 변경되었고 발매 이후 꾸

Table II − Continued

Time Ranking Brand name Drug Manufacturer
Production amount

(Unit: 100 million won)

2010sf

01 Ursa Dae Woong Pharm. Co. 575

02 Insadol Dongkook Pharm. Co. 468

03 GaswhalmyungSu-Q Dong Wha Pharm. Ind. 373

04 Aronamin Gold Ildong Pharm. Co. 356

05 Kwangdong Woowhang-cheongshimwon Kwang Dong Pharm. Co. 245

06 Aspirin Bayer 234

07 Panpyrin Q Dong-A Pharm. Co. 230

08 Ketotop Pacific Pharm. Co. 198

09 Fulcare Menarini 172

10 Fusidin Dong Wha Pharm. Ind. 167

N/A; not available.
aBased on data from 1968, 1969 (Maeil Business News Korea).
bBased on data from 1973, 1974, 1977, 1978 (Maeil Business News Korea).
cBased on data from 1988 (Health Listing, 1989).
dBased on data from 1995 to 1999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eBased on data from 2000 to 2010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fBased on data from 2011 to 2014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Fig. 1 − Percentage of OTC versus prescription drug market share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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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한 마케팅 속에 액체 감기약 시장에서 매출 1위를 고수하였다

(Table II).18)

2000년대

일반의약품 시장은 의약분업의 시작과 함께 계속 축소하여 의

약분업이 시작된 2000년에는 일반의약품 39.6%, 전문의약품

60.3%로 전문의약품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고 이 차이는 점점

커졌다(Fig. 1).27) 이 시기에는 정부의 약제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일부 의약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되었는데, 태평양제약 매출의 30%

를 차지하던 케토톱플라스타®가 비급여로 전환된 것이 그 예이

다.29) 1990년대에 비해서 박카스®의 순위는 그대로 1위를 고수

하였으나 비급여의 여파로 2위였던 케토톱플라스타®는 9위로 밀

려났다. 동국제약이 1978년부터 프랑스 라로슈 나바론사에서 수

입하여 1987년 자체 생산에 성공한 잇몸병 치료제인 인사돌®(옥

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은 2000년대 2위를 차지했는데 초기에는

치주질환에 대한 인식이 낮아 동국제약에서는 TV광고를 통해 국

민들에게 치주질환의 개념을 알리는데 주력하며 얻어진 결과였

다(Table II).

2010년 이후

2011년 박카스®는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며30) 의약

품 순위가 변동되었다. 2010년대에는 출시된지 30년이 넘은 인

사돌®, 우루사®, 까스활명수큐®, 아로나민®, 광동우황청심원®,

판피린®, 후시딘® 등이 꾸준히 국내 일반의약품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에 반해 이탈리아 제약사 메나리니가 2013년 내놓은 손

발톱무좀치료제 풀케어®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발매 2년 만

에 2014년 전체 매출 4위에 오른 점이 눈에 띈다(Table II).31)

일반의약품 신제품의 고전은 시장 침체와도 무관하지 않다

는 지적이 있다. 국내의약품 생산실적에서 일반의약품이 차지

하는 비중은 2010년 17.8%, 2011년 17.7%, 2013년 16.8%,

2014년 16.9%로 줄곧 하락세다(Fig. 1).32) 최근에는 소비자들

이 백화점, 대형 마트, 온라인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건

강기능식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강보조 일

반의약품, 특히 피로회복이나 건강과 관련된 제품들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약물인

인사돌®의 매출은 여전히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2012년

11월부터는 24시간 운영되는 점포에서 부작용이 크지 않고 안

정성이 입증된 13종의 일반의약품에 대해 편의점 안전상비의

약품 판매가 허용되었지만 일반의약품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

오지는 않았다.26)

고 찰

의약품의 소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대별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했던 약물들에 대한 평가를 하였고, 평가 결과 가장 많이

찾은 의약품은 시대별로 특정한 추이를 보이고 이는 각 시대의

사회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950년대는 한국전쟁 발발에 따른 전염병이 빈번하게 나타나서

항생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여 구아니찡정®, 오일페니시링®, 스

트렙트마이신® 등의 항생제 생산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소화기

능에 도움이 되는 원기소®와 같은 영양제, 활명수®와 같은 드링

크제가 많은 판매량을 나타냈다. 1960년대에도 여전히 위생불량

에 따라 감염성 질환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항생제의 판매가 주

를 이루었다. 박카스®는 1960년 5월에 처음 출시되어 피로회복

제품의 시장을 열었다. 영양부족을 약품 복용으로 해결하려는 움

직임에 따라 비오비타®, 아로나민®과 같은 보신제의 판매량이

급증하는 양상을 주목할 만 하다. 1970년대는 의료보험제도(1977)

도입에 따라 의약품 사용 장벽이 낮아져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

라 1960년대에 비해 의약품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

에는 박카스®가 판매 전략을 광고비 투자로 확장하여 드링크제

들 사이에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1980년대는 전국민 의료보험시

대를 맞이했고,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의

약품과 일반의약품이 분류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공식 간장

약으로 지정된 우루사®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눈에 띄는 판매량

성장을 보였다. 박카스®는 꾸준한 광고효과, 판매전략에 의해

2000년대까지 부동의 1위를 기록하였다. 1990년대는 일반의약품

시장이 성황을 이루던 1990년대 초와 대비해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1997)에 따라 제약산업

이 위축되어 의약품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다. 2000년대는 의약

분업(2000) 이후에 일반의약품의 품목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고,

그 영향에 따라 반대로 전문의약품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또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의약품 분류 작업에 따라 의약품의 판

매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노인

인구 증가 현상은 2000년대에 심화되어 노인층을 겨냥한 의약품

의 강세가 나타났다. 그 예로 인사돌®은 치주질환의 개념을 광

고를 통해 인식하게 하여 그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0

년대는 박카스®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면서 1위를 인사돌®에게

내주었다.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국

내 의약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역설적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적 부담에 따라 약가 인하 정책을 시행하여 의약품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2012년부터는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되어 일반

의약품 판매의 저변이 넓어졌지만, 판매가 허용되는 일반의약품

의 가짓수가 적고 복약지도를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013

년 국내 지역약국 방문 성인의 일반의약품 복용실태 및 전문의

약품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서 일반의약품의 복용 동기로

서 응답자의 55.6%가 약사의 권고에 의해서라고 답하였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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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로 높은 동기는 방송 및 대중매체 광고를 통한 것(16.6%)으

로 보고하였다.33) 따라서 실제 일반의약품 구매에 있어서 약사

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일반의약품에 대해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편의점에서의 판매는 전체 일반의약품의 판

매량에 미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한 선행 연구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이후 일반의약품 정책에 대한 소비

자의 인식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소비자들이 대체적으로 안

전상비의약품의 효과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으나, 부작용에 대

해서는 타이레놀정®(인지도 19.3~21.4%)을 제외하고는 매우 낮

은 인지 수준(1.8~8.3%)을 지녔으며, 안전상비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시 대처 방안 등의 일반의약품 정책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4) 이렇듯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

이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나의 개선방안으로, 용량, 용법,

부작용 및 주의사항을 한눈에 찾아보기가 어려워 발생할 수 있

는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의 사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패키지디자인의 개선이 제시된 바 있다.35) 또

한 65세 이상의 노인환자 및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등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은 더욱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

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에 있어 적절한 제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36)

일반의약품의 시장은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확대로 인해 피

로회복, 건강보조용 의약품의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 또한 신제

품의 고전도 일반의약품 시장 침체와 연관되어 있다. 메나리니

사의 신제품 ‘풀케어®’는 발매 2년 만에 매출 4위를 기록했지만

국내 제약사는 앞다투어 복제약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

사들이 일반의약품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크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약가인하정책과 의약

품 재분류 및 기등록 제품의 재평가에 따라 제약 업계의 발전이

쇠퇴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판매량 상승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전통이 오래된 의약품들이 꾸준히 인기

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존 약품의 돌려막기나 복제품을 생산하

기 보다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제약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국

민 보건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약사와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도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을 권장하며

불필요한 약물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도 다양

한 정책을 통해 제약회사의 신제품 개발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

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 론

1950년부터 현재까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 및 건강 관

련 수요는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향후 고령화의 빠

른 진행과 더불어 만성질환의 증가, 전문의약품 시장의 확대로

정부의 약제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안전

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 분류를 재정비하고, 국민의 건강적인 수

요에 알맞은 일반의약품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인, 제

약산업, 정부의 총체적이고 계획적인 팀차원적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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